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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초록
남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통일한국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
력을 시작하였다. 2016년 초까지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북경제교류의 의
미를 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들로 인해
개성공단은 2016년 2월에 가동중단에 이르렀고, 현재로서는 재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
단국가에서 양국의 경제교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
는 만큼 현재의 긴장국면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외부적 충
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중, 한․러 간 물류비용의 최적화 지점 활용 등 구체적인 대안으로 4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기존 통일경제특구의 통합 광역 경제권역화, 노동력 확보, 동
북 3성 등 중국으로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한국-훈춘-블라디보스토크 간 구간별
물류비용 비교, 민․관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협력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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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남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구체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시작하였다. 특
히 2016년 1월까지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교류의 의미를 넘
는 남북한의 상징적인 경제협력 사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실험과 미
사일 발사 등과 같은 일방적인 도발행위들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UN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1)도 UN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에서부터 잠정 중단(폐쇄)
에 이르게 되었다.
2016년 9월 말까지 신고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의 피해액은 9,446
억 원에 달하고, 실제로는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2) 또한 정부 차
원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2016.5.27)에서 기업들은 피해액으로 총 9,446
억 원을 신고하였다. 그 중 통일부가 회계법인을 통해 증빙자료로 확인한
금액은 7,779억 원이다(위 금액에는 한국전력공사, LH공사, 현대아산 등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피해액은 제외된 금액이다).3)
<표 1>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따른 피해액 및 지원금액(추정액)
(단위 : 억 원)
구 분

신고금액

확인금액

지원금액

합계
투자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9,446

7,779

5,079

5,654

5,088

3,865

지원율
신고 대비 확인 대비
53.8%
65.3%
68.4%

76.0%

1)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한국의 용어를 혼용하였다. 남북경협부분에서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과 해당 단어가 일반명사화됨을 감안하여 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의미의 ‘남북경협’과 ‘남북 경제협력’
이라는 용어도 혼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SBS뉴스, “개성공단 폐쇄 반면… 재가동 기약 없이 피해보상 논란 지속”, 2016.8.10일자.
3) 임성택, “개성공단 기업의 보상과 지원 방향”, 제13회 개성공단포럼, 2017.7.1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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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구 분

신고금액

확인금액

지원금액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2,317

1,917

1,214

52.4%

63.3%

위약금

1,100

633

-

0%

0%

개성 현지미수금

375

141

-

0%

0%

신고 대비 확인 대비

출처 : 임성택 (2017), p.37 <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단 양국의 경
제교류가 통일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남북 경제협력의 포
기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4)
특히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 북한 측 접경지역에서 추진했던 협력사업이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그 입지의 한계를 이미 여러 차
례 경험한 바 있다. 특히 개성공단은 정치․군사적 안보의 고려가 경제논
리에 우선하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도 중단전과 같은 상태로
의 운영전망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 특히 향후 경제협력이
재개(再開)․활성화되더라도 이제 개성공단의 이용․확대만을 추구할 수
는 없는 실정이다. 이제까지의 남북 경협사업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토지
와 노동력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는 형태에 가까웠다. 새로운 경
제협력 방안의 핵심은 북한이 아닌 경제협력 대상국이 되는 중국, 러시아
등과 통제․관할이 가능한 DMZ 남한 측 구간이나 중국․러시아․북한지
역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자 간 경제협
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 산업단지의 중심은 기존 남북경협의 공간적 확대를 통해 접경지역
을 아우르는 형태의 ‘외북주내북종’(外北主內北從) 형의 단지 조성을 제안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었다면,
이제 역으로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이나 중국․러시아 등 인접 국가에 진
4) 뉴시스, “개성공단 중단으로 정부자금 수천억 이상 추가 투입 불가피”, 2016.2.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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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다자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
요하다.5) 즉 기존 ｢북한의 ‘토지’+‘노동력’, 참여국들의 ‘자본’+‘기술’｣형
태는 북한의 참여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기에 국제정세에 따른 타
격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었다.6)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는 ｢북한의 ‘노동력’, 참여국들의 ‘토지’+‘자
본’+‘기술’｣로 북한의 역할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적인 위험성도 최소
화하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개념에서 목표까지 종합적
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영훈(2006)은 남북
경협의 개념이 남북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 사
업을 총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승현(2013)은 남북경협의 목표를 정
치․군사적 위험관리와 남북한 공동 경제발전 그리고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정하고, 정경분리와 민관분리, 상호주의, 상거래와 인도적 지원
의 분리를 원칙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박주홍(2000)은 국제화 이론의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분석하였는데, ‘절
충이론’을 통해 국제화를 위한 세 가지 우위요소인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
위, 입지특유의 우위, 내부화의 우위 등 요소를 설정하여 해외 직접투자,
수출, 라이선스 제공 등과 같은 포트폴리오 자원 이동 등의 개입방식으로
국제화 전략의 대안을 결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남북경협을 위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모
색하기 보다는 이론적인 논의에 초첨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
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남북경협과 북한
외곽에 인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남북 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조건들

