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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를 위한 장기프로그램인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소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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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B)에서는 향후 북한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긴급사태의 유형과
한반도 안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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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 & B

Ⅰ.문제제기

세계은행(WB)은 2014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4년 말이 되면 중
국의 경제규모가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16조 7349억 달러, 미
국이 16조 6522억 달러로서 중국이 미국보다 800억 달러를 앞지르게
되어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도 일본을 제
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1위 등극은 미
국이 1872년 영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경제대국이 된지 142년만의 자리
바꿈이다.1)
미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년에 발생한 시
리아사태, 우크라이나사태에서 과거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미국은 세계차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국제질서의 주도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책임 있는 대국의 지위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한다는

1) C
 hris Giles, “China poised to pass US as world’s leading economic power this year,”
Financial Times (April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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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개념도 후퇴하고 이른바 ‘G0 세계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2)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
고 있어 미국을 포함하는 다극적 질서인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3)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
아 재균형’에 나섰고,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점차 안보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통
일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한·
미 안보협력과 한·중 경제협력이라는 고정된 틀을 넘어 중국과도 안보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대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반도문
제를 자력으로 관리하고 미·중, 중·일 등 강대국관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외정
책에서 미국과 중국 또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든 정책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 주변 강대국들이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강요할 경우 이를 쉽게 떨치기 어
렵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동아시아지
역의 질서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겠다
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이러한 변화를 기회 삼아 민족의 염원인 평화

2) Ian Bremmer, 『Every Nation for Itself : Winners and Losers in A G-Zero World』 (New
York: Penguin Group, 2012).
3) Thomas L. Friedman, “The Post-Post-Cold War,” The New York Times (May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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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기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협력적 남북관계를 만들어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
이에 흐르는 대립과 분열의 물줄기를 하루빨리 협력과 통합의 물줄기로
바꿔놓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때마침 2014년 연초부터 우리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내세워 통일시
대를 준비해 나가자는 캠페인을 벌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
덴 통일구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우리측 제안을 ‘흡수통일’ 논리이며 남북
관계의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인 것들뿐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박 대통령의 구상을 거부함에 따라 2014년 초부
터 불기 시작했던 통일시대의 준비를 내세웠던 열띤 분위기가 한풀 꺾
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
리 쪽의 일방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통일의 상대인 북한 쪽의 의사도 고
려하지 않으면 안 되며, 통일의 과정도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
식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동서독일은 유럽에서 냉전이 해체되는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을 이용
해 평화통일의 기회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전환기에 우리는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바 있다. 이제 또다시 밀려오
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재편이라는 물결을 어떻게 대처해 평화통일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물결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물결
에 잘 편승한다면 평화통일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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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반도문제에서만큼은 ‘민족자결의 원칙’
에 입각해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비록 북한의 정정(政情)
이 불안하고 쉼 없이 각종 도발을 저지르고 있어 우리 대외정책의 발목
을 잡고 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강대국들이 남북한의 사이를 갈라놓
을 수 없도록 협력적 남북관계를 구축해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반을 조성
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대결과 긴장이 계속 지배한다면
우리의 발언권은 약화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의도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
이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막기 위해 지금부터 평화통일
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의 실태
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
정은으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을 이어오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김정은 체제
가 등장하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린 시절 서구 유학경
험도 있다는 점도 있어서인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약속한 북·미간의 「2.29
합의」를 파기하고 두 차례의 로켓발사와 3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불
량국가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국제사회를 실망시키기 시작했다. 뒤이어
2013년 3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공식적인 국가노선으로 내
놓음으로써 되려 한반도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4)

4) 경
 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등장배경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창현, 『키워드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pp.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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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 고강도 제재가 시행되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 및 인권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김정은 정권은 더욱 더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
져가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적인 퇴행적 조
치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후 6.28방침과 경제개발구 계획 등 개혁·개
방의 움직임도 보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앞으로 북한 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란 더 더
욱 어려운 일이다. 리영호나 장성택의 숙청과 같은 북한 내부의 단편적
인 사건만 보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 불안정을 평가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5)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북한체제의 향
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제재 아래에서 김정은 정권은 개혁·개방 추진의 한계와 권력기
반의 동요 등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북한이 추진
코자 하는 개혁·개방은 외국자본의 도입이 불투명한 가운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정목표로 내건 ‘인민생활의 향상과 경제강국의 건설’
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
이 처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제2장에서 김정은 정권의 2년 동안 권력의 정당성과 통치
체제의 안정성 분석을 통해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평가해 보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을 외교안보와 경제건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3

5) 정창현, 『장성택 사건- 숨겨진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pp. 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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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북한체제의 회생과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성격을 가진 플랜 A의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체제가
경착륙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대책인 플랜 B를 검토해
본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협력적 남북
관계의 추진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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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 평가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 및 내구력을 판단할 수 있는 10개
의 지표를 제시하였다.6) 코르나이(J. Kornai)는 그의 저서 『사회주의체
제(The Socialist System)』에서 사회주의 체제 전환이 정치적 영역에서
다원민주주의, 경제영역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일반적 패턴으로 나
타난다고 설명했다.7)
그밖에 북한정권의 내구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이념, 엘리트,

6) 브
 레진스키가 밝힌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10대 지표는 사회주의의 대중적 호소력 상실, 미
래에 대한 비관주의, 생활수준 저하, 공산당의 사기저하, 종교활동의 증대, 민족주의와 공
산주의 이념의 충돌, 경제적 사유화의 증대, 정치적 반대의 활성화, 공개적인 정치적 다원
화 요구, 인권문제에 대한 수세적 대처 등이다.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ener’s Sons, 1989), p. 234.
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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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경제, 대외관계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①이념분야에서는
공식이념의 기능, 미래에 대한 비젼,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②엘
리트분야에서는 엘리트의 사기, 엘리트 갈등, 관료기구의 기능, ③통제
분야에서는 사회통제, 정치적 반대. 반문화 형성, ④경제분야에서는 사
적 경제영역, 생활수준, 대외경제관계, ⑤대외관계분야에서 외부정보의
유입, 안보자원의 확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등이다.

1) 권력 장악과정의 비교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체제안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김정은 국
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으로 2012년 4월 공식
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당시 나이가 29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8) 북한체
제의 안정성 논란은 2012년 고모부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전격적으로
처형되면서 증폭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장성택의 자리를 이은 제2인자
로 인식됐던 최룡해가 실세인 군 총정치국장직에서 해임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 장악과정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권력장악 및 공고화 과정을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처해 있는 내부 권력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8) 김정은의 출생년도에 관해서는 1983년설과 1984년설이 있다.

21

Ⅱ.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과 국가전략 평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김일성 국가주석의 권력 장악과정을 보면, 그는 항일빨치산 출
신으로서 태평양전쟁의 절정기에 소련 땅에 피신해 있었다. 이 때문에
일제 패망 후 그는 북한으로 돌아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해 분
국의 책임비서가 되었다. 뒤이어 그는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 및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위원장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설되자 내각수상이 되
었다. 하지만 6·25전쟁 전까지는 정치세력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연립 정권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이 6·25전쟁 패전으로 조
성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로당파를 비롯한 대립세력을
제거하였고, 또한 1950년대 중반에 진행된 이른바 반종파투쟁 과정에서
갑산파가 승리함으로써 1958년 무렵 북한에서 김일성 중심의 확고한 권
력기반이 구축되었다.
그 뒤 김일성이 속해 있던 갑산파의 주요 인물들이 북한정권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1960년대 말에는 김일성의 후계구도 문제로
갑산파도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갑산파의 숙청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
로 부상한 김정일은 후계자로 자리 잡고 이후 김일성을 절대화하는 개
인숭배작업이 가속화되었다.
다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61년 7월 22일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이
후부터 1969년 9월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부장 및 선전선동부 부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72년 10월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
5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뽑혔고, 1973년 9월 조선로동
당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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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
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70년대부터 자신의 경쟁자이자 잠재적 후계자였던 숙부 김영
주를 실각시켰고, 자신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을 헝가리 대사로 내몰았
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고, 1991년
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에는 국방위원장, 1994년 김일성 국가
주석의 사망 이후에 공식적으로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3년의 유훈통치가 끝나자마
자 1997년 당 총비서가 되었고, 1998년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
서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권한이 더욱 강화된 국방위원
장에 재추대되었다. 그는 1997년부터 ‘심화조’ 사건9)을 일으켜 서관히 노
동당비서를 공개 처형하는 등 피의 숙청과 공포 정치로 유일영도지배체
제를 공고화해 나갔다.
끝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
된 뒤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으며 권력 전면에 등장하였다.
그는 후계수업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가운데,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하자 군 최고사령관, 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지위를 차례로 물려받아 3년여 만에 권력세습을 마무리 지었다. 2013
년 7월에는 대장으로 임명된 지 1년 10개월 만에 차수를 건너뛰어 원수
로 추대되었다.

9) 황
 일도, “김일성 사망 직전 父子암투 120시간,” 『신동아』 2005년 8월호, “親김일성 세력
제거작업 ‘심화조 사건’의 진상,” 『신동아』 200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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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리영호 당군사위 부위원장이며 군총참모장이던 리영호 차
수를 직무해임하였다. 군총참모장은 리영호에 이어, 현영철, 김격식이
맡다가 2013년 8월부터 이영길이 맡고 있으며. 인민무력부장은 김영춘,
김정각, 김격식에 이어 2013년 5월부터 장정남이 맡고 있다.
2013년 12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행정부장의 ‘국가전복
음모’ 혐의 처형, 그리고 2014년 4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2012년 4월 이후 2년간 총정치국장 직을 유지하던 최룡해를 해임하고
황병서 당조직부 제1부부장이 그 자리에 앉았다. 이와 같이 김정은 위원
장은 권력핵심들의 숙청을 통해 빠르게 유일영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2) 김정은 권력 장악과정의 특징
이와 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권력 장악과정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당대 권력 라이벌들에 대한 처리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
은 등 북한의 최고권력은 자신의 유일영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측근
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권력 라이벌들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숙청하였다.
김일성은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남로당계 박헌영을 ‘미 제국주의자들
을 위한 간첩행위’와 ‘공화국 정권 전복음모 행위’ 죄목으로 기소한 뒤
1955년에 처형하였다. 박헌영의 처형은 6·25 남침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로당계에 떠넘기고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희생양’
이었다. 또한 김일성의 항일투쟁 동료이자 노동당 서열 2위였던 박금철
당 비서는 1967년에 ‘종파분자’라는 죄목으로 숙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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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자 친삼촌인 김영주를 숙청하여 유일
영도체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인 ‘2인자’를 제거하였다. 김영주는 세습
정권승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다는데.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
된 뒤 자강도로 좌천됐다가 20년만에 복권되었다. 김정일의 이복동생
인 김평일은 1988년 헝가리 대사를 시작으로, 불가리아 대사, 핀란드 대
사를 거쳐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1998년부터는 폴란드 대사로 재
직하고 있다.
김정은의 경우는 아직 직 접적인 권력 라이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
정일의 장남인 이복형 김정남은 오래 전부터 중국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뒤로는 북한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의 차남이자 친형인 김정철에게는 어떤 권력
의 자리도 부여되지 않았다. 김정은의 후견인이던 고모 김경희는 2013년 9월
이후 기록영화에서도 삭제되는 등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4년
4월 15일 방영된 기록영화에 다시 등장하는 등 복권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장악과정은 ‘1인 지배체제 강화’란 최
종 목표는 같으나 리더십 구축과정과 방식, 속도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64년 노동당에 들어가 당 조직지도부장, 선전선동
부장 등을 거쳐 10년만인 1974년 당중앙 정치위원회 위원에 임명되면서
후계자 낙점을 받았다. 뒤이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군 최고사령관, 국
방위원회 위원장, 당 총비서를 맡으며 당·정·군 장악에 마침표를 찍
기까지 무려 23년 8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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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09년 5월 후계자로 내정된 뒤 김정
일이 급사하자 군 최고사령관, 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지위를 차
례로 물려받고 원수로 추대되면서 3년여 만에 권력 세습을 마무리 지었
다. 김정은이 예상 외로 빨리 북한의 최고 권력을 잡게 된 배경에는 아
버지와 다른 권력승계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압축적 후계
세습을 거친 탓에 권력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체제는 2인자였던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숙청하여 조기에 체
제 불안 요소를 제거함으로 대중적으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권력을 장
악하는데 걸린 시간에 비해 보다 빠른 기간에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현 권력상태는 김일성이 1967년 갑산
파를 마지막으로 모든 반대세력들을 숙청한 후의 상태, 김정일이 김영
주를 숙청하여 1인 권력을 확실히 장악한 상황과 비슷하다.
현재 북한에는 권력 역관계를 볼 때 김정은에 맞먹을 강력한 라이벌
이 없어 당분간 도전하는 세력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간 권력유지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가 최
고지도자로서 권력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통치체제의 안정성을 확
보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권력의 정당성 평가
헌팅턴은 정치체제의 내구력을 제도화로 표현하면서 제도화 과정을
정당성(legitimacy)과 효율성(efficiency)으로 요약한 바 있다. 이와 같
은 체제 내구력은 크게 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의 두 범주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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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는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체제의 정당성
을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적 정당성으로 구분하고, 체제의 효율성을 내
용적 정당성으로 이름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절차적 정당성
가.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북한에서 권력승계란 후계자 유일지도체계(유일관리제)에서 후계자
유일영도체계를 거쳐 수령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으로 정리하
고 있다. 후계자 유일지도체계란 수령이 생존하는 가운데 후계자가 수
령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당과 국가의 전반적 사업들을 지도하는 시스
템이고, 후계자 유일영도체계란 수령이 사망한 가운데 후계자가 수령의
영도체계를 물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령을 대신하여 당과 국가의 전반
적 사업을 영도하는 시스템, 수령 유일영도체계란 후계자가 수령의 영
도체계를 물려받아 후대수령으로써 당과 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영도하
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하지만 사회주의와 권력세습은 원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사회주
의이론의 어디에도 권력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은 없다. 그것을 모
를 리 없는 김일성 주석은 일찌감치 자신의 장남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낙점하면서도, 내부 권력투쟁을 통해 지도자로서 성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김정일은 친삼촌인 김영주와 이복동생 김평일 뿐만 아니라, 항

10) 이
 기동, “김정은체제의 미래와 정치체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긴급토론회 발표논문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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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빨치산 출신의 혁명원로들 사이에서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권력을
‘쟁취’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볼 때 김정일이 1974년 당중앙위원회에서 후계자로 지명
되었다고는 하지만, 후계자의 지위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
문에 김정일은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통해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하면서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부를 장악하
는 등 등 나름대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이다. 실제로 당시 북한당국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단지 김일성 주석
의 장남이어서가 아니라 김정일 개인이 탁월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뒤 최고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1974년부
터 1994년 김일성 사망까지는 후계자 유일지도체계 시기, 1994년 김일
성 사망 이후부터 1997년 당 총비서 취임 때까지는 후계자 유일영도체
계 시기, 1997년 이후부터는 수령 유일영도체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김정일은 후계자 유일지도체계와 유일영도체계를 조직지도부를 중심으
로 확립하였다.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된 1970년대 당시에는 노동
당이 국가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후계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 당을 기반으로 하는 영도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했다. 그는 당
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1964년 당 조직지도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1974
년 당 중앙위 정치위원, 1980년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그
가 군 관련 공직을 얻은 것은 1990년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될 때가 처
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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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라 유일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1995년
부터 선군정치를 주창하며 군을 앞세워 경제위기에 빠진 체제를 유지하
려 했다. 김정일 독재가 심화되면서 김일성 시절 번성했던 당이 뼈만 남
은 가운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의 입김이 세졌고 급기야 2004년에 개
정된 북한헌법에서 북한은 기존의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
하지만 김정은은 사정이 정반대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것은 오로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빼놓고는 설명
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가 후계자로 ‘낙점’받은 것이
2009년 1월이고, 국가안전보위부 책임자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9월 28일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에게 ‘군 대장’ 칭호를 부
여하고 새롭게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책을 신설해 그를 이 자리에
추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군, 당, 정 최고권력 자리는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다. 김정일 위원장 급사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노동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한 데 이어,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그를 당 제1비서로 추대했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2012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하였다.
군, 당, 정의 최고권력 자리를 차례로 차지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불과 29세에 불과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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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아니라, 그가 김정일 위원장으
로부터 최고지도자로 낙점 받을 때까지 그의 실명이 ‘김정운’인지 ‘김정
은’인지도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 무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잘 알려
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지도력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다.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과정을 보면, 2008년 8월 김정일의 와병
이후 2009년 1월 8일 김정은 후계자 유일지도체계를 출범하였고, 2010
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 유일지도체계를 중앙군사
위원회를 중심으로 확립하였으며, 김정일 사망 이후 후계자 유일영도체
계는 비교적 순탄하게 확립되었다. 2013년 12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정
치국 확대회의 개최 이후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고 있는데 위
대한 영도자는 김일성에게만 붙이는 ‘위대한 수령님’ 다음 가는 존칭이
다. 즉 김정은에 대한 개인숭배 수준이 과거 김정일에 대해 이뤄졌던 것
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숙청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해임 이후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의 유
일영도체계 확립을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어 향후 김정은으로의 권력 집
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11)
과거 왕조국가를 제외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3대세습
의 권력승계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큰 동요가 없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권력승계의 문제를 미리 해결

11) 정
 성장,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경제문화포
럼 발표문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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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사후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둘째, 김정일의 경우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권력승
계 작업과 동시에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며, 김정은의 경
우는 김정일이 생전에 후계작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
에 큰 혼란 없이 부자간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기 속성 후계수업에 따른 유일영도체계 확립의 불안정성 때
문에 김정은은 자신의 후견그룹인 리영호 군 총참모장, 장성택 당 행정
부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을 해임하거나 숙청을 계속 단행해 오고
있다. 이는 비록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자신이 아직까지는 군, 당, 정 인맥을 완전히 장착하
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향배는 제도적 장치
를 기반으로 어떻게 부작용 없이 군, 당, 정 인맥을 완전히 장악하는가
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명분적 정당성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유일영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나
름대로 북한주민들에 대해 명분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장기간 유일영도체제를 유지해온 체제에서는 주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체제유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의 명분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김일성은 상당히 성공적이었
다. 40여 년간 김일성 일인통치의 사회주의체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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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과 6.25전쟁 및 전후 복구과정에서의 지
도력을 바탕으로 ‘항일투사’와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상징조작이 가능했
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성도는 후계체제의 구축단계에서 지도자에 대한 경외심에서
발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정권은 후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일성이 갖고 있는 수령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북한당국은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해 혁명위업 계승자로서의 인격적 리더십을 신속
히 확립해야 했다. 그리하여 ‘만경대혈통,’ ‘백두혈통’을 강조함으로 유일
체제를 보다 확실히 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김정일은 이 같은 지도자상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지도자적 자질에 대한 위기지수는 낮게 나타났다.12) 이는
역시 대안적 지도자의 부재와 장기간의 김정일 우상화작업의 영향 또는
정치적 무관심이 큰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상 및 선전 담당자들은 김정은의 핸디캡인 혁명경력과 업적
의 일천함과 적은 나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정일의 영생, 김정일과 김정
은의 동일시, 김정일 카리스마의 김정은에게로의 전이를 위한 논리개발
에 부심하고 있으나, 포스트 김일성 후계체제 구축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김정일의 영생과 관련하여,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
께 계신다”는 구호와 똑같은 “김정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다”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수령과 후계자의 동일시와 관련하여, “김정

12)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통일연구원 (2006), pp. 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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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이시다”라는 구호를 바꾸어 “김정은 동지는 김정
일 동지와 꼭 같은신 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카리스마 전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에 대한 부채의식과 김정은에 대한
변제를 김정일 당시에 비해 더욱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민을 위
한 초강도 현지지도 중에 김정일이 사망했으므로, 인민은 김정일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김정은에 대한 충성으로 갚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13)
하지만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우상화 작업만으로는 후계체제의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후계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
인적인 우상화 작업 외에 혁명과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계체
제의 명분적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단기적으로 유훈관철에
기초한 ‘혁명위업 계승과 완수’가 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혁명위업 계
승과 발전’이 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과업으로 ‘강성대국(强盛大國)의 건설’
을 내세웠고, 이후 후계체제의 명분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상강
국→군사강국→경제강국을 통해 강성대국이 완성된다는 논리를 구축했
다, 그리하여 사상강국의 건설자는 김일성 주석이며, 자신은 군사강국
의 건설자, 그리고 후계정권은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과업을 맡고 있다
고 선전했다.
이러한 후계체제의 명분적 정당성 논리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의 사후
북한당국은 그의 3대 업적으로 인공위성 제작 및 핵보유국, 새세기 산업

13) 이기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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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민족의 정신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김정일 체제는 이러
한 3대 업적을 통해 군사강국을 건설했다는 논리이다.
3대 정권인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선대가 이룩한 사상강
국, 군사강국의 성과 위에 경제강국을 건설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강성
대국을 완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강국의 실현은 “강성대
국의 영마루를 점하자”는 논리로 치환되어 김정은 시대의 국가목표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시대의 최대 화두는 경제발전이 되고 있다. 김
정은 정권은 인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민심을 얻고 유일 지배
를 공고화하려 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선 그 배경으로 핵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특히, 경제강국이 국방공업 우선노선을 통
해 이룩한 과학기술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실현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강국은 군사강국과 경제강국을 연계하는 고리로
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명분적 정당성의 비교
명분요소

내 용

김일성

사상강국

주체사상 창시, 자주·자립·자위의 강국, 진정한 사회주의의 건설

김정일

군사강국

인공위성 제작 및 핵보유국, 새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 강화

경제강국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식량문제의 해결, 인민소비
품의 정상공급,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정상화, 김일성 주석 100회 생
일 열병식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
회주의 부귀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
이라고 강조
- 4.15 연설의 핵심은 ‘새세기 산업혁명’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준
비하기 위한 경제관리의 혁명적 개선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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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적 정당성: 경
 제적 효율성
김정은 정권의 내용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경제적 효율성은 경제부문
에서 최소한 기능해야 하는 요건들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경제성
장률, 대외경제관계 등 순수 경제적 측면과 그 외의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정권이 북한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급작스럽게 줄어들거
나(통치자금의 고갈), 국가가 제공하는 식량을 비롯한 최소한의 생필품
의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이들 품목의 시장에서의 구입 경로가 심
각하게 훼손되는 상황, 전력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순환구조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경제의 내구력이 약해지고 김정은 체
제의 내용적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실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논의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의 불안정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즉, 김정은 체제 내구력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은
무엇보다 경제문제이다.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기초생활과 보건의료, 교육 등 복
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로서 북한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김정은이 2012년 4월 연설에서 “핵
무력이 있으니 이제는 경제강국 건설이다,”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졸
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도 바로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경제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과 2013년 초반까지

35

Ⅱ.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과 국가전략 평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종식하고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였다.
2012년 첫 해는 성공적이었다. 김정은은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졸
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경제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이
른바 6.28방침을 단행했다. 북·중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관리위원회
(2012.10.26)가 출범하였고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
의, 각 도에 경제개발구 설치를 지시했다.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
의에서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5월 29일 상임위 정령으로 발표하
였다. 이 법안에는 경제개발구의 토지를 50년 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되
어 있다. 경제건설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북한군 30만 병력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부와 당관료들 중 갑작스런 정책선회를 우려하는 세력들은
북한의 우주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강력한 경제제재
를 결의하고 한미연합군이 확장억제력 전개를 위한 군사연습을 전개하
자 ‘병진노선’을 앞세워 경제강국 올인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선군정치
로 다시 환원하자고 할 수는 없는 분위기에서 전통적인 ‘병진노선’을 다
시 끌어 들여와서 경제에 올인하는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경제건설
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은 경제분야에 대한 전면적 개혁
개방이며 핵을 과감히 포기하고 국제체제에 편입되어 민생을 살리는 경
제회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앞으로도 핵에 대한
미련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에 핵포기를 통한 경제회생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신의주특구와 13개의 개발구
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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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투
자가 이루어질지 의문이고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이 없이는 북한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14)
현재 북한은 경제난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와 국가공급제도의 유명무
실로 자생적인 시장에 의존하는 생존방식이 민생경제 전반에 고착되었
고, 노동능력을 보유한 생산근로자 계층까지 시장에 투입됨으로써 돈
중심의 경제관이 보편화 되었다. 또한 개인 수중에 집중된 자본이 개인
수공업과 임노동 출현, 주택·소토지 암거래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었
고,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 자의 생존을 위한 결탁과 뇌물수수·부정
부패가 만연하다. 현재 북한의 부패지수는 세계적으로 최하위로서 아프
가니스탄과 소말리아와 같은 수준이다.15) 사회통제 담당자인 당 간부,
보안원, 보위원들의 통제를 빙자한 주민수탈은 국가공급제도의 단절로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하는 절박성에서 시작되었다.16)
표면적으로는 3대 권력세습이 안착되어가는 듯 보이지만, 김정은의
리더십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고, 정치적 권력기반을 다지는 중
이며,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내부적인 혼
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변수가 경제문제와 연결되
어 핵문제와 대북경제제재, 체제유지와 경제개혁문제에서 혼란이 가중

14)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북한의 대남 유화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5) 국제투명성 기구 발표. CNN, 2012년 12월 5일.
16) 시장에서의 쌀 1kg 가격은 북한원화로 5,500원~6,000원인데, 간부들의 월급은 4,000~
5,000원이다. 법무부, “북한경제의 이중성과 민생경제 현황,” 『2013 북한실태 연구보고』
(2013),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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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과거 붕괴된 사회주의체제인 구소련
과 동구권, 그리고 개혁개방을 선택한 중국, 베트남, 쿠바 사회주의 국
가들의 교훈에서 나타난 국내수요에 국한된 내수성장의 한계와 계획경
제의 운영상 폐단이 아직 그대로 내재해 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국가경제와 민생경제의
괴리가 확산되고, 국가가 공장·기업소를 통해 자생적 생존방식에 의존
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경제관리 운영자금의 일부를 충당 받고 있는 실
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가 783
달러로서 1,500달러인 베트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얀마 835달러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17) 그런데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
선으로 여전히 군사비 예산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민경제생
활 회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핵보유를 고집하므로 경
제제재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회생에 필수적인 해외투자와 개발
지원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중국이 어느 정도 적
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장성택 숙청
이후 현재 주춤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에 따라 북한의 경제 효율성이라
는 측면에서의 체제 내구력은 달라질 것이다.

3) 통치체제의 안정성 평가
체제나 정권의 내구력은 단순히 체제를 위협하는 큰 사건이나 사태가

17) 위의 글,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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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사건과 사태를 처리하는 능력의 여부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
서 체제와 정권의 복원력(resilience) 또는 통제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의 경험연구에 따르면, 독재체제와 민주국가 모두에서 체
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정권이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위협요소들이 발생한
데 대해 충분히 통제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18)

(1) 엘리트들의 충성도
북한 엘리트간의 경쟁과 갈등은 일반적인 권력이론상으로는 필연적
인 것으로, 전근대 국가나 사회에서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권력엘리
트간 갈등은 쿠데타나 궁정혁명, 민중혁명을 야기하였다. 북한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시기별 형태는 달랐지만 권력엘리트간의 갈등이 지속
되었다. 그러나 최고 권력을 둘러싼 엘리트간의 갈등은 1956년 ‘8월종
파사건’을 통해 거의 소멸되었고, 최고권력자를 향한 보다 높은 지위 점
유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엘리트간의 갈등은 1960년대를 끝으로 거의 자
취를 감추었다.
북한에서 엘리트 갈등은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밥그릇싸움, 자기 부
서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비서와 당비서 사이 갈등이 있
고, 보위부와 안전부 사이의 갈등이 있으며 행정부처 사이의 의견갈등
도 약간 있다. 군부 내에서의 정치장교와 일반장교간 갈등, 당중앙위에

18) 김병로, 2014년 2월 13일 토론문,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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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부처간 갈등, 기업소나 협동농장 내의 당비서와 지배인간 갈등, 협
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간의 갈등, 군부 내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간 갈등 등이 있다.19) 특히 경제난 이후 식량이나 자원배분을 중심으로
부처간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개인끼리의 충성
심 경쟁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이것이 최고권력 자체를 변경시
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러한 가능성이 있
다하더라도 사전에 각종 감시장치를 통해 분쇄되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1995년부터 북한에서는 ‘선군정치’가 본격화되었는바, 헌법상으로나
당규약으로 조선노동당의 권한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
붕괴 및 경제난 이후부터 노동당의 권위가 실추되고, 특히 핵문제로 인
해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군부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됨에 따
라 군부의 위상이 노동당을 능가하게 되었다. 물론 현재 다시 노동당으
로 중심축을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 군부의 힘이 막강한 것만
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노동당과 군부 간에 일정정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군부의 반발이 당의 대표적 실세였던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숙청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군부의 대표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으로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색채가 강하고 노동당원이
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의 우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군부도 노
동당의 노선을 벗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19) 자세한 내용은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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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체제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당, 정, 군의 간부들의 사기가 약
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는 대체로 높은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
으며, 관료기구는 최고 지도부의 의도와 정책을 지시 이행하는 메커니
즘으로 기능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체제유지의
근간 중 하나는 상층 권력엘리트들의 충성심과 능력인데 상층 권력엘리
트들은 어떤 이유에서이든 체제 및 김정은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상층엘리트들이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 몰락 시 동시에 자신들도 몰락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
다.20) 다시 말하면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후, 소련과 중국공산당 상층부
에서 일어났던 변화는 북한정권에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
한정권의 지도부가 서로 공동운명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부 반란
의 가능성도 낮다고 하겠다.

