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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총 4개년간 계획된 중장기
과제로, 2021년은 근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분석과 더불어 이에 근거
하여 근미래 전략 및 주요사업 추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한 근미래 환경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근미래 주요 전략과 과제의 도출
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근미래에 추진 가능한 세부 사업 및 과정에 대한
모색이다. 여기서 근미래는 짧게는 2023년, 길게는 제재가 유지되거나
부분 완화되어 3통(통신, 통행, 통관)이 재개되는 상황을 말한다.
분석 결과, 근미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북미관계, 남북
관계 및 미중 전략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근미래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제재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중장기 ‧ 단계적 과정이며 결국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함께 맞물려서 진행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23 근미래에는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략 목표를 ‘남북경제교류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합의
사항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물론 2~3년 안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시간적 범위의 제한은 ‘3대 경제벨트구축’ 및
‘하나의 시장 형성’이라는 장기과제 모색에 극히 제약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북미관계의 진전과
북핵 문제가 근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장기
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실천 가능성에 맞춰 목표를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이 상황을 타개하는 입구전략의 모색도 필요하다. 이는 나아가
향후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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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분석에 근거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방안과 관련한
주요사업들은 남북 양자 간 가능한 사업 이외에도 다자간 가능한 협력
사업들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다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한반도 문제가 이미 구조적으로 국제사회 문제와 연동되어 움직
이고 있으며, 따라서 전략과 대응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
되어야 할 부문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제기구와 대북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협력의 원칙과 경험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values, standards and know-how)을
공유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 양자가 가능한 사업은 해양과 육상으로 공간을 분리하
였다. 그 이유는 기존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육상이 남북협력
사업의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유엔사로 인해 북으로 가는 통로가 실
질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즉 바다를 활용하여 육상으로 가는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남북경제교류 재개를 위한 해상 ‧ 육상
협력은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활성화, 확대 방안 등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에 해상교류사업은 첫째, 교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및 인천-남포 항로의 예외적 재개, 그리고 남북 해운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는 서해 시범 공동어로 운영을 통한
소통사업, 한강하구 생태 ‧ 역사자원의 평화적 이용사업, 셋째, 교류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해양관광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평화크루즈 시범사업, 한반도 연안관리 및 재해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육상교류사업은 남북이 경험을 공유하고 중단 이후에도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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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지속적인 약속의 이행을 강조해 온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핵심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남북 간 신뢰 회복 및 재개의 타개책을
마련할 중요한 부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교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 ‧ 제도적 정비 및 3통의 재개, 그리고 철도 ‧
도로 연결사업을 염두하면서 체계적인 교통협력 추진 기반 마련을 제시하
였다. 둘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해 중심의 단계적 관광 재개 방
안과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추진을, 셋째, 교류 확대
방안으로는 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개와 내륙기업을 활용한 작은 무역의
개시를 제안했다.
한편 국제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 사업은 크게 주체별로 국제기구
(국제 NGO 포함)와 국가 간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북한을
포함한 소다자가 협력할만한 사업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소다자 협력
이란 3~5개의 국가나 단체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자가 아니라 소다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비교적 소수의 구성
원이 협의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협의를 이루고, 기여에 비해 많은
이익을 보는 무임승차(free-riding)를 방지하여 협의의 효율성과 결속
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자 사업이 아닌 소다자 사업을
택한 것은 정치 ‧ 외교적인 이유로 양자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양자보다 소다자로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과 경제교류를
위한 방안,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 두 개의 측면에서 논의
된다. 전자를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개발지원 추진(이미 예정되었던
유엔사업 추진과 남한의 지원 방향 검토), 정부 간 다자 대북지원협의체
구성 및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을 위한 WTO, IMF, WBG 가입방안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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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후자를 위해서는 식량난과 재해 피해 복구,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는 남 ‧ 북 ‧ 중, 남 ‧ 북 ‧ 러
소다자 협력 방안의 구체적 제시이다. 특히 본 연구가 보건의료, 환경,
관광, 학술 ‧ 교육 등 비안보분야에서의 소다자 협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
는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어도 지속적으로 다자 협력을 유지 ‧ 발전시
키고자 하는 충분한 유인이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국은 협력의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본격적인 소다자 사업이
가능해질 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으로 근미래에 가능한 사업은 남북 간 기존 합의와 남북한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과 근미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실천 가능성의
측면에서 근미래에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와 내용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 대신,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통해 당위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목표와 과정,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 그 내용을 실제로 추진하는 접근 방법을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추진방안, 교류 재개, 남북 경협,
국제기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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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ar-Future Strategies of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Initiative and Methods
of Implementing Relevant Major Projects
Joung, Eunlee et al.

This study is part of a mid-to-long-term project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Initiative, which is
planned to last for a total of four years. This year, the focus
has been on the near future, and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proposing near future strategies and methods
of implementing relevant major projects, based on 2030
environment analysis for the practice of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Initiative.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North
Korea-U.S.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and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factors that affect the near futur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act as significant variables
in this respect. This is becau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re closely intertwined and
are difficult to solve.
Therefore, in this project, strategies and methods of
implementing relevant major projects were identifi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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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se that the near future environment of 2023 will not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sent situation. In
particular, relevant projects were proposed on the basis that
the issues of denuclearization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be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ar
future, with the strategic goal being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In a broader framework,
small-scale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and
various countr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to possible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asons for this
are because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Initiative
incorporates the vision of expanding Korea’s economic
territory into the reg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mplementing the Initiative.
On the other hand, whether the U.S. will ease sanctions on
North Korea is a key factor in implementing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near
future, and the U.S. president has discretion in making this
decision due to the nature of the U.S. foreign policy proces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be relaxed depending on the state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n the future. In addition, North Korea’s
16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receptivity to the Initiative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projects

involving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or

humanitarian cooperation, which can be implemented eve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are not currently being carried out. Therefore,
the posi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Initiative in the near future.

Keywords: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Initiative, Near Future,
Implementation Methods, Resumption of Exchange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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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총 4개년간 계획된
중장기 과제로써 2021년이 마지막 해이다. 과제 1년 차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장기비전에 착안하여 남북 경제통합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남북 하나의 시장의 개념, 형성 조건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
였다. 2년 차에는 1년 차 연구를 토대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써 북한 서부 주요 지역에 입지한 공장기업
소에 대한 조사 ‧ 분석을 토대로 서부지역 중심의 남북 제조업 벨트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3년 차에는 지금까지 추진된 한반도 신경
제구상과 관련한 정책적 평가와 더불어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 변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추진 가능한 2030 중장기 전략
목표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4년 차에는 기간을 중장기에서
근(近)미래로 앞당겨 근미래에 추진 가능한 전략 및 세부 사업방안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근미래는 짧게는 2023년, 길게는
제재가 유지되거나 부분 완화되어 3통(통신, 통행, 통관)이 재개되는
상황을 말한다.
본 연구가 기간을 2023 근미래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과 관련한 연구가 주로 장기로드맵의 제시에 중점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장기비전에 맞추어 이에 상응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그 자체로써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천 가능성과 긴박
성의 측면에서 보면 다소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와 화해 무드로 전환한 남북관계는 2019년 북미
하노이회담의 결렬 이후,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가 마치 톱니바퀴

Ⅰ. 서론 21

처럼 맞물려 한반도 문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은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은 물론, 교류조차 막힌 상태에 있다.
여기에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며 새롭게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보다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북한은 자체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며, 백
신을 비롯해 어떤 외부적 지원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인식
하고 중장기 전략에 돌입했음을 뒷받침한다.1) 이는 바꿔 말하면 한
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 경색 국면을 타개할 ‘입구
전략(入口戰略, entrance strategy)’이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2~3년 안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두었기
때문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장기과제들을
모색하기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업방안들이 과연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큰 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근미래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
미관계와 더불어 북핵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적이며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1)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2020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
회의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 제재와의 대결 등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고 내구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제재 및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북미와의 장기적인 대결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는 발언을 하였음. “세기를 이어온 조미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여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
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 나가는 정면 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들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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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미션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아 이 상황을
타개할 입구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의 발굴은 향후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서는 조건이 호전
되었을 때의 사업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반면, 현상 유지 상황
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
진과 관련하여 대북제재의 국면 속에서 2023 근미래의 추진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action plan)과 그 추진
과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때 실행계획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하기보다는 근미래의 목표와 실행 가능성, 긴박성에 따라 이미 남북
간 합의된 사항 중심으로 모색한다. 남북 간 합의사항은 양측의
정책적 니즈가 반영되어 있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가장 필수적인 실천 항목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향후 적지 않은 시간과 협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은 신뢰 구축 이전에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대북
제재가 전 범위에 걸쳐 포괄적으로 촘촘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분석 및 추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천방안을 모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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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제2장
에서의 근미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한 2023 환경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근미래 주요 전략과 과제의 도출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근미래에 추진 가능한 세부 사업 및 과정에
대한 모색이다.
제2장은 다시 2030의 중장기와 2023의 근미래로 시기를 구분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중장기와 관련된 환경분석 및 전략과제의 도출은
과제 3년 차에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과제 4년 차에는 주로
향후 2~3년 근미래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23 근미래의
환경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간 비핵화와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이
합의사항의 이행은 물론 사회문화교류나 인도적 협력 등 가능한 사업
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신경제구상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발생 혹은 발생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점검 ‧ 분석하여 신경제구상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주요 전략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제3장과 제4장의 논의에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제2장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점검한다.
먼저 대북제재를 둘러싼 현황 및 이에 대응한 영역별 추진 가능
사업과 그 제약요인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 대북제재를
유엔 대북제재 및 한국, 미국, 일본 등 각국의 독자제재도 함께 분석
한다. 둘째, 2023년까지 신경제구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
들을 검토한다. 즉, 근미래 대북제재의 유지나 강화, 혹은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수들을 간략히 검토한다. 여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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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수가 개입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한반도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미관계, 그리고 한국의 대선 결과 등 세 가지 변수만을 다룬다.
셋째, 환경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현 대북제재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남북 경협 추진방향을 제시
한다.
한편,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제2장의 근미래 추진 환경 및 새로운
전략 목표에 맞게 추진 가능한 세부 사업 및 그 추진 과정의 구체적
제시를 다룬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① 추진 배경과 필요성, ②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환경 변수, 특히 대북제재 및 북한의 수요),
③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을 공통의 틀로 설정하여 분석 ‧ 제시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근미래 환경 변수를 고려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의 첫 출발점인 ‘남북경제교류의 재개’를 목표로 주체별로,
제3장에서는 남북 당사자 양자 간 가능한 사업, 제4장에서는 국제
협력을 통한 다자간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Ⅰ-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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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1> 신경제구상 추진 목표 및 세부 사업

출처: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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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다자간 협력사업을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한반도 문제가 이미 구조적으로 국제사회의 문제와 연동되어 움직
이고 있으며, 따라서 전략과 대응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문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제기구와 대북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협력의 원칙과
경험(international principles and values, standards and know
-how)을 공유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 시대는 기후변화, 저
탄소, 에너지, 물, SDGs 등 전 지구적 항목을 중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SDGs실천과 관련한 자발적 국별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VNR) 보고서
(이하 “VNR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북한의 비핵
화나 제재 완화, 북미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는
어렵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 과정에서 남한이 중간에서 적
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경색된 북미관계, 남 ‧ 북 ‧ 미 비핵화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4장의 국제협력사업은 남북이 현재 교류가 단절
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혹은 우회전략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협력 그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프로세스로 간주하는 것
이다. 남북관계가 호전되어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할 유인
이 마련되면 결국 한국이 한반도 문제와 국제사회의 문제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과 연계되고, 나아가 우리의 영토를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취지와도
부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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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3장에서는 남북 간 추진 가능한 세부 사업 중심으로 분석
한다. 이는 공간을 해상과 육상으로 나눈 후 향후 한반도 신경제구
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시 동부, 서부 및 DMZ의 3구획에 따라
사업을 모색한다. 또한 각 사업은 교류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활성화
및 확대 방안 등 3단계로 나눈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공간을 해상과
육상으로 나눈 이유는 해상교류가 육상에 비해 그동안 많은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미래 전략으로 실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기 때문이다. 우선 육상의 공간은 비무장지대로 가로막혀 있다.
비무장지대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 ‧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유엔사의 관할하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육로의 길이 열렸을 때조차
북한의 도로 ‧ 철도 사정으로 남북교역의 물자 중 규모가 큰 것은
해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해상교류사업은 첫째, 교류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및 인천-남포 항로의 예외적 재개, 그리고 남북
해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한다. 둘째,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관리를 위해서는 서해 시범 공동어로 운영을 통한
소통사업, 한강하구 생태 ‧ 역사자원의 평화적 이용사업을, 셋째,
교류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해양관광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평화크루즈 시범사업, 한반도 연안관리 및 재해대응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논한다.
한편, 육상교류사업에는 남북이 경험을 공유하고 중단 이후에도
쌍방이 지속적인 약속 이행을 강조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핵심 부문이 포함된다. 이는 남북 간 신뢰 회복 및 재개의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교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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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의 재개, 그리고 철도 ‧ 도로 연결사업을 염두하면서 체계적인
교통협력 추진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는 동해 중심의 단계적 관광 재개 방안과 한반도의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추진을, 셋째, 교류 확대 방안으로는 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개와 내륙기업을 중심으로 한 작은 무역의 개시를 제안했다.
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간 추진 가능한 세부 사업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는 크게 주체별로 국제기구(국제 NGO 포함)와 국가 간 협력으로
각각 구분한다. 이 장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소다자가 협력할만한
사업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소다자 협력이란 3~5개의 국가나 단체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자가 아니라 소다
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비교적 소수의 구성원이 협의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협의를 이루고, 기여에 비해 많은 이익을 보는 무임승차
(free-riding)를 방지하여 협의의 효율성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다. 더욱이 양자 사업이 아닌 소다자 사업을 택한 것은 정치 ‧ 외교
적인 이유로 양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양자보다 소다자로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과 경제교류
를 위한 방안,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등 두 개의 측면에서
논의된다. 전자를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개발지원 추진(이미 예정되
었던 유엔사업 추진과 남한의 지원 방향 검토), 정부 간 다자 대북
지원협의체 구성 및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을 위한 WTO(세계자유
무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WBG(세계은행그룹) 가입방안의 준비
이다. 후자를 위해서는 식량난과 재해 피해 복구, 코로나19 방역 지
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는 남 ‧ 북 ‧ 중, 남 ‧ 북 ‧ 러 소다자 협력 방안
의 구체적 제시이다. 그중에서 본 연구가 보건의료, 환경,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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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교육 등 비안보분야에서의 소다자 협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어도 지속적으로 다자 협력을 유지 ‧ 발전시
키고자 하는 충분한 유인이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국은 협력의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본격적인 소다자
사업이 가능해질 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으로 근미래에 가능한 사업은 남북 간 기존 합의와 남북한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 우선 추진 가능
한 사업과 근미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만 실천 가능
성의 측면에서 근미래에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와 내용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 대신,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통해 당위성을 밝히고 구체적인
목표와 과정,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 실제로 추진하는 접근 방법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접근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법에 근거한다.
첫째, 연역적 방식에 입각한 접근법이다. 즉, 먼저 국가정책에
맞게 연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략 및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한국 정부의 역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 국제경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책기관의 정책보고서, 정부 사이트, 언론자료 및
이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제한적인 영역에서 남북
경협 및 북중 경협 등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도 함께 활용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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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근미래 환경 변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북미관계, 미중 전략경쟁,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도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귀납적 접근법도 함께 활용하는 절충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 이유는 실천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와 현장에서의
행위자 간 인식 체계의 불일치 및 모순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는 ① 정책결정자, 학자, 현장의 실무가로 구
성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집담회를 실시하고, 이들의 수렴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대북제재와 남북경제교류의 재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간 인식의 차이 및 실천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NGO, 대북사업가
및 제재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다양한 전문가 집담회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②
북한의 수용성 여부(수요)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출판한 책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에는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매체뿐만 아니라 통일연구원에서 입수한
내부 자료를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고위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경제 변화와 수요들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토대로 정책결정자나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의 행위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근미래상을 이끌어 내고, 이를
초기에 상정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정책 자체와
현장의 인식 체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고 정합성을 찾아 연구