5) 손기웅 등,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통일연구
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1, 2013.
6) 최천운, ｢대북제재 이후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논의｣, 남북통합의 길 제1호
(2016), 2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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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가능한 협
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남북 및 다자 간 경제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남북의 접경 남측지역과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인
훈춘지역,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계하여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확
대와 국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력 활용 방안을 모색
하였다.
먼저, 입지의 측면과 남북 당국이 오랜 기간 추진해왔던 경제특구를 비
교하고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하는 통일경제특구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였
다. 그리고 한․중, 한․러 간 경제협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4가지(입지,
노동력 확보, 물류비용 비교를 통한 경제성 분석, 거버넌스 구축 등) 사항
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간적
범위로는 한반도 전역 및 중국․러시아의 한반도 연접지역이 대상이다.
시간적 범위로는 경제특구정책이 시행된 1991년부터 2017년 현재이다. 이
를 위한 이론적 탐구는 국내․외의 학술지 게재 논문과 연구논문, 단행본
서적 등을 주로 검토하였고, 각종 통계도 참고하였다. 인터넷에 공개된 관
련 전자문헌과 정보 등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Ⅱ. 한․중․러 간 경제협력
탈냉전사회를 지나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큰
틀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였고, 향후 경제
교류의 확대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경제정책을 이해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
력 현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
계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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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과 10월에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불균형한 지역발전 문제 해소와 대외 자원 확보
통로 확대, 접근성 강화를 통한 아태경제권과 유럽경제권의 진출 강화를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개념을 제시하였다.7)
일대일로에서 ‘일대’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 연
결이며, ‘일로’는 중국-동남아시아-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해상실크로드
교통망 구축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해 총 620억 달러의
출자계획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국가개발은행 320억 달러, 중국수출입은
행을 통해 300억 달러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8)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출처 : 문경연(2016), p.18, [그림1] “일대일로 구상” 재인용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 동진 정책에 대항하는 의미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동진 정책은 미국식 예외주의와 결합하는 대외 팽창 정
책의 성격을 가진다. 오바마 행정부의 ‘신실크로드’, ‘아시아재균형’ 정책
7)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홈페이지(http://dic.mk.co.kr/) 참조 (검색일: 2017.5.20).
8) 문경연, ｢남북한 정세변화에 따른 다자간 경제협력 패러다임 전환 연구｣,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2016).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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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은 대표적 동진 정책으로서 미국
이 유라시아에 대해 기득권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의 동력과 천연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대중국 라인을 봉쇄하려는 의도
역시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는 주장도 있다.9)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경제통상 분야에서 지리
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경제협
력과 관계발전을 이루어냈다.10) 구체적으로 대중 교역액은 수교 당시 64
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33배에 달하는 약 2,11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에
게 홍콩 제외시 제3의 교역대상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표 2> 한 ․ 중 경제협력사업
구 분
산업단지
지식․재산