(2) 일반대중에 대한 사회통제력
북한은 엘리트 장악, 주민 포섭으로 독재 내구력을 키워 왔다. 독재정
권에는 다양한 양태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양태에 따라 내구성이 달랐
다. 독재정권의 내구성이 특히 강한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이다. 첫
째, 독재자가 주변의 엘리트를 확고하게 장악하면서 동료가 아니라 부
하로 부리는 경우, 둘째, 정권이 단일정당을 매개로 주민을 선별적으로

20) 북
 한 간부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
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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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cooptation)하는 경우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동시
에 보여주는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
북한은 당원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 수 있는 직책의 숫자를 늘려 당원
이 되고자 하는 욕구, 당원과 현존 정권의 운명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높였다. 북한은 독재국가 중에서도 유별나게 거의 모든 간부의 직책 임
명을 당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북한은 주민집단을 정치적 충성도에 따
라 등급화하고 그에 상응하게 공공재 배분을 차별화하여 통제력을 강
화해 왔다.
북한의 독재체제는 정치적, 경제적 구성에 있어 다른 국가의 경우보다
강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덧붙여 지적해야 할
것으로는 정치변동 주체의 부재와 정권의 강압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에서 그다지 변화된
것이 없다.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는 해도 김정은은 절대
적 독재자로서의 위상을 구축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조사를 기초로 볼 때, 2012년 김
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전반적인 사회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최근 주민들의 지리적 유동성을 보면, 62.9%(11년)→69.2%(12
년)→63.9%(13년)로 나타났다. 2011년 62.9%에서 2012년 69.2%로 증
가하던 지리적 이동이 2013년 63.9%로 다시 주춤해진 것이다. 이 역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전반적 사회통제가 강화된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21) 박형중, “엘리트 장악, 주민 포섭으로 독재 내구성 키웠다,” 『신동아』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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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생산규율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비율이 2013년 40.6%로
2012년 26.2%에서 14.4% 포인트가 향상되었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직장 내의 생산활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최근 사회통제가 이완되고 있던 추세와는 달리 2013년에 ‘잘 유지되
고 있다’는 응답이 45.1%로 지난해 비해 9% 포인트가 상승하였다. 이는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 강화되
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도 최근 몇 년간 증가일로에 있
던 추세와는 달리 2013년에 정치적 비판행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연간에 정치적 비판행위가 ‘있다’는 응답은 60.2%(08
년) → 58.6%(09년 ) → 69.7%(11년) → 73.1%(12년) → 66.2%(13년)으
로 변화하여 작년까지 5~10% 포인트로 증가하던 추세가 약 7% 포인트
감소하였다.22)
전반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통제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통제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으
나,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사회통제력이 전반
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아, 통제력 측면의 체제 내구력은 비교적 안정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의 정치리더십이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권력
의 측면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대표자회를 통해 정

22) 서
 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정은 1년, 북한주민의 의식과 사회변동: 2013 북한이탈주민
의식 및 사회변동 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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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절차를 통해 당 제1비서 등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므로 절차적 측면
에서는 정당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권력(power)의
측면을 넘어서 권위(authority)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로, 지배엘리트와 주민들이 김정은의 수령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
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도 수령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이 김일성과 김정일만큼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김일성의 권위를
빌어서 김정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나온다거나 현지지도에서 지시를 하는 손
짓이나 행동을 김일성처럼 함으로써 김일성이 환생했다는 느낌을 주도
록 하여 지도자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의 실제적인 지지도를 어떻게 파악해야할지 알
수 없지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매년 탈북한지 1년 4개월 미
만인 최근 탈북자를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실제 지지도를 평가한 것이다. 이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50%
이상 지지를 받는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한 것이다. 즉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50% 이상
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49.3%(08년)→54.3%(09년)→55.7%(11
년)→70.7%(12년)이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평가는
61.7%(13년)로 조사되었다.23)

23)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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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지지도를 61.7%(13년) 수준으로 본다면, 자발적 충성도와 같
은 권위의 측면에서 정당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리더
십의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내구력을 평가한다면, 아직 주민봉기나 시위
가능성은 없고 체제가 해체되는 수준은 아직 아니며 내구력이 어느 정
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24)
<그림 1>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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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에 대한 잠정평가
앞에서 살펴 본 대로,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은 정치적 측면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적 정당성)과 엘리트의 충성도와 주민에 대한 통
제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측면의 정당성(효율성, 내

24) 김병로, 앞의 글,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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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정당성)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핵보유를 고집하게
되면서 경제회생의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
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은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의
조기안착에 달려 있는데, 흐름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주민들과 간부엘리트들에 대한 통제력도 여전히 무리 없이 작동
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바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
의 경제 상황, 주민 생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것이냐에 따라 김
정은 정권의 향방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표 북한 외교가 어
떻게 오바마 정부,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그리고 남한 정부와 눈높이를
맞추고,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외
자를 유치하고, 경제특구 개발을 성공시키며, 인민 생활수준을 향상시
키는가 하는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핵포기를 하지 않으려는 김정은 정권이 이 부분에서 얼
마만큼 경제적 효율성을 보여주느냐가 정권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
다. 하지만 한반도 불안정의 근원이 되고, 국제비확산체제에 대해 명맥
한 도전이 되는 북한의 핵보유를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인정하면서 경제
협력이나 차관, 투자 등을 제공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만큼 권력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해
당장은 구심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만큼 권력엘리트들에게 원심
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심력의 정도와 원심력의 정도는
김정은의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 권력엘리트들의 순응과 충성도의 상호
작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는 최고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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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력엘리트의 관계가 운명공동체(gemeinschaft)에 기초하였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운명보다는 이익공동체(gesellschaft)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고지도자는 권력엘리트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을 조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원심력이 단기적으로 유일영도체계의 제도적 관성과 구조적
제약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구심력의 약화에 따른
원심력의 작용이든 원심력의 작용에 따른 구심력의 약화든 최고지도자
와 권력엘리트 간의 어떤 새로운 권력구조가 만약 형성된다면 새로운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서도 유일영도체계의 관
성과 구조적 제약을 유지해 나가려 할 것이나 김정은의 리더십과 능력,
권력엘리트의 순응 및 충성도의 상호작용에 따라 김정은의 구심력이 약
화되고 권력엘리트에게로의 원심력이 작용하면 새로운 지도체계가 등
장할 가능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이후 권력이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옮겨졌
으나 김정은이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전까지는 당과 군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분간은 당 우위라고 해서 군을 홀대하거나 역할을
완전히 축소하면서 당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상부지시가 최일선 단위까지 잘 침투되느냐의 여부는 권력장악
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
요한데 김정은의 ‘말씀’이나 당, 내각 등의 지시는 최소한 전달자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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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지시가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정리하자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내부요인만으
로 볼 때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김정일 체제에 비해 외부환
경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체제전환
이나 체제붕괴 가능성은 엘리트들의 충성도, 일반 대중에 대한 사회통
제력, 그리고 북한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존재 때문에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해외
투자와 개발지원을 가로 막아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
의 북핵 반대가 매우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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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 평가

1) 국가전략의 목표와 외교안보 전략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집권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
오바마 정권 2년차의 시작과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리더십 교
체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하였다. 북한을 둘러싼 외부환경을 크게 변했
지만,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물려받아
상대적으로 취약해 당초 김정일의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출범 뒤에 드러난 북한의 국가전략은 김정일 시
대의 선군정치노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예상보다 큰 폭의 변화
를 보였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잇달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나,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전쟁 불
사’를 외치며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대응전략
과 유사하다.
하지만 한·미 독수리 훈련이 끝나자마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북·중 관계 회복에 나섰고, 대남·대미 대화를 제의해 개성공단 재가
동에 합의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시도하는 등 유연한 모습도 동시에 드
러냈다. 또한 6.28경제방침과 경제개발구 계획의 공표 등 초보적인 사
회주의시장경제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강성대국(强盛大國)
을 최종적 국가목표로 하면서, 김일성 정권의 사상강국, 김정일 정권
의 군사강국, 김정은 정권의 경제강국으로 국가목표를 단계적으로 발
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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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 국가전략이 이러한 국가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
로 복무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선대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3대 업적으로 주체사상 창시, 자주·자립·자위
의 강국, 진정한 사회주의 건설을, 김정일의 3대 업적으로 인공위성 제
작 및 핵보유국,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을 세 가지를 거론하
고 있다.25)
이에 비해, 김정은 정권은 선군정치를 견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인민생
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는 등 자원배분을 경제
쪽으로 방향 전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의
‘4.6담화’를 통해 인민생활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고 언급하면
서 식량문제의 해결, 인민소비품의 정상공급,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정
상화 등의 과제를 거론하였다.26)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경축
열병식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4.15연설’의 키워드는 ‘새세기 산업혁명’으로서, 미래의 성
장 동력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관리의 혁명적 개선을 의미한다. 북한당
국은 새로운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새로운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28방침과 경제개발구 법령을 제정하고,27)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25)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0일.
26)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7일.
27) 양문수, “김정은 체제 개혁·개방 전망: ‘6.28방침’ 및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전
략포럼 자료집: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2012-2, No. 51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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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용으로 하는 ‘12.1조치’ 등 사실상의 개혁·개방 조치들을 잇달아
제출하였다.28)
2013년 8월 24일 ‘선군절’ 기념보고대회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는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며,29) 김정은 시대의 국정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대외관계의 개선과 안정된 안보환경 등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그렇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군사강국의 완성 직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자신이 내건 경제강국의 건설에만 힘을 쏟지 못하고,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내걸었던 군사강국 건설의 마무리 작업을 병행 추진
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군사강국의 완성을 위해 북한은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나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으며,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
도 실시함으로써 핵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로켓 발사, 핵실험이 한국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해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핵억제력의 확보를 통해
군사강국의 건설을 완성한 뒤 이를 토대로 경제강국 건설로 나아가기 위
한 전략적인 목표 아래 취해진 조치로 평가된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북·미 간의 「2.29합의」를 깨면서 대미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2012년 3월 27일 「2.29합의」와
관련해 “평화적 위성발사가 장거리미싸일 발사 림시중지에 포함되지 않

28) 김치관, “북, 기업소독립채산제 ‘12.1조치’ 전면 실시,” 통일뉴스 (2012. 12. 28.).
29)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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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하였다. 그 결과 2.29 북·미 합의에는 ‘
위성발사를 포함한 장거리미싸일 발사’나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
사’가 아니라 ‘장거리미싸일발사 림시중지’로 명기된 것이다”라며 미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다.30)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특히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장거리 우주로켓을 발사하자, 유엔안보리
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도, 유엔안보리는
보다 강력한 추가제재를 결의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는 물론 북·중관계도 악화되었으며,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가 부과되
는 등 불리한 외교환경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외교안보 전략의 기본노선과 추진방향
(1) 외교안보의 기본노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수정된 북한헌법에서는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수정헌법 전문에 “김정일 동지께서......선군정치로 정치사상강국, 핵보
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31) 북한이

30)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7일.
31)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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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김정일의 업적이라고 밝힘으로써,
김정은 정권에서 단기간의 외교적 노력만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UNSCR) 1874호를 위반하면서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 1호기’를 탑재한 ‘은하수 3호’ 우주로켓을 쏘았으나 단
(段)분리에 실패하여 추락하였다.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장거리
우주로켓을 통한 인공위성의 지구저궤도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세계에서 8번
째 핵실험국가가 된 데 이어, 500kg의 탄두를 10,000km까지 운반할
ICBM능력을 보유한 세계 10번째의 우주클럽 국가로 기록되었다.
북한은 ‘은하 3호’ 우주로켓에 대해 평화적 목적이라고 표방했으나, 유
엔안보리는 이것이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추가적인 대북제재
UNSCR 2087호를 결의하였다.32) 이에 반발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
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
한은 3차 핵실험에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을 확
보함으로써 안정된 핵무기 능력을 확보하였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실시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북한에 처음으로
유엔헌장 7장 41조를 원용하면서 한층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담은
UNSCR 2094호를 채택하였다.33) 이와 같은 한반도 정치군사적 긴장 속
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의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

32) UNSCR 2087호, 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
33) UNSCR 2094호, 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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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함으로써 집권 2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윤곽을 드러냈다.
<표 2> 북한 핵 관련한 유엔안보리 주요결의
북한의 행동

유엔안보리 주요결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1993.3.12)

UNSCR 825호 : 탈퇴선언 재고 촉구 (1993.5.11)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2006.7.5)

UNSCR 1695호 : 미사일 관련 물자 상품 기술 재원의
이전금지 권고 (2006.7.15.)

제1차 핵실험 (2006.10.9)

UNSCR 1718호 ;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 결정
(2006.10.14)

제2차 핵실험 (2009.5.25)

UNSCR 1874호 : 강경한 대북제재 규정 (2009.6.12)

장거리로켓 은하 3호 1호기 발사
(2012.4.13)

UNSCPS : 강력히 규탄 (2012.4.16)

장거리로켓 은하 3호 2호기
발사 (2012.12.12)

UNSCR 2087호 : 대북제재를 확대 강화 (2013.1.22.)

3차 핵실험 (2013.2.12.)

UNSCR 2094호 : 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의거, 대북제재를
추가 확대 강화 (2013.3.7.)

출처 : http://www.un.org/en/sc/documents/resolutions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
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데 이어, 인민경제의 선행 부문과 기초공업
부문을 토대로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최대한 빨리 향상시킨다는 경제
건설도 강조하였다.34)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주를 정복한 정신, 높은 수준의 핵실

34)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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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성공한 기백으로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 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
부강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미국이 우리에게 항
시적으로 핵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
어쥐고 핵무력을 억척 같이 다져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해 핵보유를 국내법으로 “영
구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새로운 병진노선을 국내법적으로 뒷받침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2) 외교안보전략의 추진방향
김정은 정권은 ‘선군외교’라는 김정일 시대의 외교유산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 ‘선군외교’란 약소국이면서도 핵·미사일을 외교수단으로 삼는
북한의 독특한 외교 형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한 군사강국의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한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정권은 경제강국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국가목표로 내걸고 있어
외교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의 합의를 깨면서까지 대
량살상무기 시험에 매달린 것은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기에 핵억제력의
건설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늦춰진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 위원
장의 생존 때에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완료하여 군사강국을 건설한
뒤 이러한 군사력 토대 위에서 김정은에게 권력을 양도하고자 했으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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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자주·친선·평화’라는 북한 외교의 공
식적인 이념과 목표와는 달리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경제강국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유리한 평화적인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당면한
북한 외교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정은 시기의 북한
외교는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던 것으로
부터 ‘대량살상무기의 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외교의 방
향을 전환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5
개국밖에 없으므로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길
은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
받기 위한 외교 공세를 지속하는 것이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란 비
록 NPT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및 쌍무적인 제재
의 완화·해제를 통해 ‘제재를 받지 않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갖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은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강국의 건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원활히 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가 경제강국의 건설이고, 이것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운용체제의 개선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구
의 운용이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유엔안보리 및 쌍무적인 대
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당장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이 속에서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외교를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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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정권 초부터 미·북 간의 ‘2.29합의’를 깨고 장
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바람에 국제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뒤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의 발사에 성
공하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시했지만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 정권이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를 한층 강화
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
실로 하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걸었다. 김정일 시대의 국
가목표였던 핵무기와 인공위성의 개발이 초보적으로 완성된 데 불과하
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핵억제력 건설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고 보고 아예 자신이 내걸었던 경제강국의 건설과 함께 국가노선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경제강국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
상을 국가목표로 내걸었으면서도 집권 초기에 형성된 불리한 안보상황
을 타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김정일의 ‘선군외교’를 답습하고 있다. 김
정은 정권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과시에 대
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등 벼랑끝 전술을 구
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외교는 김정은 정권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
제재 해제와 외자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조기에 추진하고 일본과도 관계 정상
화를 타진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함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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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등 실용주의적인 측면도 드러내고 있다.

3) 외교안보 전략의 동향과 실태
(1)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남방외교
냉전의 종식과 함께 북한은 세계의 유일패권국가가 된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 또는 한
미동맹에 맞서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주의 세력을 찾을 수 없었
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그런
데 미국은 북한이 옛 교전국인데다가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제사회에서
사고나 치는 동북아의 작은 불량국가(rogue state) 정도로 인식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
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취하는 편
승외교가 아니라 핵무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면서 접근하여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자신
의 외교목표를 달성하려는 독특한 ‘선군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미 외교 접근방식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도 크
게 변화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강국의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경제회생에 필
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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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35)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유가 동북아 지
역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국에 대한 위협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
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관계 정상화
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걸며 핵무기 계획을 견지하는 한 6자회담의 재
개에도 쉽게 응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생각이 다른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권력기반이 취약
한 김정은 정권은 협상 레버리지의 확보를 넘어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 ‘비핵화’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을 유지하면서 5MWe원자로의 재가동, 경수로 시험로의 완공 등 핵능
력 강화를 통해 대화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출
범 2년 동안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대화 제의 등 강온양면 전략을 추
구해 오고 있다.

(2) 북·중·러 유사 북방삼각의 복원을 위한 외교 노력
북한은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미·일 남방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대립구도를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냉전이 종
식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 반면 북한은 미국, 일본과 아
직 미수교 상태에 있는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과 여전히

35) 정창현, 『키워드로 본 김정은시대의 북한』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pp.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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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한편으로 한·미·일 3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북방삼각
의 복원과 독자적인 억제력을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보라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3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활용했지만 관계개선이 난항을 겪는데다가 김
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점차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쪽으
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런 가운데 새로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신형 대국관계를 내
걸며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희망하고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도 관계증진
을 추진하는 반면 북한과는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전통적
인 북·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부정
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
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보유 쪽으로 정책목표를 바꾼 가운데 장거리 로
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
재에 동참하는 등 북한에 등을 돌렸다. 하지만 2013년 3~4월 한반도 군
사위기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전
략폭격기를 출격시키고 핵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등 확장 억제력의 전개
가 동북아 세력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6자
회담의 재개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2014년에 들어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
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1

60 _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 & B

2. 김정은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 평가

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우리 측에서 남북이
산가족상봉을 제안한 끝에 두 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마
침내 2월 20~25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키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 군사연습이 예상보
다 대규모로 진행되자 북한이 이에 반발해 탄도미사일과 해안포 발사연
습을 하면서 한반도에는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2014년 3월 30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 않을 것...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준비”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
에 반발해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유엔안보리가 이를 규
탄하는 구두 의장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
국은 한·미 군사연습이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
시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시도로 인해 일시적으로 북한을 5
자가 압박하는 5:1 구도가 형성되자, 한편으로 ‘핵전쟁 위협’으로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켜 중국, 러시아의 개입을 유도하는 한편 대화 제의를 통
해 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전략
은 중·러와의 관계개선으로 유사(pseudo) 북방삼각을 구축해 3:3 구
도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국제고립 탈피 및 외자유치를 위한 외교다각화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부터 김정일 정권이 완성하지 못한 군사강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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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뒤로 미
루고 로켓 발사를 강행했으며 과도한 대중국 경제·에너지 의존도를 줄
이기 위해 외교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2년 2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실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잇달아 시행되자 북한은 3~4월 한반도 군사
위기가 끝난 뒤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재건을 위한 외국자본
의 유치를 위해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협력
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쿠바, 시리아, 이란 등 반미국가들과의 우호친선관계를 확대
하여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화 부족에 따라 물물교환을 통해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무기거래 금지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시리아에 대해 비밀리에 각
종 무기거래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이란은 부시 미 대통령이 ‘악의 축 국가’로 불렀던 3개국 가운
데 두 나라로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품목이 아닌 북한산 철광석과 이
란산 원유를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북한은 석
유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해 왔지만 이란으로부터 1994년 이래 중
단됐던 석유 도입을 재개함으로써 석유 수입의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몽골과 서로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
어지면서 인적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몽골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 해외투자유치 분위기를 조
성하고, 북한 내 축산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몽골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몽골도 동북아지역 내의 외교적인 존재감 과시와 육지로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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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라진항과 같은 항구의 이용
을 원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의 탈피와 곡물구입 및 투자유치 등 다목적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옛사
회주의 국가들과의 우호친선관계에 힘을 쏟고 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
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
안지역포럼(ARF), 비동맹운동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하여 국제적인
고립을 회피하고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 국제여론을 완화
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4) 외교안보 전략의 평가와 전망
(1) 북한의 병진노선과 개혁·개방의 딜레마
김정은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2.29합의」를 위반하여 로켓을 발사하
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출발했으며, 그 뒤로도 추가 로
켓 발사와 핵실험 실시로 잇달아 국제사회의 규범을 파괴하였다. 그렇
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당초 구상했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로 했던 안
정적인 외부환경을 만들려는 외교적 노력은 실패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
면서 경제강국의 건설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만든다는 김정은 정권의 외
교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은 대치상황
이 계속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 많은 외국 자본
과 기술의 도입을 단념한 채 자력갱생 방식으로 경제재건 추진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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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은 2013년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
이후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
면서 경제개발구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해외선전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2014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핵무기에 관한 언급은 물
론 병진노선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밖에 나오지 않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 핵무력에 대한 언
급은 자제하고자 애쓰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최대 숙제로 남아있다.36)
북한은 급한 대로 관광, 오락, 유통업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자본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재건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석탄·철광
석·희토류금속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이용해 외국기업과 광산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본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기존의 4개 특구 외에 지역별로 신의주특구를 포함한 14
개 경제개발구를 신설하여 최대한 외자 유치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북
한의 국내 자본의 동원은 얼마 못 가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외국기업들의 외면으로 광산 공동개발이 부진
하고 북한당국이 기대한 만큼 외국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자신이 계획했던 개혁·개방 정책이 더 이상 추진하기

36) 조
 성렬, “박근혜 정부 1년, 남북관계의 평가와 향후 전망,”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3회
정책심포지엄 발표문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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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경제건설에 방점을 둔 지금의 병
진노선 방향을 핵 무력의 건설 쪽으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북·미, 북·일 관계개선의 발목을 잡는 북핵문제
현재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기
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2.29합의
+α’를 요구하는 한·미·일 3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조건 없는 재개’를 내세우며 전제 조건의 문턱을 낮추려는 중국
의 중재안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
정받지 못하더라도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
장이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6자회담
의 재개는 의미가 없으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에서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
된 타협이 자발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향후 6자회담의 변
수는 중국의 중재 역할과 북·일 관계 및 이란 핵협상의 향배가 될 가
능성이 높다.
중국은 다방면으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미·일 3
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중국은 실패한 이유가 재개 조건을
둘러싼 이견보다도 미국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용해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의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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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의 재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북한은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해 일본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
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
하기 위해 북·일 관계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
과 일본은 2013년 10월 중국 다롄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북·일 정상
회담과 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2014년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 지난 3월말에는 1년 4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재개했다. 따라서 북한이 북·일 관계개선 시 식민지 보상금 유
입과 일본 자본의 대북 투자를 기대하며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획기적
양보 조치를 통해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협상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두 가
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제제재의 성과로 이란 핵협상
이 타결되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
한은 이란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한 대가로 제재를 대폭 해제해 준 타협
이라는 점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6자회담의 동력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미국 측이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오는
2014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성과가 기대되지 않
는 6자회담의 재개에 쉽게 응할 리 없다. 다만 P5+1(유엔 안보리 5개 상
임이사국+독일)과 이란과의 협상에서 동결과 제재유예의 합의이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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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설정한 2014년 7월 중반까지 이란이 합의내용을 잘 이행한다면
6자회담의 동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만약 6자회담이 재개된다
면, 북한이 핵시설의 동결·불능화에 응하고 협상기간 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잠정 유예되는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북·중·러 북방삼각의 복원 및 외교다각화 노력 지속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의 개발 등 군사강국의 건설 과정에서 중
국, 러시아마저 등 돌리는 ‘5:1구도’가 만들어지자 자신에게 유리한 ‘3:3
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경주해 왔다. ‘3:3구도’는 냉전시대
의 한·미·일 남방삼각에 대항한 북·중·러 북방삼각의 대립구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이 가장 안정적인 외교안보환경으로 생각하는 것
이다.
그 동안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해 오면, 여기에 타협하기보다
는 강하게 반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우려하는 옛소련이나 중국을 끌어들
이는 이른바 ‘연루’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방식의 대표적 사
례가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이다.
하지만 2013년 봄의 한반도 군사적 위기 때는 상황이 달랐다. 과거와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여 자주적인 국방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이
나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북한에 대한 지지나 변호가 아
니라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길을 택하였다. 북한은 2013년 봄 한반도에
서 군사적 충돌위기가 고조되었을 때도 ‘핵전쟁 불사’ 운운하며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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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사연습에 맞대응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동
조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냉담한 태도 때문인지, 북한은 독수리연습이 끝나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이 군총정치국장이었던 최룡해를 특사로 파
견하여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6자회담의 ‘조건 없는 재
개’를 약속하고 나섰다. 이것은 평화·안정을 희망하는 중국의 중재를
얻어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은 무역의존도가 90%가 넘고 석유도입량의 80%나 차지
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2013년 12
월 장성택 처형사건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비군사분야 경제협력
지속으로 숨통을 터주면서도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에 동
참하는 등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 김정은의 방중을
통한 북·중 관계정상화를 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외교다각화를 통
해 대(對)중국 경제의존도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신동방정책에 따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
대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지지부진한
남·북·러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의 대러 채
무를 90%나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라진항 부두의 남·북·러 공
동개발과 철도 연결사업에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북·
중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관
계 증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밖에도 북한은 유엔의 집중적인 감시로 무기거래가 제약을 받으면
서, 지금까지 외교, 군사 협력에 국한된 이란과 쿠바와의 협력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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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일과 중국의
경제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동남아지역에서 중견국외교를 자처하는 인
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옛사회주의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등과도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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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전략 평가

1) 경제건설 전략의 기본노선과 추진방향
(1)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건설 최종목표를 ‘사회주의 경제강국’에 두
고, 실제로 경제발전의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
하며 경제변화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여 왔다. 사회주의 경제강국이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강국으로 자립성과 주체성
이 보장되어(즉, 북한의 자원과 북한주민의 노력, 북한 실정에 적합하
게) 발전한다는 의미37)이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국가전략 목
표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유훈을 이어받은 것38)으로,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우리식, 김정일식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
하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대한 김정일의 유훈을 이어나가야 한
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
면을 열어나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경제건설 방향을 암시하게 된다.
그 후 여러 차례 경제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자력갱생 대신 ‘세계적 추

37) 김
 영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정책 동향평가,” 한국정책금융공사 내부보고서
(2013. 12).
38)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우리식, 김정일식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사회
주의 강성국가건설에 대한 김정일의 유훈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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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잇따라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 ‘세계
적 추세인 풍력에네르기(에너지)이용’ 등 경제발전과 관련한 과학기술
을 설명할 때 ‘세계적 추세’를 자주 이용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 경험
이 있는 김정은이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 7월 1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아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에서 꾸릴 결심을 굳게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7월
3일 평양 양말공장 현지시찰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며 소비자의 기호
와 심리, 미감에 맞으면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양말의 색깔과 문양,
상표도안도 따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 또한 김정일이 사망
전 “자기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움직임이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머무는 것이 한
계이지만, 북한과 국제사회의 교류확대 및 전반적인 제도 변화에 긍정
적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의 강성국가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비교하여 경제
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경제를
중시할 수밖에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거치면서 군사방면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방면
의 성과는 저조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안정이 긴박한 과제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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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건설 전략의 추진방향
이러한 경제건설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은 2013년 3월 31
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전
략적 노선으로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병진노선을 “주
석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께서 지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로의 심화·발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병진노
선은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
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2013년 들어 김정은은 농업·경공업을 주공전선으로 함께 언급하며,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심하였다. 이에 병진노
선 관철을 위한 과업으로 ①농업과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생활
을 최단기간에 안정·향상시킬 것, ②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고
경수로를 개발할 것, ③통신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위성들을 더 많
이 개발·발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과업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④지
식경제로 전환시키며 대외무역을 다각화·다양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것과 ⑤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할 것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은 김일성 시대의 중공업 우선 발전 노
선과 경제-국방 병진노선,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 노선과는 다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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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병진노선은 국방강화39)(공식적으로
1962년 총예산의 3%에 불과했던 국방비가 병진노선 추진 이후 1967년
무려 30%까지 증대)가 부담이 되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쳤었으며, 김정일 역시 국방공업 우선 정책 하에 안보위기와 경
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 했지만, 선군과 실리의 근본적 모순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국방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의 지
체 및 1990년대 막대한 자연재해 피해 등으로 북한은 식량 및 에너지
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결속을 선언한 바 있다
(1998년).
<표 3>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경제건설 최종목표와 노선
구분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

목표

사회주의 완전 승리

사회주의 경제강국

좌동

노선

경제 국방 병진

국방공업 우선

경제 핵무력 병진

비고

기본노선

전략적 노선

좌동

실천
방안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발전 후
농업과 경공업을 함께
발전시킴

·사회주의 원칙 고수
·변화된 현실수용 및
실리추구에 의한
경제 개발
·자본주의 요소 배척

·대외무역 다각화 다양
화 및 투자활성화
·우리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 완성

39) 1
 958년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이 모두 철수한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반입에 대응하
여 국방력 증대를 선택하였으며, 김일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방력을 더 키우자’는 구
호를 제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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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 6.28방침
(1) 6.28방침과 경제개선 방안의 모색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 당국은 2개월 만인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새로
운 경제관리조치를 내부적으로 발표하였다.40) 다만, 북한은 이러한 새
로운 경제관리체계가 사회주의 포기와 시장경제 도입 등 체제전환 노력
의 일환으로 확대 해석되고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개혁’, ‘개방’과 같은 민감한 용어들
에 대하여 큰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7월 2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담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그 무슨 「정책변화」니, 「개혁·개방」이니 하는 것을 기대하
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개꿈
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첨단을 돌파하며 인민들이
현대문명과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 새롭게 혁신
하고 창조해나가는 것을 그 어떤 다른 불순한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
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적으로 반감을 표출하는 것과 관계없이 시장경제
요소는 이미 북한 주민경제를 점진적으로 잠식해 나가고 있으며, 김정
은 정권이 그토록 갈망하는 경제난 극복과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

40) 남
 한 학자 및 언론에서는 이를 소위 ‘6·28방침’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식 명칭
은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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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혁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적 현실이 되고 있다.
<표 4> 6.28방침의 주요 내용
구 분

협동농장

내 용
- 시장가격이 반영된 생산비용을 선(先) 지급
- 작업분조 단위 축소(10~25명→4~6명)
- 생산량의 70%는 국가, 30%는 생산 분조에 처분권 부여
- 노동과 실적에 기반한 차등 분배

공장
기업소

- 시장가격이 반영된 생산비용을 선(先) 지급
-각
 기업소가 독자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 필요한 만큼의 인원, 토지,
설비 등을 국가에 요청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국가에 반납
- 노동시간, 기여도 등에 따른 성과급제 도입

배급제

- 국가계획을 할당받는 단위(군수공장, 중앙급 공장기업소)는 배급제 유지,
독립채산제 단위(4~7급의 중소규모 지방 기업소 등)는 생활비 체계로 전환

(2) 6.28방침의 내용과 시행 여부
6.28방침은 협동농장 및 기업 경영에서 국가의 계획과 통제를 최대한
배격하고 획기적인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6.28방침의 시행여
부에 대해서는 2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국내 일부 언론 및 학자들은 북한 정부가 6.28방침을 공식 발표한 적
이 없고, 2012년 9월 25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
의에서 기대되었던 6.28방침과 관련된 경제개혁관련 입법은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애초에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내부적인
조치를 내렸으나, 오히려 2012년 10월부터 6.28방침에 관한 각 단위별
교양 및 시행조치 하달을 일체 중단하였다는 논거들을 들어, 6.28방침
의 실제 시행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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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2년 7.1조치도 공식적인 입법과정 없이 김정일 담화와 내
각지시 등을 통하여 수행된 전례를 살펴볼 때, 6.28방침의 시행을 위하
여 최고회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 보도 및 북한 측 소식통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6.28방침은 현
재 시범적이나마 실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6.28방침 시행관련 언론보도
시 기

내 용

2012. 7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방 기업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
배급소에서 강냉이를 판매하기 시작
- 양강도의 3개군(대홍단, 김형직군, 김정숙군) 내 협동농장을 지정,
국가 계획량을 초과한 생산물을 농장원들에게 전량 분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2012. 8

- 근로단체와 인민반, 공장 기업소를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하기 시작

2012. 12

- 기업소 독립채산제, 지배인 책임경영제 등을 골자로 한 조치를 전면 시행*
* 주 :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소위 ‘12 1조치’라고 명명

2013. 9, 10

- ‘6.28방침’의 일환으로 2013년 9월과 10월, 각 도(道)내 주요 제강 제철
탄광 기업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장물가 수준을 반영해 대폭 인상

출처 : 국내외 언론 매체 보도 인용

시행여부 부정론은 주로 2012년도까지의 보도 등을 근거로 6.28방침
이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증폭시
켰으나, 2013년도 이후의 언론 보도 및 북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이
6.28방침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신
보』도 ‘2012년 각지 농장들에서는 분조관리제에 기초하여 노동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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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현물분배가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거나,41)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사업이 김정은 원수님의 관심 속에 나라
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생산현장과의 긴밀한 연계, 철저한 협의에 기
초하여 밀고 나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42)
다만, 현재는 6.28방침이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준에 머
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성택 숙청이후 김정은 정권기반의 안정 및
내부결속 강화에 따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내각사무국의 김기철 부부장과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도 『조선
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협의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 경제시험을 해
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도입하자고 한다. 아직 대부분이 연
구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43)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시행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권력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시대의 7.1조치와 화폐개혁 등 경
제개선 조치 추진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이를 반복하지 않고 신중하
게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6.28방침을 “실패해도 상관없
다. 인민으로부터 불만이 나오면 변경해도 좋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
졌다.44) 이러한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6.28방침을 시행하고자 하
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고민들을 엿볼 수 있다.

41)
42)
43)
44)

조선신보, 2013년 4월 11일.
조선신보, 2013년 5월 15일.
조선신보, 2013년 5월 10일.
每日新聞, 2012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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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 및 지방의 경제개발구 계획
(1) 경제개발구 계획의 현황 및 특징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나선·황금평·개성·금강산 등 북한의 외곽
지역에 설립하여 정부가 운영해 온 대규모 경제특구 뿐만 아니라, 전국
범위의 경제개발 거점이 될 지방급 경제개발구 설치를 결정하고, 2013
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
「경제개발구법」은 총 7장 6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개발
구의 창설·개발·관리·분쟁해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본
법안에서는 경제개발구를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
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제1장 2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관
리소속에 따라서 지방급과 중앙급 경제개발구를 구분하고 있다(3조).
<표 6> 북한의 기존 5대 경제특구 현황
구분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위치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면적

약 470㎢

132㎢

66㎢

약100㎢

황금평 : 16.0㎢
위화도 : 12.2㎢

1991. 12

2002. 9

2002. 11

2002. 11

2010

유형

경제무역지대

홍콩식 특별
행정구

공업단지

관광특구

경제무역지대

주요
기능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무역 및
중계수송,
수출가공 등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개발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개발

국제
관광지

정보, 관광문화,
현대농업, 경공업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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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급 경제개발구는 기존의 4개 특구(나선·황금평·개성·금강산)
외에 원산, 칠보산, 백두산 관광특구를 추가하고 관광 외의 목적으로는
신의주 경제특구 및 평성, 남포, 강령, 해주, 온성 경제특구 그리고 개
성 첨단기술구를 포함하여 총 14개로 알려졌다. 또한 13개 특별시·도
와 220개 시군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비교적 소
규모의 자체 개발구인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모두 13군데에 이른다. 이
처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나누어 경제개발구를 발표한 것은 중앙경제
와 지방경제의 균형을 맞추어 전국 범위의 경제 전반을 개발·발전시키
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전국 범위의 개발구를 일시에 개방함으로써 일
부 지역의 실험적인 경제개혁이 전국 범위로 확산되는 효과(spillover
effect)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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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새로 지정된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
북
중
접
경
지
구
서
해
지
구

동
해
지
구

주:

개발지역

개발부문

투자액
(달러)

면적
(㎢)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2억4천만

6.6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억2천만

3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광물자원가공, 기계제작

1억5천만

3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골프장, 경마장, 관광휴양

9천만

1.7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

수출가공, 관광휴양, 무역

1억

2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수출지향 가공조립

1억

1.5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관광휴양, 체육

1억4천만

8.1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8천만

2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금속가공, 기계제작

2억

5.4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농축산 및 연구개발기지

7천만

4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

1억

3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화학제품, 기계설비제작

1억

2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정보산업, 경공업

1억

2

공통사항

* 토지임대기
간은50년
* 북한은
토지
이용권과·
개발권
제공
* 정부우대
조치: 특수
경제지대에
준하는
특혜 (기업
소득세 14%,
특혜관세)

안은 복합형 경제개발구

유형별로는 농업·관광·수출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형 경제개발구와 공업·농업·관광·수출가공·첨단기술 등으로
특화되어 중점 개발(2조 2항) 하는 부문별 개발구로 구분이 된다. 이러
한 방식을 조합한 이유는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
발구의 단기적인 성과창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북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14개 중 4개가 관광특구로
구성(금강산, 원산, 칠보산, 백두산)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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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트남과 같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관광산업이 경제적 가
치 창출 효과 이외에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부가적 파급효과를 발휘
한 바 있다. 따라서 김정은 역시 2013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관광 문호
를 잇달아 개방하고 외자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관광을 북한의 미래산
업으로 키우기 위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김정은이 해외유학 경
험을 통해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 중 원산 관광특구45)는 김정은이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작업
을 독려하는 등 현재 북한이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
인데, 김정은이 지시한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향후 김정은 정권
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여부를 가늠케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향후 원산과 금강산을 묶어 하나의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투자 성사 여부에 따라 개발 기간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46)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국가경제개발위원
회)에서 관련 실무사업을 수행하며(4조),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소속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3조 2항) 맡게 된다. 따라서 각
도의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개발구 창설

45) 원
 산을 금융무역지구, 공원·체육·오락시설용지, 관광숙박시설용지·체육촌지구 등으
로 나누어 개발하며, 송도원해수욕장과 명사십리·갈마반도 등 해안은 여름 휴양지로, 마
식령 일대는 스키장을 중심으로 겨울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46) 『KDI 북한경제리뷰』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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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하면(제2장 14조), 이를 국가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
고 관련 중앙기관과 합의하여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16조), 최
종적으로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개발구를 승인(17조)하는 절차를 밟
게 된다. 그리고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경제개발관리기관’이 수행(제4장
31조)하도록 하였다.
「경제개발구법」에서는 투자자 및 특혜,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기업설립에서부터 등록·인력채용·소득세·유통화폐 등)에 대해서도
규정(제5장)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
해외동포로 규정하여 기업·지사·사무소 등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장 5조). 기존 경제특구의 투자 주체
에서는 ‘남한’을 명시해 놓은 반면, 이번 개발구법에서는 공식적인 언급
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경협 중심의 투자에 대한 기대는 불투명한 상
황이라 할 수 있겠다.
<표 8>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특구법 추이
법령

투자주체

개성공업지구법(‘03.4.24)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1.5.31)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뿐 아니라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음

나선경제지대법(‘11.12.3)
황금평경제지대법(‘11.12.3)

다른 나라, 우리나라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음

경제개발구법(‘13.5.29)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 동포는 경제개발
구에 투자할 수 있음

출처 : 이영훈,

“최근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과 우리의 대응”, 제2회 한개연 연구포럼 <최근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 지정과 우리의 대응> 발표문(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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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도 경제개발구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3장 20조)으로써, 북한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 경제개발
성과를 내도록 하여 내부적으로도 발전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대외적
인 경쟁력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여건을 마
련하였다.