2)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5 ‧ 24조치에 대한 현장의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의 불일치임.
Ⅰ. 서론 31

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근미래 환경을 좀 더 다각적
인 요인들에 의해 변수들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근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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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과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1. 문제 제기
그간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대북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신경제구상의 핵심은 대북 개발협력사업인데, 대북제재는
개발협력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남북한 간 상업적 물자교류마저 금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약속이므로 제재로 인해 남북
경협이 제약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제도협력
마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취지상 제재와 무관한
대북 의료지원이 운송 수단에 대한 수입제재(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나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좌절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극단론이 대립
하고 있다. 하나는 ‘남북 경협 불가론’이다. 이는 현 대북제재는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체의 교류협력을 금지하는 것이 취지이
므로, 법률 요건상으로는 제재 대상이 아닌 교류협력도 취지상으로는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물자 이전이 동반
되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도 금지대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운송수단 수입제재 등의 조항이 폭넓게 해석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본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북 경협 불가
론’은 제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혹은 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제재 만능론’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하나는 ‘제재 우회론’, ‘제재 돌파론’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경협의 재개가 필요
하므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제재의 법률상 요건을 우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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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특수론’을 활용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정치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재 우회론’, ‘제재 돌파론’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남북관계에서 상징성이 크고, 남북정상회담
(2018.9.) 합의사항이기도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남북 경협 불가론’은 ‘제재 우회론’, ‘제재 돌파론’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되고, ‘제재 우회론’, ‘제재 돌파론’은 ‘남북
경협 불가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에서는 현 제재 국면에서는 정상적인 남북 경협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제재를 우회하거나 돌파하는 방식으로 경협이 추진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제재 우회나 돌파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손상하고 한미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 불가론’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론은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마저 못 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제재 우회론’, ‘제재 돌파론’은 개성공단 재개처럼 현 제재
국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재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같은 추진 가능한 사업마저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인도적 지원사업
마저 남북한 상업적 교류 재개를 위한 사전 물밑작업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이 정작 돌파해야 할 것은 개성
공단 재개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 것이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 현재와 같은 북한의 경제난 상황에서는 특히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설사 한미관계에서 일정한 갈등이 예상되
더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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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불가론’은 북한의 경제위기와 인도적 위기를 외면함
으로써 결국은 제재의 존립 근거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 경협 불가론’, 특히 ‘제재 만능론’과 결합된 불가론은
제재의 지속으로 북한이 백기투항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은 만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재와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극단적으로 북한에서
경제적 위기나 대규모의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북제재는
존립 기반 자체가 상실된다. 이 경우 중국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것이고, 인도적 지원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지 품목의 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과연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제재 고수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중국의 대북지원을 금지할 수 있을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과
적으로 대북제재는 유야무야될 것이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독점이
초래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
인가? 현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경협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경협은 무엇인가? 현 제재 국면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고,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협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개괄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3년 차 과제에서 검토한
중장기 추진환경 및 주요 전략과제에 대한 분석 위에 근미래 남북
경협의 추진 환경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근미래의 추진 방향을 도출
함으로써 제3장과 제4장의 논의에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이 장의 목
적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점검한다.
첫째, 현 대북제재의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여,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경협’과 ‘할 수 없는 경협’을 구분한다. 현 대북제재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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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재, 유엔제재, 미국의 독자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자제재는 유엔제재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한국이 독자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유엔제재가
금지한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중심으로 제재의 내용을 간략히 검토
하기로 한다.
둘째, 근미래 대북제재의 유지나 강화, 혹은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수들을 간략히 검토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겠지만,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반도에서
의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미관계, 그리고
한국의 대선 결과 등 세 가지 변수만을 다룬다. 물론 대북제재 상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결정적 변수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북미관계의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미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2022년 초 한
국의 대선 결과는 대북제재의 유지, 완화, 강화 그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미중관계,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재의 향방이
결정되고 나면, 이후 남북 경협의 속도와 범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셋째, 환경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현 대북제재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남북 경협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논리적으로 대북제재는 현상 유지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미래의 시간표를 염두에
둔다면, 대북제재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따라 현상유지+α(제재의 부분적 강화)의 상황
이나 북미협상의 진전에 따라 현상유지-α(제재의 부분적 완화)의
상황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북미협상이 진전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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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미국 내 실무적 절차와 상호 간 협상 과정을 고려하면
근미래에 유엔제재와 미국 독자제재가 완화되어 그에 따라 실제
남북 경협이 추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재의 부분적
완화가 논의되고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에 맞게 남북 경협
실행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시나
리오와 남북 경협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

2. 중장기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과제
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성과와 한계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반도를 환동해 ‧ 환서해 ‧ DMZ지역 중심의 3대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먼저 그동안 추진되거나 언급된 남북교류의 공간은 개성, 금강산,
남포, 평양, 단천, 나진 등 특정 도시나 서해 평화수역,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등 접경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구
상은 이러한 북한의 주요 도시를 선(線)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남
북한 간에도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검토해보면,
육지뿐 아니라 해양과 재외기업의 활동공간을 포함시키고 대외개발
및 접경벨트 구축, 글로벌 개방거점 육성 등 대외 개방형 국토 형성
을 모색했기 때문이다(<그림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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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장기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북한의 개발 거점지역과 연결 및 포함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그림
Ⅱ-1>, <그림 Ⅱ-2> 참조). 북한은 2013년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하고 지금까지 27개의 경제특구(개발구)를3) 지정한 바 있다. 북한
의 경제특구(개발구)는 북중 접경에 10개, 서해안에 8개, 동해안에
7개, 내륙에 1개, 남북접경에 1개씩 위치한다. 북한 역시 국토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개방형 골격을 구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국토 테두리에 외부의 자원
을 유치하는 개방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신경제구
상은 한국과 북한이 각각 구상해 온 개방형 국토골격을 이어 붙인
것과 유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양뿐 아니라 바다가 육지와
접하는 연안도 향후 남북교류에서 주목해야 할 공간이다.
셋째,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단순히 한반도의 통합만이 아니라 남
북 하나의 시장을 동력으로 경제 영역을 북방으로 남방으로 확장시켜
결국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즉,
남북 양자 틀에서 벗어나 동북과 동남으로 확장된 틀을 구축해 나가는
구상은 한반도의 영역이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실천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4) 첫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실천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가 미비한

3) 한국에서는 북한이 경제개발구법 제정 이전에 지정한 지대들을 경제특구로 칭했고, 그
이후에 새로 제정된 곳을 경제개발구로 부르는 경향이 있음. 북한은 경제개발구법 이전에
지정된 경제지대들도 모두 (중앙급) 개발구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임. 차명철 ‧ 김선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
출판사, 2018), p. 1.
4) 이하 내용은 정은이 외,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131~134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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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둘째,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공조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전 지역적 ‧ 지구적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실천 가능한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국제적인 문제이다. 특히,
과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개혁 ‧ 개방의 추진력을 마련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여타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써 핵 개발 중인 이란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는 대상국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치 ‧ 안보적 협상 과정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즉, 남북관계 외에도 국제사회와의 협
력과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녹록지 못하며, 특히,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중 패권 경쟁
으로 치닫고 있다. 패권 경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며, 이는 기존 남
북 간 대립구조를 더욱 고착시키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동북아에서 북한의 위상은 남북 경협이 시작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다르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북한
에 대해 정치 ‧ 안보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가치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북이 지정학적 ‧ 지경학적으로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더욱이 북한은 2019년 하노이회담 이후 장기전
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자력갱생’
전략 강화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5) 여기에는 코로나19 요인도 적
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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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개방형 초광역개발축

출처: 대한민국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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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출처: “김정은식 개혁 ‧ 개방 3종 세트, 북미회담으로 탄력받나,” 한겨레, 2018.5.2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45491.html> (검색일: 2021.5.25.).

나. 단계적 목표 설정과 접근 전략
2030 환경분석 결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근본적으로 비핵화 및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협상이 진전되어야만 비로소 실천 가능하며,
더욱이 남북 간에 무너진 신뢰 회복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는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점진적 ‧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남북관계가 그 속성상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풀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는
장기간 해결해야 할 지루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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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10년간 추진 가능한 중장기 목표와 주요
전략을 다음과 같이 기존 남북 간 합의된 사업 중심으로 추진이 용이
하고 규모가 작은 것부터 단계적 ‧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제재가 유지 또는 약간 완화(혹은 악화)되는 상
황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한다. 이는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이
후 중단된 남북교류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므로 남북경제교류
재개로 1단계 목표로 설정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주로 관광 등 사
회문화교류의 인적 교류 중심으로 경제교류를 재개 및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주를 이룬다. 이를 위해서는 5 ‧ 24조치를 통해 막혔던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남북이 합의한 3통의 재개가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2단계는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한다.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은
이제는 인적 교류 중심의 협력에서 합영 ‧ 합작이 가능한 개발 및 경협
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개성공단의
산업부문 중심으로 점 ‧ 선 ‧ 면 전략으로 서부지역을 교통 ‧ 물류 ‧ 산업
벨트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서부
지역은 인구가 집중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남한의 수도권과 근접하여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거대 소비지인 중국으로
경제 영역을 넓혀 환황해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산업협력의 범위를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및 생태
환경 중심으로 동부 및 DMZ로 확장해갈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남북이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는 법 ‧ 제도적 구축을
통한 하나의 시장 형성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의 연결을 토대로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남북
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하나의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마련되는 단계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통합에 필요한 법제도적 구축
이 완성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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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미래 추진 환경 및 추진 방향
가. 현 제재 국면에서 가능한 남북 경협과 불가능한 남북 경협
(1) 대북제재 현황
현재의 남북 경협 전면 중단 상황은 2008년 이후 한국 정부가 취
한 순차적 대북제재 조치가 누적된 결과물, 다시 말하면 한국 독자
제재의 산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였고,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방북 금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금지,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을 선언하였다(‘5 ‧ 24조치’). 2016년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정부는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도
폐쇄하였다. 이후 남북 경협은 6년째 전면 중단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독자제재를 풀면 기존의 남북 경협은 재
개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2016년부터 유엔제재가 강화되어
한국의 독자제재 조치들이 대부분 유엔제재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한국이 독자제재를 풀더라도 유엔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상업적 남북 경협을 추진할 방법은 없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는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부터 시작됐지만(안보리
결의안 1695호), 2016년 이전까지는 남북 경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전 제재들은 재래식무기 및 대량살상무
기의 거래와 ‘직접’ 관련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해당 활동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스마트 제재’). 그러나 2016년 4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 2270호부터는
대량살상무기 등과 직접적으로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될

Ⅱ.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과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45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재의 성격이 완전히 변하였다(‘포괄적 제재’).6)
<표 Ⅱ-1>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주요 내용
UNSCR 2270
(2016.3.2.)
북한산 수입
∙무연탄철광석
금지(민생용 제외)
∙금 ‧ 바나듐 ‧
티타늄 ‧ 희토류
금지
대북 수출
∙항공유 금지
(인도주의용 및
민항기 해외급유
제외)

UNSCR 2321
(2016.11.30.)
북한산 수입
∙무연탄 쿼터
(年750만톤)
∙은 ‧ 동 ‧ 아연 ‧
니켈 금지
∙ 조형물 금지

UNSCR 2371
(2017.8.5.)
북한산 수입
∙무연탄 ‧ 철 ‧ 철광
석 ‧ 납 ‧ 납광석 ‧
수산물 금지
근로자 파견
∙동결
경협
∙대북합작
신규 ‧ 확대 금지

UNSCR 2375
(2017.9.11.)
북한산 수입
∙직물 ‧ 의류 완제품
금지
근로자 파견
∙비자갱신 및
신규허가 금지
경협
∙대북합작 설립 ‧
유지 ‧ 운영 금지
및 기존 합작사
120 內 폐쇄 (북중
수력인프라 및
북 ‧ 러 나진 ‧ 하산
프로젝트 제외)
대북 수출
∙정제유: 年200만
배럴상한
∙원유: 年400만
배럴상한
∙LNG ‧ 콘덴세이트
금지