사 업 명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한국 특허청과
중국 지방정부)

출처 : 연합뉴스(2016.10.28), 아시아경제(2012.4.11) 참조

B.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3기 푸틴 정부는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
부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러시아 정부는 극동․바이칼 지역에 대
한 발전 구상으로 2014~2025년까지 ‘2025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극동․바이칼 지역은 지경․지정학적으로 러시아
를 동북아 지역과 연결시키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교통․물류망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9) 서정경,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국
제정치논총｣ 제55권 2호(2015), 233-236쪽.
10) 매일경제TV, “한중수교 24주년, 평가와 전망”, 2016년 8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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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표 3> 2025 극동․바이칼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개요
구

내

용

관할부서

․ 극동개발부

총 투자액

약 7조 2,386억 루블(약 1,530억 달러)
․ 연방정부 예산 : 3,461억 루블(4.8%)
․ 지방정부 예산 : 3,478억 루블(4.8%)
․ 민간부문 투자 : 6조 5,447억 루블(90.4%)

수행 기간

․ 2014~2025년

대상 지역

총 12개 러시아연방 행정지역
․ 극동 연방관구 9개 행정지역과 시베리아연방관구의
이르쿠츠쿠주, 브리야트공화국, 자바이칼주

프로그램 구성

12개의 부속 프로그램과 2개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4년 4월 부속프로그램 1개로 축소)

주요 사업

시베리아 철도 및 바이칼-아무르 철도 정비, 지방 공항 정비,
LNG 플랜트 등 각종 플랜트․발전소 건설, 제조업 발전 등

주요 목표

GDP 및 인구, 수출 증가 도모
․ 2025년까지 2011년 대비 GDP 1.4배 증가
․ 역내 인구 650만 명 증가, 총 1,750만 명으로 확대
․ 2011년 대비 수출 약 3개 확대

출처 : 산업은행 (2015), 한국수출입은행(2015) 자료 종합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30일 수교 이래 1994년 ‘상호보완적 동반
자 관계’를 수립하고 2004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왔으며 2008년
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그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양국 간 협력
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0년 수교 이후 1992년에는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액은 연평균 약 21.2%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59.9억 달러에 이르
렀다. 현재 러시아는 한국의 23위 수출대상국이고, 수입대상국으로서는 9
번째 수입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한다.11)
11)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주목하라｣, ｢연구보고서 TRADE FOCU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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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 ․ 러 경제협력사업
구 분

사

업

명

교통인프라

․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K) 연결
․ 하바롭스키 공항(인천공항공사)
․ 나진-하산 프로젝트

자원/에너지

․ 사할린-2 LNG 도입

농업/수산업/산업

․ 영농단지 개발
․ 수산물 생산/운송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6)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이와 더불어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철도를 연결하는 사업(나진-하
산 프로젝트)과 남․북․러 간 가스관을 연결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전력
망을 연결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는 남․북․러 3각 경제사업을 통
해 남북 양국 간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다자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추진한 바 있다.
C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중국과 러시아는 2011년에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관계를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이전보다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두 국가는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상호
주변국이다. 특히 러시아는 대국, 주변국, 개도국, 다자외교라는 중국의 외
교 대상 4개 영역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매우 중요
한 경제협력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의 집권 이래 신형대국관
계와 일대일로 추진 그리고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추진에 있어 양국은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12)

년 제29호, 10쪽.
12) 강홍량, “중국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극동지방의 협력과 갈등”,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2),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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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러 경제협력사업
구분
경제협력
자원/에너지

사 업 명

․ 우수리스크 중국 전용 공단
․ 훈춘단지 러시아 슈마그룹 분양
․ 중-러 석유․천연가스관 연결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6)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