(2) 경제개발구 계획의 특징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 계획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 주민의 생활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13개 도(道)단위 경제개발구 추진 계획의 배경과 특징, 목
표, 전망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도내 주민들
의 생활향상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힌 바(‘13.11.29) 있
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제개발구는 농업, 관광 등 지역별 실정
에 맞는 일종의 특성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지역산업 발전과 지방예
산 확충으로 주민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는 기존의 중앙
급 경제특구인 나선, 황금평 등의 지역이 생산과 가공, 수송, 상업, 관광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형 경제지대로 외국 자본과 기
술도입을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열악한 기반 시설과 주변 환
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
는 대목이다. 또한 경제개발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른 나라로 수출됨

83

Ⅱ.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과 국가전략 평가   

과 동시에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개발구가 위치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이번 경제개발구의 개방은 나선, 황금평, 신의주 등 북중 접경지
역과 서해 및 동해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
이 높다.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기업이나 단체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
당하는 조선경제개발협회의 윤용석 국장은 “경제개발구 창설은 중국과
러시아와 접한 지방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
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47) 최근 북한은 중국과 인접한 평안
북도 경제개발구를 ‘시범모델’로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현(縣)
급시와 북한의 시, 군이 공동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
실상 평안북도에만 신의주 특수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압
록강경제개발구 등이 존재하며 그 중 신의주는 북중 국경을 접하고 있
는 도 소재지로 경공업 산지이자 북중 변경무역 중심지, 무역화물 유통
중심지이고, 압록강경제개발구는 총 투자액이 2억 4천만 달러로 13개
의 경제개발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지안시
정부와 북한 만포시는 벌등도에 연결교량 및 관광위락시설을 건설할 예
정이며, 중국 도문시 정부와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는 온성도에 국제
상품교역센터, 수출가공센터 및 상업구 건설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북중교역 비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4%에
서 2012년 68.4%로 급증하였으며, 장성택 처형 이후 주변국의 우려에
도 불구하고 북중경협 강화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비록 중

47) 연합뉴스,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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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그동안 미온적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 북한
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태도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지금도 여
전히 북중교역은 변경무역48) 또는 호시무역49)과 같은 비공식적인 형태
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경제개발구는 기존 경제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되 좀 더 내부통제가 강화된 형태의 개발구라 할
수 있다. 경제개발구의 관리를 맡은 기관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해
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지도 방조하도록 되어 있으며(31조), 도(직
할시) 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으로 관리기관을 조직하도록 규정(34조 1
호)하고 있어, 경제개발구의 운영 관련 조직도가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2> 북한 경제개발 관련 조직도
내

조선경제개발협회
중앙급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기업·지사·사무소 등

각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가심의의원회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기업·지사·사무소 등

48) 육
 지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당사자국간의 합의로 한정된 국경 지역 주민 상호간에서만
행하여지는, 일상생활에 직접 필요한 소규모 무역이다.
49) 접경 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무관세 교역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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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개발구 관리원칙(경제개발구법 제32조)에는 이전 나선법 제
23조 2항과 황금평법 제22조 2항에 규정된 ‘관리위원회와 기업의 독자
성 보장’ 조항이 없고, 나선법 제23조 4항 및 황금평법 제22조 4항에 규
정된 ‘시장원리의 준수’도 없다.50)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 선정 시 원
칙으로 ‘주민지역과 떨어진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여(제2장 11조) 외자유
치를 위해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되, 그로 인한 주민통제 약화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된 경제개발구
도 원칙적으로 기존 4개의 경제특구 운영방식과도 같은 ‘섬개방형’, 또는
‘모기장식’의 제한적인 개방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4) 경제건설 전략의 평가와 전망
(1) 경제사령탑인 내각의 역할 강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내각책
임제를 강화하여 경제재건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2012년 4월 6일 담화
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
야 한다”고 함으로써 과거 무너진 내각의 역할을 재수립하려고 하였다.
이에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
한 것으로 알려진 개혁성향의 박봉주를 북한경제의 총괄 사령탑인 내
각총리에 기용하게 된다. 또한 과거 경제관리개선조치(경제개혁)를 주

50) 김광길, “경제개발구의 법적 문제,” 제2회 한개연 연구포럼 발표문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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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며 현장경험과 실무경험을 갖춘 60대 초반 경제 관료들도 재부상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장, 발전소 건설장을 현지 시찰

51)

하는 내각총리의 현지요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신문을 통
해 보도함으로써, 불철주야 인민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의 훌륭한 성
품으로 우상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김정은은 “당의 영도 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
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근
로자들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6.28방침을 제시한 것
이다.52)
또한 경제건설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외무역의 다원화를 추구
하고, 도(道)별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립을 강조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근
거하여, 전국 범위에서 각 도는 계획에 따라 개발구 설치 준비와 외자유
치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51) 이
 영훈, “최근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과 우리의 대응,” 제2회 한개연 연구포럼 발표문
(2013. 12).
52) 데일리NK, 2012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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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경제자율성이 보다 확대
6.28방침은 독자적 경영목표 및 전략 수립, 자율적 분배 등 협동농장
과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이전의 7.1조치 대비 보다 진
전된 개혁정책이다. 물론, 과거 7.1조치 발표 시에도 제기된 바와 같이
계획경제 체제의 강화를 위한 제한적인 개혁조치이자 이미 현실화된 사
경제의 사후 추인이라는 비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의 사후 추인
이라면 그 만큼 과거 대비 사경제 활동이 북한경제 내에서 비중이 높아
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생산·판매·분배 부문에서 이전 정책대비 대
폭적인 자율성을 보장한 조치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관련
된 후속조치 및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등 강한 실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계상황에 놓인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개선정책 추진이
불가피함을 김정은 정권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다만, 개선조치의 발
표와 지속적인 실행 및 성공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미, 과거 북한은 김정일 정권 당시 ‘개혁추진→실패 및 후퇴→개
혁개방 재추진’의 시행착오들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
거 개혁적 경제조치라고 도입 초기 많은 기대를 모았던 7.1조치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선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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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7.1조치와 6.28방침 비교
진전 사항

7.1조치

6.28방침

원자재 및 생산재의
자율적 시장 거래 허용

- 국가

주도 ‘사회주의 물자공
급시장’ 개설

- 기업과 개인의 원자재 거래 및
생산물자 자율처분권을 확대

시장 형성 가격의
전면 인정

-지
 방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국가 감독 하에 자율적
가격 책정 허용

- 가격 책정 권한을 기업과
시장에 일임

생산제품 및 업종의
자율 결정

- 국가가 정한 생산품목 안에
서 부분적 자율성 인정

- 국가가 생산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기업·공장이 생산제품
을 스스로 결정.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은 업종 전환 가능

고용 및 임금 결정권
전면 위임

-기
 업은 근로자 고용 및
해고 권한 없음

- 근로자 고용 및 해고, 인센티
브 및 기본임금 결정 권한을
기업에 부여

출처 : 동아일보(‘13. 10. 1) 등 관련 언론 보도 참조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과 인민생활 수준 향상의 성공을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필수 조건들이 요구된다.
첫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포기이다. 핵무장 강화는 국제사
회로부터의 고립을 차조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다.
자본과 기술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경제개혁조치가 성공할 수 없음을 과
거 7.1조치의 실패사례가 증명해주고 있으며, 북한은 핵 문제를 해결하
고 국제사회와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자본과 기술 부문의 협력 사
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과 산업 인프라 구축이다. 군수산업,
중공업 등에 대한 국가투자를 줄이고, 경공업 및 인민생활과 관련한 투
자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개발협력을 통한 인적·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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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북한 경제의 기초적인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금융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들 수 있다. 과거 김정일 정권도 경
제개혁에는 금융시스템 개선이 수반되어야함을 직시하고, 7.1조치 이
후, 상업은행법 제정 등을 통하여 이를 모색한 바 있으나, 실제로 상업은
행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특히, 7.1조치 이후 화폐개혁의 실패사례를 반
복하지 않고 화폐유통 조절기능의 회복을 통한 인플레 극복을 위해서 은
행기능의 정상화는 북한 경제개혁에 있어 중요한 화두이다. 북한 김정
은 정권은 경제개선조치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하여 상업은행 설치 및 금
융개혁등을 통하여 국제사회 및 북한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저축을 이끌어내어 이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3) 경제개발구 계획: 실효성은 높였으나 여전한 내부통제로 한계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계획
은 과거에 비해 실효성을 높인 경제개발계획임은 분명하다. 즉, 보다 실
질적인 지역개발 및 경제개발 기여에 정책목표를 맞추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법과 기구를 정비한 후 경제개
발구를 발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비교적 충실하였으며, 국가경제개발위
원회를 설립한 뒤 전력과 용수, 물류 등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졌거나 구
축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경제개발구를 지정53)하였고, 경제개발구 세
칙 및 시행령까지 완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3) 동아일보, 201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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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개발구법」은 전국 각지의 개발구 창설을 염두에 두고 만들
어진 것으로 개발구 창설절차가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경제개
발구는 외국투자자가 먼저 북한에 설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제2장 12조)
각 도(직할시)와 중앙의 해당기관이 지방급과 중앙급의 개발구 설립을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는(14조, 15조) 등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발사업과 향후 경제개발구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외자기업에 소규모 자본 유치
를 전제로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여러 개의 특구를 동시에 제
시하면서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다만, 경제개발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의 강화로 폐쇄적
인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랜 경제침체와 정부의 외화부족으로 자체적인
자원조달을 통해 인프라시설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또한 중국과 달리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거나 전략적 가치가 높
지 않은 등 투자유인이 제한되어 있어, 체제 유지 우선의 소극적·폐쇄
적 방법으로는 경제개발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다. 따라서 이번 경제개발구 계획도 대외적인 선전효과에 그칠 가능성
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
요가 있다.
사실상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북한이 경제적 실리추구 이전에 핵
문제 등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안보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대외개방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
차 핵실험 및 계속된 군사적 도발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심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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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 등 정치적, 국
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외부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역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던 중국도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등 대북정책 기조
가 강경화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 및 금융 부문의 대북제재
를 확대·강화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제2094호)에 동참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
화되고 국제사회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일정한 진전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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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정은 정권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1) 김정은 체제의 선택과 향후 전망: 연착륙 vs. 경착륙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당국은 인민생활 향
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고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4.6담화를 통해 인민생활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식량문제의 해결, 인민소비품의 정상공급,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정상화
등의 과제를 거론하였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내 자원배분을 경
제 쪽으로 방향 전환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뒤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경축 열병
식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
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였
다. 4.15연설의 키워드는 ‘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준
비하기 위해 경제관리의 혁명적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북한당국은 내부적으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6.28방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6.28방침의 주요내용은 협동농장 분야, 공장·기업소 분
야, 서비스 및 무역 분야 등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6.28방침에 따라 2012년 12월 1일부로 모든 기업소와 지역에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전면 실시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
도하고 있다. 12.1조치의 주요 내용은 기업소의 당 책임비서와 지배인의
책임 아래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책임지도록 하고, 13개 직할시도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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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군에 자체 ‘개발구’ 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창 고조되던 2013년 3월 김정은 노
동당 제1비서가 경제개발구 설립을 지시한 이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개방을 위한 작업을 추진
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15억 9,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신의
주특구를 포함해 지역별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건설한다는 계획
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
역별로 도입해 초보적 단계의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렇듯 북한이 경제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핵
무력의 건설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 북한당국이 추진하는 구
상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요인은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핵
문제이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정책에 따라 북한체제의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는 북한정권이 정책을 크게 바꾸어 핵무기의 포기를 결심해 6
자회담을 통해 점진적인 비핵화에 응하면서 대외 경제협력에 나서고,
이에 호응하여 외국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북한경제
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북한체제의 연착륙(soft landing) 시나리오이
다.
북한당국이 이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
여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일시적으
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북한의 동
결, 불능화 조치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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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자본, 기술이 들어가 북한경제가 점차 회복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안정적
으로 정착되고, 남북경협 및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여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 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체제는 경제가 회생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안정화되는 연착
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북한정권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여,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외관계 개선에 의한 외자유치로 경제강
국의 건설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북한
과의 관계개선을 거부하고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조여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경제개발구 계
획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으
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
속될 것이다.
북한당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거부하거나 위반한다면 부득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고립화시켜 북한체
제의 경제재건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
게 되면 북한지도부의 희망과 달리 오래지않아 북한체제는 급격한 위
기상황에 빠지는 경착륙(crash landing)으로 이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외자도입을 받아 개혁·개방
에 나섰음에도 북한체제의 내부모순이 심화될 경우에도 경착륙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외국인투자가 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연착륙이 진행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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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이의 내부모순에 의해 북한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경착륙으로 전
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북한체제의 경착륙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북
한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붕괴되고 국내 정치엘리트들이 분열되어 북한
의 중앙정권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북한정국
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체제가 경착륙한다면,
1990년대 중반과 같이 경제가 파탄난 제2의 ‘고난의 행군’ 시대가 올 수
도 있으며, 새롭게 개혁파가 등장하여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권력투
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2) 북한체제의 두 가지 전망과 대책: 플랜 A와 플랜 B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체제가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북한
경제의 회복을 도모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로 갈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태도는 오로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를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체제의 미래는 북한당국이 취하는 국가전략에 따라 크게 연
착륙과 경착륙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
지 북한체제의 시나리오에 따른 맞춤형으로 우리 정부는 플랜 A(Plan
A)와 플랜 B(Plan B)를 마련해야 한다. 플랜 A는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시행하는 방안이고, 플랜 B
는 북한체제의 경착륙에 따라 사후에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시
행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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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김정은 정권의 선택과 향후 전망: 플랜 A와 플랜 B
유예/포기

▶
병진
노선
▶
고수

제재해제, 인도지원,
남북경협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인도적 지원 제한,
경제제재 강화,
외교적 고립

플랜 A

▶

▶

연착륙

경착륙

▶

경제회생,
정치사회적
안정

▶

경제파탄,
정치사회적
혼란

플랜 B

▶

첫째, 플랜 A는 북한체제의 연착륙 시나리오를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플랜 A, 즉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포기하거나 일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
이 이렇게 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
공하고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유예하여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최선책은 아니라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위해 북
한의 비핵화 진전과 개혁·개방 지원을 하나의 프로세스에 넣어 관리하
는 방식을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
자를 하나의 과정 속에서 밀접하게 연동시켜 나가며 실현해 나가는 ‘연
동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54)

54) 조
 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연동전략,” 『2013 평화재단 창립 9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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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동전략’은 프로세스의 중간과정에서 사소한 이견으로 중단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연동전략’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어
야 한다.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북한에 대한 국
제사회의 신뢰는 바닥상태이므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및 6자회
담 참가만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북제재를 잠정적으로 유
예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해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된 뒤에나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핵시설의 동결·불능화가 진행되고 대북제
재가 잠정적으로 유예될 경우, 북한 경제회생을 위한 플랜 A가 본격적
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플랜 A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촉
진하기 위한 개발협력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개혁파들의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
들의 친남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이를 토대
로 점진적으로 평화통일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플랜 B는 북한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할 경우 예
상되는 혼란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설사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
고자 한다고 해도 쉽게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투자를 실시하기 어려
울 것이다.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
공할 경우에는 오히려 회복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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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전
용되지 않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제한할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대
적인 대응을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이 ‘핵-경제의 딜레마’를
극복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처럼 북한이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경우, 북한체제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북한체제의 경착
륙으로, 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게 되고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북한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급변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북한 내부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당국
의 통제를 넘어 급변사태로 발전할 경우,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북한체
제의 안정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플랜 B(Plan B)는 북한체
제의 경착륙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대책을 담은 것이다. 북한
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체제를 안정화시
키고 남북관계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길 적절한 대응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면, 경착륙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의 비상사태가 급변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비상사태 혹은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곧바로 북한체제가 무너지고 남북통일이 이룩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 내의 위기관리체제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우여곡절을 통해 긴급사태가 수습되고 새로운 정권의 수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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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내전이나 쿠데타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의 유고로 긴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위기수습을 통해 새로운 정권
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55)
종합적으로 볼 때, 통일의 과정은 플랜 A가 됐든 플랜 B가 됐든 북한
의 정권교체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 북한체제의 내구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북한주민의 친남 의식화가 진행되고 시장경제에 기반한
개혁정권의 등장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북한에서 개혁정권이 등장할 때
비로소 한국정부과 북한 개혁정권 사이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이 가
능하게 될 것이다.

55) 조
 성렬·김학린·강동호,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 정보위원회
연구보고서』 (2006. 11), pp.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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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 & B

Ⅲ.북
 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 플랜 A

1.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의 환경조성과 전략

1) 평화롭고 안정된 외교안보환경의 필요성
지난 3월 28일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평화통일구
상의 발표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문
화의 장벽, 국제사회와 북한 간 단절과 고립의 장벽을 허물 것을 주장했
다. 박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남북 통합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인도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
의 정례화와 함께 북한 산모와 유아 지원 사업을 제안했고, 둘째는 남북
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북한 지역에 남북 복합
농촌단지를 조성하고 큰 규모의 경제협력 차원으로 교통과 통신 등의 인
프라 투자와 지하자원 개발을 제안했다. 그리고 셋째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제안했다.
그런데 북한은 원색적인 비난으로 대답했다. 이에 대해 남북한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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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는 영국대사들은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체
제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와
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연설 자체가 위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
지만, 평화적 통일의 원칙이 북한 당국에서는 체제에 대한 위협이자 도
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마이
크 기퍼트 평양 주재 영국대사도 “북한은 체제가 붕괴될 것을 상당히 두
려워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56)
이처럼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북한은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 드레스덴 구상은 결국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
인데, 통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조정돼야
하기에 평화통일의 여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그
중에서 북한경제의 재건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한반도 전체 재건 프로젝트를 우리는 한반도판 마셜플랜이라는 이름으
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환경
이 조성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지
금 당장은 반발하더라도 우리는 남북한 경제의 발전과 민족통일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끈기를 가지고 마셜플랜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안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나
내전은 통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더라도 이는 통일

56) 중앙일보, 201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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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 되기 어렵다. 통일대박은 반드시 평화적 통일이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를 회생시켜
연착륙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로 유
도해 나가야 진정한 통일대박을 만들 수 있다.
이는 한반도 관련 주요보고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는 2007
년 한반도통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지수(GES)가 2005년에는 17위에 불과하지만 2025년에는
G7 국가 수준에 근접하며,57) 205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294달
러로 미국의 9만 1683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의 고소득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성장가능성과 소득 수준은 높지만 영향
력이 미미한 홍콩이나 룩셈부르크, 중부 유럽의 소국 등은 빼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맞먹는 성장 가능 국가인 N11(Next 11)
로서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
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한국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한국과 멕시
코만이 브릭스(BRICs)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이
라고 내다보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GDP는 2025년 5만 달러를 돌파하고 경

57) 장
 기 성장잠재력 지수(GES)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해외차입, 투자, 대외개방도 등 거
시경제 변수와 전화보급률, PC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교육정도, 평균수명, 정치적 안정,
부패지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제화 정도 등 13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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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모(GDP)는 2025년에 세계 9위, 2050년에는 13위로서, 성장률은
202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른 N11 국가들은 현재의 G7(미국, 영국, 독
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을 따라잡지 못하나 나이지리아, 인
도네시아, 한국은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58)
그러나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예측은 비용이 많이 들었던 독일식 통
일모델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정치 및 경제체제가 공존하는
‘중국-홍콩식 모델’을 선택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일국양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비용도 적게 들고 통일
이후 성장률도 월등하다는 전망인 것이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예측이 현실화되려면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의존성을 높여나가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갈등 해결과 북한과의 협력이 출발점
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의 제임스 매코맥 국가신용
등급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4월 10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분명
단기적·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오겠지만, 만약 남북 분쟁이나 북한
내부 요인에 의한 갈등으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분명히 큰 통일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에 따른 비용·편익 등에
대한 평가는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58) 골
 드만삭스, 『통일코리아, 북한 리스크 재평가(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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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또한 그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통일이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기보다는 갈등 없는 평화통일을 이뤘을 경우에 가능한
이익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코맥 위원장은 통일 한국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끼칠 영
향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잠재력은 인
정한다. 다만 남북이 어떻게 통합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
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위협에 대해 “북한 리스크(위
험)가 한국의 신용평가에 오랫동안 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피치
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 개연성은 낮지만 영향은 크다고 본다”고 했다.59)
앞에서 살펴본 골드만삭스 보고서나 피치의 매코맥 국가신용등급평
가위원장의 전망과 예측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
이고 화합적인 통일을 이루어가야만 한다. 통일 이전이라도 개성공단과
같은 민족협력사업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뿐
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협
력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2050년에 한국이 세계 최고 부국 중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평화롭게 교류하고 나아가 통일되는 과
정에 있거나 통일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제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연
착륙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하고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의 대치와 체제경쟁에 국력을 소진하다가 중
국과 일본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협공 받는 샌드위치 경제를 탈출하

59) 조선일보, 201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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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남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
시켜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판 마셜플랜이다.
하지만 남북분단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보유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북한의 핵보유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는 점을 단순한 기우로 치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반도판 마셜플
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화롭고 안
정된 남북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의 외교안보적 환경
(1) 상호 불신과 비방·중상
1970년대 남북 당국자대화의 시작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여곡절을 겪
고 있는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신뢰의 부재’(lack of trust)
또는 ‘불신(distrust)’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신뢰가 없다고 남북대
화를 거부한다면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며, 그렇다고 신뢰
를 쌓는 노력도 없이 대화만 한다고 해도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서로의 불신
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mutual trust)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서 출
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
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 상대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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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중상을 하지 않을 것,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
지 않을 것,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민
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
지만 이러한 합의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뒤 남북한은 2004년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6.4합의」를 채택하였다.60) 「6.4합의」의 제2조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
지를 위한 6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는 모든 선전활동 중지,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선전수단 재설치 및 선전활동 재
개 금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분계선 지역에서 선전수단
을 철거하고 당국 차원의 대북 선전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민간에서 대
북 전단을 살포할 때도 「6.4합의」를 근거로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북측이 한국에 대한 비방을
이어가면서 남북간의 합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천안함 사
태가 발생하면서 「6.4합의」는 사실상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발생으로 북측이 「6.4합의」 제2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2010년 5월 24일부터 FM라디오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민간
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금년 1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하면서, 「6.4합의」에 근거해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60) 이
 합의의 정식명칭은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로서 4개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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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제의해 왔다.61) 그리
하여 지난 2월 14일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이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남북 양측의 합의는 고작 두 달을 넘기고 사실
상 파기됐다. 2월 하순부터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 국면 속에서도 북
한측은 비난을 자제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
을 제안한 이후 돌변했다. 3월 27일 조평통은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원색비난을 이어갔다.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북한의 중상비난의 중단을 촉구하였지만, 점차
강하게 맞대응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
핑에서 “북한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다”면서 “빨리 없어져야 한다”
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전면적 체제대결 선포”라며 ‘전민 보복전’을 위협했다.62)
이처럼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우리 측이 맞대응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 남북 교류·협력의 단절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자, 5월 24일 정부는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이른바 ‘5.24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61) 북
 한 국방위원회,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4년 1월 16일.
62) 조선중앙통신 20`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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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
항 전면 불허 등이다. 이 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남북간
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동결되었다.
5.24조치가 시행된 지 4년 동안 남북 경제협력,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대북 인도지원 모두 감소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교역
액의 경우 2008년 29억 9,000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5.24조치가 취해
진 2010년 교역액이 19억 1,200만 달러로 크게 떨어졌다. 2011년 17억
1,400만 달러, 2012년 19억 7,100만 달러를 유지하다 2013년에는 개성
공단 가동중단 사태까지 겹쳐 11억 3,600만 달러로 다시 떨어졌다.
대북 인도지원의 총 규모는 2010년의 5.24조치 이후 2010년 169억
원, 2011년 196억 원, 2012년 141억 원, 2013년 186억 원, 2014년 4월까
지 31억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
년부터 ‘제로’였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선별 허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2010년 97억 원, 2011
년 131억 원, 2012년 118억 원, 2013년 51억 원, 2014년 4월까지 31억
원에 불과하다.
남북 민간교류도 사실상 전면 불허되면서 남측 인사의 방북은 개성공
단을 제외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0년에는 1,046건, 2011
년 303건, 2012년 31건, 2013년 25건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들어선 2건
24명에 그쳤다. 남북 인적왕래도 2008년에 186,775명으로 정점에 달
했다가 2009년 120,862명, 2010년 130,251명, 2011년 116,047명, 2012
년 120,360명, 2013년 76,503명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나마 개성공
단 출입인원을 제외하면, 2011년 1,612명, 2012년 241명, 2013년 4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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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폭 줄었다.
그런데 대북 경제보복 조치인 5.24조치로 피해를 본 것은 북한만이 아
니다. 한국무역진흥공사 집계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63억 달러였다. 이중 약 90%가 중국과의 무역이다. 그
런데 2011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펴낸 「남북경협기업실태조사」
에 따르면 5.24조치 이후 조사대상 1,017개 업체 중 400여개 업체가 폐
업하였다. 5.24조치로 남북 경협이 무너진 반면, 북-중 교역은 확대되
었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은 5.24조치가 북한을 징
벌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협 업체들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63)

(3)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단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에 처음 합의
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 조항이다. 제12조는 남
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
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검증 등 군사적 신
뢰조성과 군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13조는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1992년 말에 1차 북핵 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직통전화
개설을 제외한 합의내용들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63) http://booklog.kyobobook.co.kr/espoir21/1160784/#0, 검색일, 2014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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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4자회담(1997~1999)에서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북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며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반면, 남한은
신뢰구축에는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화해와 경제·사회적
교류·협력도 포함되므로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문제이며 한미 연합방
위체제 아래에서 미국이 연관되므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4자회담에
서 논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64) 하지만 4자회담은 별다른 진전 없이
1999년에 중단되어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0년 6
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정치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이후이다. 남
북한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유형별로 직통전화망 개설, 교
류·협력의 군사적 보장과 우발적 충돌방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 네 가
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뒤 몇 차례의 회담 끝에 2002년
9월에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과 북을 잇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교류협력의 군사
적 보장에 해당되는 것이다.
2004년 6월에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해상에서 우
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
거 등을 담은 「6.4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방
안’으로서 경비함정 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경비함정 간 시각신호

64) 통
 일부, 『4자회담 주요 쟁점에 대한 각측 입장 비교(제1차 4자회담·제6차 4자회담)』,
200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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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및 기류) 제정·활용, 제3국 어선의 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교환에 합의했다. 또한 ‘전선지역 선전물 철거’를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선전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밖에 2007년 5월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
정합의서」를 채택하였다.65)
이러한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2009년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
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로 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중단의 위
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뒤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에 따라
남한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한다는 내용의 5.24조
치 발표를 통해 사실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
다. 2013년 3월 5일 북한이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의 활동
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모든 군 통신선을 단절하면서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신뢰구축조치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4) 북한의 핵개발과 병진노선
북한은 2011년 12월 19일 김 위원장 사망을 공식 발표하면서 “그 어
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
켰다”고 주장했고, 12월 22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강력한 핵보유
국으로 전변시키신 것은 만대에 불멸할 업적”이라며 평가하였다.66) 12

65) 조성렬(2012), 앞의 책, pp. 177- 178.
66) 로동신문, 201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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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일자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혁명유산으로 “핵과 위성,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이라고 밝히며, “핵보유국과 위성 발사는 대
국들의 틈에 끼여 파란 많던 이 땅을 영영 누구도 넘겨다보지 못했다”
고 평가하였다.67)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인 2012년 4월 헌법수정을 통해 전문에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2013년 3월 31일에는 북한 당중앙위원
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
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러한 병진노선을 “자위적 핵무
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했다.68)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
의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8개 의제를 논의했는데, 핵·미사일 분야와
관련하여 핵무기 독트린을 담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와 「우주개발법」을 제정하고 국가우주
개발국을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4월 2일에는 북한 원자력총국이 영변
5MW 원자로(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는 한편,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남, 대미 위협의 강도를 높여오고 있다. 2013
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완전 백지

67) 로동신문, 2011년 12월 28일.
68)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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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튿날 외무성도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를 주장
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한·미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
서 B-52 전략핵폭격기, B-2 스텔스 전투기의 참가에 반발해 “한반도
에 (B-52 전략핵폭격기가) 다시 출격한다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실
시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마침내 2013년 3월 26일 북한외무성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
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
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 통고한다”며 한국과 미국에 대해 노골
적으로 핵 공격을 위협했다. 3월 28일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
반도에 진입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3월 29일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
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69)
2014년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핵위협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24일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남북 고위급 대
화와 이산가족상봉이 계속되는 중에도 미국은 북한에 군사훈련 등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
협을 계속하면 북한은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고 위협했다.70)
이처럼 북한이 병진노선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핵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측을 위협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

69)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9일,
70) 연합뉴스 2014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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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게 되
면서,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안보의존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국정과
제로 제시한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발전’71)이라는 한국
정부의 균형정책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의 재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을 위한 외교안보환경 조성전략
평화롭고 안정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제1단계 과제는 대북 억제
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남북대화를 통해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소극적 평화의 추진이다. 여기서 확보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대화로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적극적 평화를 실
현하는 것이 제2단계 과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와 함께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남북관계가 제1, 2단계를 거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신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면, 본
격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연합을 창설하여 항구적 평
화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71)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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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위한 외교안보환경 조성전략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외교안보조성 전략

소극적 평화

‘신뢰’를 만드는 프로세스

대북언제력 강화,
평화적 위기관리
남북회담 및 6자회담 재개

적극적 평화

‘신뢰’에 바탕한 프로세스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북핵
문제의 진전

항구적 평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 남북경제공동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 남북연합

출처 : 조
 성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균형정책: ①안보 및 평화, 『한반도 군비통제』 제53
집, 국방부, 2013년 6월, pp. 43.

(1) 제1단계: ‘신뢰 쌓기’ 프로세스와 소극적 평화
가. 평화적 위기관리: 대화채널의 복원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비무장지대 밑 서해해상 북방한계선(NLL)의
부근에서 잇단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
러한 안보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72)
이와 같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의 구축과 더불어 남북당국자 간의 대
화채널을 복원한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평화공존의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회담이 하루빨리 재

72)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 p. 181.