UNSCR 2397
(2017.12.22.)
북한산 수입
∙ HS 7/8/12/25/
44/84/85/89
금지
근로자 파견
∙ 24개월内 철수
경협
∙조업권 구입 금지
대북 수출
∙정제유:
年50만 배럴상한
∙원유: 年 4백만
배럴상한
∙HS 72~89 금지
(민항기 수리용 제외)

금융제재
∙ WMD 관련 北기관 자산동결
∙ 北 금융기관 해외지점 폐쇄, 외환거래망 가입금지
∙ 해외금융기관 北 지점 폐쇄
∙ 대북무역 公私 금융지원 금지
출처: 임수호,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남북 경협 추진방향,” INSS 전략보고, 2018-06호 (2018),
pp. 4~5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6) 현재까지 대북 경제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은 10차례 채택됨. UNSCR. S/RES/1695 (2006); UNSCR. S/RES/1718 (2006);
UNSCR. S/RES/1874 (2009); UNSCR. S/RES/2087 (2013); UNSCR. S/RES/2094 (2013);
UNSCR. S/RES/2270 (2016); UNSCR. S/RES/2321 (2016); UNSCR. S/RES/2371 (2017);
UNSCR. S/RES/2375 (2017); UNSCR. S/RES/2397 (2017). 이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유엔 대북제재는 UNSCR. 2270~2397의 5개 결의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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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서 채택된 대북 ‘catch-all 통제’의 의무화
조항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개발이나 수출에 기여
할 가능성이 있는(또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모든 품목(any
item)’의 대북 수출입(수출+수입)이 의무적으로 금지된다. 이것이 현
대북제재의 취지이고, 이 취지에 따라 2270호와 이후 채택된 4개의
결의안들(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은 구체적 제재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엔 회원국들은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의
대북 수출(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전략물자 제재), 생산재의 대북
수출(반출)을 불허하며(대북 수입제재), 북한의 주요 수출품 수입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대북 수출제재). 그리고 관련된 금융 거
래와 육상 ‧ 해상 ‧ 항공 물류도 엄격히 통제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은 그것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유엔은 각국에
제재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만일 어떤 나라가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는 도덕적 비난에 직면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2016년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채택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하였다.7) 이 법은 유엔제재를 보다 강화된 형태로 미
국의 국내법 체계로 수용한 것이다. 즉 현 유엔제재는 모두 ｢대북제
재강화법｣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엔제재에서 다루지 않은
제재 조치들(대표적으로 인권제재)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금융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정교한 제재 조치들을 대북제재와 연결
시켜 놓고 있다.8)
7) 이 법은 2017년에 ｢대북제재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 of 2017)｣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대북제재현대화법｣은 ｢대북제재
강화법｣과 다른 것이 아니며, ｢대북제재강화법｣ 채택 이후 나온 유엔 결의안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반영한 업데이트 성격이 강함.
8)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임수호, 미국 대북제재의 체계와 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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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의 국내법인 ｢대북제재강화법｣이 왜 북미 경협이
아니라 남북 경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법이 북한
이나 미국과 같은 직접 당사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북한
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할 수 있는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유엔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덕적 비난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북제재강화법｣은 미국의
‘힘’으로 유엔제재 이행의 집행력을 담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민태은 ‧ 황태희 ‧ 정진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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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대북제재강화법｣상 2차 제재 규정
성격

대북 금지사항

제재
대상

제재 조치

∙ WMD 및 관련 금융 거래
∙ 무기 ‧ 사치품 ‧ 위폐 ‧ 위조상품 ‧ 마약 ‧
벌크 캐시 거래
∙ 자금세탁, 사이버안보 침해
∙ 제재 대상자로부터 상품 ‧
∙ 対사회 감시 ‧ 인권침해
재화 조달금지
∙ 귀금속 ‧ 흑연 ‧ 금속 ‧ 알루미늄 ‧ 철강 ‧
∙ 美 도착 선박 ‧ 항공기 중
석탄 ‧ 소프트웨어 거래
1년 내 北 해역 진입한 것
의무
∙ 금‧ 티타늄‧ 바나듐광‧ 구리‧ 은‧ 니켈‧
압류 ‧ 몰수. 선적화물 검색
제재
아연 ‧ 희토류 수출
∙ 제재 대상자 비자 발급금지
∙ 로켓 ‧ 항공기 ‧ 제트연료 수입
∙ 北 금융기관을 위해 거래를
(민항기 해외급유 제외)
처리하는 제3국 은행에 대리
∙ 미국‧ 유엔제재 대상 北 선박‧ 항공기에
계좌나 결제계좌 제공 금지
연료 ‧ 보급품 ‧ 보관 서비스 제공
(금융 관련 2차 제재)
∙ 北 선박에 보험 ‧ 등록 서비스 제공 금지사항
∙ 美 관할 내 외환거래 금지
직간접
∙ 北 금융기관에 대리계좌 제공
∙ 美 관할 내 금융기관에 의한
연루된
(경유포함) 신용 ‧ 지불이전
∙ 금융적 ‧ 물질적 ‧ 기술적 지원
북한인,
금지
∙ 北 관료에 뇌물 제공 혹은 관련 공금 미국인,
∙ 美 내 자산 거래 금지
횡령 ‧ 절도
제3국인
∙ 수출통제 강화
∙ 석탄 ‧ 철 ‧ 철광석 ‧ 섬유 거래
∙ 北과 군수 거래국에 대해
∙ 北 자금 ‧ 자산 이전
원조 보류
∙ 벌크 캐시‧ 귀금속‧ 보석 및 여타 가치
∙ 北 주민 노동력이 들어간
있는 물품 거래
재화 ‧ 상품 수입 금지
재량권 ∙ 원유 ‧ 콘덴세이트 ‧ 정제유 ‧ 석유제품 ‧
∙ 北 근로자 고용인 제재
제재
LNG ‧ 천연가스 거래
∙ 금지사항 위반자에게 민사
∙ 도박 등 온라인 상업활동
처벌(25만 달러 벌금) 혹은
∙ 北 어업권 판매
형사처벌(100만 달러 이하
∙ 식량 ‧ 농업제품 수출
벌금 혹은 20년 형)
∙ 北 근로자 해외송출
∙ 北 운송 ‧ 광업 ‧ 에너지 ‧ 금융산업
관련 거래
∙ 北 금융기관 운영
출처: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22 U.S.C. 9214, 9221,
9221(a), 9223, 9224, 9225(c), 9226, 9241(a), 9241(b));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50 U.S.C.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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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능한 남북 경협과 불가능한 남북 경협
그렇다면 현 제재 상황에서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은
무엇이고, 추진할 수 없는 남북 경협은 무엇일까? <표 Ⅱ-3>은
한국의 독자제재 조치를 각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상
업성 거래(교역)와 비상업성 거래(교역), 그리고 일반교역, 위탁가
공교역, 경제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은 통일부의 공식
분류에 따른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현 단계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근 논의되어온 일부 예외적 사업들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표 Ⅱ-3> 한국 정부 독자제재에 따른 남북 경협 현황
구분

내용

일반교역

위탁가공 및 경제협력사업
2010년 5 ‧ 24조치로 전면중단
外 물자교류 (농수산물 등)

위탁가공
교역

개성공단 外 임가공
2010년 5 ‧ 24조치로 전면중단
(주로 평양지역 의류 임가공)

경제협력
사업

∙ 관광사업: 2008년 민간인 피격
사건 이후 중단
∙ 개성공단: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전면중단
∙ 자원-경공업 협력: 정부 차원
시험 추진되다 2008년부터
중단
∙ 기타 대북투자: 2010년 5 ‧ 24
조치로 전면중단

상업성
거래

비상업성
거래

비고

개성공단, 관광사업,
자원개발-경공업 협력,
기타 대북투자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용 물자 반출
사회문화
협력

사회문화협력용 물자 반출

원칙적 금지, 방북 불허
원칙적 금지, 방북 불허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통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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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성공단
남북 경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개성공단은 현 상황에서는
재개가 불가능하다. 우선 개성공단은 대북합작의 설립 ‧ 유지 ‧ 운영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설사 유엔
제재위원회로부터 개성공단이 대북합작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공단 가동에 필요한 물자의 반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기계류, 전기전자제품류, 철강류 반출은
2397호에 위배된다(섬유원자재 반출은 가능). 개성공단 가동의 주요
결과물인 의류와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각각 2375호와 2397호에
의해 국내 반입이나 해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즉 개성공단이 가동
되더라도 북한주민 이외에는 판매 루트가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
대부분은 국내로 반입되고, 일부는 해외로 수출되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주민에게 합법적으로 판매된 경우는 없다.
설사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하더라도 북한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미비하다.
한편, 한국측 운송수단을 활용한 개성공단용 반출입품의 운송, 즉
남북한 간 물류 그 자체가 2397호의 운송기기 대북수출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물론 해당 물류는 운송기기의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북한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무역에
서는 소유권이나 이용권의 판매와 무관하게 물품이 세관을 넘어
가는 행위 자체가 수출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이 남북한
철도연결 공동조사를 위한 우리측 기관차의 일시 반출이나 심지어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이러한 해석을 들어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등 상업적 물류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도 북한의 육상운송 수단을 활용한 남북한
물류는 가능하다.9) 하지만 이 경우 북한에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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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벌크 캐시나 금융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경제적 대가를
현금이 아닌 비제재 품목으로 현물지급한다면 제재위반 소지는
피해갈 수 있다.
개성공단은 미국의 인권제재와도 직결되어 있는데, 사실 개성공단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것이다. 유엔제재는 북한의 해외 인력송
출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은 이에 더해 북
한 내에서 제3국 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미국의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단, 북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갈취되지 않고 모두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입증
되는 경우(입증의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다) 해당 제재는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 체제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상당수가 미국과 거래가 없는
내수기업이므로 미국의 ‘2차 제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는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까지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과 달리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맞으면 달러 거래 시스템에서 퇴출되므로
문자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은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꺼릴 것이고, 해당 기업은 도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제재야말로 미국의 독자제재가 남북 경협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의 원천이다.

9) 북한의 해상운송 수단 ‘수출’은 금지사항임. 따라서 북한의 해상운송 수단을 활용한
물류 역시 금지사항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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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 역시 현 제재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대북관광 자체는 유엔제재나 미국 독자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대북합작의 설립 ‧ 유지 ‧ 운영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대북합작이 아니
라는 유엔제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관광 재개가 가능할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면
10년 이상 방치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데, 관련 물자 중 상당수가
2397호 제재품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물자의 운송 자체가
운송수단 수입제재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 당연하지만
운송수단의 수입제재 문제는 관광이 시작되어 한국 국민들이 우리
측 육상 운송수단이나 해상 운송수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제기될 소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관광대금의 경우, 벌크
캐시나 금융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이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개별관광은 가능한가? 개별관광은 위의 여러 가지 제재
위반 소지를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이다. 우선, 금강산 내
현대아산측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북한이 자체로 만든 시설을 이용
한다는 점에서 대북합작 금지조치와 개보수용 물자반출 금지조치
위반 소지가 없다. 또한, 제3국(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입국한 후
다시 제3국을 통해 귀국한다는 점에서 인력 운송의 제재 위반 소지
역시 우리가 부담할 위험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대금의 경우,
개별관광객이 개별적으로 소액지출을 하는 것이므로 벌크 캐시
위반 소지도 크지 않다.10) 따라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10) 물론 미국은 지금까지 ‘벌크 캐시’의 규모에 대해 한번도 정의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벌크 캐시로 규정할 수 있음. 즉 관광객 1인이 쓰는 돈은 벌크 캐시가 아니지만,
모든 관광객의 지출합계는 금액이 상당하므로 벌크 캐시에 해당한다는 것임. 하지만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대북관광도 문제 삼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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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도 추진을 고려할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즉 우리 국민 중 금강산을 1박 2일로 방문하
기 위해 ‘서울 → 북경 → 평양 → 금강산 → 평양 → 북경 → 서울’의
불필요하고 복잡한 여행 루트를 감내하고, 그에 따르는 과도한 여행
경비 지출을 감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따라서 개별관광은 남북
한 직통 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문제는 남
북한 직통 경로를 활용할 경우, 대북 운송수단 수입제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 위탁가공교역, 일반교역, 기타 경제협력사업
나머지 상업적 거래의 경우 비교적 논의가 간단하다. 우선,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주로 평양) 진행되었던 위탁가공사업의 경우, 한국
에서 원자재와 기계류를 보낸 다음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대부분 의류)한 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지역만 다를 뿐 개성공단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모든 유엔제재와 미국 독자제재가 동일
하게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교역의 경우, 북한산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형태
로 진행되었다.11) 여기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수산물, 농산물,
광물, 모래 등인데 이 제품들은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12) 다만, 농산물의 경우 전 품목이 아닌 특정
품목만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품목이 금지되지는 않았어도 운송
수단 수출금지와 벌크 캐시 및 금융 거래 금지에 위배될 수 있음은
중국의 대북관광을 문제 삼은 적은 없음.
11) 물론 기록상으로는 한국의 반출도 있음. 하지만 이는 대부분 식량 지원이나 개성공단
건설자재, 식자재, 개성공단이나 평양 위탁가공용 원자재, 설비들임.
12) 북한산 토석류(HS code 25)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모래, 자갈 등이 여기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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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다. 최근 비제재품목의 물물교환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품목
제재와 벌크 캐시 및 금융 거래 제재는 회피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운송수단 반출금지(수입제재)에 위배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사업 중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제외한 나
머지 사업들, 즉 북한산 광물과 우리의 경공업자재를 물물교환하는
거래와 기타 투자사업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북한산 광물은
반입 금지품목이다. 기타 투자사업은 민간의 대북투자를 의미하는
데 이는 대북합작 금지에 위반된다.
결국 현 단계에서는 기존 남북 경협 중 상업적 거래는 사실상 추진
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물론 개별관광이나 비제재
품목 물물교환의 경우 그나마 검토해볼만 하지만, 전자의 경우 경제적
타산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운송수단 수입제재에 해당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타산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성을 담보하자면 결국은 남북한 직통경로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운송수단 수입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질문도 필요하다. 우리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규모의 경협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제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를 감내
하고서라도 해당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라는 전략적 판단이다.
자칫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 비상업성 거래
결국 현 단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비상업적 거래, 즉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물자반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교류에는 대북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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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과 남북한 간 제도적 협력을 위한 경제기술적 협의, 그리고 이
를 위한 물자반출이 포함된다.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이나 보건의료
지원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북한과 한반도의 생태학적 위기
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대북 개발
협력과 일정 정도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는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
자가 이른바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따라서 해당
물자의 북한 내 분배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만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둘러싼 과도한 제재 적용, 즉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까지 운송수단
수입제재를 적용하는 행태는 제어 내지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협력에 필요한 일부 민감
물자의 반출 역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미래 대북제재 및 남북 경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
이상으로 우리는 현 대북제재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현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경협과 추진
할 수 없는 남북 경협을 구분해 보았다.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대북제재와 남북 경협의 근미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미중 전략경쟁 양상,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미관계, 그리고 한국의 대선 결과 등이 대북제재와
남북 경협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북제재와 남북 경협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당연히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변수이다. 하지만 핵 문제는 북미
간 협상과 힘겨루기만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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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미중 간 전략경쟁은
남북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으로부터 다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미중관계와 북미관계에 따라 대북제재와
남북 경협의 향방이 결정되고 나면, 그 속도와 범위는 2022년 한국의
대선 결과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가) 미중 전략경쟁과 남북관계
최근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경쟁-협력 복합관계’
에서 경쟁이 협력을 지배하는 ‘전략적 갈등관계’로 굳어지고 있다.
경쟁-협력 복합관계에서 경쟁은 동일한 체제에서 표준을 주도하려는
‘건설적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급적 상대방의 핵심
가치나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려 하고,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 이익의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반면, 전략적 갈등관계에서 경쟁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려는 양상으로, 멈추기 어려운 ‘악성 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경쟁이 점점 더 빈번하게 전략적 성격을 띠고
핵심이익이 걸려 있는 영역으로 확산하며, 이익의 영역을 넘어서
체제나 이념의 영역으로까지 확산한다. 따라서 갈등은 타협의 방식
으로 조정되기 어렵다.13)