중국은 실제로 동북아시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
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경제협력은 극동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국경을 따라 활발한 경제협력이 진행 중이며,
1990년 초부터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간 교역량이 급증하였고 2015년
에는 그 교역규모가 64억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최대 수입국으로서 원유와 석유, 냉동어류,
석탄 등을 주로 수입하며 2014년의 경제제재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 간 국경무역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은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13)
D. 한 ․ 중, 한 ․ 러 간 경제협력의 함의
먼저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은 인구 1억 규모의 중국 동북 3성 내수시
장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이들 지역과 북한
내 교통․물류 인프라 거점지역의 확보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
고 한․중 FTA 체결로 개성공단 생산품목 포함 310개의 역외 가공지역
제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중국과 지
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북한 나진, 선봉 등 북․중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
공단 형태의 역외가공지역 조성, 중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와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해안 물
13) 한국무역협회 (2016), 1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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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
개발 정책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계를 통해 한국
의 동북아-유라시아 지역 내 정치․경제 교류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
야 한다.
다음으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고속화 및
고속철도화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통신, 에너지, 수자원 재분배와 통합
개발 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이 때문에 극동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정부예산 지원을 우선 배정하였으나, 2015년에 불거진 루블화 위
기로 이들 예산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러
시아 철도청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부품 및 제품의 운송 경로로 TSR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14) 따라서 한국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 그리고 동북지역 교통 교두보의 확보가 필
요함을 감안할 때 TSR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
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미래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러시아의 석유․화
학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사업과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
심도 필요하다.
결국 한․중, 한․러 간 경제협력은 남북의 경제협력에 있어 정치․경
제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상의 연계선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구상의 공통점이 바로 한
반도 인접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한․러 간의 경제협력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 의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14) 조선일보, “삼성전자, 운송경로로 TSR 이용키로”, 2016.10.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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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 경제협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려 사항
A. 남북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1) 남북 경제협력의 과제
지난 1998년 7.7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경협은 당초 북한의 개방 촉
진과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으로 통일비용 절감 그리고 내
부적으로는 국내 한계산업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라는 목적을 갖고
서 추진되었다. 1989년 초기의 남북경협은 단순교역 형태로 시작되었고
1992년부터는 위탁가공 교역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 후에는 개성공단 개발로 직접 투자단계에 들어섰다.15)
현재까지의 남북경협에 대한 국내의 평가가 엇갈리는데, 이미 여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긍정적 측면에서는 남북경협이 한반도의 긴
장완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부정적 측면에서는 남북
경협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수익이 고스란히 핵 개발과 독재정권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이 현재에도 중단 없이 유지되었다면, 기존
의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재개될 남북경협에서의 관건은 경제협력의 북한 측 수익이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지 않아야 되고, 아울러 UN의
대북제재 측면에서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의 경제협력이 북한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경제협
력은 통일경제특구, 나선 지역 등 북한의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그리고 주로 북한 인접 제3국에 있는 해외(중국, 러시아)에 파견

15) 엄철용,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유형별 적정성 평가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2016),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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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북한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외곽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물류비
용의 최적화 지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노동력’, 참여국들의 ‘토지’+‘자
본’+‘기술’｣로 북한의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적인 위험성도 최소화하
는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메타) 거버넌스의 구축도
필요하다.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한국 경제가 저상장의 늪을 극복하
기 위해 통일 이전에 북한과 경제 공동체부터 이뤄야 한다는 내용의 ‘한반
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환동해경제권과 목포에서
중국을 연결하는 환황해경제권을 발전시키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기업이 북
한에 진출하면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2050년까지 매년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남북의 경제통합을 강조하였다.16) 이후 더
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차기 집권 비전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에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경
제통일 시대의 실현 방안을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한반도 경제통일위원
회’를 설치하였다.17)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7월 18일 국정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를 발표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정립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한국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
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18)
16) MBC뉴스, “文 ‘한반도 新경제지도구상’ 선언 “5.24조치 해제해야””, 2015.8.16일자.
17) YTN, “더민주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설치”, 2016.1.15일자.
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 (검색일: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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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반도 신경제지도
출처 : 한겨레, “문재인, 북 아우른 성장전략 제시…”, 2015년 8월 16일자 보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단기간에 완성된 계획이 아닌 오랜 기간 검
토된 현 집권여당의 중요한 정책기조로 판단되기에 향후의 남북경협도 이
러한 정부의 원칙을 전제하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
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치상황에 좌우되는 경협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
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러시아의 한반도 연접지역으로의 우
회적인 진출과 각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
한 교두보 마련과 북한과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B. 주요 고려사항
남북 경제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
남북경협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본 장에서는 몇 가지 주요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