119

Ⅲ.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 플랜 A

개되어야 한다.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비롯하여 금강산관광,
위탁임가공 등 당면한 교류·협력사업 외에도 서해5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해소의 필요성 등 많은 군사적 과제들이 쌓여있다.
2013년 6월 6일, 북한은 전격적으로 우리 측에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제
의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제의를 적극 수용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을 역제의하였다. 북측이 이를 받아들여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지만, 회
담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비록
첫 번째 접촉시도는 무위로 끝났지만, 2014년에 들어와 2월 12일과 14
일 두 차례에 걸쳐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오랜만에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3가지 항목의 합의문이 채택되
기도 했으나, 첫 번째 항인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
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 핵문제의 관리를 위하여 남북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상호 비방·중상의 중지
상호 비방·중상의 중단은 남북한 관계개선의 가장 초보적이면서 출
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단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하는 일을 중
단해야 한다.
지난 2월 14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상호 비방·중상의 중지에 합의했
지만, 남북한이 비방·중상의 기준이나 세부조항 없이 단순히 ‘상호 비

120 _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 & B

1.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의 환경조성과 전략

방·중상을 중단한다’고 합의하는 바람에 비방·중상의 기준 등을 놓고
향후 논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북한은 우리측 언론의 일부 보도와 일
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이 비방·중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상반되는 입장을 취했다.
이제부터라도 말로만 상호 비방·중상의 중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그
기준부터 합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의 개선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민
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성의를 보여주는 통
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분위기 조성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함
에 따라 유엔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
분간 남북한 간의 냉각기는 불가피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이 발생하지
않고 6자회담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
원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이라도 민간단체의 소규모 대
북지원과 비정치적 민간교류는 조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당국간 협의는 장기간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
계를 재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5.24조치나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정치·안보 상황과 구분하여 실
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직 남북대화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
거나 투명성의 보장이 필요하다면, 국제원조기구에 지명 기탁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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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추진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이산가
족의 상봉은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이명박 정부 때도 두 차례나 실시되었
다. 천안함 사태 직후인 2010년에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바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작업부터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미 고령으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매일
매일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이산가족들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남북이
산가족의 상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남북관계에 있어 더 이
상 이산가족문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
상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를 제일 중요한 과제로 거론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대응하여 북한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제기구와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남북한 쌍방대표를 상주시켜 이산가족의 상시적 상봉을 추진하고, 이미
상봉한 가족의 수시상봉 및 동숙 허용, 면회소 설치장소를 확대 추진한
다. 이산가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상봉·교류방식을 다양화하여
화상상봉 확대 및 정례화, 이산가족 간 우편물 영상편지 교환 및 전화통
화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 적십자회담 틀과 함께
별도의 대화채널을 가동, 본격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때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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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와 납북자 송환의 현실적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발성이 아니라 이산가족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이는 남북한 관계 개선의 지속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남북한 관계 회복을 남북한 주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마. 전쟁희생자의 유해발굴사업 추진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6.25 전쟁으로 국군 13만 7천 899명이 전사하
였다. 3만 2천 838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전사자 가운데 60%
인 7만 8천여 명이 남한 지역에, 30%인 3만 9,000여 명은 북한 지역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10%인 1만 3,000여 명은 비무
장지대(DMZ)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73)
남북한이 합의만하면 바로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이 사업
은 국가의 책무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남북한이 이 작
업을 함께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얼마
전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중공군의 유해를 중국으로 넘겨 중국과의 관
계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된다고 하겠다.

바. 5.24조치의 전향적 해제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남북간 교류와 협력

73) h
 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
225397 (검색일: 201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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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단되어 있다. 5.24조치의 장기화는 대북 경협사업의 기반을 해체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왔던 평화통일의 기회마저 앗
아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조치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해졌
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의 기회상실비용 때문만이 아니
라, 중국이 북한의 미래가치를 헐값에 선점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장기적 이권을 전략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장성
택 당 행정부장의 숙청 및 처형 직후, 중국의 단동에서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신의주, 평양, 개성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부설하는 대규
모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다. 여기에 참여를 검토하던 한
국기업인 승인 없이 북한사람과 접촉했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 받았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의 해체가 필요하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4년 5월 11일 “박근
혜 대통령이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
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74) 사실 박 대
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 선언에서 밝힌 3대 제안 내용도 5.24조치의
해제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추진
하기 위해 5.24조치의 전향적 해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74) 노
 동신문은 “남한이 북남관계의 파국을 몰아온 ‘５.２４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것
은 곧 자기가 리명박 정부와 다를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05-12,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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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단계: ‘신뢰 바탕’의 적극적 평화
가. 「남북기본협정」의 체결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
언, 10.4정상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통해 7.4공동성명과 남
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및 그밖에 각종 남북합의의
내용을 포괄하는 제2의 남북기본합의서 성격을 띠는 「남북기본협정」(가
칭)의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75)
지난 3월 30일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제4차 핵실험의 실시를 시
사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의 실시를 포기한다면, 동력을 크
게 잃어버린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설 뿐만 아니
라,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 당
국자 대화에서는 기존의 합의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
하고, 추가 합의는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기본협정」의 체결 및 발효에 따라 남북 간에 구축된 일정 수준
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본격화하여 호혜적 교류협력
을 활성화한다. 기본협정의 합의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
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과 적극 협의한다.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현지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발생할 수

75) 조성렬(2012), 앞의 책, pp. 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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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을 상호 보완적
으로 발전시킨다. 군사도발의 중지 등 초보적인 신뢰구축조치부터 시작
하여, 기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합의들을 복원하고 필요
한 사항을 추가한다.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한다.

나. 전략적 재보증 조치
남북한은 「남북기본협정」과는 별도로, 남북정상이 만나 ‘전략적 재보
증 조치(strategic reassurance measure)’를 약속해 남북 간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
애물은 상호간의 불신이다. 특히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전략적 불신
(strategic mistrust)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나 군
비통제 협정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 앞서, 어느 일방의 행동이 상대방
을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신뢰구축 조치가 취
해져야만 하는 것이다.76)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오랜 전략적 불신 때문에 신뢰구축 조치(CBMs)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불신이 해소
되지 않는 한, 정치적·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나 군비통제 협정조차

76) 이
 하 전략적 재보증 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 논문에서 발췌해 전재한 것이다. 조성렬,
“한반도 신뢰구축의 과제와 추진전략,” 『다시 만나는 남과 북: 동아시아 평화외교 전략』,
(서울:도서출판 노스보스, 2012), pp.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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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은 이견과 마찰로도 쉽게 무너지기 십상이다. 전략적 재보증 조치
란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갖고 있는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
과 같이 상대방의 장기목표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를 가리킨다.77)
북한은 동유럽과 옛소련의 체제붕괴, 리비아정권의 몰락, 그리고 장
기에 걸친 북한경제의 피폐와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체제붕괴에
따른 남한체제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반면, 남한은
북한의 남침 전력과 끊이지 않는 군사 도발, 그리고 지금도 노동당 규약
에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족해방의 완수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
에, 우리의 국력이 북한을 훨씬 앞서게 된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적화통
일 야욕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78)
따라서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비통제 협상에 들어가기
에 앞서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재보증 조치를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에 대해 내정간섭과
체제전복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적대하고 있는 법제도를 개폐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나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해 둠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해
소해 주는 것이다.

77) 전
 략적 재보증 조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당시)이 사용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인지된 정치·군사·경제적 장기목표에 관한 국가간 불신이나 의구심
의 심층원인을 찾아 없애는 조치”로 정의된다. Banning Garrett, “The Need for Strategic
Reassurance in the 21st Century,” Arms Control Today, March 2001.
78)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군사회담 의제와 전략”, 국방부 편 『한반도 군
비통제』 (군비통제자료집 47), 2010년 6월,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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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해 5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79)
남북 간에는 서해 5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해소 등 많은 군사적 과제
들도 쌓여 있다. 특히 「6.4합의」에 따른 서해상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
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복원해야 한다. 남북한은 군사회담
을 개최하여 천안함 사태로 인해 취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문제와 남·
북·미 3자로 구성된 3자 군사위원회 방안을 비롯해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관해
협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80)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3조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
분계선 일대의 무력증강,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상대방의 영해·영
공에 대한 봉쇄, 서울과 평양에 대한 안전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서해 5도 및 인접 북한지역에 대한 상호 공격무
기 배치제한의 이행 성과를 보아가면서 그동안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논
의됐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치방안 등을 통해 해상군사경계선
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최종
적으로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존중하되 남북한이 이 지역에서 평
화를 창출하여 공동어로수역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어민

79) 조성렬(2012), 앞의 책, pp. 82~84.
80)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방북한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주 지사는 박림수 북한 국방위원회 정
책국장에게 군사핫라인을 가동하고, 남·북·미 3자가 분쟁해역을 공동으로 감시할 3자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의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Sharon LaFraniere and Mark
McDonald, “South Korea Plans to Proceed With Military Drill”,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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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문
제를 풀 수만 있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면, 「한반도 평화조약」의 첫 번째 핵심쟁점인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설정문제의 해결에 착수한다. 남북장성급회담
을 통해 서해 5도 및 인접 북한지역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공격무기
배치제한 조치를 취한 뒤, 공동어로구역과 북한 민간선박의 NLL 이남
통과해역 설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그 다음에 「10.4정상선언」에서
합의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서
해 해상군사분계선 설정문제를 해결한다.81)

라. 위협감소를 위한 신뢰구축 조치82)
지금까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나마 존재했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천안함 사
태 이후에 모두 무효화되어 원점으로 돌아왔다.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합의를 복원하고 재이행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다 발전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들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평화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법적
인 전쟁상태(the state of war in law)’에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볼

81) 조
 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연동전략,” 『평화재단 9주년 기념 발표논문』
(2013. 11. 18).
82) 조성렬(2012), 앞의 글, p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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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2세대 신뢰안보구축 조치(CSBMs)나 제3세대 신뢰안보구축 조치
(CSBMs)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신뢰안보구축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남
북 간의 합의에 대한 구속력은 제도화, 의무화까지는 어렵더라도 기존
의 자발적 준수의 수준을 넘어 정치적 구속력은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화협정의 체결 이전에는 낮은
수준과 중간 수준의 제1세대 신뢰구축 조치(CBMs)를 당면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결 전까지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의 수준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 합의한 남북 군사당국간 직통
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군사정보의 교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3조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무력
증강,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상대방의 영해·영공에 대한 봉쇄, 서울
과 평양에 대한 안전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3) 제3단계: 평화협정, 남북연합 창설과 항구적 평화
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평화체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계기로서 종전선언의 추진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
으나, 양자를 분리하여 평화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추진이 가능하다. 평
화체제로의 전환은 북핵문제와도 얽혀 있는 복잡하고 기나긴 과정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샷’ 평화협정보다는 과정으로서의 평화체

130 _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 & B

1.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의 환경조성과 전략

제가 바람직하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북미 적대관계의 실질적 해소
에 기여하기 때문에 평화체제 논의뿐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83)
냉전이 종식되자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북한은 핵무
기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세력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은 남북한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일 뿐만 아
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 이처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더 이상 남북한만으로는 한반도 평
화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
북한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북·미 및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및 각종 국제규범의 준수에 성실한 태도로 임한다면 한
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논의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국이 되어 정전협정의 이행
완료와 새로운 평화관리기구 협상에 착수한다.

나. 남북연합의 창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경제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는 안보적 조건이자 정치적으로 남북연합의 토대가 된다. 이처럼 한
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과 남한사회 내부에서
도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여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 이

83) 이
 미 북한은 종전선언 추진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간주
하고 있다. (조선신보, 200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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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체제불안의 외부적 요인이 해소되면, 북
한은 과거 중국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받아들
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공통된 기반 위에서 남북한은
본격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안보적 조
건이 마련된 뒤 경제적 공통기반이 마련되면, 남북한의 두 정부는 자신
의 외교권과 군통수권을 유지한 채 남북연합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 있
는 최소한의 경제적·안보적 조건을 갖추게 된다.
남북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에서 남북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남북의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1민족, 2국가, 2체
제, 2정부’의 남북연합 결성을 대내외에 선포한다. ‘남북연합위원회’는
남북각료회담 공동사무처로 격상시켜 남북연합의 운영을 위한 중앙 실
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입법과 행정절차, 그리고 통
치행위가 완료되면 남북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선 남북 간에 인적·물적 이동과 교
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남북 주민 간에 통일국가라는 인
식과 정서적 유대가 공유되기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로 가게 된다. 그런 점에서 남북연합은 절반의 통일 그 이
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남북연합이 결성되면 항구적 평화로 가
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132 _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 & B

1. 한반도판 마셜플랜 추진의 환경조성과 전략

4) 발상의 전환 : 담대한 구상과 용기 있는 추진
남북한은 새로운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통
해 기존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전략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한 협상’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도 한미공조 일변도의 전략을 점차 협력
적 남북관계를 주로 하면서 국제공조를 보조로 하는 전략으로 전환함으
로써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회복을 먼저 시도하고 장기적
으로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되
돌릴 수 없고, 북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우호적인’ 구조
적 개입이 필요하다. 김정은 지도부가 개혁·개방노선과 같은 전향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노선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
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경제협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군사적 신뢰조치를 이행함
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평화체제가 수립되지 않는 한 위
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공동의 협력을 통해 한반
도 평화체제 수립 노력을 추진하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토대로 남북연합을 창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84)

84) 정
 지웅, “북한의 경제회생과 통일시대를 위한 ‘한반도판 마살플랜’,” 제22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발표문 (2014. 4. 15),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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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전체의 복지와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다. 남북
관계가 후퇴하면 민주주의도 복지도 인권도 후퇴하게 되어 있다. 통일
대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 사항인 것이다. 남북협력은 비
단 북핵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주도
에 의한 것이 아닌 남북 주체 역량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서도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의 신뢰증진을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와 분리
하여 전향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증진시켜 가야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
는 북·미 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개선,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85)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
다. 봉쇄와 압박이 아닌 화해와 협력만이 평화공존의 과정을 거쳐 사실
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마련해
야 한다. 남남갈등 해소를 통해 남북의 적대적 대결의식도 생산적으로
화해적 공존의식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정부인 박
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면 남남갈등 문제를 훨씬 줄일 수
있다.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사후 평가과정 모두에서 국민들의

85) 유
 럽(CSCE)의 경우 3년간의 협상을 통해 ‘헬싱키협약’(1975)을 마련하고, 이 협약에 따라
화해 협력과 군비통제를 추진한 15년간의 ‘데탕트 프로세스’를 거쳐 (핵문제는 분리) 마침
내 냉전을 끝내고 유럽의 평화질서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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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
하는 전방위적인 민주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초당파적인 참여
및 지지를 유도하고 북한의 가시적 실질 변화를 추동해냄으로써 반대여
론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국회 내에 가
칭 ‘남북화해특위’를 구성해 정치적 화해를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교류협력, 신뢰조성 등을 통해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다. 통일은 과정이다. 그런데 평화와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남북이 힘을 합쳐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예기치 않은 북한급변사태에는 철저히 대비하되, 정책으로서
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진하지 않고 연착륙을 유도한다. 둘째, 한반도
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
룩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에 서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만성적
인 경제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이 향상되도록 북한체제의 시장화 개혁
을 지원한다. 넷째, 북한체제의 연착륙 전략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
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끝으
로, 남북한의 협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추
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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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5대 프로젝트: UNITY

1)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필요성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내놓은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
전’을 연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의 일종이
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은 남북사이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
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
조였던 햇볕정책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비핵·개방
3000구상과 같은 강경 위주의 정책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
한 것은 결국 남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 형성을 위해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남북한 간에
대화를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는 정치적 상황과는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을
추구하고 대북지원의 투명성 제고하는 한편,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
한 우선 지원, 이산가족 문제에서의 실질적 성과,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
환도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핵문제의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 전면
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
통신 분야의 인프라 구축, 개성공단의 국제화,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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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남·북·러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 나선 특구 등 북한
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간 호혜
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보건·의료 협력
과 녹색경제(농업·조림·기후변화) 협력 체계화를 도모하고, 민족 동
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북 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표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을 주선하는 한편,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하려고 한다. ‘비전 코리아 프로
젝트’는 지난 3월 독일 순방 차 들린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서도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드레스덴의 3대 제안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
복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상과 제안의 핵심적 사안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선(先) 조건충족,
후(後) 관계개선이라는 구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든, 드레스덴 구상이든 대북제의가 북한에게 진정성 있게 받
아들여지고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구상일지라도 북한 존재의 불인정 내지 대북 우
월적 자세를 바탕하고 있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이 곧 붕괴하게 되
고 못살고 가난해서 남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북
한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
령의 ‘통일대박론’만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 시도로 보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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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곤두세워 경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에
대해서도 제안 이틀 만에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내며 거부한 바 있다.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남한 사회로 통합하는 데 동의를 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우
리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접촉
의 면을 넓혀야 한다.
북한이 영영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해
있다. 잘 변하지 않는 부류는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이다. 개성
공단에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모두 그 곳에서 일하기 원한다. 남한 기
업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고맙게 생각한다. 일하는 동안 자연히 우리
에게 동조하는 의식을 갖는다. 이는 돈 주고도 얻기 힘든 효과이며, 이
것을 소중히 해야 한다. 여기에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추진하는 가장 중
요한 의미가 있다.

2)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목표와 추진방향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남북 간의 신뢰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한반
도판 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황폐해진 유럽을 부흥시
키기 위해 과감한 원조를 추진한 마셜플랜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도 북
한 경제 회생을 통해 한반도 공동번영을 모색하자는 프로젝트이다. 미
국이 추진한 마셜플랜의 목적은 옛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에 대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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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였다. 반면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흡수통일식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서로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경협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뜻이므로 확연히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미국은 유럽부흥을 위한 과감한 원
조계획을 추진했다. 미국은 전후 유럽부흥을 위해 1948년~1951년 동안
GDP의 5%인 130억 달러, 현재의 가치로 1,30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
런 과감한 지원에 힘입어 이 기간 서독 실업률은 10%에서 4%로 하락했
고 서독은 연평균 7.9%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 자신도 유럽 수출시장
을 확보하며 전후 경제회복의 초석을 다졌다. 1946년에 -11.6%였던 미
국 경제성장률이 1951년에는 8.1%로 수직 상승했다.
우리도 북한 경제회생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부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은 프로세스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야만 비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서로의 요구
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남한에는 단기간에 경제기적을 이룬 노하우가
있다. 이 경험을 북한이 희망하는 경제특구 개발과 주민생활 향상에 접
목할 수 있다.
서독도 통일 전 매년 상당한 대동독 지원을 지속했고, 통일 직전이던
1989년에는 GDP의 2.9%를 동독에 지원했다. 서독 보수정치의 거두였
던 프란츠 스트라우스는 미·소 핵개발 경쟁이 한창이던 1984년에 헬
무트 콜 총리를 움직여 약 20억 마르크, 원화가치로 6,000억 원이 넘는
대(對)동독 차관 제공을 이끌어냈다. 당시 해외금융기관들이 동독정부
에 대한 차관제공을 꺼려해 동독 국가파산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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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스트라우스의 결정에 힘입어 동독은 국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
고, 당시 동독 엘리트들과 주민들은 경제개혁 필요성과 서독에 대한 친
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통합86)을 평화적
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의 점진적인 시장
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 들어 빠른 속도
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밀착을 억제함으로써 남북한
이 실질적이며 바람직한 통합의 과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판 마셜플랜이 남한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성장잠재
력을 높이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판 마셜
플랜이 설정하는 목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한반
도판 마셜플랜이 남북관계 진전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또한 본
플랜 추진의 대상지역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북한 수용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 추진과정은 면밀한 검토를 거
쳐야 함은 물론, 가능한 한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반드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그 효율성과 실천성을 담
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6) 이
 는 북한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실질적인 남북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근거를 확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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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판 마셜플랜은 남북한간의 군사 안보적 차원의 조치와 함께, 인
도적 사안을 포함한 경제·사회분야의 협력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 개선 목적의 인도적 지원문제부터 출
발하여, 남북한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간접분야의 협력과
북한의 산업분야 개발, 더 나아가 금융 등 산업지원 분야의 협력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제3장 제2절에서는 남북한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상호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그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의 실
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주요대상 분야는 인도
적 지원과 연결된 농업분야의 협력, 사회간접시설 분야와 남북한 물류
분야 개발, 자연자원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분야 협력, 그밖에
최근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관광협력 등이 될 것이다. 한반도판 마셜
플랜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조달을 포함한 금융협력 방안은 제
3장 제3절에서 검토될 것이다.

3)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핵심 프로젝트
한반도판 마셜플랜이 설정하는 핵심과제는 U.N.I.T.Y로 나타낼 수
있다. U는 Ubiquitous Access,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의
미한다. N는 New Biz Incubator, 북한의 산업능력을 확충하는 일이
다. I는 International Education, 북한 주민에 대한 글로벌화된 교육
을 말한다. T는 Tour de Cor e, 한반도 관광산업의 개발이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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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Y는 Yellow to Green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U.N.I.T.Y가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핵심프로젝트이다. 이러한 프로
젝트를 통해 말 그대로 남북한의 통합, 즉 UNITY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Ubiquitous Access: 북한을 유라시아 랜드브릿지(Land Bridge)로
먼저 사회간접자본(SOC)이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통해 남북한 국제복합운송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남북한 물류·운송 분
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해상 수송로를 교역과 경협사업을 위한 간
선교통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87) 이는 북한 경제의 회생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반
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를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
서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운송경로를 확보하는 방향
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종단 철도·도로의 구축을 통해

87) 대
 북 물자의 육로수송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상운송의
비효율성을 극복, 보다 저렴하고, 신속·정확한 대북 물류를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대북
수송상의 효율성 창출을 통해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 물자의 양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해상으로는 수송하지 못했던 냉동식품이나 파손 위험물자들의 수송이 가능해져 경협사업
이 다양화·활성화될 수 있다. 넷째, 해상운송을 위한 제3국적선의 임차료를 절약, 육로
수송에 따른 생산 및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다섯째, 육로수송에 따른 인적교류의 대
북 접촉면을 넓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남북주민간의 이질성을 완화할 수
있다. 여섯째, 러시아와 중국과의 연계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
적 이익(남한: 운송비 외화획득, 북한: 통과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일곱째, 육로수송
이 연결되는 북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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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을 연결, 동북아 및 유럽지역으로의 전략적 국제복합운송로를 개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이를 위해 ①북한의 항만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남북한 간 물자 수송용
철도·도로로서 단절된 남북 도로·철도 운송망을 확보하고, ②출입제
도의 개선과 현대화, ③남북한 물류분야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동
시에, ④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시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거
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북한특구와 남한지역의 연결
남한기업이 물류교통 기반시설이 부족한 북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개
성공단과 같은 산업생산 특별지역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성해 남한기
업의 북한 특구지역에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
의 물류교통로 개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경제협력거점으로 개발되
는 북한의 특구지역과 특구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남한과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 가장 관심이 되는 대상은 동·서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수송로이다. 즉, 동해로는 금강산-통천·원산(함흥)-나진·선봉
(청진)지역 연결하고, 서해는 개성-남포(평양)-신의주지역을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성-평양-신의주간 철도·도
로의 개보수, 금강산-원산-라·선을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 및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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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과 동북아 지역과의 연결
남북한 물류는 장기적으로 북·중 국경지대와 연결, 대륙 전진기지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라선 지역과 러시아와 연결하고 신의주 지역은 동북 3성을 비롯해
중국 단둥 지구와의 연계, 물류통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과 러시아와의 교통망 연결은 수출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 육로를 통한 직접 교역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큰 의
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북한 전체로 볼 때에는 광양-서울-개성-평양-신의주-중국 단동
을 연결하는 서해안 운송 축과 부산-포항-원산-함흥-나진-중국 도
문을 잇는 동해안 운송 축을 각각 북·중 국경지대와 연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바
이칼-아무르철도(BAM), 몽골통과철도(TMGR), 만주통과철도(TMR)
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 간의 단절된 국
도 노선(6개)을 중국·러시아와의 도로 및 아시아 고속도로망(Asian
Highway)과 연결하고, 항만은 부산, 상해, 고베 그리고 공항으로서는
인천, 나리타, 푸동 등을 각각 지역거점으로 연결, 동북아 복합물류체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북한 내륙지역과 남북한 연결
북한에 조성되어 있는 경제특구 외 내륙지역과 남한을 물류 교통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먼저 문산-판문점-개성을 있는 국도 1호선, 동해안의
간성과 장전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의 개통과 함께, 철원-평강의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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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연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에는 현재 완료
된 ‘개성-문산’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함께, ‘철원-평강-복계’를 연결하
는 경원선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 도로와 철도
가 연결 개통될 경우에는 남북교역에 수반되는 물류비용을 크게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육로를 통한 직접운송이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송시간 단축은 물론, 부대비용을 축소함으로써
물류비를 최대 1/5수준으로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88)
남북한 해상운송체계의 정비도 필요한 바, 남북 항로개설 및 항로운영
의 자유화와 함께, 남북항로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제3국 항만과 연
계하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항로를 국내 연안항로에 편
입·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항로개설과 운영을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남북해상운송체계가 기존의 국내 연안운송체계와 통합될 경
우, 남북 간에는 항로별로 다수의 항만들을 순항하는 항로가 개설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의 확보가 쉬워질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운송에 따른
비교우위의 해상운송이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어 채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해상운송의 활성화는 남
북경협의 물류 효율화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남북경제 발

88) 물
 자 육상수송시 물류비 절감 규모: 철도운송비는 현재 인천-남포간 컨테이너(20피터) 1
개당 800달러의 1/3~1/5 수준으로 운항일 13~15일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서울-평
양간 화물수송 단가는 하역비용 및 항만 자체시간 비용을 제외한 해운과 철도를 연계할 경
우, km당 73,424원이나 단순 철도만을 이용한 비용은 km당 28,877원으로 추정(교통개발
연구원)된다. 현재 부산-나진간 해상과 철도를 이용한 수송시간과 요금을 비교할 때, 해상
의 경우 45시간이 소요되며 요금 역시 TEU당 850달러 정도인 것이 철도로 전환되면 수송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고, 요금은 TEU당 500달러 선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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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는 타 도로에 비해 도로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차량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터널과 도로포장상태가 불
량한 구간이 많아 남북교역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운송장비의 운행이
증가함으로써 상태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도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거쳐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서부축을 따라 경의선 고속철도에 참여해 대
륙과 연결하고, 한국이 개발 중인 ‘스마트 하이웨이’ 기술로 경부-경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부축을 따라서
는 동해선 철도도로를 나진-하산까지 연결하고, 이를 남·북·러 가스
관연결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또한 낙후된 평양순안공항의 현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게 되면 한반도는 섬이 아닌 진정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 될 것이다.

라. 라진·선봉 국제물류중계기지 건설
동북 3성과 북한의 접경지역 및 라진·선봉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
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 밀착을 한국정부는 그대로 바라보고 방치해서
는 안 될 것이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에 북한이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상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경제공동체
를 형성하려는 한국에 큰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남한
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들과 힘을 합쳐 노력하고, 동북아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프로젝트를 개발해 동북아 경제공동체형성
에 기여함으로써 북·중 경협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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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의 균형자·조정자·중재자 등 교량
(bridge)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북한의 경제
협력이지만, 중국의 ‘창·지·투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라·선 특구개
발’ 등에 적극 진출해, 본 지역에서의 사업에 한국이 참가하는 동북아 협
력사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공동체형성은 향후 남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추진해
야 할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중국, 해양과 대
륙의 다리라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한다. 이
의 핵심은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물류·금융·연구개발(R&D)의 허브
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동북아 철도
및 도로연결은 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의 핵심적 관건이 되는 사업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이 가로막혀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된 한국으로서
는 성장동력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경제공동체 중심국가로서 물류산업 및 연관 금융산업
을 선점·조성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핵
심적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물류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를 동북아 접경지역에
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라진·선봉지역 물류인프라 건설: 국제 화물
중계기지 및 정보통신(IT)센터 구축, ②유라시아 횡단철도 건설과 러시
아 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 추진, ③라진-남양간 철도노선 개보수, 수
송능력 확대, ④라진-핫산 프로젝트 적극 참여, ⑤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 ⑥환동해 해상 물류의 선점과 활성화 사업 동참, ⑦라진을
통한 백두산 항로 개설, ⑧부산-나진·선봉-훈춘-연길 해운항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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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을 비롯, 훈춘지역 투자·진출, 대북한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훈춘
변경경제합작구 건설 및 수출가공구건립, 중·러 자유무역시장 개설,
창춘-투먼고속도로 개통과 연결, 무역, 관광, 물류분야의 사업에 진출
하는 것이다.

마. DMZ의 스토리를 만들자
비무장지대(DMZ) 관한 이슈는 크게 ‘보존’과 ‘개발’로 나뉜다. 지속가
능한 발전이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 그대
로의 모습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면에 DMZ와 그
인근지역 거주민이나 지역 자치단체들은 60년 이상 묵혀 두었던 재산
권을 행사하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개발이 불가피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DMZ를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
화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브랜드 제고
및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하는 것
이 그것이다.
DMZ는 남북 화합의 길이다. 긴장 속에 있지만 남북의 화합을 연결하
는 곳이다. 이것이 DMZ가 가야 할 길이다. DMZ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분단의 슬픔과 긴장감만 있었지 뭔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이끌어 나갈 스토리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 DMZ의 스토리 벨트를 만
들어야 한다. DMZ의 스토리를 활용한 브랜드가 필요하다. 평화를 체
험 할 수 있는 공간, 스토리가 있는 평화의 6백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5,000년 민족의 역사 속에 많은 시인, 묵객들이 노래한 금강산과 해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고성을 비롯해 금강산 1만 2,000봉의 하나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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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봉과 고원에 사시사철 야생화 군락을 볼 수 있는 곰배령의 인제와 희
귀어종 열목어 서식지이자 산소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두타연 계곡이 있
다. 또 화석동물 산양 등을 만날 수 있는 양구와 산천어, 수달의 고장인
화천, 큰 이상을 품고 세상에 도전한 태봉의 궁예왕과 임꺽정의 역사 및
노동당사 등 전쟁유적지를 비롯해 두루미 등 철새 월동지의 철원, 실향
민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열쇠 전망대가 있는 연천이 있다. 평양감사와
기생의 애틋한 사연이 스며있는 애기봉의 김포, 물범과 저어새 등 생물
생태자원이 풍부한 강화 등 DMZ의 안보·역사·생태 관광자원들은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스토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바. 거점도시 평성을 주목하자
독일 드레스덴처럼 통일한국이 함께 자랑할 수 있는 쇼원도를 평성을
통해 열어갈 필요가 있다. 평성은 북한 내 최대 시장을 품은 북한개발의
숨은 진주다. 교통 및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이는 정체에 빠진 국내 건
설업계의 북한 진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평성은 평안남도의 도시. 북
한 행정구역상 평안남도의 도청 소재지다. 2008년 당시 인구 28.4만 명
이며 북한의 도시 가운데 가장 급성장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8.15 광
복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순천(順川)군에 속한 사인장(舍人場)이라는 조
그만 촌락(1940년 당시 인구 9천명)에 불과했는데, 당시 행정구역상으
로는 순천군 사인면과 후탄면(厚灘面) 지역이었다.
평성은 평양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 도시의 성격이 강하
다. 김일성종합대학과 동급으로 평가되는 평성리과대학이 위치하고 있
다. 평성이란 이름은 원래부터 있던 지명이 아니라 ‘평양(平)의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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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는 성새(城)’란 뜻으로 새로 지은 이름이다. 평안남도 평성시는
1960년대 후반 북한 당국이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만든 도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평성은 중국 수입상품 유통의 중심지로 탈
바꿈 되고 있다. 평양에서 평성까지는 자동차와 기차로 한 시간도 채 걸
리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신의주에서 들어오는 중국산 생필품들이
동해안과 남부지역의 도시들로 직접 공급이 되려면 평성을 경유하는 것
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연구단지와 중국
산 제품의 시너지 효과로 중국 제품 모방도시로 변하고 있다. 평성은 동
부지역과도 가깝고, 남부지역과도 멀지 않아 중개업을 하기도 편하다.
따라서 시장통제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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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5대 프로젝트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14년 4월 16일.