13) 경쟁-협력 복합관계와 전략적 갈등관계를 포함해서 미래 미중관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신종호 외,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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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미래 미중관계의 5가지 유형

출처: 신종호 외,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66.

이러한 전망은 어느 정도 냉전질서를 연상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중관계가 과거 냉전과 유사한 형태의 질서로 귀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다. 냉전질서는 양극체제(bipolar system)
였고, 대부분의 나라가 어느 한 진영에 귀속되어 진영 간에는 교류
하지 않는 질서였다. 하지만 미중관계에서는 향후 상당 기간 미국
우위상황(unipolar moment)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미중 전략경쟁
역시 아직은 패권경쟁보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때리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냉전시대 진영에 비해서는 비할 바 없이 느슨하고, 세력권을
넘어선 국가 간 상호의존성 역시 매우 높다. 무엇보다 첨단산업을
제외하면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여전히 강하며, 환경 문제,
보건 문제 등 협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으로 덜 비관적인 전망이 남북관계에는 적용
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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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만큼 현저하지 않다. 사실 오바마-시진핑 시대 이래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대등
한 것이었다. 미국이 북핵 문제의 키를 쥐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의도를 좌절시킬만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이 다른 지역이나 이슈보다 한반도에서 더 치열
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간에는
미국의 세력권이나 중국의 세력권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국가들 간
관계와 달리 협력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한 간 경제
협력은 1989년 이후 26년간 진행됐지만, 상호의존성이라고 불릴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실 6년간 남북 경협이 전면 중단된 현실
자체가 상호의존성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탈냉전 이후 남
북한 간에는 많은 정치군사적 합의가 있었지만, 어느 것도 제도화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강대국 정치(politics of powers)’의 영향력이 극적으로 커질 수 있다.
즉 미중 전략경쟁이 한미, 북중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의 구심
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남북관계의 원심력을 작동시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남북관계가 가진 상대적
독자성의 영역은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한반도
정치역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냉전질서였다. 당시 남과 북은
각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종속 편입되었고, 서로 군사적, 이념적 대립과 갈등 이외
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러한
형태의 질서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의 단절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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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대(對)중국 경사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간 북한은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중국이나 한국의 대북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5 ‧ 24조치, 그
리고 무엇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이러한 경제적 등거리 구상은 장기
간 작동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종속의 우려가 있더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
이다. 2000년대 중, 후반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 관여정책을
추진하면서 북중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정책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킨다기보다는 경제협력을
핵 문제 등 정세 개입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는 정도였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 세력권 확장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북투자와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북한이 자주권 침해 우려로 인해
그간 거부해 온 일이지만, 더이상 대체 출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
으로서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에서 남북 경협이 차지할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단지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그칠 수도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문제에서 다자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한반도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미중 간 분쟁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아직은 한반도 문제에 노골적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미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아직 중국은, 최소한 중앙 정부 차원에
서는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이탈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반도도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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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는 경우, 비관적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나)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핵 상황의 개선과 악화는 거의
전적으로 북미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북한은 북미협상이 진행될
때는 핵 문제에서 자제력을 발휘했지만, 협상이 교착될 때는 예외없이
‘전략적 도발’을 통해 미국을 견인하는 정책을 추진하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 ‘벼랑끝 전술’은 단기적으로나마 북한에게 일정한 보상을
가져다주곤 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 확연해진 2000년대 후반
부터 북핵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특히 미중관계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의 일
환으로서, 중국 견제에 필요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동아시아 군사
동맹 강화 등을 위해 북핵위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정책,
즉 북핵 문제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되 과도한 대북 압박이 북한의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은 방지하는 이중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2차 북핵실험 이후 채택된 포괄적 관여정책이다.14)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대미 협상력을 축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
문제에서 미중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주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
였다. 이 시기 북한이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자주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 접근한 중국의 어중간한 대

14)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s: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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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사드 사태는 북핵 문제에서 미중 간 협력구도를 경쟁구도로 전환
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가 결정되자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서 금지한 대북 광물수입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결과적으로 2016년 중국의 대북 광물수입액은
2015년의 그것을 초과하게 된다. 2017년 4월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력하면 무역분쟁에서
일정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했고,15) 이는 2017년 하반기
안보리 결의안 2371호, 2375호, 2397호가 연달아 채택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북제재 레짐이 완성되자마자 시진핑
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2018년부터 전방위적인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중관계가 전략적 갈등관계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우세해진 것도
이 시점부터였다.
시진핑이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적극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북한을 ‘희생’시켜서라도 더 중요한 이익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2017년 하반기 채택된 3개의 안보리
결의안은 2차 대전 이후 채택된 경제제재들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북한이 볼 때 중국의 선택은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고,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그간의 정책적 스탠스(포괄적 관여)를 내팽개친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고,
“조중관계의 붉은 선(red line)을 난폭하게 짓밟”았다는 것이다.16)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는 버퍼가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하는 촉매제로 작용
15) “[특파원리포트] 미중 패권다툼 후순위로 밀려버린 북핵폐기,” KBS NEWS, 2018.9.1.
16) “통일부 北, 중국 직접 지칭 비난 대단히 이례적,” 연합뉴스, 2017.5.4.,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4069500014> (검색일: 2021.10.15.).

62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북한은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인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북한의 선택은 주효했다. 평창 올림픽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
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배제된 남 ‧ 북 ‧ 미 협력모델을 창출했다. 다급해진 중국은 다시 북한
을 끌어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지하듯이 2018년과 2019년에 걸
쳐 무려 6번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국 정상과 언론은 과거
‘혈맹론’을 연상시키는 담론들을 내뱉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정상회
담들에서 북한과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길
이 없다. 다만, 중국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대북지원을 약
속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정전협상 당사자들
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기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17)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환영한다는 공개적인 메시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을 주장하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한 당사
자들끼리의” 평화협정, 즉 남 ‧ 북 ‧ 미 3자 평화협정을 주장해왔기 때
문이다.18) 즉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 배제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3자가 되었던(북 ‧ 미 ‧ 중), 4자가 되었던
(남 ‧ 북 ‧ 미 ‧ 중) “정전협상 당사자들”(여기에는 당연히 중국이 포함
된다)이 참여한 다자협상은 북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으로 볼 수
있다.
17)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18)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2009), p. 8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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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년사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제
4차 북중 정상회담(2019.1.)을 가진다. 이 회담에서는 양국의 외교,
안보, 경제 분야 핵심 참모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비핵화, 평화
체제, 대북제재, 경제발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은 “조선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정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19) 이
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전략전술 입안에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
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
에서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
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
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
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20) 핵협
상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라의 생존과 발전에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하겠다는 위협인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북핵을 용인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제4차 북중 정상회담 한 달 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2019.2.)이
열렸다. 주지하듯이 그 결과는 ‘하노이 노딜’이다. ‘하노이 노딜’은
미일관계와 국내정치를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통적인
입장은 ‘조선반도 핵 문제’는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남 핵우산
폐기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비핵지대화론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201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핵우산 폐지를 요구하지 않고 한미연합
19) 정재홍, “김정은의 ‘새로운 길’과 4차 북중정상회담의 평가 및 시사점,” 정세와정책,
2019-03호 (2019).
20)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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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때 전략자산 전개 중지만 요구하였다.21) 그리고 2018년 싱가
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조선반도 핵 문제’가 북한 핵 문제임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2018년 하반기부터, 특히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부터 다시 미국의 핵우산 폐지와 자신의 비핵
화를 연계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다.22) 또한 비핵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미국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전통적인
비핵화 방식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
는 핵군축론적 접근을 주장하였다.23) 이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만일 미국이 비핵화의 입구에서 비핵화의 최종단계 로드맵을 포함
하는 ‘포괄적 합의’를 요구한다면, 자신들도 비핵화의 최종단계,
즉 핵우산 폐지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압력이기도 하다. 하노이
노딜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영변 플러스 알파’ 문제 역시 포괄적
합의론과 단계적 합의론의 충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비록 트럼프가 빌미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2019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합훈련 때 전략자산 전개 중지)가 아니라 전면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남 핵우산 폐지와 한미연합훈련 폐지는 북한의 이익이
기도 하지만 중국의 이익이기도 하다. 대남 핵우산은 비단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견제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핵전략의
일단인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은 그것의 실행 연습이
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론’, 즉 비핵지대화론과
중국의 ‘반도 비핵화론’의 접점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이