(1) 남북의 경제특구와 통일경제특구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먼저 양국가의 경제특구제도와
통일경제특구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고 이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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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북경협 성사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남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다
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제특구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무한경쟁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
국은 효율적인 대응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거점화 전략을 세웠고,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13년 3개의 경제자
유구역을 시작으로 2017년 6월말 현재 8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 1990년대 구소련 체제붕괴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의 타개책
의 일환으로 중앙급의 경제특구 5개를 지정․개발하였고, 지역균형 발전
의 목적으로 21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바 있다. 비록 남북한 모두 외국
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제2
의 경제성장의 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 경제난의 타개책
이라는 절실한 목적과 지방의 민심을 감안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경우에는 5개 중앙급 경제특구인 라선, 신의주, 개성, 금
강산,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가 한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21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지정은 되었으나,
선심성 정책으로서 실제로 개발과 성공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을 찾
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모면에서는 북한의 라선 경제특구가 470㎢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주로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무역 및 중계수송, 금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신의주
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32㎢, 132.9㎢로 비슷한 면적이
다. 주요 기능에서는 신의주의 경우 금융, 무역, 상업, 고업, 첨단과학, 오
락, 관광지개발을 특화하고, 인천의 경우 비즈니스, 금융, 물류, 유통, 첨단
산업, 의료바이오, 교육, 관광문화를 특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개성
경제특구와 한국의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규모나 기능면에
서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가
한국의 나머지 경제자유구역과 규모가 비슷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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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북한의 주요 경제특구 비교
경제개발구(북)

비고

지정 위치

경제자유구역(남) 경제특구(북)
지방 광역시

지방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

지정 연도

2003~2013년

1991~2010년

2013~2015년

-

지정 규모

9.1~132.9㎢

28.2~470㎢

1.5~4㎢

-

근거 법률

특별법

일반법

일반법

-

외국인 투자

가능

가능

가능

UN대북제재로
북한지역
투자중단

기반 시설 유무

有

有

無

-

정치적 안정성

안정

불안정

불안정

-

주요 개발 컨셉

중복 지정

특화 지정

불명확

-

출처 : 저자 작성

남북한의 경제특구는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지정하여 지
자체의 안정적이고 선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
우 일반법을 지정하여 상대적으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운영지침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지정되었던 북한의
경제특구를 제외하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주요
개발 컨셉이 타 도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안정적인 동반성장 가능
성은 많지 않다.
따라서 향후의 남북경협에서 양국의 경제특구 협력이 주요 개발전략을
서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안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급적 규모가 비슷한
한국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북한의 경제특구가 협
력을 논의하고, 한국의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협력을 논의할 때 보다 구체적인 방
안이 모색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통계를 근거로 지역 경제특성을 감안한 특화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없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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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양국의 특구 협력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되었을 때, 북한지역의 현황파악은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특구는 위치상 서로 멀리 떨어져서 현실적인 교류협
력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접경지역 이남지역인 한국의 경기도 및 강
원도 지자체에서는 각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경제특구를 위한 협력의 시작
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남북 접경지역 이남의 지자체들은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
을 발의하고 새로운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남북한 경제특구의 확장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통일경제특구법｣19) 제정 논의는 지난 18대 국회 하반기 주요 관심사
로 떠올랐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7>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 및 비교
통일경제특별구역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특별법률안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임태희 의원 등 92인 황진하 의원 등 10인 이경재 의원 등 48인