151

Ⅲ.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 플랜 A

(2) New Biz Incubator: 산업능력의 확충
가. 인도적 지원과 농업분야 협력: 농업생산체제 개선
현재 북한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만성적인 식량부족국
가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국가에 속해 있다.89) 해마다 반복되는 홍
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으며, 농업분야에서의 생산증진이
시급한 환경(비료, 농약, 관개시설, 박막비닐 등)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공급 부족이 보건의료 환경의 최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
게 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로 자
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 명명된 바 있다.90) 과거 20년 동안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33차례나 겪었으며, 연평균 74명이 자연재해로 사망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빈곤과 함께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는 개발협력 차원의 구체적인 빈곤감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
다.91) 그러나 기존의 긴급구호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만성적인 빈곤
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
에서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이루어내는 주체는 북한 주민이다. 그러나 대부

89) 미국의 소리방송, 2012년 3월 9일.
90)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12월 6일.
91) 이와 관련 세계식량계획(WFP)은 2010년 6월 북한에서 진행할‘장기적인 구호·복구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WFP가 그동안 북한의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시작했
던‘긴급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대신 ‘장기구호·복구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위와 같은 맥
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152 _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 & B

2.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5대 프로젝트: UNITY

분의 북한주민은 현재 절대적 빈곤92)에 처해있다. 따라서 먼저 이의 해
결이 시급하다. 북한주민들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은 장기
적인 구호사업이다.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의 영양상태를 보살피는 한편, 절대 빈곤선 아래에 있는 다수
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과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중장기 구호 차원에서 종자개량, 축산개발, 보건의료 인프라 구
축, 주거환경개선, 용수개발 등을 추진하되, 이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정
해 실시한 다음, 그 성과를 보고 개선점 도출과 함께 남북한 중장기 사
회개발협력과제로 설정·추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해 및 긴급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93)

92) 영
 국의 사회학자 라운트리(B. S. Rowntree)가 「빈곤-도시생활의 연구,1901」에서 빈곤선
이라는 것을 제기. 이는 빈곤으로부터 개인을 벗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재화량을
산출한 것으로 즉 절대빈곤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며, 흔히 의식주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 절대적 빈곤개
념은 과학적인 영양학적 근거이든 소비형태 조사에 근거하든 전문가가 어떤 절대적인 기
준을 정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절대적 빈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은 ‘1일 1
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루 1인 1달러일 경우 4인 식구를
기준으로 1개월에 120달러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북한
인구의 상당수는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93) 이와 같은 계획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리회담의 합의 사항이기도 한 바, 추진
체계를 재가동할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남북정상선언 제5
조에는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회담 합의서 제3조에서는 농업분야의 협력과 함께 병원, 의
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하였으며, 산림녹화 및 병충해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
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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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긴급구호 및 복구사업 추진
인도적 지원의 추진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인 농업분야의 개선·개
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
께 반드시 북한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농업분야의 개발협력도 병
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한 가장 효율
적인 방법은 북한 농업분야에서 획기적인 생산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농업분야에서의 체제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 식량난 해소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체 식량 생산능력을 향상
시켜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
황에서 북한 단독으로 식량생산을 향상시키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외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외부 지원을 통해 식량생
산의 자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북한 외부지원의 형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난 완화, 북한 농업의 자생력 회복과 지속성 강화, 북한 주도의 개발계
획 수립 및 추진, 농업개발 추진 능력 배양을 위주로 개별사업 차원보다
는 개발협력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북한이 주
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 차원에서 농자재
공급 확대, 종자의 질적인 향상, 농기계 공급의 증대와 가동률 향상, 농
업생산기반의 확충, 자연재해 예방, 재배방식의 개선, 유통기반의 확대,
농업관리방식의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94)

94) 권
 태진 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권태진 외, 『남북한 농립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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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서의 대북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
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
제기구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
협회(IDA)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개발전략의 경험과 노하우를 얻
고, 기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95) 이를 통해 북
한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
적개발과 분야별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농업개발의 수요 중 가장 긴급한 것은 농업분야의 기간시
설 복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방조제 복구, 농업용수시설 보수 및
복구, 물길확충, 소규모 보와 저수지 설치, 작물 및 축산복구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식량안보와 관련된 작물다양화 사업, 양어사업, 종자
증식 및 보급, 연어 치어 방류 및 사료공장 건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업추진과 관련, 과거 남북한은 북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이 논의(2005년 8월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한 바 있다. 이와 같
이 이미 조성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 협동농장 시범사업을
추진, 남한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배합사료 및 영
농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남한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을 방문, 우량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재배기술 및 생물농약
개발, 생산기술교류 등 농업과학시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

95) IBRD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빈곤 감소 전략에 대응하여 국가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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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분야
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공동 협력
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과거 북한이 남한에 대해 요청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①이모작 재배를 위한 농자재
확보, ②농업생산기반 확충: 매몰 농경지 복구, 대규모 토목공사를 위한
장비, 물자 확보, 양수장 복구, 간척지 복구 및 제방보강, ③씨감자 조
직배양시설 및 중식장치 건립, 검정장비, 시약, 저온자장시설 확보, ④
곡물 종자 보관 및 정선시설, 육모장, 묘목 생산, ⑤퇴비 및 흙보산 비료
생산, 복합 미생물비료공장 건설, 생물 농약 생산, 농기계수리, 정비시
설 확충, ⑥축산물 가공시설, 사료공장, 초지조성을 위한 풀 종자 및 각
종 투입물 확보, ⑦양어장 건설 및 운영, ⑧경사지 복구를 위한 물자, 장
비, 조림을 위한 양묘장 복구,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장비 및 약품 제
공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추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족한 식량의 외부 조달 체계를 확립하는 한
편,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조치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것이다. 여기
에는 산림황폐지 복구와 조림, 농업기술발전 및 이전, 농업관리방식의
전환(인센티브제 확대·강화) 등이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①각종 기술지원 프로젝트와 경협사업을 통한 종합적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②대규모 자본조달을 위한 조언과 편의 제공, ③시범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동식물 유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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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류, 저장고 설치, 양돈사업, 농업대학 및 전문학교 간 학술교류,
교육 및 훈련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
해 비료, 농자재 등 영농물자의 원활한 공급과 기술을 개발하고, 농산물
유통 및 분배 체계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민시장을 통한 곡물 판
매의 허용, 식량배급제의 폐지, 포전담당제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제도 및 농장 관리방식의 개혁, 생산체제전환(집단
영농체제→개인소유경영)을 이루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해외 합작영농사업의 추진으로 러시아의 아무르, 하바롭스크,
연해주 등이나 중국의 동북 3성, 삼강평원 등에 남북한이 공동 진출하
여 합작영농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남한의 자본으로 특정지역 농
지를 임차한 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을 결합하여 농장을 개발,
해외식량 공급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북한 농촌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열악한 하부구
조에 있는 만큼, 농촌마을 구조개선을 비롯하여, 주택 및 농가건물의 개
보수, 학교 및 보건시설의 정비, 하천, 댐, 저수지 제방 등의 개보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의 마을도로와 지방도로 건설, 풍력·지력·태양력·생물
연료를 이용한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전
화공급 확대와 인터넷 사용의 여건개선을 위한 투자와 지역시장 및 도매
시설 확충 등 하부구조개선사업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합영농장을 시범적으로 설립하고, 농자재와 농산물, 농업생산
기술과 전문가, 자본 등을 매개로 공동경영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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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상 기술한 사항을 종합, 단계별 농업개발협력 내용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1> 단계별 북한 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기간

목표

1~2년

3~5년

6~10년

협력내용

•식량난 해소
•농업생산성 향상

•이모작 확대를 위한 농자재 지원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자재 지원
•수확 후 손실 감소를 위한 장비, 시설 지원

•농업의 자생력
회복
•외화획득

•중자 정선 및 보관시설 확충
•축산물 자급능력 확대를 위한 협력
•농기계 수리시설 및 조립공장 건설 협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생산기반복구를 위한 연구시설 및 자재 지원
•수출 증대를 위한 식품가공산업 육성
•인삼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
•잠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기반 확충
•채소류 계약재배 기반 조성
•남북한의 연해주 농업공동개발 협력

•식량의 안정 공급
기반 확립
•주민의 소득 증대
와 삶의 질 개선

•농촌의 주택, 상하수도, 공동시설 확충
•농촌 의료, 문화, 교육시설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한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농업분야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농업 확충
•황폐산지 복구와 조림, 산사태 예방 등 산림종합복구

출처: 권
 태진, “분야별 북한개발협력의 추진전략과 방안: 농업 개발협력, ”평화재단, 「지속가
능한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한개발협력」 평화연구총서 12-01, p. 204.

다. 북한 내 생산혁명 및 내수시장 창출
북한경제 회생을 위한 생산분야 협력에서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을 남한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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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경제발전 모형을 북한지역에 접목시켜 비용구조, 분업구조, 국제
경쟁구조 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특화하는 과정을 추진, 북한 내
생산혁명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분야는 제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 수준에 남한
수준의 산업을 이전할 수는 없는 바, 북한의 경제상황과 기술수준을 고
려,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동집약 및 자연자원을 가공해 북한의 수출상품
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남한 시장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 더 나아가 미국 등 제3국 시장 수출용 생산 기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북한의 내수시장을 가급적
빠르게 조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남한이 1960~70년대 추진했던 것
처럼 북한 노동력을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목재, 출판, 인
쇄 등 노동집약적 분야와 전기·전자 제품조립 등 경공업 분야의 임가
공 상품생산에 집중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시
장으로 수출96)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망할 것이다. 그 외 의료용품,
소금, 생수, 담배, 버섯 등 임산물을 비롯하여, 농수산물 분야 제품들을
북한 지역에서 공동 생산하여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
는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특용 작물을 ‘계약재배’하거나 ‘위탁재
배’하는 동시에 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 농기구 등 영농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자연자원도 남북한 협력의 유망분야

96) 이
 경우 북한산 제품의 미국 등 서방 시장으로의 수출이 특혜관세혜택을 받는 것이 관건
이나, 이는 북미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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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 철, 금, 은, 동, 연, 아연, 니켈, 티타늄, 석탄, 중석, 석회
석, 흑연, 고령토, 마그네사이트 등의 자원들을 가공 수출상품으로 개발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연자원 개발을 위한 설
비를 반출, 공동개발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남북협력이 가장 유
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협력을 추진하는 것
이 요구된다. 수출산업의 협력을 통해 생산 확대와 수출증가가 이루어
지게 한 후, 생필품과 관련된 북한 경공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 북한 주
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
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비누, 제지, 신발, 의료용
품 등을 비롯해 설탕, 제과, 제빵, 조미료(장류) 및 기타 농수산물 가공
등 식료품 부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필품 생산은 남한과의 공동협
력을 통해 북한 지역 전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기업은 북한이 수출시장으로부터 확보하는 외화
사정을 고려,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수시장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음식료품을 비롯하여 TV 등 가전제품, 자전거, 시
계, 카메라, 재봉틀, 화장품, 카세트, 주방기기와 같은 내구재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집약부문에서 공동생산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제발전 선도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되, 남북한 간의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먼저,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협력, 즉 조선, 자동차, 철강·금
속, 기계, 화학 등 선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남북한 산업구조조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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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추진하며, 그 다음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부품 및 조립생산으
로부터 철강·금속, 기계, 화학 등 중공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비료, 정유나 저기술 범용 제품, 정밀도가 낮
은 산업용 기계, 농업용 기계와 같은 기계 제작 분야의 협력이 큰 의미
를 가질 것이다. 조선분야에서는 북한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선박 해체에서 선박용 엔진과 같은 고급 산업용 기계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 철강산업 분야에서는 남한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조강류 설
비를 북한으로 이전, 남한 내 제품 구조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한편, 북
한의 설비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제철소 설비를 현대화해 남한에서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기초 원료, 강판 제품, 핫코일 등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초기 북한의 기술 수준을 감안해
자동차 부품 가운데 위탁 생산이 가능한 저기술 분야의 협력, 즉 자동차
용 배터리, 시트 제작이나 범퍼 도장 등 중기술 수준의 부품 생산협력과
중소형 승용차의 조립 생산이나, 중저가 자동차 생산기지를 만드는 협
력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자 및 정보·통신분야를 통한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의 발전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분야는 북한이 향후 자체적인 연구
개발이나 대외협력을 활용, 개발에 중점을 둔 분야로 초기에는 임가공
협력을 통한 컴퓨터, 반도체 및 TV와 같은 노동 집약적 가전제품을 공
급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이
나 정보·통신분야의 단순 설계용역 분야, 장기적으로는 초고속 정보통
신망의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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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통신분야에서는 초기 남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북한의 유선
통신망과 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점차 첨단 통신장비 생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이다.
남북 간의 IT 분야에서 가장 유력한 협력은 원·부자재와 설비 제공
형 임가공 사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공동개발 및 대북 위
탁개발형태를 통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될 것이다. 초기 협력단
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
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첫째, 남한의 자본과 기술 및 북한의 노동력을 동원, 게임 및 애니메
이션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가가치가 큰 분야의 남북한 공동개
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컴퓨터,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을 중심으로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부품, 교환기, 광케이블 등
다양한 사업을 개성공단 및 라진·선봉 지대를 중심으로 임가공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합영·합작 기업형태로 평양 및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국 지역과 인접한 신의주 지역 또는 중국의 단동을 전략적 거점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다. 인
터넷을 통한 송금, 반·출입 및 임가공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
시에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해 학술·문화·스포츠·관광분야 등 각 분
야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IMT-2000 등 신규 서비스의 도입·확산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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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동전화 국제로밍 지역을 확대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의 인재를 양성
해 국내외 IT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분
야에서 IT 표준화 협력을 추진, 동북아 통신망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라. 북한 에너지 수급구조 개편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과 수전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에너지를 생
산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변화하는 국내외 에너지원의 적정배합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
다. 그리고 북한이 생산하는 단위당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국제
시장가격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 자원 확
보에 크게 기여했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한 에너지 지원을 계속할 것
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한 에너지난 극복을 위
해서는 체제변화와 함께 외부 자본 및 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당면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다음과 같이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자력갱생에 의한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 이용정책에서 벗어나 외부로부
터 자본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원의 다양화는
석탄과 같은 자연자원의 개발이나 저질탄의 이용에서 벗어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수입·사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편하고, 비효율적 에너지 생산구조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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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생산·공급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탄광은 과
감하게 폐광시켜 경제성 위주의 고열량, 고품질탄 중심으로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원 다양화에 요구되는 시설구축이 요구된다. 원유와 천
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와 함께, 에너지 공급구조 개편에 따른 정
제시설의 확장, 비축설비나 항만설비, 송유관 설비 등도 함께 구축되어
야 할 것이다. 발전설비 또한 석탄, 수력 중심의 전원구조에서 석유와
가스, 원자력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 소비구조도 석
탄, 수력 중심에서 석유, 가스, 원자력과 함께 개편되어야 하는 바, 산
업용과 가정, 상업용 등의 보일러 설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는 북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 분야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요구된다. 여
기에는 ①효율적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 ②에너지 생산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훈련, ③외국과의 합작이나 라이센서 계
약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강구, ④실제
생산가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으로 책정·공급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세부추진방안으로는 무엇보다 북한 에너지 공
급선의 다변화를 포함, 에너지 자원 개발에 목표를 두어 협력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북한의 광물자원 중 석탄을 비롯, 경
제성 있는 에너지 자연자원을 공동 개발, 북창화력발전소, 동평양 화력
발전소 등 북한의 대형발전소를 정상 가동시키는 한편, 남한기업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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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북한 경제특구와 공단용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
려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남한의 자본과 국제 석유시장 운영능력, 북한의 입지여건을 활
용하여 북한에 남북합작 국제정제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다.97)
둘째,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공동 추진도 북한 에너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 바, 서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중국-북한-한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에 적극 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이 ‘자원의 보고’라고 불려 질 정도
로 풍부한 천연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98) 시베리아와 러시
아 극동지역 자원개발에의 공동 참여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여기서 에너지 분야의 개발협력을 위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것은 바로 북한 석탄광의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
한 지역에서의 석탄광 개발은 아직도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성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의 석탄광을 개발하

97) 이
 를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석유수요전망과 석유정제센터의 신규건설구상 및 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8) 러시아 연방 수자원의 82.5%, 수력발전잠재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
우 동시베리아 약 32조 입방미터, 극동지역에 약 11조 입방미터가 매장되어 있다. 석탄
의 경우에는 동시베리아 칸스크-아친스크지역에 1조 2천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 광물자
원의 매장량도 풍부, 동시베리아 지역의 「노릴스크」지역은 세계 니켈생산의 약 20%를, 극
동지역은 러시아 연방 금생산의 약 60%를, 극동지역의 사하공화국은 세계 다이아몬드 생
산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생산량 중 텅스텐의 약 80%, 붕
소 100%, 납과 아연 60%, 주석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과 삼림자원도 풍부하
여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약 70%, 삼림면적은 세계삼림면적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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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이를 남한으로 반입하지 않고 북한의 가정과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
소에 공급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사업은 북한에 부존하는 석탄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당면해 있는 에너지난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
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장비 및 자재 등을 석탄개발에 지원함으로써 에
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전력을 생산하여 각 가정과 기업소에 공급, 생산
을 비롯한 경제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
지역에서 채굴하는 석탄을 남한으로 가져오는 것은 물류비 부담을 비롯
해 남한 지역에서의 석탄 활용 측면에서 볼 때, 비경제적이다. 물론, 현
재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국내무연탄은 유가대비 가격경쟁력이 양호한
편(100:49)이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 지역에서의 석탄 개발에
따른 제반 투자비용과 감가상각 및 물류비용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이와 같은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북한 지역에서 개발
된 석탄을 남한으로 가져올 경우 가격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석탄을 개발하여 들여오는 것보다는 전략광물을 석탄
대신 들여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북한 지역의 석탄을 남북이
공동개발해 북한에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파급효과
가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전 산업과 주민생활의 기초적인 원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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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셋째, 에너지 부족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남북주민간의 이질성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북한 가정에의 석탄(무연탄) 제공은 산림남벌을 억제하게 함으
로써 북한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
를 가져 올 것이다.
다섯째, 남한에게도 채굴장비가 북한에 이전됨에 따른 고용력 창출과
산업설비 생산 및 수송과 관련된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협력에 의한 북한 석탄광 개발은 다음과 같은 방
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공동개발 협상창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북한의 석탄광 개발이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될 경우, 남북한 간의 대화(장관급회담 및 경제협
력추진위원회 등)를 통해 석탄을 공동개발 지원하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북한 광산개발에 관한 당국자 회담을 추진하고 공동개발
대책 마련과 함께 광산자원의 공동개발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석탄광 개발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일은 공기
업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를 대신, 북한 자연자원 공동개발을 위
한 실무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우선 특
정한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 투자를 담당하며,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공
동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이 안정궤도에 진입할
경우, 개별 광산에 투자·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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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석탄광 개발 참여주체별 업무분담

석탄생산
탄광시설개선,
자재지원으로 증산
(석탄공사)

▶

수송
철도시설,
차량개보수지원
(철도공사)

▶

발전 및 민수
발전부품,
송배전 시설 개보수
(전력공사)

대북 전력공급 및
민수용 제공

다음, 북한 측 관련기관과 개발대상 광산을 선정·조사하는 업무를 추
진한다. 남북이 공동 조사단을 구성, 탄전 지질 자료를 검토한 후,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법을 협의·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대상 광
산 공동지질 조사를 위한 시추 및 물리 탐사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와 함께 탄광 개발단을 구성, 광산 설계와 개발준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신규, 휴지, 가행
석탄광산 중 하나를 택해 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하는 동시에 생산량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시범개발 광산이 확정되었을 경
우, 소요될 자재와 장비, 인원 등을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범광산이 휴지광산일 경우에는 이의 복구를 위한 현지조사 및 사업타
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한의 개발 기술
자들이 참여하여 휴지광산 개발을 위한 장비 도입규모 등을 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광산의 경우에는 생산 재개를 위
한 양수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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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행광산을 개발할 경우에도 공동조사단을 구성, 광산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금, 장비, 자재지원 등의 규모를 산정하
고 유망 광산 중, 일개 탄광을 선정하여 개발 합의서를 체결하는 일이 요
구된다.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남북 상호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남
한은 자본, 기술 및 광산 장비, 자재지원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는 일을
담당하고, 북한은 광산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연탄공장을 북한에 설립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
정 공기업을 비롯한 석탄관련 민간기업 간의 컨소시엄으로 공동투자를
단행하는 일을 추진하고, 석탄을 사용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광산지역
의 다변화와 지하자원 공동 개발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하는 일이 필요
하다. 더 나아가서는 석탄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제철소
를 건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북한 경제개발구 공동진출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경제
개발구법을 채택(총 7장 62조)했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기존의 4개 특구
(나선, 황금평, 개성, 금강산)와는 별개인 소규모의 자체 개발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14개에 달하는 개발구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의 특색에
맞는 경제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
업·관광·수출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
여,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개발구가
북한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육성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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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국가경제개발위원회)에 맡
게 된다. 각 도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개발구
창설을 신청하면 이를 심의·평가한 후, 개발구로 승인받게 된다. 경제
개발구에 대한 투자는 외국 기업,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시에는 남한 기업이나 단체도 가능하게 할 것으
로 예상된다.
경제개발구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 주민의 생
활향상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이에 걸맞은 사업추진이 남북
한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및 생산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남한 단독의 진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국과 동반 진출하는 것도
투자의 불안정 해소를 위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중
국과 인접한 평안북도 경제개발구99)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바, 남한의
동반진출이 비교적 용이하며, 실제 투자 시에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3) International Education: 글로벌 경제·기술교육
북한을 세계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도 싱가포르 NGO ‘조
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처럼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북한 청년
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조선익스체인지는 북한의 젊은 전문가들에게

99) 평
 안북도에는 신의주 특수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압록강경제개발구 등이 존
재하며, 이 중 신의주는 경공업 중심지이자 북중교역 중심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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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법률교육 등을 제공해 온 비영리단체다. 북한 사람들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사업도 하고 있다.100)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IT,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개성공
단과 나선 특구 등에 한국식 폴리텍 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 유
네스코와 협력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과학, 기술교과서를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남북 간 상이한 기술표준을
점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교육은 무엇보다도 북한 중소기업의 개발과 성장,
개선된 경제정책이 북한 경제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조선익스체인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북한의 차세대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학습, 즉 국제경영의 관례들에 대
한 기술연수와 사업현장 체험 학습, 국내 및 국제네트워크,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에서는 직접적인 학습이 불가능한 바, 국제 수준의 교육기관에 위탁하
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습에 참가하는 대상
은 북한 기업과 정부 및 정책기관을 비롯, 대학 또는 연구소 등 학문분
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외 북한 공관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지역에서의 학습이 궤도에 오를 경우, 북한 내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학습을 통해 신뢰관계를 확보하

100) 이
 유진, “조선교류, 북한의 시장경제 인재를 양성하다,” 『KoFC 북한개발』 2013 통권 1
호,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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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 각 산업분야의 기술 전수를 위해 평양과 원산, 나진·선봉
등 북한의 개발특구에 진출해서 글로벌 경제기술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4) T
 our de Corée: 남북을 연결하는 관광산업의 육성
남북한 관광사업은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
업인 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한 관광분야의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다.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관광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면서 동
북아 관광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한 내부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다. 금강산·개성·평양 관광의 재개·확대와 함께 남북한 지역관
광개발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 관광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한반도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지역 관광잠재력을 평가,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북
한지역 관광잠재력 평가와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여 남북한 관
광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다 남북한 관광자원 공동조사의 결과를 종
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북한 관광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여 종합적 관광자원개발·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 평양 및 개성관광 프로그램 개발하는 한편, 외국인 참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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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확대하고, 관광일정 및 관광상품을 다양화(당일, 1박, 2박, 3박, 4
박 등)하는 일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는 동북아 관광투자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 관광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상호이익 증대와 동북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 관광자원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발판으로 백두산과 금강산에
대한 관광루트를 우선 개발하고, 묘향산, 칠보산 등에 대한 연구 및 조
사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수준의 관광시설을 개발하고, 동북아 관
광수요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금강산 지역을 세계적 테마파크로
개발하고, 숙박, 위락, 쇼핑, 문화 등 다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 동북아의 국제관광지로 육성
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남북 접경지역을 세계적 생태관광지역의 상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광벨트화 하되, 생태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
모하는 것도 요구된다. DMZ 관광자원의 특성을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
발하고,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개발하
거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및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
중·일·러 연계 관광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한·일간 연계교통체계, 북한과의 경의선, 중국, 러시아 등 북방교통망
(육상, 해상) 구축을 통한 동북아 육로관광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
직할 것이다.
더불어 동북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황해권내 주요 항만 도시
뿐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니가타 등 환동해권의 도시들도 포함시켜
동북아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거나 한·중·일 3국이 제주도, 하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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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오키나와 등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자유지역으로 만들 수 있
을 것이다.

(5) Yellow to Green: 그린 데땅트의 실현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최악의 수준이다. 2012년 발표된 영국 위험관
리 컨설팅회사 메이플크로프트의 ‘산림황폐화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나
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최고위험 국가에 속해 있
다.101)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서도 2010년 기준 북한의 육지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총면적의
비중은 47.1%에 불과했다. 남한은 63%다. 이 보고서는 “1990~2010년
남한의 산림 면적은 2.3%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은 30.9%나 감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산림벌채와 다락밭(산비탈에 만든 계단
식 밭) 개간을 위해 산림을 파괴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이 사라지면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 황폐화되면서 식량 사정은 더
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녹화는 정치적 명분도 있고 실리도 큰 사업이다. 우리 정
부가 의지만 보인다면 산림녹화 사업에는 북한도 곧바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101) 국
 립산림과학원은 북한 산림의 약 32%(284만 ha)가 헐벗은 산지로 추산하였다. 1976년
이후 두만강 국경지역 중국 러시아 북한의 토지이용 상태를 항공영상으로 비교한 결과
북한의 임야 훼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변대 지리학과
남영 교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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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정 목표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그린 데탕트’ 방안을 제
시한 바 있다.
산림녹화의 최고의 모델은 남한이다.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이 본격적
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의 조림 경험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치산녹화계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성
공 모델로 꼽힌다.
북한에 국토조림녹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나무를 심
고 가꾸는 ‘국민조림’으로 추진하고, 홍수와 산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속성조림’을 만들되,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경제조림’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속성으로 키울
수 있는 낙엽송 등 10대 수종을 선택하고, 입산 통제와 낙엽 채취를 제
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연료-식량-소득’을 연결시킨 종합 접근법이 필요하다. 연료
(땔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산림녹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
에서 언급한 석탄광 개발을 통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양묘장을 조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102) 나무를 심는 일도 중요하지만 몇
십 년씩 자란 나무가 병해충에 의해 죽지 않도록 잘 가꾸고, 병해충의

102) 남
 북은 2007년 12월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 위원회’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 하
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겨레의 숲’ 등 민간단체의 양묘장 조성과 방제 지원도 2010년
5·24조치 이후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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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막는 일도 중요하다. 북한 산림의 병해충 피해현황은 심각하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솔나방과 솔잎흑파리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어딜 가
나 한 눈에 목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림의 기본은 우량 묘목의 생산에 있다. 따라서 튼튼한 묘
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묘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현대화된
양묘생산기술을 전수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적 과제
(1)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의지
한반도판 마셜플랜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요구되는 점이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에 바탕을 둔 개발에 대한 의지가 표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한 북한이 기존의 경제정책과 제도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도 기울여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목표, 개발전략,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사
업계획 및 예산계획수립 등에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와 지표의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전역에 해당되는 가구조사 및 에
너지 분야의 조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관계의 신뢰제고에 따라 경제 및
정부 부문의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 및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남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하고 북
한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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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실질적 참여
북한과의 개발협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사업에 북한
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산지
역과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 경제특구 관련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남한이
장비, 건설 등 모든 것을 ‘올인’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단지 노동력과 토
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노동력만 제공하는 방
식은 북한개발을 위한 기술축적과 사업운영에 대한 지식 확보라는 측면
에서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 경우 북한의 경제특구는 조차지(租借
地) 경제(enclave economy) 밖에 될 수 없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
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탈출구로 간주되는 측면이 강하다. 개성공단 건설이 남한 주체가 되
어 우리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소로서만 기여하도록 한다
면 북한의 궁극적 개발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기술축적,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차관을 통해 남한으
로부터 장비를 직접 도입하고, 그 장비를 운용하여 공단을 개발하고 공
장건물을 자체적으로 지을 때, 기술, 기업운영, 경제성 창출 등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이 북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효과가 기타 북한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 공단 운영의 이익창출을 위
해 북한이 스스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것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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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경제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한의 발전된 산업기술을 북한에 그대로 이전·
적용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북한에는 아직 남한의 기술 수준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
져 있지 않으며, 북한 스스로도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개발은 기본적으로 북한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이는 개발
을 위한 독자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3) 민족내부거래조치의 적용: 남북한 입출입 원스톱 서비스 실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는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103)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출입 관련 제도는 지나치게 대외교역 및 외
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출입, 관세, 검역 등 업무처리
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결여되어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이 준용되고
있어 출입업무처리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남북출입에 관한 책임(출입장소지정,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등)도 통일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관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심
사관련 부처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중복과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과는 별도로 장기적

103) 남
 북관계는 국제차원에서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간의 관계이나, 남북 당사자 사이에
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모든 거래는
내국간 거래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도 “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 2006년 6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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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남북출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특별법」을 제정,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출입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속에
3통(통행, 통신, 통관) 절차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 남북출입제도의 법제
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안정성이 확
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제도에 대한 법률제정은 입법절차 완성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 차원에서 현행
법을 활용,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감안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행정입법을 통해 해당부처에서의 처리지침과
고시 등의 절차를 원용, 통일부 통합규정안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남북출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각 부처별로 관장하는 업무
로 독립시키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체제하에 관장될 수 있도록 「남북출
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남북출입 관련하여 통행·통관이 국제교역상의 준칙을
따르지 않고 민족내부거래에 상응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방
법은 남북출입사무소의 직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요구된다. 종래
의 수출입이나 관세법에 따른 직제에서 민족내부거래에 준한 직제로 개
편, 일반적인 CIQ개념이 아닌 민족내부거래에 따른 출입절차의 간소화
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출입 관련 공무
원을 지정·배치·해지할 수 있는 출입사무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출
입관련 각종 준용규정(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출입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정시 통합직제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출입절차 간소화 방안, 남북관리구역 통행방법 등에 관

179

Ⅲ.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 플랜 A

한 개선안, 출입관련 전산시스템 보완·개선 등을 마련하고, 출입관련
업무를 일원화(one stop service)할 필요가 있다.

(4) 경협 및 물류관련 인프라 개발협력 지원체계 구축
경협 및 물류인프라 건설 사업은 통일부, 지식경제부, 건설교통부, 기
획재정부 등 각 정부 부처가 관여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정부 부
처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 주체의 역할이 분산되고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개발
이 지연되거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각 부처의 개별적인 업무추진은 그 자체로도 비효율성에 따른 예산낭
비가 초래될 수 있는 바, 경협 및 물류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협력사업은
추진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 개발의 집
행부서 및 조직을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
을 전제로 하는 경협 및 물류인프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구축하고, 경협 및 물류인프라 건설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처간의 사업통합이 용이치 않을 수 있으므로, 유사
목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조정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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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북한경제는 199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각종 연구들에서 제시
된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부족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협력관계가 붕괴되
면서 저렴하게 공급받던 원자재 및 투자재 가격이 급속히 상승했다. 그
결과 기존의 생산설비로 생산한 산출물의 가치가 투입가치보다 낮아지
게 되었고 생산설비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산성이 더 높은
생산설비를 새로 구축하지 못하여 생산능력이 위축되었고 사회내 생산
자본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지속이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이후 시
장기능을 소비부문에 수용하고 생산단위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크
고 작은 개혁정책을 도입하였다. 사회주의적 경제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버릴 의도
는 없었다. 따라서 체제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면 개혁조치를 다시 취소하는 역개혁 조치를 취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비효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
분야에 확대되어 있는 시장기능과 명령경제적 거시경제의 통제방식이
서로 충돌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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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이
후 기존의 사회주의국가 간 국제분업망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시장을 상
실했다. 게다가 생산능력의 붕괴로 해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상실했다. 따라서 국제교역에 필요한 외화가 부
족하여 교역이 더 위축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수출과 수입이 매우 적은 교역국가가 되었고 국제시장에서 실
질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북한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과 같은 변
화가 필요하다. 첫째, 경제체제를 개혁하여 잘 작동하는 시장경제를 도
입하여야 한다. 둘째,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여 생산자본의 확충 및 인프
라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제시장에 대
한 수출 및 수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상기 변화들은 각 개별 주제 하나하나가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들
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체제의 변화만 하더라도 북한정부의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체제개혁의 방향을 정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도중에 사회적 반발로 개혁을 중단하거나 부분적 개혁으로 전환하
는 등의 변질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투자자금의 동원은 현재 북한내부의 역량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제다. 따라서 국외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불가
결하다. 그러나 외부세계가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의 투자
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며 다른 투자대상지역에 비하여 더
높은 인센티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본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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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들을 북한이
단기간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투자자금을 유치하
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자금을 먼저 유치하는 것이 더
현실성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기술수준 개선도 북한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
이다. 해외로부터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외국인직
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자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
고 북한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 북한 근로자들이 새 기술을 배
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비용부담 없이 기술도
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 역시 북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하거나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결국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국
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해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
기 위해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개발지원자금(ODA)을 활용하면 무상으
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분업체계에 연계되어야 시장확보와 기술
획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는 북한이 적극적인 개
방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개방의 충격을 잘 관리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개방과 개방에 필요한 인프
라의 구축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곤란하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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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그 비용 면에서나 효과성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불가
결한 현실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지원이나 개발도상국들
의 지원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당 수준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등의 국제금융기구들이 체제전환 국가들에 대한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다자개발은행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지원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의 DAC회원국들을 비롯한 개별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발지원 프로그램들도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
어서 북한이 지원의 전제조건들만 충족시키면 다양한 지원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북한의 개발을 용이하
게 할 뿐 아니라 성공적 경제개발의 필수적 전제가 되기도 한다.