21) “북, 비핵화 대가 5개안 미국에 제시했다,” 한겨레, 2018.4.13.
22)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조선반도’가 바로
비핵지대화론임.
23) 이정철, “하노이 회담의 쟁점과 한반도 평화체제,” (2019 중국 차세대 정책전문가 포럼
발표문, 2019.6.14.), pp.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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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비핵화 협상을 ‘공동으로 연구-조정’
할 수 있다면, 북핵 비핵화 협상은 중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대리
협상의 장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이 문제에서 자신의 이익
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른 이슈에서 미국의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잠재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북핵협상에서 도발도 타협도 하지
않는 버티기 전략을 택한 모양새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선포한 ‘장기 정면돌파전’이다.24) 북한은 버티
기의 원동력으로 자력갱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있다고 봐야 한다. 2019년 6월 시진핑의
방북이 그 분기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곧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중국의 지원은 아직은 ‘대북제재 해제’라는 레토
릭 수준에 머물고 있고, 물질적 지원은 석탄 ‧ 유류 밀수 눈감아주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고 나면, 중국
의 대북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
반할 수는 없으므로, 중국의 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명분 아래 진행
될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는 조금씩 형해화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심각한 산업난이나 인도적 위기가 발생
하는 경우, 중국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수출이 금지된 생산재 지원
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유엔제재로 인해 산업 붕괴와 인도적 위기
가 촉발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를 지속하는
것 역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
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제동을 걸 명분도 없다. 결과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독점으로 나타날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과감한 대북 접근
이 없는 한, 북핵 문제의 교착은 장기화될 것이다.
2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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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지원을 공론화하고 있는
것 역시 미중 전략경쟁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
자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인도적 위기가 폭발
하는 상황을 예방함으로써 대북제재가 유지될 명분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독점을 막자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의 무질서한 철수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상황
에서도, 아프간 철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1년 가을에는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 제재를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한다는 소식도 있었다.25) 현시점에서 향후 북
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판단하
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중 전략적 결탁의 추세,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
하는 추세는 당분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2)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미관계26)
미중관계가 북핵 문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
에서 북미협상이 가지는 결정적 중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지
하듯이 북미 간 북핵협상은 ‘하노이 노딜’ 이후 실무협상에서 교착을
반복하다가 미국 대선을 계기로 완전히 중단된 상황이다. 최근 아프
간 사태 역시 미국의 북핵협상 재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핵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대북
25) Ian Talley, “Biden to Temper U.S. Use of Sanctions Weapons, Officials Say,”
Wall Street Journal, July 6, 2021, <https://www.wsj.com/articles/bidento-temper-u-s-use-of-sanctions-weapons-officials-say-11625500717> (Accessed
October 15, 2021).
26) 북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안경모, “제재와 북미관계 시나리오,” (통일연구원 서면자문
자료, 2021.8.30.); 안경모, “바이든 정부와 북미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서면자문
자료, 2021.9.10.)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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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시정책’ 철회와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의 선제적 이니셔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 적대시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북한은 아직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기다림이 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현 교착상태를 타파할 의지를 갖고 있
는 것일까? 바이든 행정부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지만, 핵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
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2018.4.27.)｣(이하 “4 ‧ 27판문점선언”)이 재확인되었지만, 싱가포르
합의나 4 ‧ 27판문점선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이 없거나 그와 무관한 내용들이다. 다만,
종전선언이 4 ‧ 27판문점선언에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북한이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해 다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
다는 점에서,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긍정적 시
그널을 보낸다면, 북한이 그것을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
향후 북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북미관계의 향방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결과론적 ‘전략적 인내’의
시나리오, 의도적 ‘전략적 인내’의 시나리오,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
로세스가 재가동되는 시나리오 등 세 가지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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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과론적 ‘전략적 인내’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 행정
부의 일괄타결 방식 모두와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의 전략적 인
내로 귀결되는 상황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이 완전한 비핵
화를 지향하면서도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해제의 교환을 배
제하지 않는 ‘실용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북미관계의 미래
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점이다. 또한 누차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이슈의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외교적 접
근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이다.27) 그러나 문
제는 시간이다.
현재 북미관계는 일종의 정중동(靜中動)의 상황이다. 이미 상호
공약이 상당히 훼손되기는 했으나 아슬아슬하게 지켜지고는 있는
핵과 ICBM실험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축소가 맞물린 쌍중단의 암
묵적 합의하에 핵 개발과 제재라는 능력 대 능력의 격렬한 충돌은
중단 없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데 이어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입에 오르내리며 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에게 현재의
상황은 강력한 현상타파 압력이 작동하는 ‘손실의 영역(domain of
losses)’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시간이라는 변수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접근법을 전략적 인내와
다름없는 ‘말려죽이기’ 전략으로 느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27)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는 이하 기사를 참조할 것.
John Hudson and Ellen Nakashima, “Biden Administration Forges New Path
on North Korea Crisis in Wake of Trump and Obama failures,” Washington
Post, April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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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탑 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 중심의 바텀 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핵 본토 타격 위협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이 쌍중단 속에 무뎌져 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미국, 특히 민주당 정부에게 악몽과 같았던 베트남 철수와 주이란
미대사관 인질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악재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가
니스탄 철군은 북한 이슈의 우선순위를 위협하는 주요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시화된다면 북한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첫째, 자력갱생에 올인하는 것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제재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시나
리오로 보기 어렵다.28) 둘째,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
즉 중국이라는 대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
았듯이, 이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중이 각자의 이유로
‘한반도 공동관리(condominium)’를 포기하는 상황이 나타날 때 현실
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재연하며 미국을
강압하려 시도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2017년과 같이 한반도에
극단적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비단 북
핵협상이 장기간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북핵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장기간 유의미한 타협을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이
판을 다시 짜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28)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김규철, “북한경제 추세에
대한 시각의 재점검: 생산과 후생 자료로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 비교,”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 (2021). 제재의 효과와 북한의 자력갱생 전략에 대한 평가로는
다음을 참조. 임수호,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INSS
전략보고, 통권 115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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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도적 ‘전략적 인내’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북전략이 북한의 굴복을 겨냥한
정책으로 귀결되는 경우이다. 현 대북제재가 북한의 굴복을 겨냥한
유례없는 고강도 제재라는 점, 미국 내에서 제재 외 대안 부재론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이러한 시나리오는 하나의 선택지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굴복론이 최선의 대안
으로 지지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미중 전략적 갈등의 심화와
연계되어 미국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강조는
‘불량국가’ 북한과의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굴복론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을 강조하며 체제
자체의 도덕성을 문제삼고 있는 민주당 행정부의 전통적인 자유주
의적 접근이 기존의 굴복론과 결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 정권에게 굴복은 최악의 선택지이자 레드라인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국가이익보다 우선되는 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효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북한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적 불만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압력
으로 전달될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라는 배후세력의
존재 역시 제재의 경제적 효과가 정치적 효과로 전환되는 통로를
차단하는데 기여한다. 핵무기라는 전략자산을 가지고 있고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압정책은 북한의 굴복
보다는 오히려 전략적 도발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강 대
(對) 강’의 충돌은 2017년 한반도 위기의 재연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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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시나리오
세 번째는 시나리오는 지난 기간 평행선을 걸어온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과 미국의 포괄적 접근법이 접점을 찾으면서 중단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시나리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
핵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북한은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미국
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북미 양국의 서로 다른
인식이 놓여 있다. 이것이 ‘하노이 노딜’과 이후 북미 실무협상의 교
착을 낳은 근본 쟁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한식 단계적 접근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
장이다. 하지만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신중하고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국면적
접근(phased approach)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다.29) 주지하듯이 국면적 접근법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 대표가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비건의 발언은 북미정상회담
이나 이후 실무협상에서 견지되지 못하면서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소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러한 접근법이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를 도출해낸 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팀이 공유해 온
아이디어의 연장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란 모델을 상정한 이른바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에 의한 2단계 접근법이 그것이다.30)
29) John Hudson and Ellen Nakashima, “Biden Administration Forges New Path on
North Korea Crisis in Wake of Trump and Obama Failures,” The Washington
Post, April 30, 2021.
30) Antony Blinken,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
New York Times, June 11, 2018; Antony Blinken, “To Win a Nobel, Trump
Should Look to the Iran Deal,” New York Times, May 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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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이 청문회 발언을 통해 국면적 접근법을 긍정적
으로 검토할 것을 직접 시사한 바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된다.31) 징벌
적 수단으로서가 아닌 외교적 수단으로서 제재의 효과성을 전반적
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최근의 보도 역시 바이든
외교팀의 이와 같은 접근법을 잘 보여주는 움직임이다.32) 둘째,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등장한 이른바 ‘군비통제론’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33) 특히 해당 입장들이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문가
그룹을 넘어 최근 지역전문가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34) 군비통제적 접근법은 상호성과 단계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면적 접근법과 접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사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면적 접근’이 부상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실제 북미협상에서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내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핵
군축론적 접근’이 아니냐는 한국과 일본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반대와
이를 매개로 한 의회의 반대를 뚫고 ‘국면적 접근’을 추진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35) 북한 역시 “비핵화 조치 대(對)
제재 해제”가 아니라 “적대시 철회 대(對) 조미협상 재개”라는 보다
31) “바이든 사람 블링컨 ‘트럼프의 중국 강경책 옳았다’,” 중앙일보, 2021.1.20.
32) Ian Talley, “Biden to Temper U.S. Use of Sanctions Weapons, Officials Say.”
33) 문정인, “바이든 행정부의 세 갈래 길,” 한겨레, 2020.11.30.
34) Victor Cha, “Engaging North Korea Anew: A Bold Political Strategy Should
Accompany Nuclear Negotiations,” Foreign Affairs, November 17, 2020; Eric
Brewer and Sue Mi Terry, “It Is Time for a Realistic Bargain With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Is Probably Out of Reach for Now-but It Might Be
Possible to Reduce the Nuclear Threat,” Foreign Affairs, March 25, 2021; 마이클
그린, “미국이 북핵 보유 일단 용인할 수도,” 중앙일보, 2021.4.9.
35) 임수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시사점,” INSS 전략보고, 통권 107호
(202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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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적 접근으로 되돌아간 상황이어서36) 미국의 ‘국면적 접근’
을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021년 들어 북한이 미국의 대북접
근을 계속 거절하고 있고, 한미군사연습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론
으로 맞받아치는 것 역시 이러한 원칙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더라도 2018년의 속도를
재현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최근 북한이 종전선언을 수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대미 요구수준의 하향조정을
시사한 것일 수 있어 주목된다.

(3) 국내적 요인: 국내 대선
2022년 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은 이미 대선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대선 결과가 대북제재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 않겠지만, 대북제재의 향방이 결정된 이후 남북 경협의 속도와
범위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고 불리는 대북 개발협력사업 자체는
대선결과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한국 정부는 이름은 달랐지만 내용적으로는 매우 동질
적인 대북 개발협력 구상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역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제외하면 기존의 대북 개발협력
구상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남북 경협이 남북한
경제통합과 장차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서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이르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재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상이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37) 우선, 평화의
3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7.10.
3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임수호, “한국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이명박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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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차이이다. 현재의 여당은 남북한 간 ‘관계적 평화’를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구조적 평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즉 양측 모두 북핵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만, 여당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반면, 야당은 선 북
핵 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의 입장이 강하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증진과 이를 위한 남북
경협은 자칫 북한에 핵 개발 자금을 ‘퍼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현재의 여
당은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관여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이는 남북한 간 비정치적 교류협력, 특히 경제적 교류협력의
증진이 결국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고, 나아가 정치적 변화까지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주지하듯이 이는 유럽통합에 대한 기능
주의적 접근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현재의 야당은 기능주의는
남북한 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유럽통합과
달리 남북한은 이질적 체제를 갖고 있어, 기능주의적 접촉 자체가
매우 정치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한 경제적 교류를
‘자본주의 황색바람’ 유입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고, 한국
내에서 남북 경협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38)
따라서 대선 결과는 북미관계와 함께 근미래 남북 경협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만일 현재의 여당이 정권 재
창출에 성공한다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 경협 정책은 현
정부의 구상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차기 정부 시기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9권 제1호 (2010).
38) 임수호, “한국의 국가안보와 남북한관계,” 박인휘 엮음, 세계화시대 한국의 국가안보:
주요내용과 특징 (서울: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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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에서 돌파구가 생기고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협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고, 대북 개발협력사업 역시 본격
추진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미관계 경색
이 지속된다면, 남북 경협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 한국
내에서 다양한 ‘제재 우회론’이 논의되겠지만, 그것이 실행될 가능성
도 낮다. 이 경우 한미 갈등과 미국의 경제적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
이다.
반면 현재의 야당이 집권을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북미관계 교착
이 유지된다면, 근미래 남북 경협의 재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판단된다. 야당은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야당의
지지기반을 고려할 때, 기능주의적 접근을 도입하기보다는 정치적
접근, 즉 북한의 선비핵화, 후보상의 프레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북미관계에서 돌파구가 생긴다면, 상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 국면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
되면,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코리아
패싱’론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야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도,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근미래 남북 경협 재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북정책 재검토에 걸리는 시간,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남북 경협 재개의 시점은 현 여당의 정권 재
창출 시나리오보다는 늦어질 소지가 있고, 남북 경협의 과감성에 있
어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접근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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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리오별 근미래 새로운 전략목표와 주요사업
이상으로 우리는 향후 대북제재와 남북 경협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변수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 즉 현상유지, 부분적
악화(현상유지+α), 부분적 개선(현상유지-α)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근미래 남북 경협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현상유지와 악화의 경우, 남북 경협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추진방
향은 하나로 묶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1) 현상유지 혹은 악화
(가) 현상유지 시나리오
현재로서는 근미래 남북 경협 재개의 여건이 현상유지되는 시나
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서 북미관계 변수이다. 주지하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여 잡고 있다. 즉 의도적
으로 전략적 인내를 추진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하지만, 바이
든 정부의 ‘신중하고 조정된 접근’이 북한이 요구하는 핵군축론적 접
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사 미국 행정부 내에 핵통제론적 접근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도, 미국 내부 정치동학과 한미동맹, 미일
동맹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결과론적’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고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39) 여기다 최근 아프간 사태가 발생
39) 임수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시사점,” p. 4.
Ⅱ.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과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77