이용삼 의원 등
28인

구분

발의일

2008.11.3

2008.12.26

2008.11.21

2008.12.5

구 성

제9장 제40조

제9장 제40조

제9장 제38조

제8장 제38조

목 적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우선지역 파주시 관할 지역

미정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과 경제공동체
실현
구현
강화도 일부 지역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자금
각종 세제/자금
각종 세제/자금
지원/기반시설
지원/기반시설
특례규정
지원/기반시설
우선 지원/타법률
우선 지원/타법률
우선 지원
적용 배제 특례 규정
적용 배제 특례 규정

철원군 평화지역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자금
지원/기반시설
우선 지원

출처 : 저자 작성

19) 통일경제특구의 단계별 발전구상은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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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소속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
를 구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일경제특구를 남측 접경지역에 설치한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경제특구의 개발사업 시행자 및 특구 입주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혜택 및 자금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명기하고, 통일경제
특구 내에서 북한주민의 체류․통행․근로 등에 대한 조항을 제정하고
있다.
국회의 통일경제특구 구상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연계되는 산업단
지를 남측 인접 지역에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남북경제협력지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단기적으로 경기 서․북부 및 인천 일부 지역
에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일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과 통일경제특구 간의 궁극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 완전한 통일 이전 단계
에서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험장이자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기능해야 한다.
즉 통일 이후 경제특구는 종합적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하고, 이제까지와
는 다른 전략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일경제특구는 통일 후
를 전제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계획에 연동되어야 전체적인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 본 각 지자체의 통일경제특구 전략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하나의 광역경제권역으로 통합하여 점진적․종합적인 추진이 필
요하다. 통일경제특구는 통일과정과 그 이후까지를 대비한 다양한 발전구
상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체로 통일 한국의 인프라 구상은 X축 형태로 논
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은 경의선축을 중심
으로 한 도로와 철도 건설이 핵심이 될 것이고, 이는 중국와의 연계를 통
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
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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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해외 파견인력
다음으로 전세계적인 대북 제재 국면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남북경협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해외 파견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표 8>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 국가별 현황
순 위

국 가

근로자 수(명)

평균 임금 수당(달러)

1

중 국

70,000~80,000

건설

1,000

IT분야

2,000

벌목

1,500

건설

1,000

2

러시아

30,000

3

쿠웨이트

4,000~5,000

1,000

4

아랍에미리트

2,000

1,000

5

카타르

1,800

1,000

6

몽골

1,300~2,000

7

폴란드

400~800

8

말레이시아

400

1,000

9

리비아

300

1,000

10

오만

300

1,000

ː

ː

ː

합 계

20~40개국

110,000~123,000

건설 등

ː

비 고

1,000
1,000

ː

2,300,000,000

참고: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한달 평균
임금은 154만원, 개성공단의 평균 임금은 170달러임.
출처: 오경섭(2016.9.20.),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세미나 자료집을 참고하여 저자 재
구성.

북한은 현재 20~40개국에 11만~12만3천여 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해 하
루 16시간 이상 강제노동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 규모는 미 국무부가 최근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공개한 5
만~6만 명의 배를 넘는 수치이다.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근로자 한 명에
게서 얻는 연간 수입이 최대 3만 4천 800달러로 전체 북한 해외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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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간 최대 23억 달러로 보도된 바 있다.20)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 중 1위, 2위에 해당하는 11만 명이 중국과 러
시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협력 구상에 북․중과 북․러에 있는 기
존 파견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있다. 특히
한국 개성공단의 과거 평균임금을 감안할 경우, 약 6배 이상에 달하는 임
금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21)