2)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개발지원
(1)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지원
향후 북한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해외의 재원조달 채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제금융기구이다. 여기서 국제금융기구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다자개발은행(MDB)들을 통칭
하는 개념이다.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경제
적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자금이다. 이 자금은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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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의 경제운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둘째,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이다. 이 자금(ODA)
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지원되
는 자금(Grant)과 유상으로 지원되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형태의 지원자금이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 자금은 경우에 따라 비회원국에게도 제공되
는 사례가 있지만 개발지원 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기본적인 지원형태다.
북한의 경우, 국제적인 기존 관례에 따른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후
연간 2~1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 기
관별로 예상되는 지원규모를 대략적으로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통화기금 융자(PRGF)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간 1억 달러
에서 2.9억 달러까지 가능한 것으로 각국의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해보면 아래 세 가지 방식
을 고려할 수 있다.
·소액 쿼타 배정(5천만 SDR)+140%=약 1억 달러
·적정 쿼타 배정(1억 SDR)+140%=약 2.2억 달러
·적정 쿼타 + 185%=약 2.9억 달러

둘째, 세계은행에서 가능한 양허성 자금(IDA) 규모는 1인당 2~20달
러 수준으로 2,300만 명의 인구를 가정했을 때 연간 0.5~5억 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세계은행을 통해 제공된 자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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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참고할만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몽고, 캄보디아, 아프간 등을 참조
할 수 있다.
·최소규모사례 : 몽고 0.35억 달러, 라오스 0.3억 달러 등
·중간규모사례 : 캄보디아 0.9억 달러, 네팔 1.1억 달러 등 동아시아 평균 수준
·최대가능사례 : 연간 2억 달러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후 특별지원

셋째,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가능한 양허성 자금인 ADF(Asian Deve
lopment Fund)는 지금까지의 사례들로 보건대 최소 연간 0.3억 달러
미만에서 2억 달러 이상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유럽부흥개발은행의 무상지원 규모는 연간 0.05억 달러에서
0.1억 달러에 달하며 차관의 경우 연간 0.75억 달러까지 가능할 것으
로 추정된다.
·무상지원의 규모추정시 아시아 지원 사례(몽골)만큼 수취한다고 가정할 경
우 연간 0.05억 달러, 유럽 후발체제지원국만큼 수령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0.1억 달러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차관의 형태로는 유럽 후발체제지원국들의 평균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고 가정할 경우 연간 0.75억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기타 국제기구의 경우 10년간 10~5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기타 국제기구란 국제금
융기구 외의 UN관련된 기구들, EC 등을 의미한다. 1997∼2006년 기
간 중에 동아시아(캄보디아·중국·인도네시아·북한·라오스·마카
오·말레이시아·몽골·필리핀·태국·동티모르·베트남)가 기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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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들로부터 수령한 지원규모는 국제금융기구의 52.9% 수준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국제금융기구의 향후 10년
간 대북 지원규모 추정치(18∼108억 달러)에 곱하는 방식으로 추산해 보
면 10~57억 달러 수준이 될 수 있다.

가. 국제통화기금의 지원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그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통화기
금의 가입이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 가입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 먼
저 가입희망국은 국제통화기금 총재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총재가 가입신청서를 이사회에 회부하면 이사회는 Membership
Committee(MC)를 구성하여 가입신청국의 경제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MC에서 조사한 신청국의 경제상황, 쿼타(quota), 쿼타 납입방법 등에
대한 보고서(가입국 동의)와 가입결의안을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가
결한다. Governor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득하게 되면 가입이 의결된
다. 회원국이 준수할 의무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과 국제통화기금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지고 납입쿼타의 25% 이상을 국제통화기금 계좌
에 예치하면 회원국 자격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가입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 일정한 쿼타를 부여 받게
되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차관과 같은 경제적 지원의 규모 역시 이러
한 쿼타의 크기에 직접 연동되어 결정된다. 현재 국제통화기금은 다음
과 같은 형태의 차관을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첫째, 국제수지 안정자금으로 단기적인 지원금융(Stand-By Ar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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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과 확대기금지원(Extended Fund Facility: EFF)을 제공한다.
둘째, 국제수지 및 통화불안정의 대응을 위해 보상적 금융지원(Com
pensatory Financial Facility)이나 보충적 안정기금지원(Supplemental
Reserve Facility)을 제공한다.
셋째, 저개발국의 빈곤감소와 자연재해 등 경제적 피해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이나 외부충격지원 (Exogenous
Shocks Facility) 기금을 제공한다.
PRGF는 1인당 국민소득 1,025달러 이하의 국가에게 융자로 제공하
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쿼타의 140~185% 규모까지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하다.

나. 세계은행의 지원
세계은행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국제통화기금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적 안
정을 위한 단기 자금의 제공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보완하고 경
제개발을 지원함으로 회원국의 경제여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의 취지에 따라
서 국제통화기금이 모든 국가로부터 가입신청을 받는 것과는 달리 세
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 회원국들을 대상으로만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히 세계은행의 (장기)자금공여 기능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국제개
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로 양분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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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 면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IBRD
의 경우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반면, IDA는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1,065달러 이
하이며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시장에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국가가 사업
의 대상이다. IDA는 이러한 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 무상에 가까운 조
건으로 발전기금을 제공한다. 자금의 지원규모는 1인당 2~20달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의 회원국은 자금 수혜형태에 따
라 IBRD의 자금만 수혜 받을 수 있는 회원국, IDA 자금만 수혜 받을 수
있는 회원국, 그리고 모두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혼합(Blend) 회
원국으로 구분되고 있다.
현재 세계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차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자금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투자차관(Investment Loan)이다. 이 자금은 경제성장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장비나 자재, 물자 등 하드웨어는 물론 그에
수반되는 제도구축이나 기반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지
원자금이다.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이 이 자금을 이용하여 생산설
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다.
둘째, 개발정책차관(Development Policy Loan)이다. 이 자금은 해당
국의 거시경제 개혁이나 농업 및 산업구조 재편 등과 같은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의 지원조건(Conditionality)이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IBRD와 IDA는 그 자금의 제공에 있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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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IBRD의 차관은 IBRD의 국제자금
시장에서의 자금모집 이자율에 일정한 수수료를 얹어 해당국에 대출해
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IDA의 경우에는 모든 자금을 무이자
로 제공하되 금액의 0.5~0.75%의 수수료만 받고 제공해주고 있어서 자
금의 피지원국으로서는 사용 부담이 매우 적은 자금이다.

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계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자금지원 기능
을 수행하는 국제금융기구가 바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지원자금도 기본적으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따
라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이 우선되어
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ESCAP 가맹
국이거나 유엔 또는 유엔산하기구의 회원국이면 된다. 아시아개발은행
의 가입절차는 국제통화기금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입여부
가 결정된다.
① 가입희망국의 가입 희망의사 표명 혹은 가입신청
② 총재와 이사회가 비공식적으로 가입허용 여부를 검토한 후, 가입 허용
③ ADB 전체 회원국의 2/3이상, 총투표권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 결정
④ 출자금 납입으로 정식 회원자격 발효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아시아개발은행의 융자 역시 크게 두 가지 형
태로 제공된다.
첫째, 일반재원 차관이다. 이 자금은 일반재원으로 운영되며 아시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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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행의 국제시장 자금차입 금리에 일정한 수수료를 더하여 제공된다.
둘째, 특별기금 차관이다. 이 자금은 특별기금으로 운영되며 기본적
으로 무이자로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
하고 있다.
그 외에 양허성 자금(ADF)으로 제공되는 자금도 있는데 1인당 국민
소득 900달러 이하의 국가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빈곤국을 위한 지원자
금이다. 다만 900달러 이상이더라도 채무상환능력 부족으로 자금시장
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회원국 중 후발체제전환국(중앙아시아 및 발칸지
역+몽골(2006년 개시))을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
럽부흥개발은행은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관계없이 체제전환 및 민
주화 추진국을 대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도 역시 회원국에 한하여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자격의 취득이 지원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유럽부흥
개발은행의 가입절차도 다른 국제금융기구와 큰 차이가 없으며 전문가
의 현지실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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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럽국가 또는 IMF 회원국인 비유럽 국가의 가입의사 표명 혹은 가입신청
② 전문가의 현지실사 후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 심의
③ EBRD 총회에서 회원국 2/3이상, 총투표권의 3/4이상 찬성으로 가입결정

북한은 비유럽국가이며 아직 국제통화기금 회원국도 아니므로 일단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부흥개
발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2) 국제금융기구 자금지원 활용을 위한 조건
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입 및 국제금융 지원조건
북한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문제
는 회원국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을 위한 소위 첫째 관문 혹은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통화기금이다. 일단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되면 다른 국제금융
기구의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명시적으로 국제통화기
금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준
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
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통화기금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되는 자격요건에
구체적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국제통화기금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따라 질서있
고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용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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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것이 받아들여지면 된다.104) 그리고 국제통화기
금회원국이 되면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ESCAP의 회원국과 UN
혹은 UN전문기구의 회원이면 된다. 북한은 이미 ESCAP과 UN의 회
원국이기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가입에 요구되는 형식적인 조건은 충
족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형식요건이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우선적 회원권에 해당되는 국제통화기금 가입이
우선이므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에 가입신청을 하면 가장 먼저 이사회
(Executive Board)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는 가입심사를 위해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를 시행하고 가입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사회가 가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정하게 되면 조사를 중지하
고 총재단에 사유서를 제출함으로 심사가 마무리 된다.
1차 조사에 해당하는 예비조사에서 긍정적인 판단이 나면 그제야 정
식심사(formal investigation)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
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국이 되
려는 국가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토론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총재단(Board of Governors)에 회부하
게 된다. 각 회원국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총재로 구성되는 총재단에
서의 결정은 각국의 쿼타에 따라 배분된 투표권(voting power)에 의해
투표로 결정된다.

104) 장
 형수·박영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KIEP 세계 경제』 제
3권 5호 (200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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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의 순이다. 특히 국제금융기구는 미
국이 주도하고 있어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
이기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의 경우 미국이 이
사회의 합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
국은 국제통화기금에서 거부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의 동의가 없
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2008년 6자회담의 이행으로
미국이 1988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던 북한을 제외해주었으
나 그 이후 합의 불이행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결국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북한의 개혁의지와 핵문제 및 미사일 발
사 등과 관련한 전향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
다. 북한의 변화와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
다는 동의가 국제통화기금의 가입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관
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적어도 이러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가시적 성과
를 보일 수 있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국제금융기구들이 양허성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지원조건들
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가 제시하는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것들로 경제의 안정화 및 건전화
를 위한 대책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한다. 제공한 지원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적 정상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자금제공의

194 _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 & B

3.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재원 마련방안

목표이기 때문이다.
자금제공의 조건이 가진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경제정책의 자
율성을 제한받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사회주
의 국가들의 경우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한 조건들은 대부분 공통의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
장경제로의 이행 시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는 자신들의 지원과
관련된 전제조건으로 안정화, 자유화, 사유화 등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을 요구한 바 있다. 지원조건의 협상시 구조조정의 속도와 수준, 내용이
국제금융기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동유럽 국가들 역시 실질적으
로 그 지원을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므로 북한이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기대하는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이러한 정책관련 조건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 극복해야할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나. 국제통화기금 가입준비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미국의 동의와 여타 회원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
다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며 또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북한
으로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얻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치적 양보와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
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이 먼저 북한에게 국제통화기금 가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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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은 경제전반에 대한 통계제출 의무를 지게 되므
로, 북한 경제통계 정비 협력사업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북한 측 내부 준비 작업을 지원하는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국제통
화기금 가입을 위한 예비조사에 필요한 북한의 통계자료들은 시장경제
체제의 통계작성 방식과 달라서 서로 작성체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
라서 통계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북한내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즉,
북한에 통계적으로 호환가능한 데이터의 작성 및 가입에 필요한 시스템
의 구축을 위해 기술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규모의
기술지원은 회원국이 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변
화시 가입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게 국제
통화기금 가입을 가시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북
한이 개혁 및 개방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으로 세계은행은 북한공무원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국제금융기구와의 연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북한이 경제체제 전체를 급속히 전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제특구 등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실험할 수 있도록 북한 내에 시장경
제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들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
해하고 있어야 경제특구가 성공할 수 있고 북한이 개혁으로 나설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빈곤감축전략문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작성등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를 파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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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을 교육하는 기술지원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SP
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자금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포괄
적 경제개발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북한의 인력만으로는 상호 만
족할만한 문서를 작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IMF와 WB 등
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북한의 경제운영에 대한 자문과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 북한정부가 새로운 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일종의 ‘브
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의 가입과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므로 긴급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탁기
금을 설치하여 일정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사
회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WB가 비회원
국에 대하여 제공한 지원 사례가 있으므로 대북지원 신탁기금 설치를 국
제통화기금의 집행부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협의하여 실행에 옮
긴다면 북한에게 지원의 가시화 및 실질적인 자금유입에 따른 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신탁기금의 조성은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하
여 EU국가 등이 출연하고 WB의 잉여금 등도 조성자금에 활용할 수 있
다. 다른 대안으로는 한국이 WB(3천만 달러)·아시아개발은행(2천만
달러) 에 조성한 신탁기금의 사용용도에 대북지원 목적을 추가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새로 조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
속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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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적 지원을 통한 개발자금 활용
(1) 주변국 및 ODA 지원의 중요성
주변국들에 의한 양자적 지원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경
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북한의 가입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주변
국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들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들로부터
양자적 지원을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변국들에 의한 양자적 지원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보다도 현실적
으로 얻어내기가 더욱 용이하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제적 조건과 절차가 수반된다. 그
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의 지원은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가 많지 않으며, 이들과 정치외교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얼마든 소기의 지원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들 주변국들에 의한 양자적 지원이 그 규모면에서 여타 국제금융기
구에 의한 지원에 못지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사회주의 정
권의 붕괴이후 폴란드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과거 미
국은 폴란드가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면서도 동유럽 사
회주의를 정치군사적으로 결속시키는 교두보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가혹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폴란드는 사회주의 정권 붕
괴 이후 철저한 친미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과거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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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제제재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이제는 경제적 지원을 실시
했다. 북한의 경우에도 폴란드처럼 인접국과 연관된 과거의 역사가 존
재할 뿐만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고유하게 갖는 군사지리적·정치외교
적 중요성 역시 존재하므로, 주변국의 원조를 유치하기에 용이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지원의 대표적인 형식은 공적개발지원(ODA)이다. ODA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금규모는 국가간 외교적 관계, 경제적 여건등 다양
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직 북한에 대해서는 근거로 제시할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 따라서 북한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ODA를 통해 수령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북한의 수령가능한 지
원액을 산정해보기로 한다.
북한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ODA 규모를 보면 다
음과 같다.
·부르키나파소·캄보디아·가나·말리·잠비아(1인당 GNI 350∼650달러)
의 경우의 1인당 ODA는 약 75 달러 수준.
·카메룬·코트디브와르·세네갈·스리랑카·예멘(1인당 GNI 700∼1,300
달러) 경우의 1인당 ODA는 약 64달러 수준.

이들 국가별 평균 1인당 ODA(1997∼2006년 평균) 및 ODA/GNI를 북
한의 인구(약 23.1백만 명)및 GNI에 곱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ODA 수원
규모를 추정해 볼 경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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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ODA를 북한인구에 곱하는 방식 : 북한의 1인당 GNI를 500 달러로
가정했을 때는 연간 17.3억 달러 규모, 1,000 달러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연간 14.8억 달러로 예상할 수 있음.
·ODA/GNI를 GNI에 곱하는 방식 : 북한의 1인당 GNI를 500 달러로 가정했
을 때는 10년간 305억 달러 규모, 1,000 달러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10년
간 349억 달러로 예상할 수 있음.

(2) 미국의 지원
미국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
니라, 실제로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과 새로이 수교하는 경우 이에 상응
하는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빈번한 사례이다. 현재 미국은 세 가
지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양자적 형태의 개발지원(Bilateral Development Assistance) :
이는 미국국제개발청(USAID)이 주관하며, 저개발국의 경제발전과 환
경보호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같은 목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미국의 정치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지원 : 이는 ‘경
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을 통해 집행되며, 안보적으로
중요한 해외의 전략적 거점국가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공된다.
셋째, 인도주의적 지원 : 미국 국무성이 주관하며, 과거 북한 역시
WFP 등 국제기구를 경유해 이러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미국-베트남 수교 이후(3.1억 달러) 혹은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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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9억 달러) 및 북한 경수로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4억 달러)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10년간 4~9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일본의 지원
일본은 양자적 지원 가운데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지원을 수행할 수 있
는 국가중 하나이다.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금으로 50억 달러, 전쟁 교전 당사국으로서의 전쟁 피
해배상금 50억 달러 등 총 100억 달러의 지불을 수교 조건으로 내세우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5)
다른 대안으로는 한·일 수교자금(1965년, 8억 달러) 규모를 그 간의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해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
북지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자금규모는 107∼124억 달러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일의 수교자금은 ODA 5억 달러(무상원조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규모.
·이를 일본의 물가상승률 및 환율 하락분을 반영할 경우 107억 달러
(= 8억 달러×4.0÷0.3)
·일본의 엔화 GDP 증가율 반영 시 : 124억 달러 (= 8억 달러×15.5)

105) 일
 본정부는 50~80억 달러 지원을 검토, 북측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1996년에
100억 달러를 요구하였다.(M.Nol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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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본의 경제지표
1965(A)
일본의
관련
경제지표

소비자물가(2000)
환율(엔/달러)
GDP 규모(10억 엔)

2006(B)

비율(B/A)

24.6

98.1

4.0

360.8

116.3

0.3

32,750

507,810

15.5

이러한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야말로 북한이 단일 자금으로 해외
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
금은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수령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첫째, 국교정상화 이후 무상원조·장기저리차관·수출
금융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지원규모는 국교정상
화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과 결부되어 협의·결정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핵문제 해결, 미사일 발사 동결, 일본인납치문제의 해결 등이 전제되어
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의 수교 시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무상이나 장
기저리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과거 이를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교 및 관계 개선에 적극 활용한 바 있다. 북일 수교로 인해 대규모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고, 이로 인해 일본기업의 대북진출
역시 가속화 되는 경우, 이들 일본기업들을 겨냥한 공적개발원조 역시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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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및 러시아
이 국가들의 경제지원 규모나 형태는 북한의 변화방향에 따라 상대적
으로 매우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대북지원의 경우 그 규
모와 관련하여 적게는 수백만 달러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달러에 이
른다는 주장까지 좀처럼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형태와 관련해
서도 석유와 같은 전략물자에 국한되어 지원이 제공된다는 주장에서부
터 광범위한 일반 물자까지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양하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는 이전과 달리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부분 정상적인 국가
들과의 관계로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국가의 전략적 방향에 따라 상당
한 변동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가측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에 대한 여타 주변국들의 지
원이 본격화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지원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회주의 형제국인 북한의
정치군사적 가치를 고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역시
시베리아의 가스와 유전, 철도 등을 북한을 통해 서울로 연결하는데 많
은 관심을 갖는 등 경제적 이해가 걸려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동북아 지
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약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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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한은, 2006), 최수영(통일연, 2007) : 연간 10∼50백만 달러 대북
무상원조 제공, 비공식 식량·원유 지원 등 포함시 연간 2억 달러 수준 지
원추정
·조명철 (KIEP, 2005) : 2005년 10월 북중 정상회담시 20억 달러의 지원약
속說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규모 추이 : (‘99) 48.4억 달러 → (‘02) 16.0억 달러
→ (‘04) 14.6억 달러 → (‘06) 37.3억 달러

러시아의 경우는 ‘89년 체제전환 이후 대북지원을 중단하였으나,
2014년에 舊소련 당시 대북채권(110억 달러 수준)에 대한 재조정을 통
해 90%의 채무를 탕감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남은 10%의 채
무를 20년간 40회에 걸쳐 상환하되 상환액은 북한 내에 재투자 하도록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북한과 러시아 루블화를 결
제통화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가적인 차관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에 러시아의 대북경협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지원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북한내 생산설비의 개보수 등에 대한 기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4) 국제민간자본의 투자 및 지원
(1) 추진 가능한 방안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역시 국제적 민간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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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자금조달 채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대북 상업차관의 제공,
둘째, 대북 개발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셋째, 외국인직접투자(FDI)이다.
국제민간은행에 의한 대북 상업차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
결해야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북한이 지
불하지 않고 있는 대외부채의 해결이다. 북한은 과거 1970년대 서방은
행으로부터 도입한 외채를 지불하지 못해 사실상 지불유예(default)상
태에 빠져 있어, 국제적인 상업차관의 도입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
의 외채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다.
현재 북한은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인 신용
등급을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민간금융기구에 의한 대북지원은
당분간 힘들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향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이들로부터 적절한 자금지원을 받고, 북한의 외채문제가 해결
되며, 동시에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점차 호전이 되면 상업차
관도 같이 유입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나 대북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
이낸싱도 지금의 여건에서는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커
다란 수익을 가져다 줄만한 대북 개발 프로젝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국가위험도가 매우 커서 해외의 민간자본에 의한 투자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접투자나 프로젝트 파
이낸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국제금융기구 등이 관련된 대북
개발사업에 대해 일정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투자의 안전정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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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나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와 같이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보증을 수행하는 국제금융기구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구의 회원자격을
먼저 획득해야 하므로 당장 가능한 방안은 아니다.

(2) 추정규모
국제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동원가능한 규모가 얼마나 될
지를 알아야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수립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역시 유사한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유추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한 추
정방식이다.
중국·베트남·불가리아 등의 GNI 대비 FDI 유입규모 사례를 북한
에 적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FDI 유입규모는 1인당 GNI를 ①500 달러
로 가정할 때 97~261억 달러, ②1,000 달러로 가정할 때는 123~330억
달러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은 연해지역 14개 도시를 개방하는 등 개혁·개방정책을 본격화
한 1985~1994년까지의 FDI 유입이 연간 2.5%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은
1986~1995년 동안 연간 6.7%, 불가리아는 1991~2000년 동안 3% 증
가하였다. 이들 국가의 GNI 대비 상업차관 도입규모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1인당 GNI를 ①500 달러로 가정할 때는 97~261억 달러, ②1,000
달러로 가정할 때는 123~330억 달러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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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85∼’94 동안 GNI대비 2.2%, 베트남은 1986∼1995 동안 GNI
대비 0.9%, 불가리아는 1991∼2000 동안 GNI대비 1.6%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3) 해외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방안
대외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결국 투자환경에서 중국, 베트남 등
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자본 유치의 확대를 위해서도 비
핵화를 통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선결 요건이 된다. 북한의 국
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가입을 통해 대북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인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
공함으로써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해외 기채, 국제 대북투자펀드 조성 등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것
도 가능하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있을 때마다
대북채권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 채권시장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
여준 바 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대북투자펀드 조성 등 자금 조성
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핵화 등 투자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대북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호전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대북채권
의 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인 바 있다. 북한채권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북
한의 대외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액

207

Ⅲ.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 플랜 A

면가 1달러 채권의 시장가격의 변동 추세는 다음과 같다:106)
시장가격이 (2000년) 원금대비 7% 수준 → (2003년) 13% 수준 →
(2006.10 북핵 실험 후) 10% 이하 → (2007.10 남북정상회담 직후)
26% 수준 대북투자펀드의 조성에 대해서는 Chosun Development &
Investment Fund (런던), Fabien Pictet & Partners (런던) 등이 유사
시 대북 투자를 위해 조성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3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가 대
북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
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해외투자의 유치가 용이치 않을 뿐 아니라 북한내에 미
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중국의 개혁 초기방식처럼
경제특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북한이 경제특구 설치를 확
대 추진하고, 특구 내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투자 유
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Invest Korea」의 설립·운영 경
험을 토대로 북한판 「Invest Korea」 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지
원(TA)을 제공할 수도 있다. 관심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대북투자
조사단을 구성하여 북측에 파견하는 한편, 북측 투자유치단의 남한 방
문 IR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지원하
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106) 북
 한채권가격은 유통 투명성 결여, 유동성이 적어 거래규모 투자자 및 가격정보 등에 대
해 공개자료가 거의 없으나 국제금융전문잡지인 IFR (International Finance Review)에
부정기적으로 호가가 제시되며, Bloomberg에는 채권발행 정보만 등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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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제전환국(동유럽)의 외자도입107)
(1) 외자도입의 배경과 특성
1980년대 말 시작된 구소련의 몰락과 코메콘체제의 해체로 동구 국가
들은 기존의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어 외채상환과 경제개발을 위한 자
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체제전환비용 조달이 절실한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단절된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외자도입을 적
극 추진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 IBRD등의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였고, 특히 국제통화기금이 자금공여 조건으로 요구하는 급
진적 개혁프로그램(가격과 교역 등의 급속한 자유화, 거시 안정화, 대규
모 민영화)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당시 동유럽 14개국이 10년간(1988~1998) 도입한 외자규모는 도합
약 350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중 FDI는 절반이하인 49%에 불
과한 157억 달러였고, 공공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결과를 보여주
었다. 이는 체제전환 초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공
적지원이 더 중요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동유럽 국가들
의 사례는 이 국가들의 체제전화 초기에는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주도
되는 국제금융지원체제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107) 조
 명철 외,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KIEP (2000), 이재룡, 『북한 개발자금 조
달과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산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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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자도입 내용
가. 국제 공적자금
동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국제 공적 자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이들이 활용한 다자간 협력방식의 공적자금 조달은 국제
통화기금,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등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재원조달이 중심이었다. 둘째, 양자간 협력방식을 통
한 자금조달로는 양자간 공적개발 금융(ODF)을 통해 도입한 재원조달
의 비중이 높았다. 다자간 협력방식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① 국제통화기금(IMF)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프
로그램차관을 도입하여 동유럽 국가들에게 최초로 외자를 지원하였고,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이행성과에 따라 계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였
다. 지원규모는 10년(1988~1997)동안 동유럽 10개국에 약 66억 2,000
만 SDR(약 89억 달러)을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가장 많이 이용한 국
제통화기금 융자제도는 대기성 차관으로, 37억 4,845만 SDR에 달하
였다.

②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1991
년 4월에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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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혜대상국의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지
원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프로젝트 수립 권한을
수혜국에 위임하는 여타 지역개발 은행들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체제전환국에 대하여 경제적 목적 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 채택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지향해야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도 독자적인 특징을 보였다.

③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융자를 포함하여 재원조달에 참
가하였다. 적극적인 체제전환 정책을 선택하고 국제협력에 열심을 보
인 폴란드 및 헝가리에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되었다. 1998년까지 동유
럽 국가들에게 총 82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국제개발협회(IDA)
빈곤국 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므로 동유럽국가 중 알바
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만 지원대상이 되었다. 중하
위 소득국가 이하로 분류되는 국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여타 동유럽 국가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양자간 협력방식을 통한 재정지원은 개별 국가별로 그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규모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양자
간 ODF(Official Development Financing)와 양자간 ODA(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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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ssistance)가 있었다. 양자간 ODF는 국제통화기금 프
로그램차관과 더불어 경제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양자간 ODA는 체제전환 초기에 집중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었으며 최대 수혜국은 급진적 체제전환 정책을 수용한 폴란드였
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FDI와 기타 국제 민간자금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지리적 입지와 지역경제권
의 통합전망 및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
회를 제공한 결과였다. 따라서 이 외국인직접투자자금은 폴란드와 헝가
리, 체코와 같은 개혁선도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 말 동
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본격화되면서 FDI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고, 1992년 이후 민영화가 진전으로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현
상을 보이게 되었다.
기타 국제 민간자금들의 유입은 해외 상업은행들로부터 들여온 차입
을 제외하고는 동유럽 국가들의 외자조달에 별다른 역할을 담당하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트폴리오투자의 유입은 증권시장이 새로 조성되
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자금에 비해 체제전환이 일정수준 이상 진전된
이후에야 시작되었다. 동유럽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증권시장이 일찍
형성되었던 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등에 포트폴리오 투자의 유
입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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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경제개혁 및 외자도입 형태별 재원조달 현황
구 분
IMF(백만SDR)
국
제 다자간 EBRD(백만유로)
공 협력
IBRD(백만달러)
적
자
IDA(백만달러)
금
쌍무간 ODF(백만달러)
국
제
민
간
자
금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급진개혁) (선택개혁) (점진개혁)

출처, 적용년도

597.3

949.61

565.84

IMF, 1990∼1992

798

290

710

EBRD, 1996∼1998

1,214

5,300

212.9

World Bank, 1990∼1992

미지원
92,036

1,289

822

World Bank, 1990∼1992

FDI(백만달러)

15,771

6,621

3,511

UNCTAD, 1996∼1998

포트폴리오투자
(백만달러)

0

184

0

World Bank, 1990∼1992

채권발행(백만달러)

2,578

90

150

World Bank, 1996∼1998

해외상업은행차입
(백만달러)

536

899

283

World Bank, 1990∼1992

출처 : 조명철 외,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KIEP (2000) 참고

(3) 체제전환국 외자도입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108)
북한은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그에 따라 대외의존도도 상대적으
로 높아서 경제적 특성은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공업화 수준 및 대외의존도가 낮았던 중국의 개혁 초기 상황
과 상이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은 중국보다는 동유럽의 사례가 더 많은 시
사점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산
업구조상 중국식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비교적 급

108) 조명철 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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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인 정책이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체제전환의 충격이 산업에 미치
는 영향이 더 크고 급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교적 급진적으로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시행하
고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체제전환국가
들을 지원하는 국제 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
이다.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직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아
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 민간 자금이 유입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에 국제금융기구의 공적자금 유치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동유럽이 도입
한 자금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과 개혁프로그램 수행을 전제로 한 것
이므로 북한도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동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이를 통
한 공식 프로젝트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
제금융기구에 가입 이전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
구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
이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
달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되어 제기된 제안들은 다자적 개발지원
기구 혹은 한시적 지원기구와 같은 국제협력체의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 개발지원 기구의 설립 : 체제전환 초기 혹은 그 이
전에 요구되는 개발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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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행이나 동북아 투자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기구로
활용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이 제안이 가능하려면 사전적으로 동 기구
들을 설립하여야 하며 북한이외의 지역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
어야 유지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
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둘째, 한시적 원조그룹의 도입 :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으로서, 원조조정그룹의 한 형태인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
Interim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도입하자
는 안이다.109) 원조조정그룹은 수혜국의 원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
간 협력체로서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방
식이다. 원조조정 사례로 베트남,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대안은 한시적으로 북한을 재정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필요성이 사라지면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정치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원조조정
그룹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동유럽의 경우 상기와 같은 특별한 국제협력체를 도입하여 활용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유럽부흥개발은행은 동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역내 지원기구로 도입되어 지금은 국제사회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유럽 국가들도 단기적으로는 재원마련을 위한 여건이 서로 달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중기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 공적

109) 장형수,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KIE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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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을 통한 재원마련을 추진한 것처럼 북한도 동일한 방식의 재원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업차관을 비롯한 국제민
간자본 조달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이 동유럽 국가들처럼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민간자본의 지원 역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6)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조성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의 조성은 북한이 노력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체제전환 및 평화적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함께 협력하거나 주도적으로 그 길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제적 역량이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남
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고려한다면 우리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
는 것도 바람직하다.
북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재원조달은 그 자금의 사용목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상업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자로 추진하되, 재정 투입은 여타 자금 유치가 어
렵거나 여타자금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정치적인 협력여건을 충분히 조성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할 경
우 북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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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신탁기금과 북한개발지원그룹
비교적 신속하게 다자적인 형태의 대북지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신탁기금(Trust Fund for
North Korea)과 북한개발지원그룹의 형성이다.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이 가능하여 지기 위해서는 기구에의 가입 뿐
아니라 자금지원에 따른 조건과 절차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신탁기금이나
북한개발지원그룹의 결성은 국제금융기구 이전에도 지원될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조건과 절차 역시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 북한신탁기금
신탁기금은 일반적으로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이를 관장하
지만 그 계정을 자체의 고유 계정과는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 특징이다. 비회원국의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의 대표적 사례는 1993
년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을 주도한 신탁기금의 예를 들 수 있다. 신탁기금은 그 후 동
티모르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같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하지 못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금융기구 비가입
국에게 가입국과 비슷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가져다주는 유력한 수단으
로 인식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신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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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세계은행에 예탁해 놓은 신탁
기금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
다. 한국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취약국(fragile countries)
을 위한 신탁기금을 예탁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할 경우 북한지원을 위
한 목적으로 신속한 기금조성이 가능하다.
둘째, 한국, 일본, 미국 등 관련국들이 별도의 자금을 출연하여 북한
신탁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세계은행 등에 맡겨 운영하도록 요청하는 것
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주요 관련국들(stakeholders)의 동의가 없이
는 어렵다. 그리고 이들이 지원에 동의할 경우 굳이 한국이 단독으로 지
원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으며 정치적 장애도 없을 것이므로
함께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림 6> 세계은행 신탁기금 지원부문별 분포도
Transport (14%)
Private/Financial Sector (6%)

Environment (1%)

Rural Development/Infra (5%)
Electricity (17%)

Health (5%)
Water Supply,
Sanitation, Urban (28%)
Education (21%)
Capacity Building/Econ Mgt/
Social Prote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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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탁기금은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기 이전 해당국가의 경제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금 출연국들의 요청이
있는 특별 신탁기금의 경우 그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
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활용된 사례로 볼 때, 이들의 개발복구 과정과 원
조조정이 현재의 북한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일정수준의
기본적인 정치적 여건만 조성되면 신탁기금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같이 국제
금융기구 가입이전이라도 신탁기금 설립 등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지
원받았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위한 신탁기금
설치를 위해 미국이 주체가 되었던 사례와는 달리 특정한 주체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북한 그리고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공동
으로 원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북한개발지원그룹
이 방안은 북한신탁기금과 달리 관련된 주체들이 함께 지원에 참여하
고 지원의 방식이나 목적, 재원출연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통해 체
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신탁기금이
한시적인 다자적 지원을 위해 재원마련에 참여하는 국가들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북한개발지원그룹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재원마련만이 아니라 지원과정도 함께 결정하는 국가들
의 그룹이다. 예를 들어 6자회담의 참가국과 EU 및 호주 같은 국제적
경제지원국들이 보다 조직적인 논의의 틀을 갖추어 북한을 지원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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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하나의 포럼 또는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에 대한 개별국가의 공적 자금 지원을 공동으로 협의하는 한편, 북
한신탁기금과 같은 다자적 지원 역시 공동으로 창설하게 되는 형태이
다. 이러한 개발지원그룹을 활용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
제적 이해당사자들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북아개발은행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설립
북한의 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적극적인 개혁의지도 보이지
않아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기
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원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미국이
나 다른 국제사회의 승인없이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새
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대표적 사례가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안이다.
이 안은 1990년 동북아경제포럼(NEAEF)이 최초로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개발수요와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 지역(몽골, 극동러시아, 중국
동부지역, 북한, 한국, 일본)의 경제개발을 위해 지역개발은행을 설립
하자는 것이다. 기존 개발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이 역내 개발수요를 다
고려하지 못하고 가용자원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개발은행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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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은행이 설립될 경우 주요 수혜지역은 중국, 러시
아, 몽골, 북한이 될 것이다. 반면 이 은행의 주요 자금제공국은 일본과
한국, 중국, 미국이 된다.
제안된 지 이미 사반세기가 경과하고 있음에도 이 제안이 현실화 되
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주요국들의 참여부진과 북한의 정치적
문제 때문이다. 이 은행이 설립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자금공여국
인 일본과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110)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참여 없
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참여 없는 국제개발은행의 설립은 성공가능성
이 낮다. 미국의 참여가 개발은행의 신용도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발은행이 지속적인 자금공여를 할 수 있으려면 개발은행의 국제신용
도가 높아서 적은 납입자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용창출이 가능하여
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의 신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주요 국제통화국
인 미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의 참여가 중요하다.