함에 따라 미국의 외교 아젠다에서 북핵 문제가 가지는 위상은 상당
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 경우 북한의 선택은 두 가지일 수 있다. 북중동맹 강화를
배경으로 전략적 도발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상당기간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는 북한식 전략적 인내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미래라
는 단기적 시간표로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판단된다. 전자의 경우 중국의 지원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설사 암묵적 지지를 받더라도 제재 완화나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공식입장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협력공간이다. 북한이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
파전’을 선언하면서도 그것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셋째, 북미관계가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선결과는
근미래 남북 경협의 방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의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우, 남북관계 경색 국면
타파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지만, 북한은 한미동맹과 대북제
재의 구속력하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한미동맹과 대북제재의 제약을 벗어날 이유가
없고, 굳이 북한을 자극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 야당이
집권하는 경우 상당기간 대북정책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 상황악화 시나리오
남북 경협 재개의 여건이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이른바 ‘전
략적 도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이 전략적 인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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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도발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다.
우선,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넘어 북한의 굴복을 전제로 한 강압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를 높이거나 추가
적인 대북제재, 예컨대 정제유 수입 쿼터를 줄이거나 나아가 원유
수입 쿼터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중국을 겨냥한
한반도 인근해역에서의 해상통제 강화 역시 북한은 자국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다음으로, 역설적이게도 미중 전략경쟁의 정반대 양상도 북한의
도발을 유인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미중
협력관계를 이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은 심화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한반도는 미중 간 협력공간으로 남아 있고 미중경쟁의
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때리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중국에 양보의 제스처를 취한다면, 중국
으로서는 북한을 희생해서 혹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타협해서 더
중요한 핵심이익을 챙기는 것도 선택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미중협력과 한반도
긴장이 함께 가는 패러독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대선결과가 상황 전개에 일정한 영향
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현 정부처럼 북미 중재자론을 자임
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북미 간 대립을 조정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중시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한국 정부가 북미대립에 적극
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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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상유지 및 상황악화 시나리오 시 경협 추진방향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현상유지와 상황악화의 시나리오는
개별적 시나리오지만, 남북 경협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현상유지의 상황에서는 근미래 남북
경협이 재개될 여지가 남아있지만, 상황악화 시나리오에서는 그 공
간이 완전히 닫힌다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남북 경협 재
개의 여건이 악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경협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첫째, 현상유지와 상황악화의 시나리오에서는 현 대북제재가 유지
내지는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남북한 간 상업적 교류는 사실상 불
가능하다. 이는 앞서 3절의 가.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 다만 덧붙
이고 싶은 것은, 남북한 간 상업적 교류의 경우 대북제재의 기술적
요구조건만이 아니라 취지까지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 대북제재는 북한과의 상업적, 물질적 교류를 차단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하고 있다. 북한 경제를 직접 타격하여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도를 좌절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재
우회’와 같은 편법은 설사 아주 정교한 방법론이 고안되더라도 근본
적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 상황을 단순히 남북 경협의 공백기로만 이해할 것이 아
니라 남북 경협의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일단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남북 경협은 앞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권제재는 핵 문제 해결과 무관하
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성공단 운영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
합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과 금융권이 미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과거 남북 경협은 무관세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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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향후 경협 규모가 커지는 경우 경제적 피해를 보는 WTO
(세계자유무역기구) 회원국들, 특히 남북한 간 급속한 접근을 우려
하는 중국과 일본의 제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경협이 재개되기 전에 남북한 무관세 거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나
아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상대방에 대한 ‘특혜와
우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북 개발협력의 청사진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남북 경협
패러다임은 노태우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서,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남한의 자본-기술과 결합하는 패러다임이다. 그간 역대
한국 정부는 모두 이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대북 개발협력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서로 이름은 달랐지만 내용은 본질적 차이가 없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 해도, 한국경제는 너무도 변했다. 노동
집약적, 자원집약적 산업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아니며,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산업에 주도권을 넘겨준 상황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역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30년 전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경우 과연 남북 경협이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30년 전 남
북 경협이 처음 시작될 때 경협주체는 대기업이었다. 하지만 지금
경협주체는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업들이다. 그리고 대기업이 경협
주체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신성장동력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변화된 한국경제, 변화된 글로벌 가치사슬에
남북 경협이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대북제재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향후 새로운 남북 경협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표
적인 것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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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설사 미국이 다양한 명목으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반
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돌파’
해야 하는 분야는 물질적, 상업적 교류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 분야
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위기, 전염병 위기 등을 감안, 한국 주도 다자
간 대북지원틀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유엔보다 4자 내지
6자회담 등 다자틀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대북 지식공유사업(KSP)과 제도적 협력사업을 확대
해야 한다. 북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남북 경협을 추진하게
하자면, 정부 간 협상도 필요하지만 관료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
어야 한다. KSP 사업의 기본 취지가 이것이다. 남북한 간 경협 관련
제도적 협력 역시 지금 시작해야 한다. 경협이 재개되면 이미 늦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 경협 관련 4대 경협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전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4대 경협합의서 자체가 추상
적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기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를
찾아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남북한 무관세 거래를 국제
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예컨대 남북한 FTA 체결문제 역시 내부 연
구를 진행하고 가능하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상황개선
(가) 상황개선 시나리오
근미래 남북 경협 재개의 여건이 현상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
서 상황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상황개선은 점진적
방식과 급진적 방식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남북 경
협의 여건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여건이 급격히 개선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근미래 남북 경협의
가능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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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북미관계의 향방
이다. 2017년 말처럼 북한이 모종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든,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대북 실용적 접근이 득세를
하는 경우, 북한과 미국 모두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핵 문제 관련 모
종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현재로서는 2021년
가을 마무리된다고 알려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적성국 제재
리뷰’가 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한다면, 혹은 최소한 종전선언
프로세스에 참여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상장에 나올 공산이 크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 관련 실용적 접근이 대세를
이룰 경우, 북미 간에 ‘하노이 담판’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남북
경협 재개의 속도와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경우, 남북 경협은 즉각적으로
재개될 뿐 아니라, 핵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다소 과감한
접근이 취해질 소지도 다분하다. 반면, 차기 정부가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북접근을 모색하는 경우, 대북
정책 재검토의 시기가 길어질 수 있고, 이 기간 남북 경협은 재개되지
않거나 재개되더라도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의 속도와 범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코로나19
팬데믹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 경우, 남북 경협은 방역이라는 물리적
장벽에 막혀 큰 진전이 없거나 재개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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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북한의 백신접종률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크게 완화되는 경우, 방역상황은 경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지역 가
치사슬의 확대에 맞춰, 즉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반영하여 남북
경협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미중 전략경쟁은 최소한 한반도
차원에서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적 방식으로 전개될 소지가 크다.
중국은 북미접근을 제약하고자 하겠지만,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고려,
북미접근에 편승하되 다른 분야에서 미국과 타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콘도미니엄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강화하는 요인이 아니라,
북한의 협력적 태도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 상황개선 시 남북 경협 추진방향
우리는 근미래 상황개선이 점진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의외로 급진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 모두를 염두에 두고 근미래 남북 경협의 추진방향을 각각 살펴
보기로 한다. 다만, 본격적 논의 이전에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전략적 고려를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남북 경협의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단순한 교류 재개에 목
표를 두기보다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중장기 추진을 위한 포석을
둠으로써 신경제구상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존 방식의 남북 경협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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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제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협의 패러다임을 전환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
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협 청사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셋째, 비핵화의 과정은 매우 장기적이다. 다시 말하면 경협이 추진
되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역주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협의 속도와 제재 완화의 속도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만이 비핵화와 경협의 동시추진이 장기간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1) 점진적 개선: 2270호 이후 제재 해제 혹은 부분 완화 시
2270호 이전으로 제재 해제 시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
(개성공단, 관광, 기타 투자) 등 기존 남북 경협의 전면 재개가 가능
하다(단, 관련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상 제재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남북 경협 방식으로의 단순 회귀는 지양할 필요
가 있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남북한 시장협력이 가능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경협 재개 이전에 남북한 FTA 체결
및 대북 KSP 사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40)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재개의 순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만일 비핵화 및 북미협상이 급진전되어 2270호 이후의 5개 유엔제
재가 일시에 해제된다면, 지난 2018년 남북한 평양정상회담에서 합
의된 바와 같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가장 먼저 재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두 사업은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크고
북한의 수용성 측면에서도 가장 재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우리측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므로 실제
가동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0) 임수호,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남북 경협 추진방향,”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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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다음으로 무엇이 재개될지는 남북한 간
협의와 남북한 기업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교역의 경우
즉각 재개에 문제가 없겠지만, 평양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위탁가공
사업의 경우 참여 업체들이 동남아 등으로 생산라인을 변경한 상황
이고, 북한도 한국업체 대신 중국업체와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사업 재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위탁가공사업은
투자 사업이 아니고 북한에 존재하는 시설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
업이기 때문에 사업 재개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270호 이후의 유엔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경우
에는 제재 해제의 순서에 따라 남북 경협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2270호는 이후 4개 제재의 모제재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해제
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4개의 제재가 해제되는 순서는 북미협상
의 결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은 석탄 등 광물 수출제
재와 정제유 수입제재 해제를 북미협상 재개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
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석탄 수출제재와 정제유 수입제재를 대북제
재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기 이전에
는 이 분야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대북제재에
서 다음 우선순위를 가지는 항목, 예컨대 북한의 의류 수출제재
(2375호)나 조업권 판매제재(2397호), 대북 합작제재(2375호)가 가
장 먼저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내 근로자 활용이나 북한 근로자의 해외송출과 관련된 제재
의 경우, 미국의 인권제재와 결부되어 있어 유엔제재가 해제되더라
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성공단과 위탁가공사업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육해공 물류제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의 대북이전 및 해외이전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만일 제재가 완화된다면 관련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조치가 동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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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남북 경협 추진에 지속적인 장애물로 작용
할 것이다.
현(現)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유엔제재가 해제되면 5 ‧ 24조치 및
금강산관광 중단 등 한국 독자제재 해제 여건도 충족된 것으로 간주
가 가능하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감안, 한국 독자제재 해제 과정
및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 한미협의 역시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금융제재가 남아 있는 한, 남북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과 관련 은행
들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금융제재 완화와 관련한
한미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2) 급진적 개선: 대북제재 전면 해제 시
현 상황에서 남북 경협 환경이 급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남북 경협 환경이 급진적으로 개선되는 몇 가지 경우를
고려해보고자 한다.
우선, 2270호 제재 및 이후 4개 유엔제재가 한꺼번에 해제되고,
관련 미국의 독자제재, 즉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제재가 해제(유
예/중단/폐지 등)되는 경우이다. 특히 ｢대북제재강화법｣에 포함되
어 있는 인권제재와 금융제재, 화물제재가 유예 내지는 완화되는 경
우이다. 이 경우 기존의 모든 남북 경협을 즉각 재개하는데 아무런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북한은 스스로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남북 경협을 재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오래된 제재들, 즉 ｢대북제재
강화법｣ 채택 이전에 누적된 제재들이 해제되는 경우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중용도품목 물자반출 제재,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 제공 금지 제재, 그리고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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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 금지제재이다. 이 경우, 기존 남북 경협만이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고려하고 있는 본격적인 대북 개발협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의 대북 개발 ‘경쟁’구도가 발생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다만, 미국의 오래된 제재들은 대량살상무기만이
아니라 안보위협, 테러지원, 그리고 북한체제(비시장경제)를 이유로
부과되고 있어,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획기적인 체제변화 노력을 보
이지 않는다면 근미래에 해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Ⅱ-4> 대북제재 완화 단계별 남북 경협 추진방향
제재

해제 요건

남북 경협 역점 사항

현(現) 제재 유지

-

제도적 ‧ 기술적 기반 구축,
인도적 지원
(남북한 FTA, 대북 KSP 등)

UNSCR 2397

공동어로, 개성공단 부분가동
(전자기기 관련),
농산물 ‧ 토석류 교역 재개

UNSCR 2375

위탁가공 및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 대북투자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비핵화 협상 진전

UNSCR 2371

광물교역 및 광물-경공업
협력 재개

UNSCR 2270

노동집약 부문 개성공단 확대
및 소규모 공단 개발

미국 수출관리령
제재 완화

비핵화 불가역성 완성 및
북미관계 급진전
(테러지원국 및 WMD 확산국
지정 해제)

한국 주도
‘3대 벨트 사업’ 본격화

미국 대외원조
제재 완화

북한 본격적 개혁개방 착수 및
IMF 개혁패키지 수용
(공산주의 ‧ 비시장경제 지정 해제)

국제금융기구 보증 下
대북 개발협력 확대
(공공 부문)

미국 무역
제재 완화

북한 본격적 개혁개방 완료
(미국의 대북 정상교역관계 수립 및
일반특혜관세 부여)

국제 민간자본
대북투자 본격화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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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상으로 우리는 근미래 남북 경협 추진과 관련한 세 가지 시나리
오를 검토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현
상황의 유지 혹은 부분적 악화의 시나리오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
책이 결과론적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도 현 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될 가능
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러
한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책적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
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실제 실무적
절차를 거쳐 실제 남북 경협이 개선된 여건하에서 추진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우리는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경협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역
할을 해야 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정책적 준비를 마련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현 상황이 급진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상정했는데, 이는 실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제한적 상황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요약하면, 우선 현재의 여건이 유지되거나 부분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남북한 간 상업적 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상업적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제재 우회론’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
지 않고, 자칫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KSP 사업을 포함)를 중심적
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구상하고 있는
상업적 교류 혹은 개발협력사업과의 접촉면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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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제재를 ‘돌파’해야
하는 지점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여건이 개선되거나 혹은 개선의 여지가 확대되는
경우, 우리는 대북 유엔제재가 완화되는 순서와 속도에 맞게 기존
남북 경협 재개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을 설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남북 경협의 장
기지속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근미래 남북 경협을 구상하고 추진함에 있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장기비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경제구상
은 매우 장기적인 사업이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대북
제재와는 별개의 제재들, 특히 미국의 오래된 구제재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장기적 시각하에서만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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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사업Ⅰ:
남북 해양 ‧ 육상
경제교류 재개

1. 문제 제기
본 장에서는 2018년 이후 추동력이 약화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해양 및 육상의 공간에서 근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 내용인 3개 경협 벨트 중심으로
동부 ‧ 서부 ‧ DMZ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한 사업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과 더불어
우리 정부와 북한의 수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근미래에 우선 추진 가능한 남북경제교류 재개에
초점을 맞추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실 육상교류사업은 남북 간 다수의 협력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1년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하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이미 남북 간 협력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공감대가 축적되어 있는
부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남북 간 철도 ‧ 도로협력 등 육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경협사업을 핵심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41) 그러나 이와 동
시에 향후 경제교류 재개 시 해양에서의 시너지효과가 같이 필요하
다는 인식과 더불어 오히려 제재 국면에서 재개가 쉽지 않은 육상
공간에서의 협력 물꼬를 트기 위해 해양에도 주목하고 이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교류에서 해양은 육상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식은 발을 딛고 있는 육상 중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은
육상으로 가기에 멀거나 갈 수 없는 곳과 해양 교류를 하기 마련이다.

41) 금강산관광은 해로관광으로 시작해서 육로관광으로 변화하였으나, 2004년 해로관광
중단 이후 2008년까지 육로관광만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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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육상 경계를 맞대고 있고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리가 먼 편도 아니다. 그래서 북한을 떠올릴 때도 한반도 북반부
육상 공간이 먼저 생각나고 그 주위의 해역은 간과하기 쉽다. 많은
사람들은 북방한계선과 같이 굵직하고 민감한 이슈가 붉어질 때야
비로소 남북한이 접하고 있는 해양 공간을 떠올릴 것이다. 심지어 북
방한계선이라고 해도 서해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동해의 북방한계선
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국민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근미래에 남북 간 해양 교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남북한이 맞대고 있는 육상 공간이 비무장지대로 가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즉,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총사령관을 일방
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각 2km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어 군사정전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 최근 유엔사가
우리 정부 관계자 및 외교 사절의 비무장지대 진입을 불허하는 등 사
례가 빈번해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42)
금강산관광 초기 선박을 통해 관광객이 이동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43) 즉, 육상에서의 남북교류 재개 시에는 유엔사의 승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공간을 평화롭게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노력은 정부와
42) 유엔사는 2018년 8월 남북 철도 연결사업 북쪽 구간 공동조사, 2019년 2월 새해맞이
금강산 남북 민간 행사, 2019년 6월 독일 정부 대표단 고성 GP 방문, 2019년 8월
통일부 장관의 대성동마을 방문, 2019년 10월 전국체전 100회 기념 성화봉송을 위한
비무장지대 통과 ‧ 출입을 불허함. 이에 대해 국내 언론 등은 유엔사의 횡포라며 반발함.
“장관 일행‧ 외교 사절 DMZ행까지 막는 ‘유엔사 횡포’,” 한겨레, 2019.11.19., <https://
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17535.html> (검색일: 2021.9.8.).
43)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3년 2월 동해선 임시도로가 개통되며 육로
관광으로 전환됨. 유엔사의 사전 승인 이후 도로 개통과 육로관광이 실현되었음.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해상을 통한 금강산관광 인원은 총 554,594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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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휴전협정을 대체
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에 따른 정치 ‧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 유엔사의 관할 아래 있고 북한은 이 공간을 국제화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남북 간에 열려 있는 육상 공
간은 동해 쪽 금강산과 서해 쪽 개성으로 통하는 길뿐인데 그마저도
단절된 지 각각 12년, 5년여가 지났다. 하지만 동서해 접경해역에는
정전협정 자체가 특정 경계선을 남기지 않았다.44)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육상의 군사분계선을 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해상을 통한 왕래는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해볼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교류 재개 초기 단계에서는 유엔
사 승인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줄이는 차원에서 해상을 대안적 공간
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45)
사실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을 때조차 북한의 도로 ‧
철도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남북교역 물자 중 규모가 큰 물품은
해상을 통해 운송되었다. 쌀 ‧ 비료와 같은 인도적 지원 물자, 농수산
물 같은 일반교역 물품, 의류 ‧ 전자 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을 위해
남포 ‧ 평양 등으로 오가는 물자, 해주항 인근에서 반입되는 모래 등이
그러했다. 이처럼 육상 공간의 연결통로와 교통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남북 간 해양 교류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46) 이는 과거
남북교류 경험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다. 바다 공간을 활용한 남북
협력사업은 북한의 테두리형 개방 전략을 고려할 때 내륙의 다른