(3) 한․중, 한․러 구간 간 물류비용
현실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를 위해서는 UN의 대북제재, 북한의
무반응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곳곳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보다 긴 호흡으
로 시기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에서 상
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던 물류비용의 고려도 필요한데, 여기서는 한․
중, 한․러 구간 간 물류비용의 최적화 지점과 이에 따른 단계별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한․중 양국인 2012
년 5월 2일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한․중 FTA는 한국이 맺은 여
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 철폐 속도와 개방도를 낮춘 ‘저강도 자유
무역협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
한 반영하여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고, 중
국은 자국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핵심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중 FTA 발효 직후 철폐 대상은 한국 수출품목 1,649개(전체 품목
수 기준 20.1%)와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6,108개(49.9%)이다. 현
재도 관세가 없는 품목을 포함한 수치로, 한국 수출품의 경우 반도체, 컴
퓨터 주변 기기 등 기존 무관세 품목 691개에 더해 고주파 의료기기(관세
20) 연합뉴스, “‘北’, 20~40개국에 12만 명 파견…하루 16시간 강제노동도”, 2016.9.20일자.
21) 단, 기존 개성공단의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기존 개성공단 내 국내입주기업들의 평균
1,000달러에 달하는 임금 수용 여부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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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압기(5%), 플라스틱 금형(5%), 밸브 부품(8%), 스위치 부품(7%),
항공 등유(9%) 등 958개 품목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된다.
이 외에 한․중 FTA 발표와 동시에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
하고 현재 생산 중인 품목을 포함해 총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
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
게 된다. 역외 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북한 내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
지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22) 바로 북․중 역외가공
지역을 활용하여 예전보다 낮아진 무역 진입 장벽을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북한의 낮은 인건비와 중국 시
장으로의 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북 3성을 포함한 중국
전역으로의 제품 수출과 동북아 대륙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물류망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한국의 내수시장 규모로는 경제협력을 통한 성장가능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동북 3성을 교두보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시장 규
모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등 이전보다 큰
시장에서 다양한 소비계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서 중국 훈춘까지의 물류비용을 1안(인천→대련→훈춘), 2안(부산→블라
디보스토크→훈춘)으로 비교해 보았다.23)

22) 채은하,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33 (검색
일: 2017.7.1), 한․중 FTA 공식홈페이지, http://www.fta.go.kr/cn/ 참고.
23) 조사는 기존 두 안에 해당하는 구간의 물류 유통 경험이 있는 업체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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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훈춘까지의 물류비용 비교
출처 : 저자 작성

비교 결과, 1안과 2안의 물류비용은 거의 같으나, 2안의 경우 시간과 양
국의 통관절차로 인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안이 보다 경제적이고 이 경우 남북 경협의 대상지역은 단동지역
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기존 개성공단이 한
국의 내수시장을 주 대상으로 한 반면,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에서는 내수
시장은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그 전면에는 중국의 훈춘 물류
단지를 연계하여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제협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기존 남북의 시장을 중국대륙으로 확장하고 점진적으로는 러시아와
의 협력을 통해 유럽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판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기술(소프트웨어), 중국의 자본과 토지, 북한의 노
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다자경제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4) 새로운 거버넌스 구도
끝으로 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는
남북경협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추진체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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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통일경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주요 과제 및 영
역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정치․행정적(법․제도적) 영역, 사회적
(인적․정서적) 영역, 경제적(물질적) 영역 등 3개 부문의 거버넌스를 구축
할 수 있는데, 이 중 경제적 거버넌스의 유형은 대체로 시장(markets), 계
층제(hierarchies), 공동체(clans/communities) 등 3개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부의 역할이 배제된 상태에서 작동되기도 한다.
그리고 현실 경제에서는 하나의 거버넌스 유형이 아닌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정부와 시장 사이에 지
나치게 대립적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해당 국가의 경
제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경제 거버넌스가 적합할 수 있고, 특히 국가의
개입정도가 낮더라도 경제체계를 조정하는 정치적 역량은 높아야 한다.24)