110) 일
 본은 한때 동경재단을 중심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한 바
있으나 미국의 반발과 북한의 납북자 문제로 다시 반대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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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에 관한 기존방안의 특징 요약
(단위: 달러)

남덕우(1999)

일본동경재단(2002)

스탠리 캐츠(2002)

역내
(제1그룹)

-한·일·중, 몽고, 러시아,
북한, (대만)

-한
 ·일·중(동북3성), 몽고,
러시아(극동시베리아), 북한

- 한·일·(중), 몽고,
러시아, 북한

인근
(제2그룹)

(구체적 언급 없음)

- 동남아, 오세아니아

-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

역외
(제3그룹)

-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 미국, 캐나다, EU
- ADB,기금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영국, EC, 북유럽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
납입자본금
·역내
·역외
催告자본금

- 400억
- 400억
- 200억 또는 100억
·120억 또는 60억
·80억 또는 40억
- 200억 또는 300억

- 60억
- 60억
- 30억
·16.8억(56%)
·13.2억(44%; 인근+역외)
- 30억

- 250억∼500억(400억 적당)

최초 납입자본
비율

-50% 또는 25%
-5년간 분할 납입

- 50%
- 부족시 증자로 대응

- 25% 이상
- 3∼5년간 분할 납입

출자국의 납입자
본금 부담 1) 2) 3)
역내
·한국
·중국
·일본
·기타 국가
인근
역외
미국

(납입자본금 비율 50%,200억)
- 60%(120억)
·6∼8억 이하
·6∼8억 이하
·8∼12억 이하
·일정액 분담
(구체적 언급 없음)
- 40%(80억)
·최대주주와 동일액

(납입자본금 비율 50%,30억)
- 56%
·12%(0.72억)
·16%(0.96억)
·18%(1.08억)
·10%(0.6억)
- 14%
- 24% + 6%(ADB,기금)
·10%(0.6억)

(납입자본금 비율 50%,100억)
- 40%(40억)
·5%(1억)
·10%(2억)
·15%(3억)
·10%(2억)
- 20%(20억)
- 40%(40억)
(구체적 언급 없음)

-1주 1만 달러 (400만주)

(구체적 언급 없음)

- 1주 10만 달러 (40만주)

조직

- 총회(최고의사결정기구)
- 이사회(일상업무 의사결정)
·매년 4분기에 이사회 소집
·비차입국 이사 다수 고려
- 총재는 최대출자국에서 선임
- 부총재 1인은 역외 고려

- 1998년 보고서에서는 총회,
- 총회(최고의사결정기구)
이사회(8∼10인), 총재, 부총
-이
 사회(업무 심의·결정·
재(3인) 상정
감독)
·역내 4명, 인근 2명, 역외 2명 - 또한, 이사회는 상주형태가
아니라 필요시 회합하는 것
- 부총재 2명
으로 상정
·업무1명, 비업무1명

위치

- 동경, 북경, 서울 중 1곳

(구체적 언급 없음)

회
원
국

청약자본 액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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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출
 자국의 납입자본금 부담(일곱째 행)에서 남덕우 안의 각국 부담액은 연간 기준임(청
약자본금 400억 달러, 납입자본금 비율 50%, 5년 분할납입을 상정함. 또한, 한·중·
일 균등 또는 일본 절반과 한·중 나머지 균등 분담 가정). 납입자본금 비율을 25%로
하면, 각국의 부담액은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
2) 국별 부담액은 임의로 분할 납입기간을 5년으로 하여 계산한 연간 납입 금액이다.
3) 스
 탠리 캐츠의 안은 1999년 보고서(청약자본금 200억 달러, 납입자본금 비율 50%, 5
년 분할납입을 상정)를 따랐으며, 각국의 부담액은 연간 기준이다.
출처 : 이형근,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KIEP (200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설립 때에도 미국이 반대하다가 설립이 확정되
자 결국 참여하였으므로 동북아개발은행도 일단 설립이 확실시되면 미
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장들이 한편으로 제기되고는 있다. 그
러나 유럽부흥개발은행을 설립한 유럽국가들은 금융선진국들이며 주요
국제통화의 발권력을 가진 국가들이었으므로 실제로 미국의 참여가 필
요치 않았던 상황이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
다. 특히 더 중요한 차이는 수혜대상인 동유럽국가들이 분명히 체제전
환과 개혁을 표방하고 있어서 자금지원을 받기에 정치적 정당성의 문
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문제는 단지 유럽주요국들과 미국사이의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주도권경쟁이었으므로 개발은행 참가국들이 대
내외적으로 은행설립을 설득하는데 정치적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북한은 이와 달리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
태이며 내부적으로도 개혁의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북
한이 주요 수혜국이 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국제적인 참여를 설
득하기가 용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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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투자공사(Northeast Asian Investment Corporation) 설립
‘동북아투자공사’는 Moon & Yoon(2004)이 제안한 것으로, 공공자금
과 민간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둔 투자공사를 만
들어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시행하자는 안이
다. 한국과 일본은 자본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외부의 투
자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북한이나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지역 등
은 아직도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 지역들은 풍부한 천
연자원을 매장하고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
자가 적은 것은 취약한 인프라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인프라 투자는 투자
의 회임기간이 길고 투자규모가 커야하므로 민간투자가 쉽게 감당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투자 혹은 공공의 보증 하에 민간투자가 시행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북아투자공사’는 민간자본이 리스크 문제로 선뜻 인프라 투자에 나
서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중·일의 공공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투자공사형태로 모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서 개발금융을 공
급하는 방식이다. 한·중·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이 국가들이 동
북아 협력의 주체들이라는 점 외에도 자본공급은 일본과 한국의 과잉된
자본을 활용하며 사업발굴 측면에서는 주로 중국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금융은 사업별, 혹은 지역별로 각 회사를 두어 직접
혹은 간접투자로 지급된다. 사업영역은 초기에는 중국동북지방 등 투자
수요가 높고 정치적 문제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되 환
경이 조성되면 북한지역을 비롯한 여타의 지역에도 즉각 투자가 가능하
도록 프로젝트 발굴팀에서 준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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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북아투자공사의 구조

▶

건설회사/전문경영회사

인프라 1 기본투자자본
인프라 2

▶

인프라 3

ABC 채권

▶

민간 인프라
기금

▶

프로젝트
회사

기관투자가

사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두 가지 출처에서 제공된다. 첫째는 기본
투자자금이며 둘째는 ABC채권을 판매하여 조달하는 방안이다. ABC채
권이란 엔화, 원화, 위안화로 구성된 아시아 바스켓 통화(Asian Basket
Currency: ABC)로 표시된 채권을 의미한다. 바스켓 통화로 표시되긴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자국통화 가치로 환산된 채권을 발행하
여 판매하게 된다. 역내바스켓 채권의 발행으로 기관투자가들은 환율리
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외화수요, 특히 달러수요를 줄일 수
있다 (Ito, 2003). 자국통화로 호환성이 보장된 아시아 통화 바스켓으로
발행하여 시장에서 통용되게 하며, 공공 지역협력체를 구성하여 자본을
등록하고 채권발행자와 관리주체로 삼게 된다. 아시아 바스켓 통화의
관리를 위해서는 외환담당 은행의 참여도 필요하다.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아시아 통화들 간의 통화스왑 혹은 외환의 매각 및 구매 담당을 통
하여 이 바스켓의 가치를 꾸준히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다.
‘동북아투자공사’가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외 국가들의
도움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유
사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따라서 현실화하기에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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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북한에 대한 투자여건이 성숙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들 중심으
로 투자를 하다가 북한투자가 가능하여지면 관련된 투자비중을 높여가
면 되므로 북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투자의 예비수요에 대응할 수 있
다. 셋째, 한·중·일 공공금융기관들이 투자협력을 하여 모회사를 설
립하게 되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본금과 사업발굴의 문제이다. 투자회사가 공동
으로 설립되면 이미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기초자본이 준비되어 있으므
로 초기 시장진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장기적으
로 지속가능한 투자활동을 위해서는 채권의 판매와 수익성 관리가 무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투자회사는 신용창출기능이 없어서 채권발
행을 통한 자본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자본규모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
다.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있으면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발굴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프라건설은
정부의 결정이 중요하므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국내기업에게만 제공
하려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분에서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동북아투자공사는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 주도를
공공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금융기관
들이 함께 협력하여 사업발굴과 채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가
지고 있다. 이 제안은 북한개발과 동북아 경제협력 모두에 적용할 수 있
는 재정공급 모형이며 현재 북한에 필요한 재정공급 상의 주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결합시키긴 했지
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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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그 결과는 운용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효과
를 분명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 동북아 인프라 펀드 (Northeast Asian Infrastructure Fund) 설립
아시아지역에는 2012년 ASEAN Infra Fund(AIF)가 설립되어 아세
안 지역 인프라 건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유사시 북한에 대한 지원에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의 Kawai(2014) 소장은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지역 인프라 포럼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자금원으로 ‘동북
아 인프라 펀드’ (Northeast Asian Infrastructure Fund, NAIF)를 설
립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기금은 한국, 중국, 일본과 몽고 및 북한
을 연결하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 주된 구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과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공
급망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금조성에는 관련된 모든 stakeholder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통합 및 북한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요 stakeholder들의 예로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
행, 유럽부흥개발은행, UNESCAP, UNCTAD, JICA, JBIC, KOICA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이 펀드는 사용목적이 동북아 지역 인프라 건설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향후 가장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될 에너지와 교통망 건설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만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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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인프라 건설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역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능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북
한지원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지역의 인프라 건설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련국들이 합
의만 하면 일단 펀드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고 후에 북한이 정치적인
여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를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
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유사시 긴급지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장점이 인정된다.
동 제안은 사실상 앞의 ‘동북아투자공사’ 안과 유사하지만, 공공부문
이 중심이 되는 기금형태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간 협의를 통해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물론 기금의 운용을 위해 참
가국들이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약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7)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시행방안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자금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은 북한의 변
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변화될 경우 지원 가능한 자금원과
지원 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
으로 개혁과 개방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보다 구체적이
고 선제적인 재원의 제공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목적이라면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대안 모두
가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금을 직접제공하지 않고 일단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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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는 수준이라면 어떠한 방안도 그 실행에 무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합목적적으로
운용하기에 용이하고 비교적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
하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북한관련 주요 관련국이나 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긴밀한 협력 하
에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은 ‘북한개발지원그룹’
과 ‘동북아투자기금’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대안은 상호 배타적이기 보
다 동시에 설립해서 운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북한개발지
원그룹’의 경우 북한의 체제개혁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안내하고 기술
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준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북아투자기금’
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은 극동지역의 에너지 개발
과 중국 동북지역 개발, 그리고 몽골의 인프라 개선에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수요 발생 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기금의 설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한개발지원그룹’의 구성에는 우선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기본
적인 활동자금만 조성하고 유사시 언제라도 추가적인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동북아투자기금’은 가급적 기
금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개발은 투자기간이 길어
서 소요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고 자금의 회수기간이나 이득발생까지 많
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지원으로 단기간에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사례는
미국이 2차세계대전 후 서유럽의 재건을 위해 제공한 마셜플랜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당시 GDP의 5%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5년간 서유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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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제공했다. 그 결과 서유럽은 급속한 경제적 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
고 서유럽과 미국은 정치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
다. 2차 세계대전 뒤에 서독도 70년대 초부터 막대한 경제지원으로 동
독지역의 경제성장을 도왔다. 이를 통해 양독 관계의 강화와 더불어 양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한국이 유사한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여 ‘북한지원그룹’이나 ‘동북아투
자기금’을 설립하는데 앞장선다면 북한에게 지원가능성을 가시화할 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대북 국제협력과 동북아 지역협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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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재원 마련방안

<부표 1> IMF와 ADB 지분(Quota) 및 투표권(Voting Power) 상위 10개국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가

지분 (%)

투표권 (%)

1

United States

17.69

16.75

2

Japan

6.56

6.23

3

Germany

6.12

5.81

4

France

4.51

4.29

4

UK

4.51

4.29

6

China

4.00

3.81

7

Italy

3.31

3.16

8

Saudi Arabia

2.93

2.80

9

Canada

2.67

2.56

10

Russian Federation

2.50

2.39

54.80

52.09

합계

Asian Development Bank (ADB)
지분 (%)

투표권 (%)

1

국가
Japan

15.61

12.78

2

United States

15.60

12.78

3

China

6.44

5.45

4

India

6.33

5.36

4

Australia

5.79

4.93

6

Indonesia

5.44

4.65

7

Canada

5.23

4.48

8

Korea, Republic of

5.04

4.33

9

Germany

4.33

3.76

10

Malaysia

2.72

2.48

72.53

61

합계

출처 : 1) IMF Members’ Quotas and Voting Power, and IMF Board of Governors (Last
Updated: March 05, 2014) from http://www.imf.org/external/np/sec/memdir/
members.aspx#total
2) A
 DB Annual Report 2012 from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ar2012/
oi-appendix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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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북
 한체제의 경착륙에 따른
한반도 안정화 대책: 플랜 B

1. 북한 긴급사태 대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긴급사태 대책의 필요성
북한에서 내부혼란에 따른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당국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고립주의 노
선을 지속하거나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낙후된 북한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경착륙할 가능성이
다. 둘째는 북한당국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선회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체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다.
북한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태는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크게 비상사태(emergency)와 급변사태(contingency)로
나눌 수 있다.111) 비상사태가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급격한 변화

111) 조
 성렬·김학린·강동호,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 정보위원회
연구보고서』 (2006. 11), pp.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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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den change)에 따른 혼란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급변사태란 북한
내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한국이나 주변국들의 안보 및 사회경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부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이 불
가피하게 되는 사태를 지칭하는 것이다.112)
지금까지 발생했던 북한의 긴급사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
원장 등 최고지도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위로부터의 정치·군사적
위기’와 탈냉전 이후 사회경제적 기반의 붕괴에 따른 식량난에 따른 직
장이탈과 대규모 탈북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
었다.
‘위로부터의 위기’ 유형으로는 최고지도자의 급사 외에도 군부쿠데타,
장기 내전 등을 들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위기’ 유형으로는 배급제 중
단과 식량부족, 원유 및 자재 부족에 따른 공장가동 중단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반이 붕괴한 데서 나오는 주민들의 대량탈북과 대규모 직장이
탈, 주민폭동 등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긴급사태는 김일
성 주석의 사망에 따른 북한 내부의 혼란이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이 사망했을 때, 우리 정부의 경직된 자세로 인해 북한 내부의 긴급사태
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로 삼지 못했던 뼈아픈 경
험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국들이 김일성 주
석의 급사가 곧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112) 조
 성렬, “북한의 체제위기와 위기관리체제- 북한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
국북방연구학회논집』 제14집 2호 (2006. 12), pp. 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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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북한에 접근했던 탓으로 보인다.
북한의 긴급사태에 우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김일성 주석
의 사망 이후부터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의 공식출범 때까지 4년 넘게
수십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굶어죽거나 먹을 것을 찾아 중국국경을 넘어
대량탈북이 발생하는 ‘고난의 행군’과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했지만, 우
리는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을 수 없었다. 뿐
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바람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결과적으로 제2차 북핵 위기를 낳게 하는 전
략적 실수를 자초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생긴 또 한 번의
북한 긴급사태 때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유도, 형성하
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당시에도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어 대북 레
버리지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비해 북한은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 이후
후계자 확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급히 후계체제를 구축했으며, 핵
무기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통한 안전보장의 확보 등 사전에
비상대책을 세워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기에 사태를 수습했다.
북한과 같은 유일지도체제에서 최고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긴급사태를 맞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주
석의 사망에 따른 리더십 공백과 사회경제적 기반의 붕괴와 함께 이루
어졌기 때문에 체제위기의 폭과 기간이 컸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권
력승계의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의 확보 아래 후계체제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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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체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앞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북한체제의 위기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곧바로 북한체제의 마비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긴급사태는 일시적인 내부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주변국들이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
체 수습이 가능했던 것이다.
장차 북한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긴급사태는 갑작스런 체제붕괴와 그
에 따른 국가붕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북한체제 특
성상 그보다는 수차례의 정권교체를 통해 점진적인 체제붕괴의 과정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북한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북
한 내부적으로 위기관리체제가 작동되면서 새로운 북한정권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제는 북한 신정권의 주도세력이 보수파
인지 개혁파인지 하는 것이며, 보수파-개혁파 간의 권력투쟁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위기 수습과
정을 통해 등장하는 신정권이 북한 개혁파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 내부에 개혁파의 세력이 미미하므로 이
들이 성장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적인 북한의 시장화 촉진뿐만 아니라,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북한
체제의 조기안정과 개혁정권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군사적 조
치와 사회·경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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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사태 대책의 기본목표와 핵심과제
북한 내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국제사회
의 대북 개입을 정당화해 줄 급변사태로 전변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국
내차원의 비상사태란 앞에서 살펴본 정치·군사적 위기와 사회·경제
적 위기를 의미한다. 국내 자체의 혼란에 머무는 비상사태와 달리, 외부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으로는 봉기한 주민들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대량학살, 중앙정부 통제를 벗어난 전방 군부대의 국
지적 도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외유출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
회는 유형별로 보호책임(R2P)에 따른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정전협정 또는 유엔헌장 제7장 제42조 위반에 따른 군사
적 반격 또는 무력제재, 대량살상무기의 해외유출시도에 대한 반확산조
치(CPMs) 등 북한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국제법적인 정당
성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 내의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단
기적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세의 개입에 따른 북한체제의 안정화로 남북분단을 한층 고착화시키
고 평화통일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책 방향은 가급적 북한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
가 급변사태로 전변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방향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비상
사태 대책은 외세 개입의 최소화 및 민족자결권에 의한 관리, 북한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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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남화 및 개혁파의 세력화 지원의 두 가지 기본방향을 잡을 수 있
을 것이다.
북한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의 목표는 비
상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어 급변사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주민들이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북한
경제의 파탄으로 복구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등 주변강대국이나 유엔안보리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한
반도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먼저, 중국이나 미국 등 주변강대국이나 유엔안보리를 포함해 국제사
회가 한반도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고, 민족자결권
에 입각해 남한이 북한 개혁파와 손잡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
가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제사
회의 개입 유형별로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의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남북한과 더
불어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긴급사태에 합법적으로 개
입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대규모 식량·에너지 긴급원조를 제공한다. 사회경제적 기반의
와해로 대량탈북이나 주민봉기가 발생해 이를 빌미로 북한 강경파들이
입지를 강화하거나 북한주민에 대한 대량학살을 저지르지 못하게 함으
로써 보호책임(R2P)을 내세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 가능성을 낮
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내부 혼란기에 강경군부가 핵무기 사용이나 핵관련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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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기술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개혁파의 집권을 도와 핵무
기 및 핵관련기술에 대한 비확산 통제를 확립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엔안보리 등 국제기구의 개입 근
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 긴급사태 시 사전대책을 세워 북한주민들의 피해를 최
소화하고 친남 의식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갈등과 혼
란, 분열을 수습하고 인권유린을 최소화하며 사회범죄를 제도적으로 예
방해야 한다. 또한 의식주 생활안정과 경제 및 사회재건의 비전을 제시
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남북한이 합의하는 방식의 북한사회 법질서 구
축과 시장화의 제도적인 달성을 통해 북한사회의 자유화 및 시장 친화
적 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개혁파들이 정권을 잡
도록 도와주고 이들을 통일의 우호세력으로 양성한다.
북한 주민의 친남 의식화와 개혁엘리트의 정치세력화를 지원하기 위
한 핵심과제로는 북한주민이 남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새로운 대
안체제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친남 의식 형성, 북한체제를 전면적 개
혁으로 이끌 개혁엘리트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
한주민들의 친남 의식이나 북한 내 개혁파들의 존재가 미약한 실정이므
로, 이에 대한 대책은 향후 북한에서 예상되는 비상사태의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경제 사회적 토대의 붕괴나 정변
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김정은 정권이 이를 조기에 수습해 안
정을 이루는 경우(시나리오Ⅰ), 비상사태의 결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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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는 했으나 보수파의 집권으로 위기를 수습하는 경우(시나리오Ⅱ),
김정은 정권의 붕괴 후 개혁파 집권으로 위기를 수습하는 경우(시나리
오Ⅲ), 김정은 정권의 붕괴 후 내부의 권력투쟁이 지속되어 국가붕괴가
시작되는 경우(시나리오Ⅳ)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과제는 북한내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정권
이 내부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지원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
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급변사태로 전
변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위의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에서 개혁파의 집권을 도와 시나리오Ⅲ를 통
해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평화통일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 비상사태 및 급변사태 유형과 대책

위기관리

[정치군사형]
- 최고지도자 급사
- 군부 쿠데타
- 장기 내전

[북한]
- 위기관리체제 가동

[사회경제형]
- 대량 탈북
- 대규모 직장이탈
- 주민 폭동

[남한]
- 대북 군사적 억제
- WMD감시태세 강화
- 대규모 인도지원

▶

급변사태
▶

비상사태

- 국지도발
- WMD해외유출
- 대량학살

급변대책
- 반격, 무력제재
- 인도주의개입
- 반확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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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긴급사태의 유형

1) 군사적 긴급사태
(1) 대남 국지적 군사도발
북한체제의 위기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부 군부세력에
의해 국지적, 부분적인 대남 도발이 자행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군부가
군사도발을 자행하더라도 체계적인 대남 전면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북한 군 수뇌부의 경우 향후 정세발전
을 내다보아 전면전쟁과 같은 책임 있는 명령을 누구도 쉽게 내리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군 수뇌부의 유일적 지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방부대 지휘
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대남 군사도발을 즉흥적으로 일으킬 가능성
이 있다. 북한의 비상사태로 우리 군의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되자, 이
에 대한 반발로 우리 군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포격을
가해올 수도 있다.
그밖에도 북한군인들에 대한 식량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럼에도 군 내부의 통제가 과잉으로 강화되면서 북한군인들의 불만이 고
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일부 군인이 탈영하거나 소중규모의 부대가 집
단으로 월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부대가 추격전을 벌이다가 남쪽으로 침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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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량살상무기의 해외유출
북한체제의 혼란기를 틈타 일부 세력이 자발적으로 또는 외부의 요청
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해외유출을 시도할 수 있다. 북한 군부세력이 자
신이 보관하고 있던 대량살상무기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또는 다른 군
부대가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탈취하여 국외의 정부관계자나 테러집단
에게 유출하거나 이전을 꾀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커다란 도전이
된다.
이들이 빼돌릴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대상들을 보면, 완성
된 핵탄두나 핵물질 또는 생화학무기나 생화학물질 및 관련 장비, 부품
및 설계도면,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및 관련 장비, 부품, 설계
도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제작에 참여
했던 과학자나 기술자들도 해외이주 등도 대량살상무기 해외유출의 적
용대상이 된다.

(3) 북한주민 대량학살
북·중 접경 및 휴전선 지역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처형 및 학살이 자
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경비’ 지시를 통해 국경봉쇄를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북한 당국
은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공식 발표하기 하루 전 대량탈북
등 주민들의 동요에 대비해 국경선과 분계선 인근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경을 봉쇄하라는 ‘특별경비’ 지시를 국경경비대에 내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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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113)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 붕괴를 전후한 2개월 동안 약 18만 명의 동
독주민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당시 서독국경수비대에서 탈동독 행렬
을 저지하려 했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저지하지 못하였다. 당시 서독국
경수비대는 급증하는 탈동독 행렬을 막을 법적 조치나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는 경비병들에게 현장 사살 권한을 주
고 있는데 긴급사태시 탈북자가 갑자기 급증하면 현장 발포를 통해 통
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이나 장마당 통제 등에 대한 불만, 또는 일부 군
부대의 약탈, 지방간부들의 횡포에 대한 저항 등 다양한 이유로 민중봉
기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민중봉기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
일부 군인들이 탈영하여 봉기주민들에 합류하여 무장봉기로 발전할 경
우에도 대량학살의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봉기나 대규모 탈북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조짐이 보일 경우, 북한 중앙당국의 명령에 의하거나 매뉴얼에 따른 일
선 군부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군대를 투입하여 비무장봉기 혹은 무
장봉기나 대량 탈북사태를 저지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될 수 있다.

113) 데일리NK, 2011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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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긴급사태
(1) 금융시스템의 붕괴
북한의 원화가치는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대폭 하락하고 인민폐와
달러가 북한 원화를 대체할 정도로 외화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북한 주
민들 대부분은 은행에 저축을 하지 않고 내화대신 외화를 집에 보관하
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가의 물건은 물론 천원단위의 물건까지도 인민폐와 달
러로 유통되는 등 외화선호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주민들 내부에 북한화폐를 사용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외화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시장은
물론 공장, 기업소 자금결제도 외화현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
하다.
현재 일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공급과 지급결제도 일시
적으로 중단되고 화폐가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은행 유입이 단절되
면서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금결재, 화폐유
통 업무가 거의 중단되면 은행은 당연히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시
스템이 붕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2) 근로자 이탈, 공장·기업소 가동률 저하
북한 근로자들은 국가의 노력배치정책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
하게 직장에 배치되었고 자율적인 이직과 사직도 어려워 대부분 장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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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있다. 특히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노동현장인 탄광, 광산, 농
촌부문은 북한의 대를 이어 ‘초소’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미혼 여성들은 탄광, 광산,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싶지만, 자율적인 이동이 허용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해당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자녀양육 등을 이
유로 직장을 사직할 수 있지만, 남성들은 지체장애, 정신장애 등 근로능
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
긴급사태로 노력관리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그동안 억제되었던 이탈
심리가 증폭되면서 대량 이동 및 이탈 발생이 우려된다. 직장생활을 강
요당하던 근로자들 특히 남성근로자들의 직장 이탈 행위가 급속히 발
생할 수 있다. 이는 공장·기업소 가동률저하와 생산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자재와 전력부족 등으로 생산활동보다 출근하
여 사회적인 동원만 다니던 회사의 경우는 회사직원의 대량 이탈 가능
성이 더욱 높다. 또한 그 동안 선망의 대상이던 기업, 즉 물자공급이 잘
되고 제품생산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으로의 전직도 크게 발생하
고, 이를 위해 뇌물 등 기업소 간부들의 비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공공재산의 약탈, 절취, 횡령
북한 긴급사태 발생 초기에는 당국이 당경제나 군수경제 산하 공장·
기업소 설비들에 대한 군의 감시를 강화할 것이나 긴급사태가 지속될
경우 공공재산 약탈과 횡령 등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 북
한 주민들의 경우 국가통제의 약화를 빌미로 회사재산을 약탈해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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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다니고 있던 회사의 기
계, 설비, 생산품, 원자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횡령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국가공급이 중단된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근로자들 속에
는 회사의 원자재 절취가 공공연한 현상으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전동
기(모터)와 같이 이동이 편리하고 수요가 많은 설비에 대한 절취행위가
급증한 바 있다.
2002년 7.1조치 이후 자동차, 모터 등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들은 지방
공장, 운수기관 등에 공장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해 왔는데,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개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개인소유로 만들기 위해 환원 요청할
것이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개인수공업자들은 국가기관에서 절도해온 설비와 자재를 구입하
여 생산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 대외결제은행 즉 은행금고 관리에 종사하던 담당자들
에 의한 현금 유출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기업책임자, 혹
은 재정회계 책임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금고의 현금자산을 담당자에
게 요구하여 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은행의 현금보유
가 바닥나면서 기업대출에 타격을 주게 되고 시중에 현금유통량이 증가
하면서 급격한 인플레 발생이 우려된다.
무역회사와 외화벌이 관련기관들의 자금 및 물자 유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 정, 군, 각 도(시), 군(구역) 혹은 기업들에서 조직하였던 외화
벌이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창고에 보관되
어있던 수출입물자 유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
던 외화현금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이 착복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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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긴급사태
(1) 방랑자 및 사회보호시설 탈출자의 발생
90년대 중반 방랑아가 전역에 발생하고 이후 20년 동안 일부 축소되
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생계유지를 위한 방랑아들의 집단행위가 급증하
고 있다.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랑아들을 사회 혼란 책임으로 몰
고 인권유린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여성 및 노약자층은 혼란상황에서 보
호를 받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할 수 있으며 반인륜적 범
죄 또한 행해질 수 있다.
북한은 2004년부터 노동단련형을 제정하고 각 시·군에는 노동단련
대를, 평양시 형제산구역 간리지구와 같은 주요지역에는 집결소를 설치
하여 규정과 규율 위반자들로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간리지구 집결
소’에는 지방에서 여행증명서가 없이 평양에 무단으로 들어가다 단속된
사람들도 노동을 하고 있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평양에 들어가려던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거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각 도와 주요 시, 군 행정지역에 3예방원(결핵환자)이나
간염예방원, 49호병원(정신병환자) 등을 설치하고 전염병환자들을 격
리시켜 치료하여 왔으며, 이러한 격리지역에서 환자들의 대량탈출이 발
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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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한 관계로 인한 사적 보복행위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경우 보위원, 보안원, 검찰 등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죄목을 이유로 정치범수용소 혹은 교도소로 보내
지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탄압을 받아 왔다. 따라서 긴급사태가 발
생하면 억눌려왔던 주민들의 보복행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할
수 있다. 사법검찰권을 이용해 주민들을 통제, 감시, 처벌을 하며 사익
을 챙기던 국가안전보위부(비밀경찰)의 보위원, 인민보안성(경찰)의 보
안원, 인민군 보위사령부(군 사찰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 발
생 가능성이 높다.
보위원과 보안원의 ‘스파이’로 주민들의 사상동향과 언행을 감시, 통
제하던 인민반장들 또한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의 중앙과 지방,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노동당 조직의 당 관료와 근
로단체114) 핵심간부들과 그 추종자들도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115) 군
간부들 간 알력관계와 영역 다툼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운영에 참여하는 집단 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북한의 시장운영에는 일반주민 집단, 관료집단, 브로커집단과 같은 세
부류의 집단이 참여한다. 일반주민 집단은 생계차원에서 참여하는 절대
다수의 일반주민이며, 관료집단은 이를 감독통제하며 기생하는 집단이

114)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등
115) 현
 성일, “북한긴급사태시 대량 탈북난민 발생 가능성 평가,” 『북한 긴급사태시 대량난
민 발생전망과 대책』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코리아정책연구원 (2013. 10. 1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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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브로커집단은 두 집단사이를 연계해주며 부당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
다. 일반주민 집단이나 브로커 집단은 관료집단에 대해, 일반주민 집단
은 브로커 집단에 대해 원망이 높으므로 긴급사태 시 이들 사이의 물리
적 충돌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북한 내 유동인구의 급증
그 동안 북한당국은 농촌과 탄광·광산지역 주민들의 도시인구집중
을 차단하였으며, 특히 평양시로의 거주이전은 물론 여행의 자유도 제
한하였다. 평양시 거주자들을 제외한 기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평양시에
들어가려면 출장이나 평양견학 등 공무나 집단적인 행사 참여시 가능하
다. 농촌과 탄광·광산지역 주민들인 경우 자녀들이 부모들의 대를 이
어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주이주를 제한하였다.
또한 이주 및 추방, 고등학교 졸업 후나 군 제대 후 집단배치를 통해 강
제 주거 정책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긴급사태 발생 후 고향을 찾아가거나 장사 및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특히 농촌과 탄광·광산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도(군)소재지 주민들이 평양으로 이동
하는 등 이동의 양과 빈도는 긴급사태가 지속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이주 유형은 가족 단위, 남성 중심의 사회이탈이 급증할 것이다.
그밖에도 긴급사태 이전의 공직자나 안보기관 요원은 주민들의 보복
을 피해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으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250 _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 & B

3. 북한 긴급사태의 대책

3. 북한 긴급사태의 대책

1) 대북 외교 대책
(1)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한 대비
북한 내의 비상사태가 주민들의 집단적 봉기로 발전하면 북한당국은
이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대량살상 등을 통하여 사
태를 수습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비인도적이
고 잔악한 방법으로 주민봉기를 진압하고자 한다면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남쪽이 휴전선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대량학살을 피해
대규모로 북·중 국경지대나 한반도의 동서해안을 통해 중국, 몽골, 러
시아, 한국, 일본 등으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세 방향에서 대응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집
단적 봉기를 막기 위해 북한에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북한을 탈출한 주
민들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인도주의적 개입이 필
요할 경우 한국군의 중심역할을 전제로 국제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첫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물
자 지원이나 난민 지원에 대한 다국적 공조기구를 우리 정부의 주도로
설립해 서울에 다국 간 상설연락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우리 정부 주
도의 다국적 지원체제가 지원 효율성과 국제공조 유지 차원에서가장 바
람직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유엔 차원의 지원체제에 협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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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주변국의 대북 양자차원 지원은 가급적 지양토록 협조를 구한다.
둘째, 대규모 탈북주민들을 위한 난민수용, 해상구난 협력을 위해 국
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난민국제회의’(가칭)를 만
들어 책임자를 우리 외교관으로 하고 반드시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대규모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급적 초기 임
시보호는 우리 정부가 수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난
민수용소를 설치한다. 주변국에 설치되는 난민수용소의 경우에도 해당
국의 협조를 얻어 우리 정부가 합동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셋째, 북한 내 긴급사태가 주민의 대량학살 상황으로 이어져 국제사
회에서 보호책임(R2P)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확전가능성과 한국의
직접피해 가능성을 들어 개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한국군의 중심
역할을 전제로 국제논의를 주도하도록 한다.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
입논의가 급진전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급변대비 차원에서 단독
으로 선제 개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 때 미국의 협조와 중국의
양해는 필수적이다.