44) 물론 서해 5도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한강하구 역시 유엔사의 통제하에 있지만 남북한의 공동 이용이 가능한 중립수역
으로서 남북한의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육상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음.
45) 관광협력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간 인력과 물자 이동이 수반되는 모든 협력
분야에도 해당.
46) 국제무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편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겁고 저렴한 물자는 대부분 해운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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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비해 먼저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공간에서
남북한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해양 ‧ 연안에서의 남북협력 필요성과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면이 있다. 해양 ‧ 연안 공간에서 어떤 협
력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근미래에 가능한 사업을 도출한다
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시범사업이자 마중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남북한 해양 ‧ 연안교류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
업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도 많다. 사업에 따라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우선, 대북제재와 같은 거시적 제약조건은 전체 보고서의 맥락
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사업 선정의 기본 전제로 반영하고자
한다. 그 외 구체적인 제약조건들은 각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근미래 해양 ‧ 연안교류라 함은 남북관계 개
선 및 남북 경협 재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근미래에 추진 가능한 해양 ‧ 연안교류사
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남북교류 경험, 현재의 제약,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남북협력 과정에서 해양 ‧ 연안교류가
꼭 필요한 사업, 북한의 수요가 존재하거나 기존에 합의한 바가 있어
남북협력 가능성이 높은 사업, 대북제재에 따른 육상교류의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서 해양 ‧ 연안교류의 가능성이 주목되는 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근미래 육상교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할 수 있는 법 ‧ 제도가 뒷받침되
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는 2010년 5 ‧ 24조치
를 통해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치의 해제가 전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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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론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이나 일본 등의 독자제재에 포함되어 있어 실효
성의 측면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문화교류
나 인도적 협력 등 제재의 틀 속에서도 가능한 사항조차 막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류 재개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왕래를 막고 있는 규제
부터 풀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 교통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간 철도 ‧ 도로 연결을 추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2018년 11월 남북 간 철도 ‧ 도로 연결 관련
북측 구간 공동조사사업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바 있어 향후 여건 조성 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
한편, 육상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관리 차원에서는 우선
관광협력의 단계적 재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동서 생태
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역시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연, 환경, 생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생태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DMZ 접경지대 생태
및 환경협력은 상대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및 북한의 호응,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교류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합의
사항의 이행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및 내륙기업을
활용한 작은 교역이 재개되어야 한다. 이 두 사업의 경우 경협을 금지
하는 대북제재항목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나 한편으로 개성공단은
제재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인적 교류 중심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교역은 제재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 품
목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재개할 수 있다. 제재 국면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무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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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자 벨트상의 해양 ‧ 연안 교류 재개 및 확대 방안
가. 해양 ‧ 연안 교류 재개 기반마련
(1)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및 인천-남포 항로의 예외적 재개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하산에서 나진까지 철
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을 통해 선박으로 수출하는 남 ‧ 북 ‧ 러 간 물
류사업이다.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간 철도 54km 구간을 개보수
하고 러시아가 임차한 나진항 제3호 부두를 현대화하여 해송(sea)과
철송(rail)을 결합시키는 복합물류운송사업이다. 두 차례 실태조사
(2014년)와 세 차례 시범운송(2014년, 2015년)까지 실시했다가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이 포스코 ‧ 현대
상선 ‧ 코레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북러 합작회사인 라선콘트
란스(RasonConTrans)의 지분 49%를 사들이는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남 ‧ 북 ‧ 러 간 협의는 물론 실태조사와
시범운송까지 진행한 후 본 계약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미래에 재개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남 ‧ 북 ‧ 러 간 3각 협력 구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러시아 측은 이 프로젝트의
재개에 긍정적인 태도를 시사해 왔다.47)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도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
47) 2017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및 2019년 러시아 교통부 차관 인터뷰 참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기대..북-러 컨테이너 운송 논의,” 뉴스핌, 2019.9.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904001108> (검색일: 2021.5.27.);
“[단독]러시아 극동 장관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국 참여 기대”,” 연합뉴스, 2017.11.2.,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1204100080> (검색일: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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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중국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제재를
살펴보면 대북 합작투자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서
이 사업을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합의하고 계획했던
지분 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은 국제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 ‧ 항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대외교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달리 동 ‧ 서해안이 분리되어
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급증하여 대외교역
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육상으로 연결된 요녕 ‧ 길림성
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2010년대 대중국 광물 수출이
늘어나면서 2017년 대북제재 강화 이전까지는 산둥 ‧ 저장 ‧ 장수성
등 중국 남부지역과의 해상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최근에 현대화된 항만은 중국 ‧ 러시아가 임차한 나진항, 마그
네사이트 수출에 용이한 단천항 등이 있으며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
포항에는 2018년 이후 유류 저장시설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48)
이러한 배경에서 해운 ‧ 항만은 남북교역 ‧ 경협의 수단으로서 전략
적인 위상을 차지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물자 대부분은 남북 간 도로 ‧ 철도가 완비되지
않은 현재 여건상 해운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구간이 정비되고
연결되어야 하는 도로 ‧ 철도에 비해 해운은 각 항만만 정비하면 뱃
길을 통해 연결된다. 무엇보다 대북 인도지원 물자는 식량, 비료 등
규모가 큰 경우 해운을 이용하므로 인천-남포와 같은 주요 해운
항로를 예외적으로 재개할 현실적인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48) “북한, 남포항에 유류 탱크 5개 건설 정황...유류 비축 움직임,” 머니투데이, 2021.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210008289619> (검색일: 20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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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해상 항로대

출처: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2110> (검색일: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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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근미래 추진 목표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비롯해 ｢남북해운합의
서｣에 따른 해상 항로대 중 인도적 지원 물자수송 등에 필요한 항로
를 예외적으로 재개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남북해운 항로 중 이용
빈도가 높고 거리가 가까운 인천-남포 구간에 대해 인도지원 물자
수송을 위한 예외적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고 있으나
문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 사업에는 선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미국, 일본 등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 기항 선박은 미국이나 일본에 180일간
입항하지 못한다. 대북제재 예외 인정 사업이라 하더라도 선박의 항해
이력이 남기 때문에 선주 입장에서는 북한 기항 선박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나중에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오가는 데 필수적인 금융 부문의 제재가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는 러시아
등의 제3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항만 기항 및 금융 거래의 한계는 모두 미국 대통령 행정명정
13810호(2017.9.21.)와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한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이 재개되고 대북제재 예외나 면제, 더 나아가
완화에 대해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면 남북해운의 대표 항로인 인천
-남포 구간 재개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운은 대외교역의 주요
수단이고 바다의 특성상 국제교류를 전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국제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이하
“코백스”)가 북한에 백신 공급을 조율하는 등 유엔제재 대상국에
대해서 보건 ‧ 의료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 ‧ 철도 사정이
열악한 북한의 여러 지방에 선박을 통한 진단키트 보급이나 병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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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등의 인도적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천-남포 항로의 예외적 재개에 있어 주된 고려사항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중 선박 입항 금지가 대표적이다.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 13810호는 북한 항구에 기항한 선박은 물론 북한 항구에 기항
했던 선박과 환적한 선박까지도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 선박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과거 이력이 추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선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해운 항로가 열리더라도 투입할 선
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천-남포 항로의
예외적 재개를 위해서는 해당 항로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
일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추진 환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근미래에 이러한 대북제재의 완화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북제재에 대한 예외(exception) 인정 또는 면제
(exemption) 및 유예(waiver) 조치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북제재의 완화(lift)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외’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처럼 대북제재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된 것을 말한다. 물론 정치적 판단과 다른 제재와의 충돌 여부를 면
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예외’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세컨
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이 관여를 꺼려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면제 및 유예’는 대북제재 조치에 해당하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처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에 있어 우리 정부는 국내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거나 러시아와 협의를 진전시키기 전에 미국과의 정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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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예외를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예외를 인정
받는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모든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사안
별로 접근하여 나진-하산 물류사업이 행정명령 13810호 적용의 예
외를 받도록 협의해야 할 것이다.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북한 항만 기항 선박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의 예외가 명시되면 러시아 측과의 본 계약 협
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박 투입과 금융 거래에
관한 실무적인 절차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현대상선
의 선박 투입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러시아나 북한 당국이 소유한
선박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후 사업 추진은 라선콘트란
스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선박 입출항 등에 관련된 제반
조치의 편의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북한의 항만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물자를 수출
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수준의 대북제재하에서 조심스럽게
추진해 봄직하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이 애초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
을 받은 이유는 대상 물자가 북한에서 생산하지 않은 러시아산 석
탄으로서 핵 ‧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의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3차 시범 운송에서는 유연탄을 실은 벌크선뿐
아니라 컨테이너를 통해 중국산 생수도 들여온 바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나진항을 통해 경유하는
중국 ‧ 러시아산 물자의 범위를 넓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
동북3성의 경제발전 및 러시아의 극동개발로 떠오르는 북방물류
시장과도 연결되므로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국내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남포 항로의 예외적 재개는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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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대북
백신 및 식량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물자를 운송
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근미래에 대북제재 완화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해운 항로 및 선박 투입 필요성을 미국 측과 논의
하여 미국 행정명령 13810호에 대한 면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도지원 물자 수송 목적의 인천-남포 항로 구간 투입 선박의 항해에
대해 미국이 승인하는 특별한 기록 등을 남겨 선주가 안심하고 선박
을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남북해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해운은 대외교역의 주요 수단이고 바다의 특성상 국제교류를 전제
하고 있다. 북한은 1986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 가입했으며 해양 안전 및 선박 ‧ 항구 연결,
해양 오염방지,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다수 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49) 관련 용어는 국제화되어 있는 편이나 해운업이 발달하지
못한 특성상 국제협력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해운합의서(2005)는 남북 경협 당시 물자수송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남북한 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 분야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남북한 간 해상항로를 민족 내
부의 항로(연안항로)로 인정하고 상호 각각 7개 항만을50) 개방

49) 윤인주 ‧ 이규창, 북한의 해양수산 법제기관국제협력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pp. 58~59.
50) (남측) 인천 ‧ 군산 ‧ 여수 ‧ 부산 ‧ 울산 ‧ 포항 ‧ 속초, (북측) 남포 ‧ 해주 ‧ 고성 ‧ 원산 ‧
흥남 ‧ 청진 ‧ 나진, 향후 합의하에 추가해상항로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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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했으며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했다. 선원
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해양사고 및 긴급피난, 공동구조, 해양오염
방제,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항만개발 및 선원양성, 이를 위한 해
사당국 간 협의기구 구성 ‧ 운영 등 다방면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해운 협력이 중단된 지금으로서는 우선 해사 당국
간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북해운
합의서가 상정하고 있는 협력 분야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남북해운합의서를 근거로 해운을 활용한 남북협력 분야를 넓혀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을 고려할 때 방역과 보건 ‧ 의료 분야의
협력 수요도 예상된다. 해상방역이나 선박을 이용한 보건 ‧ 의료
물품 및 진단키트 제공 등 대면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해상방역과 병원선을
통한 진단키트 및 서비스 보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
까지 육상 접근이 어려운 경우, 선상 공간을 활용한 기술교류도 고려
해볼 수 있다.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근미래 추진 목표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해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명시된 남북해운 당국 간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수요가 있다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3대 벨트 추진의 기반구축 차원에서 남북해운
관리역량 강화 사업도 모색해볼 수 있다.
남북해운 관리역량 강화는 실제 선박 투입과 항해보다는 이를 위한
협의에 관한 것이므로 유엔은 물론 각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
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북한 선박이 해상 불법 환적 등으로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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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오르고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미국, 일본 등을 경유하지 못
하는 실정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해운 분야를 협력 의제로 선정
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사안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 ‧ 보건 ‧ 의료 인도지원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수송에는 해운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
하여 관련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는 실제 선박이 오가지 않는데 관련 협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북한 기항 선박에 대한
미국 ‧ 일본 등의 독자제재에서 인도지원 물자 수송이나 남북해상항
로 이용에 한해서 해당 제재를 예외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
를 검토하여 남북해운 재개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북
제재 여건하에서 추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보건 ‧ 의료 물
자 보급 시 남북해운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해운을 활용한 인도적 지원 물자 수송은 남북해운협의체를 구성
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은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 백신 배포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백신 보관에 필
요한 냉동 ‧ 냉장시설(콜드체인)과 도로 ‧ 철도 상태가 열악한 북한의
사정을 고려해 향후 냉동선, 병원선 등의 활용 방안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남북해운 재개 방안을 수립하고 국제
기구 등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육상 출입이 제한
된 상황에서 선상 공간을 활용한 타 분야 기술교류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남북해운을 활용한 기술 교류와 해상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에서 해운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제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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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형성해야 한다. 남북해운합의서는 경험이 없던 상태에서 남북
교류가 먼저 진행된 후에 이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쌀 ‧ 비료 ‧ 약품 등
의 인도지원 물자, 일반교역 상품, 위탁가공의 원부자재와 완제품이
오갈 때 남북해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
측에 해운회담을 제안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해사 당국 간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협의 ‧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다.51) 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남북한 당국 및 관련 전문가의 접촉을 정례화하고 민감한 사안도 논의
할 수 있어 남북해운 재개를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1>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 해사 당국 간 협의기구 운영 방법
구성 ‧ 운영
인원