[그림 4]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도
출처 : 저자 작성

24) Ritter, Tobias, “Social Capital as a determinant for Good Governance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27 EU member states-,” 2013 EGPA Annual Conference Edinburgh
Scotland - UK, pp.111-112.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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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재개될 남북경협에서 3개 영역별 거버넌스를 구축함에 있어
단계를 설정하되, 경제적(물질적) 영역을 먼저 구축하고, 정치․행정적
(법․제도적) 영역을 구축한 후, 두 개의 영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바
탕 위에 사회적(인적․정서적) 영역이 구축된다면, 매우 안정적인 메타 거
버넌스의 구조를 가지고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
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이제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경제적 논리 외에 정치적 논리도 작용
하여 순수하게 경제성만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정치․경제
협력의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기존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았듯이
남북의 정치상황에 따라 사업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기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남북경협사업에서 ‘토지’와 ‘노동
력’이라는 생산의 3가지 요소 중 2가지를 북한이 독점하는 상황이기에 북
한이 독단적으로 사업의 중단과 재개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북경협에서는 이같은 예측가능한(체계적인) 위험
요소25)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
계하여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자체의 통일경제특구 전략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하나의
광역경제권역으로 통합하여 점진적․종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통일경제
특구는 통일과정과 그 이후까지를 대비한 다양한 발전구상이 제기되고 있
으나, 대체로 통일 한국의 인프라 구상은 X축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은 경의선축을 중심으로 한 도로와 철

25) 대표적으로 남북 관계에서는 북핵문제 등 북한의 정치적 도발행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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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이 핵심이 될 것이고, 이는 중국과의 연계를 통해 전체적인 완성도
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경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고려사항
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11만 명이 중국
과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협력 구상에 북․중과 북․러에 있
는 기존 파견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있다.
특히 한국 개성공단의 과거 평균임금을 감안할 경우, 약 6배 이상에 달하
는 임금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중국․러시아의 한반도 연접지역으로의 우회적인 진출과 각 국가
와의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북한
과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다자협력을 위해 참여 국가의 적정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 내 개성공단, 나진-하산 등의 경제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토지와 인력을 동시에 제공했던 만큼 북한의
참여도는 경제협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결국 북한의 참여가 철
회되었을 때, 경제협력은 큰 타격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의 패러다임에는 기존 북한에게 주어졌던 절대적인 비중
의 역할이 분산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외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인천↔단동↔훈춘’ 지
역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 간 직접 교
류가 활성화 될 경우에는 DMZ의 한국 측 구간에 조성된 공업단지 등의
가치는 함께 상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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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기별 남북 경제협력 예상
출처 : 정태용(2016), p.57 그림 인용

넷째, 남북경협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기존 개성공단이 한국의 내수
시장을 주 대상으로 한 반면,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에서는 내수시장이 동
북아 지역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그 전면에는 중국의 훈춘 물류단지를 연
계하여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제협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기존
남북의 시장을 중국대륙으로 확장하고 점진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판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기술(소프트웨어), 중국의 자본과 토지, 러시아의 토지, 북한
의 노동력이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다자경제협력 방안을 통해 남북정세
에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향후 재개될 남북경협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를 새
로운 거버넌스의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는데, 경제적(물질적)
영역을 먼저 구축하고, 정치․행정적(법․제도적) 영역을 구축한 후, 두 개
의 영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바탕 위에 사회적(인적․정서적) 영역이
구축된다면, 매우 안정적인 메타 거버넌스의 구조를 가지고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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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향후 남북경협의 재개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국가별․단계별 맞춤형 전략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기존의
체계적인 위험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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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Paradigm Shif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by Cooperation among ROK, PRC and Russia
Choi, Cheon Woon*․Jung, Tae Yong**
26)

27)

Due to the recent North Korea’s two experiments o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oper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ecame
suspended and it seems to be very difficult to re-open it as of now.
Nevertheless, as in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sinc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divided countries become the initial stage of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long-term strategies and measures.
This study proposed a new paradigm of economic cooperation in
preparation of futur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Key word: Economic

Cooperation

Paradigm,

(Unification)Economic

Special Zone, Factor of production, Logistic Cost, North
Korean laborers from working overseas, Bord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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