(2) 주변국의 군사개입 방지를 위한 외교노력 강화
북한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국의 정치군사적 개입을 방
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국제적 공동개
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한국을 배제한 북한지역의
국제적 공동관리나 관련 국가들에 의한 완충지대 설정, 분할 점령 등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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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국제관리 방안을 제기할 경우, 미국 등 우방과 협조하
여 의제 상정의 자제를 유도하고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도록 외교적 노
력을 기울인다. 다만,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견 등 한시적인 조치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임무 지역과 기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여기에 우리 군
이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국민 보호나 국경 보호
를 이유로 북한영내에 군사력을 진입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도
한 미 연합전력 또는 우리 군 단독으로 즉각 북한 영내에 즉각 진입시
킨다는 입장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중국에 전달한다.
우리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지역 내에 있는 자국민 보호
를 명분으로 군대를 진입시키거나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 때 국경관리를
내세워 북한영토에 진입하여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등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우선 중국과의 직접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중국
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한
다. 중국의 군사개입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 몽골지역에 대규모 난민시
설 건설 등 대량탈북 해소방안을 사전에 강구해 놓는다.
만약 중국의 군사개입 움직임이 포착되면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외교적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채널을 가동하여 한·미·일·러 간의 협조를 통해 중국
의 군사적 행동과 개입 가능성에 경고를 발동하고, 유엔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국제적 반대여론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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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신정권과의 관계 설정
북한이 긴급사태를 수습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퇴진하고 새로운 정권
이 등장할 때 남한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과거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김정일 정권의 수립이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정권의
수립 때에 남한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비해 당시 중국정부
는 신속하게 신정권을 승인하고 지지한 바 있다.
북한의 신정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보수파가 집권하느냐, 개
혁파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북한에서 개혁파가 집
권하는 시나리오Ⅲ가 전개된다면, 우리 정부는 지체 없이 북한의 신정
부를 지지해야 하며 아마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수파가
집권하는 시나리오Ⅱ가 전개된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
명해야 할 것인가?
북한에 보수파 정권이 집권할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 관여의 끈
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약 북한의 보수파 정권이 북한주민들을 학살하
면서 등장했다면 대북 접근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그 이상의 숙청과 학
살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 신정부와의 대화 재개
에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전개 양상에 따라 “북한주민의 자결권 존중”
또는 “민족자결주의”(남북 당사자원칙)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천명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 협상을 제
의함으로써 협상의 성사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대북 개입 명분을 축
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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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개혁파가 집권하여 통일협상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경우, 통
일부장관을 통일협상을 담당하는 대통령특보에 겸직 임명하고 외교부
에는 대한민국 당사자 지위에 대한 외교실무를 총괄하는 통일전담특별
대사를 설치한다. 여기서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외교적으로 견지하되
미국 및 중국 등 핵심 주변국과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4) 북한 재외공관 관리 및 해외망명정부 수립 대책
북한 내부의 혼란이 계속될 경우, 북한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이 끊겨
재외공관 및 재외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긴급
사태가 완전 수습될 때까지 상황에 따라 모든 북한의 재외공관 및 재외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수준의 협력과 지원을 우리 정부가 담당한다고
선언하여 “당사자 원칙”에의 국제적 명분을 축적하고 향후 대북 협상의
주도권도 확보하도록 한다.
만약 북한의 고위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외 망명정부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지 말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 해외인물 중심의 망명정부는 한
국 외에 제3의 정부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대한
민국 헌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온건개혁파 중심의 망명조직을 은
밀히 지원하여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강경파가
북한을 완전 장악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잠정적으로 해외 망명조직을
준정부로 인정하여 대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잠정적이나마 북한출신 해외 망명조직을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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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할 경우, 해외 망명조직에 동조하는 북한의 재외공관을 이들이 접수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주변국 및 유엔과의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안보외교 강화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들 및 유엔과의 양자 또는 다
자 차원의 안보외교를 강화한다. 한반도 상황전파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지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한·미 공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한·
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건설적 협조관계를 확보한
다. 또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하고, 한국에 대한 투
자심리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긴급사태와 관련해 주변국들과 외교, 국방, 정보기관의 고위급
협의채널을 확보해 가동함으로써, 주변국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입
장에 대한 지지 표명과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성명의 발표
를 유도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과 그 밖의
국제기구, NGO 및 민간외교 채널을 활용한다. 이때에 우리 정부와 사
전 협조 요청 및 전략물자에 대한 대북수출 원조 금지 협조를 요청한다.

2) 대북 군사대책
(1) 체제혼란 속 북한군의 국지도발 억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외교·국방채널을 활용
하여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정보감시태세(WATCHCON)
로 격상하고 연합정보자산을 증가 운용함으로써 대북 조기경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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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북한 긴급사태의 전개양상에 따라 적정 수준의 연합방위태
세 강화가 필요하므로, 방어준비태세(DEFCON) 수준을 격상하고, 신속
억제방안(FDO) 및 전투력 증강(FMP) 시행을 검토한다.
또한 서해 5도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은 접적지역에서 우
리 군은 즉응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 때 북한의 무력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경고 성명을 내놓되, 북한군의 도발 구
실을 제공할 수 있는 과도한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등 남북한 간의 우발
행동 및 군사충돌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북한 내의 긴급사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전면 남침의 가능성은 상
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내부모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에 따라 국
지적, 부분적 대남 군사도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떠한 경우라
도 북한 군사력이 휴전선을 넘어 도발을 감행해 오는 경우는 즉각 교전
수칙을 적용하여 격퇴한다.
북한군의 대남 공격에 대해 어떠한 경우든 저지, 격퇴하는 것은 당연
한 우리 군의 임무이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군 수뇌부의 명령에 의한 것
인지 아니면 일선 군부대 지휘관에 의한 단독도발인지에 따라 우리 군
의 대응방식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통제를 받지 않은 일선 북한
군부대의 단독도발일 경우에는 저지, 격퇴하는 선에서 우리 군의 대응
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북한군 수뇌부의 명령에 따른 계획적인 도발이 아닌 우발적 도
발이더라도, 일선 북한 군부대가 생물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작전범위를 남한지역에 제한하
지 않고 휴전선 너머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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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내전상황의 군사적 파급의 차단
북한 내부의 긴급사태가 내전과 같은 장기대치 상황으로 악화될 경우,
일부 군부대가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유혈사태가 확산되거나 남북한 간
의 무력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휴전선 북
방 수 킬로미터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내부 군부대들 간의 유혈충돌이나
대규모 군사이동 또는 전투기와 군함의 활동은 상대를 불문하고 대남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한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 내 대치세력에 대
해 강력히 경고를 발한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북한군부의 유일적 지휘에 의한 대남 무
력도발보다는 전방지역 군부대끼리의 내전이 남쪽으로 군사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내전상황이 장기화되고 확대될 경우,
북한 특정지역 내의 남쪽지역 일정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 및 주요 항만 등을 오가는 민
간 항공기와 함선들의 출입경로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해공
군의 엄호 아래에서 이동하도록 조치한다.

(3)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 및 확산억제
북한당국이 긴급사태로 인해 핵통제 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위험
에 처해 있을 경우,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즉각 개최를 추진하되, 북한대
표의 참여가 불가능한 때에는 ‘6-1 회담’을 개최한다. ‘6-1 회담’에는 국
제원자력기구(IAEA)도 참여하여 북한 핵의 외부유출 가능성을 차단하
는 국제공조를 집중 논의하도록 한다. 여기서 북한 당국에 의한 핵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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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물리적 개입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IAEA 사찰관의 즉각적인 현장접근에서부터
모든 핵프로그램 동결에 동의할 경우, 북한 신정권에 대한 외교적인 인
정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국제선언을 주도한다. 그러나 북한당
국이 비핵화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대북 경제적 지원을 보류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신정부의 비핵화를 압박한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
대응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북한 지도부 또는 군부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연합 정보수집 및 조기경보태세를 강화
한다. 만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움직임이 포착됐을 경우에는 군
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군사적 대응조치는 명확한 전략목표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군사조치의 실효성, 대량상무기의 사용 징후, 국
제적 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상황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항의·경고·위
협, 협상·회유, 정치공작, 감시·검증, 외교적 압력 및 경제제재 등 비
군사적 대응을 취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지속될 경우 무력
시위, 봉쇄·차단, 탈취·나포, 정보전자전 및 심리전, 응징보복, 파괴,
시설·기지접수 등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해 국내 시설·인원에 대한 방호조치
및 국내 안정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병행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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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 및 소개(疏開)
북한의 긴급사태가 장기화되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기업
인 및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남북 간 교
류·협력이 확대될 경우에는 북한 전역에서 우리측 사업가들이나 여행
객의 신변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상황을 파악하고 신변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측 인원이 집단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개성공단 등 북한측 사업대
상자에게 현지근무자의 신변안전과 국내 귀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만약 북측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 채, 우리 국민들을 일부 또는 전원을
억류할 경우에는 억류자 신병확인 등 사태 파악을 위한 정보활동을 전
개하고 억류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군사조치를 강구하며 필요시 남쪽
으로 소개(疏開)를 지원하는 작전을 실시한다. 만약 북측이 우리측 인
원을 인질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등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에 억
류중인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의 시행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3) 대북 경제대책
(1) 생필품·식료품 공장의 정상가동 지원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3,600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정상가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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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물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원자재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원자재 및 전력 공급은 북한에 생필품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방산
업공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과 식료품 수요를 담당하는 거점이
고 지역 노동자들의 근무현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산업공장의 가동
은 노동자들의 실업을 차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식생활문제를 자체 해
결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을 안착시킬 수 있다.
북한의 공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전력, 원자재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생산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직장생활과 공장운영에 차
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직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전력이 공
급되고 원자재가 공급 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주민생활에 필
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과 원자재 공급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작업현장 이탈이 발생하고 공장은 폐
쇄 위기에 놓이게 된다. 특히 남성노동자들의 경우 회사생활을 강요당
하였기 때문에 노력관리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대부분 시장에서 장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필품 시장공급이 감소하면서 인플레 발생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방산업공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장 재건시 미국의 마
셜플랜116) 지원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프리카 나라들과 달리 마
셜플랜이 유럽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국가들이 다른 지원
도 받고 있어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고(국가소득의 10% 이하) 지

116) 글
 랜 허버드·월리암 더건(조혜연 옮김), 『원조의 덫: 빈곤퇴출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
(서울: 비지니스맵, 2010), pp. 22-23.

261

Ⅳ. 북한체제의 경착륙에 따른 한반도 안정화 대책: 플랜 B  

원기간도 한정적(5년 미만)이었으며, 국가스스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점검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지원된 자금이 물적 기반 구축
에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셜플랜이 유럽에서와 같이 북한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
한 이유로는 북한이 한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존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셜플랜은 긴급사태 발생 초기, 국가경제가 전반
적으로 마비된 조건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정부의 영향력
을 아래로부터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위로는 개혁정부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한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북한지역 재건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자리 잡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방산업공장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한국정부가 북한에 마셜펀드 형
태로 주어 생산품은 시장에서 판매하게 하고 수익은 국가가 철도나 도
로 등 기간산업의 재건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한국정
부 지원의 목적과 용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2) 양허성 차관을 통한 군수·궁정 기업의 민수생산 전환 유도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시동원공장을 비롯
한 일부 민수공장들에는 전시를 대비한 지하변전소 형태의 발동발전기
가 구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유만 보장해 주면 비상전력을 자
체로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당 관료
들이나 군부대가 전력생산용 디젤유를 독점하면서 전력 부족사태가 한
층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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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수공장과 궁정경제에 속해있던 공장·기업소들은 전력, 원자
재가 공급 되어 의해 비교적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 왔다. 북한에는 락원
식료연합회사, 대동강맥주공장과 같이 노동당 재정경리부가 직접 운영
하는 공장이나 3호, 8호 직장 혹은 작업반과 같은 소규모 형태의 군수생
산 단위가 있다. 또한 군부가 운영하는 식품공장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긴급사태 발생으로 산업 전반에 전력공급이 중지
되었을 경우 디젤유를 공급하면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소를 통한 전력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도 신속히 생산을 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군수산업과 궁정경제의 단위 생산설비와
자재를 민수생산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붙여 양허성 차관117) 형태로 전
력공급용 디젤유를 공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수산업과
궁정경제는 북한 당국이 아끼고 투자를 집중하던 효자산업으로서 민수
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대책은 한국정부에 대한 북한의 과도정
권과 일부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3) 금융시스템 붕괴 방지대책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생필품과 외화 사재기 현상이
증가하고 북한화폐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117) 양
 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란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세 가
지 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을
지칭, 개도국에 대한 직접차관 중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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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인플레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원활한 물자공급과 북한주민이
보유한 원화와 외화를 은행권으로 집중시켜 북한화폐의 과잉 유통을 방
지해야 한다.
북한당국과 협력이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는 외화부족 사태를 막고 북
한 화폐가치의 급락을 막을 수 있도록 경화(달러, 유로화) 차관을 긴급히
제공한다. 차관 제공의 대가로 북한당국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을 분리하여 기관, 기업소와 개인과의 금융거래는 상업은행을 통해 하
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김정은의 해외비자금 관리
김정은이 권력을 상실하게 되면 해외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김정은의
비자금은 그 출처를 알고 있는 관리나 실제 관리인에 의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정은의 비자금은 약 40~50억 달러로 추정되며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39호실에서 이를 관
리하고 있고 스위스 등 해외 계좌는 김정은의 측근이 관리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긴급사태 시 비자금을 동결시켜야 하며 우선 우리 정부는 김정은
비자금 예치은행과 그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이후 본 자금이 무기밀매,
마약, 위폐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유엔결의에 의한
동결을 의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불법자금조사단’을 구성, 국제
공조를 통해 자금출처와 규모를 파악하고 유엔안보리와 긴밀한 협조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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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 사회대책
(1) 식량 및 생필품의 긴급 무상원조
긴급사태 발생 때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동현장 일탈로 전반 산업의 운
영이 마비되고 국경차단으로 중국에서 반입되던 생필품이 대폭감소하
면서 식량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생필품 부족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먹거리와 생필품 부족에 따른 사태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당국
과의 합의를 통한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상지원 방식의 인도적 지원은 남한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남한에 의한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무상지원은 북한의 부족한 식량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하루 소요식량은 약 1만 5천 톤이며, 1개
월 소요식량은 대략 45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118)
이때 북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휴전선
에서 먼 지역은 항로 및 육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 분위기 조성에 적합한 적대계층 밀집지역이나 군수공업지대와 같
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빈곤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 있다.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서는 풍선을 통해 일일지원도 가능하다.
한국정부의 식품이나 생필품 지원은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

118) B
 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p. 152.

265

Ⅳ. 북한체제의 경착륙에 따른 한반도 안정화 대책: 플랜 B  

의 효과를 얻는데 기여하게 된다.
인도적 지원을 진행할 때 안전한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 파악을 통해
중간에 식량, 의약품, 생필품 등이 분실되거나 약탈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운송수단은 해상, 항공운송 등을 활용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도적 지원 때 도중에 약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장병력 등이 보호하여 안전하게 필요한 지역에 적시에 지원되어야 하
며, 이때 북한군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수년간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
을 진행한 국제기구의 경험 활용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
량농업기구(FAO)의 지원도 필요하다.

(2) 한시적인 배급제 부활에 대한 지원
그동안 강제적으로 정치조직과 경제조직에 소속되어 공권력에 억압당
하던 주민들의 대량 이탈 및 이동 발생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배급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배급제가 부활되면 공장·기업소에서 노동자들
로 하여금 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이 중
심이 되어 배급에 필요한 식료품을 북한에 제공하되 주민 배급에 사용
한다는 조건부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식량 부족으로 배급제는 위기 상태이며 2012년 7.1조치를 시행
하면서 공무원(사무원)에게도 배급제를 중단하였다.119) 현재 명절 특별
배급(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 등)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원래 북

119) 자
 유아시아방송, 2012년 8월 13일. http://cdnk.co.kr/board.php?board=kkknewsmai
n&page=33&command=body&no=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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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식량배급은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급은 15
일에 한 번씩 배급카드를 갖고 배급소에서 수령한다. 배급량은 연령, 노
동 강도, 직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긴급사태 때 ‘꽃제비’로 불리는 방랑아와 학교 부적응 아이들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제2예방원(간염), 제3예방원(결핵), 제49호병원
(정신병원) 등 사회적 격리대상 병원들에 있는 전염성 질환 환자들은 대
부분 지속적인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과 연계가 끊긴 경우
가 많다. 이들에게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면 일탈을 막을 수 있다.

(3) 북한 전시물자의 방출 유도
다음으로, 북한에서 전쟁예비물자로 비축하고 있는 전시동원 물자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긴급사태 발생 시 영아 및 산모,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이들에게 전시대비 비
축물자를 지급토록 촉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수동원총국 산하 전시
물자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양식품 및 의약품을 이들에게 공급하
도록 북한 당국에 권고할 수 있다.
전시대비 비축물자 공급은 주민들의 물질생활을 전반지역에 걸쳐 신
속히 안착시킬 수 있는데 기여한다. 이는 1960년대 전국요새화에 따라
전시비축 창고가 전 지역에 일정 거리를 두고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시동원공장들과 상업관리소, 의약품관리소 등에 비축되어 있
는 ‘4호 물자’를 주민구제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호 물자’는 전시에 군대와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소비품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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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소비품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로 구성되며 생산용 원자재 관리와 생
산된 물자관리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생산용 원자재 관리는 식품
공장, 피복공장, 의료공장 등 소비품 생산단위의 공장, 기업소 4호 지도
원이 맡고 있으며 제품상태의 ‘4호 물자’에는 소금, 기름, 작업복, 신발
등이 있다. 생산된 물자관리는 원자재 관리와 유사하며 이를 위해 북한
은 내각의 성과 부 그리고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 이를 전문적으로 담
당하는 부서인 4국(처)을 운영하고 있다.120)
이때 우리 정부는 식량지원과 연계하여 북한에 전시대비 비축물자를
활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독려하고 김정
은에 대한 환상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전시대비 비축물자를 2013년 3
월부터 일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부 배급한 바 있다.121) 따라서 전
시대비 비축물자 사용을 실행한 바 있는 북한 측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
할 명분이 적다.
다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해도 수요자가 이
를 원하는 타이밍에 실행하지 않으면 반감되거나 실행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4호 물자’를 민생품 생산에 돌리는 것은 전시동원력을 약화시키
고 군수경제의 민수화 역시 군비축소로 이어지므로 긴급사태 발생 초
기보다 일정정도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20) 김병욱, 『현대전과 북한의 지역방위』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1), pp. 133-134.
121) 뉴포커스, 201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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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범죄의 예방 지원
북한사회에 대혼란이 발생하면 구타와 같은 경범죄도 발생하겠지만,
살인·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도 발생하여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에 ‘야간통행금지 제도’ 채택 권고를 통해 통행질서 등
준수토록 강제하면 사회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야간통행금지제도 미준수시 벌금형 채택을 통해 주민들의 야간금지제
도 준수를 강제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무기고에서 무기를 무단으로 탈취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장·기업소 근로자들은 요소마다 위치
한 무기소 위치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혼란 상황 속에서 무기 소지
가 용이하다. 주민들이 무기를 소지하게 되면 폭력 행위가 난무할 가능
성 높다.
우선 당 및 군부가 소유하고 있던 마약 및 위조지폐 생산지에 대한 사
회적 차단 대책이 중요하다. 만약 이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마약과 위조지폐가 국경을 넘어 유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 국제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영변 핵단지와 평산의 우라늄광산을 비롯한 핵 및 화학무기 생
산지 및 원료생산지들에서 물자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당국에 대한 국제
적 형사책임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
다. 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과도정권이 불법거래
품목에 대해 잘 관리하는 경우 증여지원(무상으로 제공되는 현금)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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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문화재의 국외반출 단속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에서 나오는 역사유물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
도록 관리할 것을 북한에 미리 요청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0년대 고
난의 행군시기 개성지역에서 고분도굴사건이 발생, 역사유적지들에서
골동품 분실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남북이 상호 합의하여 한국
의 문화재관리 요원을 북측에 파견하여 북한의 역사유물 현황 파악 및
관리 방안을 전수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

5) 국내 치안대책
(1) 북한 긴급사태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비상대응태세 확립
북한에서 각종 유형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
의(NSC) 및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협의·결정
한다. 북한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우리 정부가 긴급히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북한 긴급사태에 관
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 심
의 및 동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재정·경제 처분권
및 명령권」을 발동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북한의 비상사태가 무정부 상황 내지 붕괴 상황에 진입할 경우에는 정
부는 「국가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범정부 대책을
시행토록 한다. 그리고 우리 군이 북한 내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
다면, 북한주민의 대규모 월남사태를 휴전선지역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군이 아닌 경찰이 맡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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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한
다. 정부는 북한 내부 및 주변국의 동향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정부 대
응지침을 하달함으로써 국가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북한사태
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국내 안정 및 질서유지를 당부한다. 사
회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협조당부 및 여야 지도부간 상설협의체 운영
등 대정치권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북한 긴급사태의 전개에 따라 경계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
우에는 부분계엄의 실시까지도 검토한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안보관광의 잠정중단,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금지 등
전방 군사작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 행위를 차단한다.
아울러, 북한사태 관련한 언론보도의 협조는 통일부로 단일창구를 일
원화하여, 확인되지 않은 첩보성의 자극적인 보도를 억제하여 우리 국
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며, 국내 보도가 북한 내에
서의 긴급사태를 악화시키는 명분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3) 국내 치안질서 및 사회기강의 확립
북한의 긴급사태에 따른 불안정이 국내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안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검·경·군·국정원 등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치안수요의 증대에 따라 관련 요원의 수를 점차 늘려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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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과 요인에 대한 경비와 경호 활동을 강화하고, 철도, 공항,
항만, 통신, 전기 등 국가기간산업의 중점관리를 통해 불법 노동쟁의 행
위를 저지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중요 통신망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
하고, 사이버테러의 차단 및 피해확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국내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밖에 국가 위해요소의 추적 및 예방정보활동의 강화, 그리고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국내 교란책동 및 친북활동을 차단하고, 악성 유언비
어 유포 및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는 등 범죄예방과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4) 금융 및 외환시장 혼란방지, 증권시장 안정화, 경제 안정대책 실시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국내 경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금융기
관 예금의 대량인출사태 및 시중자금 경색의 방지를 위해 지도한다. 특
히 수출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외국기업이나 외국투자자들의 동요와 그
에 따른 철수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울러 북한 긴급사태
가 국가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북한의 불안정 상황을 악용한 사회불안 조성 행위를 단속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국가요인에 대한 경
호 및 국가보안시설, 전방출입통로, 해안접경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
여 국외테러범 또는 범죄경력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다. 그밖에 북
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및 외국인 난민신청자,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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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긴급사태의 대책

철저히 실시하고, 국제범죄조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폴과의 정
보공조를 강화한다.

(5)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강화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북한 내의 연고지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과도
한 기대에 따른 무단출국과 입북 등 돌출행동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 관리한다. 특히 탈북자들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북한 소식을 무분
별하게 유포됨으로써 국내 사회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다.
북한당국이 긴급사태에 따른 탈북자의 급증을 우려해, 국내 탈북자들
에 대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하나원, 지역별 영구임
대 주택단지 등 북한이탈주민의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 경비를 강
화한다.

(6) 주한 외국인 보호 및 철수관련 협조
북한의 긴급사태가 국내 경제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주한 외국인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급적 주한 외국
인들의 철수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부득이 외국인들이나 외국기
업의 철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다만, 자국민
철수를 위한 외국군의 군용기나 군함 파견 등 직접적인 개입은 우리 주
권의 존중 차원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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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및 결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이후, 3월
독일 방문시 옛 동독도시 드레스덴에서 통일대박론의 구체적인 방안으
로 남북의 인도적 사업, 민생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 3가지를 제언
했다. 낮은 수준의 교류 확대는 정치적 목적이나 전제 없이 곧바로 추진
하되, 인프라 개발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비핵화에 대한 북측 입
장변화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 제안의 수용은커녕 동해 먼 바다를 향해 탄도미
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하고 서해 NLL인근에서 포격도발을 강행했다. 뿐
만 아니라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였다. 마침내 북한 국방위원회는 드레
스덴 3대 제안을 ‘흡수통일 시도’라며 공식 거부하였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체제가 경착륙하기를 기다려 한반도
안정대책인 플랜 B를 시행하기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프로
젝트인 플랜 A를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사이의 갈등이 지속
된다면 북한주민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로선 북한에서 개발 붐을 일으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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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운융성의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제안한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부흥을 위한 과감한 원조계획을 추진했다. 당시
미국이 유럽에 대해 시행했던 것처럼 북한의 경제회생을 통해 공동번영
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한 어느 일방의 요구
에 따르기보다는 양측의 공통분모를 찾아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부터 협
력하는 것이 중요한다.
현재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이다. 북한은
‘인민생활의 향상과 경제강국의 건설’을 국정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구
체화하기 위해 6.28방침과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
은 아직 이렇다 할 외자유치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측에서 볼
때, 북이 제시한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모두 매력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선정에 ‘선택과 집중’을 해
야 한다.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북한이 스스로 계획하고 절실한 협
력과제부터 추진하는 ‘자기주도의 원칙’이다. 둘째, 남북한이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자산을 분담하는 ‘공동부담의 원칙’이다. 셋째, 남북한이 서
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무상통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이 지켜진
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한 간의 ‘불신’이 ‘신뢰’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핵을 놓지 않는 북한과 대규모 협력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
민도 많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이 당면한 북핵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 틀에서 핵문제와 화해협력을 함께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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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는 ‘동시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정
상이 허심탄회하게 만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이 만나 핵문제의 해결
과 화해·협력을 위한 밑돌을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함
께 노력해야 한다.
먼저, 북한은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직
접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한반도판 마셜
플랜 추진에 따른 자금 및 물자 제공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
장해야 한다. 셋째, 계약 및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보장하여 리스크
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다음,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북한에 다가가야 한다. 첫째, ‘드레스
덴 3대 제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6자회담의 조속한 재
개를 위해 사전조치의 문턱을 대폭 낮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
하도록 한다. 셋째,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을 계승, 발전시킨 제2의 남북기본서 성격의 ‘남북기본협정’(가칭)도 체결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남북이 만나 밑돌이 놓여 진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시작할 수 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공동번영을 위한 해법이다. 먼저, 북한 경제특구 참여로 한국경
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유라시아로 바로 나갈 수 있다면 다양
한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선진 경영기법을 북한에 적용
해 시장경제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 통일비용 선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안정된다면 국제 자본시
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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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한반도판 마셜플
랜의 개발협력프로젝트로 ‘통합’을 의미하는 UNITY를 제안하였다.
U는 Ubiquitous Access, 북한의 SOC 확충을 의미한다. N은 New
Biz Incubator, 북한의 산업능력 확충을 의미한다. I는 International
Education, 북한 주민에 대한 글로벌화된 교육이다. T는 Tour de Cor e,
한반도 관광산업 개발이다. Y는 Yellow to Green, 북한 산림녹화이다.
이와 같은 가장 시급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들이 실천될 때 남북한 통합
즉 UNITY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Ubiquitous Access을 위한 SOC의 확충이다. 사
회간접자본 개발협력의 최우선순위는 현재 북한당국과 중국측이 협의
중인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및 도로건설에 참여하여 KTX와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고 추후 이를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연계시킨다. 또한 북한 관문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개
선하려는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낙후된 평양 순안공항의 현대화도
지원해야 한다. DMZ 내에 생태평화공원을 만들고 DMZ를 횡단하는 경
원선을 복원해 서울에서 금강산까지 새로운 관광길도 열어야 한다. 아
울러 평양 북부에 위치한 평성 등 교통 및 교육여건도 우수한 거점도시
를 개발한다.
둘째로, 산업능력 확충을 의미하는 New Biz Incubator이다. 북한의
산업능력 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력문제 해결이다. 북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연조건과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 수력발
전을 일으켜야 한다. 당장은 러시아 극동지역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방
안, 즉 대북 직접송전 등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이 계획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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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도, 송림, 현동, 흥남, 청진 경제개발구에서부터 소비재 합작생산을
시작한다. 내수산업의 육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자동차, 제철을 지원
해 수출 산업을 촉진한다.
셋째로, 북한을 세계와 연결하는 교육(International Education)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싱가포르 NGO ‘조선익스체인지’처럼 시장경
제를 이해하는 북한 청년들을 길러내야 한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
한 IT,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 개성공단과 나선 특구 등에 한국식
폴리텍 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한 유네스코와 협력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과학 기술 교과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북 간 상이한 기
술표준을 점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Tour de Cor e 즉, 남북을 연결하는 관광의 길을 열 필요가
있다. 일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해 남북협력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성, 백두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김포-삼지연 공항 간 직항로 개설이 이뤄
지는 효과도 있다. 또한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과 명사십리 해수욕장, 금
강산관광을 잇는 북한 동해안 관광벨트와 설악산 및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잇는 남한 동해안 관광벨트를 이어 중화권, 일본의 관
광객들을 겨냥한 아시아 대표 휴양지로 키워야 한다.
다섯째로, Yellow to Green, 즉 훼손된 산림의 녹화사업에도 적극 나
서야 한다. 북한 땅을 푸르게 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다. 먼저 남북한 공동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나무심기 못지않게, 무분별한 벌목을 막는 것이 중요
하다. 풍부한 무연탄을 활용해 도시주변에 연탄공장을 설립하고, 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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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벌목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UNITY가 실현되기 위해선 정부, 민간, 해외 세 부
문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외국자본과 민간은 북한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정책자금의 선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민간 부분
에서 대규모 국내외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선도해야만 민
간투자가 본격화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개발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UNITY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통일의 세발
자전거’를 제안하였다. 아이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타는 것이 세발
자전거이다. 느리지만 안전하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판 마셜플랜의 모
습이다. 정부가 북한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역할(Market Maker)
을 확실히 주도해야 통일의 세발자전거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밝힌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외자유치계획에 따르면 16억 달
러, 한화 1조 7,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온다. 또 북한 경제특구와 신
의주-개성 간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를 합치면 총 60조원이 필
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현재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1,000
억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립할 수도 없으며, 기금 용도도 인도적
협력에 국한되어 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종자돈
(Seed Money)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 정부예산의
1%인 33억 달러(3조 5,000억 원)을 한반도 인프라펀드에 적립해 마중
물 역할을 해야 한다. 비교적 신속지원이 가능한 북한개발 신탁기금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81

Ⅴ. 요약 및 결론

더불어 종자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의 성격도 재정립해 북한
개발 전용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물론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개발은
행 실현 등 국제협력을 통한 자금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동
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대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총 지분의 4분의 1 정도인
100억 달러 출자를 통해 주도권을 가지고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과거 독일 통일과정에
서 독일재건은행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1980년대 화상 기업들은 한발 앞선 대중국 투자
로 ‘심천특구’의 신화를 만든 것처럼, 이제 우리 실향민들이 설립한 기
업들이 창립자의 유지를 이어 ‘고향’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남북한이 서로의 요구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우
리에게는 단기간에 경제기적을 이룬 노하우가 있다. 이 경험을 북한이
희망하는 경제특구 개발과 주민생활 향상에 접목할 수 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1인당 GDP 2만 달러 울타리에 갇힌 한국경제가 다시 순풍
에 돛을 달 기회도 줄 수 있다. 국내 한계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만이 남북한의 화해·
협력과 공동번영을 가져와 진정으로 ‘통일대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
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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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경제가 붕괴하면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동서독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동독경제 회생을 위해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동독에게
차관을 제공하자”
- 프란츠 스트라우스 (前독일 기사당 당수)가 말한 내용

이와 같이 남북이 만나 밑돌이 놓여 진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시작할 수 있다. 한반도판 마셜플랜은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공동번영을
위한 해법이다. 먼저, 북한 경제특구 참여로 한국경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유라시아로 바로 나갈 수 있다면 다양한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선진 경영기법을 북한에 적용해 시장경제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경
제를 회생시키는 통일비용 선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안정
된다면 국제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해소될 수 있다.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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