쌍방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

수석대표: 국장급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수석대표 및 대표 교체 시 사전 통보

주기

회의

추가설명

분기 1회

필요 시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 개최

장소

서울, 평양, 또는 합의

-

주재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 운영

-

공개

비공개 원칙

쌍방이 합의 시 공개 가능

실무

관례 준수

상대측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 편의
제공, 회의기록 등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
참석 가능

추가 필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출처: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6조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51)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6조, <https://www.korea.kr
/archive/expDocView.do?docId=22110> (검색일: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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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의제와 세부 사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근미래에 남북 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인도지원 물자의 수송을 위한 남북항로 재개, 5 ‧ 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명시되어 있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를 추진함으로써 러시아 ‧ 중국과의 국제협
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나진항 운영과 관련한 해운 ‧ 항만 ‧ 물류
인력양성 사업 등이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K-해상방역 사례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52) 북한의 나진해운
대학, 중국의 연변대학교,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교 및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
하여 대북제재 여건하에서 국제협력을 활용한 남북교류를 전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해양 ‧ 연안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관리
(1) 서해 시범 공동어로 운영을 통한 소통사업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서해 공동어로는 남북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의의와 중요성을 가
지는 사업이다.
우선 서해 접경 평화수역 조성을 상징하는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서해 접경 수역은 남과 북이 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수차례 무력 충돌을 벌였던 지역이다. 갈등이 깊고 충돌
52) “해양경찰청, 코로나 19 ‘K-해상방역’ 사례집 해외 배포,” 한국경제, 2020.6.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21447h> (검색일: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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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잦았던 만큼 서해 접경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협의의 시간이
길었고 여러 합의도 도출하였다. 남과 북은 2004년 6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
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2004.6.4.)｣
를 작성하였다. 또한 2007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이하 “10 ‧ 4정상선언”) 이후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10 ‧ 4정상선언
제3항과53) 2018년 4 ‧ 27판문점선언 제2항에서도54) 서해 접경수역
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 정착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8년
9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
(이하 “9 ‧ 19남북군사합의서”) [붙임 4]에서는 “서해 해상에서 우발
적 충돌 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채택하고
서해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기로 합의하
였다. 이상과 같은 합의는 서해 접경 평화수역 조성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서해 공동어로는 남북 해양 협력을 대표하는 사업이며
수산협력 확대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역사에서 서해 공동
어로가 처음 언급된 것은 1955년이다. 당시 북한은 내무상을 통해
남북한 어장 상호 이용을 논의하기 위한 수산 당국자 간 협상을 제안
했으며,55)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남북공동어로를 제안해 왔다.56) 우리
53) 10 ‧ 4정상선언 제3항에서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54) 4 ‧ 27판문점선언 제2항의 ②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함.
55) 국토통일원, 북한의 분야별 대남제의 일람 (서울: 국토통일원, 1985), p. 19.
56) 1958년 수산상 ‧ 내무상 공동성명, 1960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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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 1982년 ‘20개항 평화통일시범실천사업’을 북측에 제안하며 제
9항에 공동어로를 포함시켰다. 서해 공동어로에 대한 최초의 남북
합의는 2005년에 이루어졌다.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7.25.~27.)’에서 남북은 서해 공동어로와 제3국 어장 진출 협력 등
6개항을 합의했다. 이후 10 ‧ 4정상선언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이 다시 합의되었고 수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로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8년
4 ‧ 27판문점선언에서 다시 서해 공동어로가 합의되고, 9 ‧ 19남북
군사합의서에서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지정과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이 합의되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해
공동어로는 남북관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래된 의제로,
수없이 많은 논의가 오갔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남북관계의 특
성상 동일한 분야에서 기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 공동어로의 미이행으로 인해
수산업 분야 여타 남북협력사업은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공동어로는 향후 남북 수산협력의 관문으로 여겨
진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서해 공동어로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라
는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해양 협력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최우선
순위 사업이다. 또한, 오랜 시간 논의와 여러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
에게 알려진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사업이다.

남북공동어로를 제안한 바 있으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합의서 사항의 이행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에서도 북한은 어장 개방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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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서해 공동어로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해양 협력 확대를 위한 상
징적 관문이라는 점에서 실행 자체의 의미가 큰 사업이다. 하지만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의 이견으로 인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에서 난항을 겪어 왔다. 2018년 9 ‧ 19남북군사합의서에서 일정한 구
역의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와 같은 상
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요성과 파급력이 큰 사업이지만 공동어
로구역 설정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상징적인 시범사업을 우
선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18년 9 ‧ 19남북군사합의서에서는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였
다. 다음 <그림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경우,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논쟁을 야기하
지 않으면서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진입로도 차단할 수 있다.
서해 남북공동 어로의 근미래 추진 목표는 2018년에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와 공동순찰대 조직을 성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서해
접경수역 내 남북한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서해
시범 공동어로와 공동순찰대 조직이 실현되면 남북한의 소통 채널도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다. 서해 접경수역에서 남북한의 소통 채널이
마련된다면, 우발적 충돌 방지는 물론 인명 구조 ‧ 구난 등의 협력도
가능하다. 2020년에 일어났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 상황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 동서해 통신
선은 남북교류를 위해 만들어졌던 것인데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그 실효성이 낮아진 바 있다. 근미래에 남북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에서 시범 공동어로 운영을
통해 통신선의 활용도를 높여 소통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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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동어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유엔의 대북
제재이다. 서해 공동어로는 북한 조업권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2017.12.22.)와 대북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2017.9.11.)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57) 하지만 공동
어로에 금전적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조업권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목적이나 형태상 대북합작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북한의 열악한 식량 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어로구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북한 식량 공급에 도움을 주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58)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Ⅲ-2> 서해 북방한계선과 북한 주장 서해 경비계선

출처: “달라진 북, ‘NLL 논란’ 넘어 ‘서해 평화수역’ 설정할까,” 한겨레, 2018.5.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43511.html> (검색일: 2021.9.9.).

57) 위와 관련한 내용은 본 연구 제2장 참조.
58) 이세련,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UN 제재: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UN 대북제재와의
저촉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14권 2호 (2020),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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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2018년 9 ‧ 19남북군사합의서에서는 서해 시범 공동어로와 관련한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합의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붙임 4]
참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2> 9 ‧ 19남북군사합의서 중 서해 평화수역 설정,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에 대한 요약
항 목

내용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

① 비무장 선박들만 출입. 함정들이 불가피 진입할 경우 상대측의
승인 하에 출입
2) 평화수역 출입 ② 활동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 ‧ 결정.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질서
전 상호 통보
③ 출입시간은 7시~18시(4월~9월), 8시~17시(10월~3월)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3) 평화수역
행동 질서

① 남북 선박은 남북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만 해야 함
② 식별을 위해 가로 900mm×세로 600mm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
줄에 게양
③ 심리전을 비롯 상대를 자극하는 일체 언행 금지
④ 우발적 충돌 발생 시 모든 선박 등을 철수시키고, 군통신선 혹
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 수습,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평화수역 내 인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고 상호 협력하여 필요
도주의적 협력 조치 취함
5) 평화수역 활용

해양측량, 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 활용 방안을 계속
협의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 경계는 남북
구역 범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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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용

① 어선은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에 제출
②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신청서 검토 결과를
2) 시범 공동어로
상대에 통보하되, 불허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
구역 운용질서 ③ 최대 5일까지 공동어로구역 내 체류 허가
④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아야 함
⑤ 향후 공동어로구역 확대 시, 출입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1) 남북공동 순찰 ②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③ 순찰정은 가로900mm×세로600mm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대 조직
상단에 게양
① 평화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어선 차단 및 단속
2) 남북공동 순찰
②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들의 항행질서 통제
대 임무
③ 표류하는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보냄
① 순찰정의 공동어로구역 진입 금지. 긴급 상황 발생 시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 가능
② 공동순찰은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
③ 공동순찰은 주간에 진행,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
3) 남북공동 순찰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기동
대 운용
⑤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르며,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 합의서’를 준용
⑥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 시 즉각
순찰정을 격리하고 상호 협의 통해 문제 해결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2018.9.1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
156304794> (검색일: 2021.10.20.)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위와 같이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운영 질서, 남북공동순찰대
조직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따라서 세부적인 집행에 대한
추가 논의만 이루어진다면 실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일정 구역 내에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업 선박을 지정하는 문제와 어획 가능한 수산물의 종류와
금어기 설정 등의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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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공동어로와 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수역에 진입하는 북측 인력
에게 남측에서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서해 접경수역에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공무원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도 일어난
바가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기억과 유가족의 정서와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과거 사건에 대한 논란이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기보
다는 현재 합의된 상태의 시범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서해 접경
수역의 평화 보장을 제도화 ‧ 공고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한강하구 생태 ‧ 역사자원의 평화적 이용 사업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한강하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3대 경제벨트 중 DMZ 환경 벨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한강하구도 현실적으로 유엔사의 관할권이 적용
된다는 측면에서 육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비무장지대가 존재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민용 선박의 운항이 허용된 중립 수역이라는
점에서 육상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DMZ 환경 벨트는 육상과
한강하구를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 제5항에서는 한강하구를 남북한 민용선박의 항행이 가능
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59)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남북한 민간의 이
59) 정전협정 제5항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합의서,”
<https://dialogue.unikorea.go.kr/ukd/c/ca/usrtalkmanage/View.do?id=117&
tab=5> (검색일: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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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수역은 쌍방에 개방되어 있어 중립
지역이라는60) 명칭을 사용한다. 중립지역이라는 명칭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공식용어가 아니어서 일부 이견도 존재한다.61) 하지만 일반적
으로는 중립수역, 중립지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육상과 대비되는 공간에 방점을 두어 중립수역으로 칭하기로 한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접경지역은 육상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서해
5도 수역으로 구분된다. 다음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세 지역은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으면서도 법적 성격, 관할권, 민간의
이용 여부가 각이하다. 서해의 경우 북방 다섯 개 섬의 관할권과 영해
존중의 원칙만 명시했을 뿐 유엔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동해의
경우 아무런 언급이 없다.62)
육상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차단
하기 위한 장벽인데 반해, 한강하구는 민용선박의 항행이 허용된 통로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 사항”이라는 후속합의서도 작성되었다. 정전협정에서
한강하구를 별도로 명시한 이유는 남북한 쌍방 민용선박의 항행을 보
장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정전협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한강
하구 민용선박의 항행은 추진해봄직하다. 이와 같은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와 성격으로 인해 한강하구에서의 남북교류는 정치적 갈등의 소
지가 적고 추진 절차나 과정도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따라서 남북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0) 조성훈, “6.25전쟁 정전협정 상의 한강 하구 공동수역 설정 의미와 재조명,” 한국근
현대사연구, 제67집 겨울호 (2013), p. 879.
61) 헌법상 대한민국의 일부인 한강하구 지대를 중립수역 내지 중립지역으로 지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규창,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하천 부분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47호 (2021), p. 5.
62) 본 단락의 주요 논의는 한강하구가 육상 접경과는 다른 법적 지위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지만 한반도 접경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상 접경에 대한
내용도 일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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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정전협정상 접경지대에 대한 규율
육상 비무장지대
∙ 정전협정
∙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관련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
법령 방에 대한 유엔군-조선
인민군 간 합의서(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63)

∙ 비무장 완충지대
법정
∙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성격
분할 단독 영유

∙ 군사정전위원회 및
관할권
유엔사

한강하구

서해 5도 수역

∙ 정전협정
∙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 정전협정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 국제해양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
∙ 남북의 해양 관련 법령
사항64)
∙ 민간 항행 규칙과 관습65)

∙ 비무장 공동이용 지대
∙ 남북공동 영유

∙ 정전협정상 인접해면
(영해) 존중 원칙66)
∙ 별도의 비무장지대와
완충지대 없음
∙ NLL이 사실상 군사분계선
역할
∙ 남북공동의 배타적
경제수역
∙ 국제해양법 상 무해통
항권 보장

∙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 남북 당국

∙ 적대행위가 아닌 이상
유엔사는 관할권 없음
∙ 남북 당국 및 국제 사회

∙ 민간 출입 원칙적 금지 ∙ 민용 선박 운항 원칙적 ∙ 국제해양법에 따른
해수 이용 보장
허용
민간 ∙ 군사정전위원회 및
이용 유엔사의 특정한 허가 ∙ 군사정전위원회 및
∙ 남북 법령에 따른
유엔사에 등록 필요
어로활동 보장
필요
출처: 정태욱,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민주법학, 제74호 (2020), p. 51.

63)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 북한 인민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수정하는 후속합의서를 체결함. 경의선을 위한 합의서 ｢비무장
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2000.11.17.)｣와
동해선 연결을 위한 합의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
인민군 간 합의서(2002.9.12.)｣가 그것임.
64) 1953년 10월 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비준하였으며, 1953년 10월 10일
부터 발효됨.
65) 위의 합의서 6항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 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의 각항 규정과 본 규칙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하고”라고 명시함.
66) ｢정전협정｣ 제2조 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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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 ‧ 19남북군사합의서 부속문서([붙임5]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에서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초적 군사 보장대책까지 마련했다. 당시 합의한 군사적
보장대책은 아래와 같다. 이후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18.
10.26.,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항행을
위한 사전 조치로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
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남북한 공동수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완성된 해도는 2019년 1월 30일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전달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은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
하구 시범운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남 ‧ 북 ‧ 미 관계가
경색되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표 Ⅲ-4>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통신선을
통해 1일전 상호 통보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 진행
③ 공용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불가
④ 공동이용수역에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1~9.30) 7시부터 19시까지, (10.1~3.31) 8시부터 18시까지로 함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할 수 없음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 불가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
과 연락 및 통신할 수 없음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2018.9.19.)”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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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반도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강하구는 역할을 달리하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한강하구는 선사시대부터 농경이 시작
된 곳으로 삼국시대에는 군사 요충지였으며, 고려시대에는 개성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여 국제적 해상 교역의 통로였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서해~한강하구~마포나루를 통해 전국의 물자가 한양으로
모여드는 해상 운송로였다. 조선 말기에는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강하구에는 다양한 역사 ‧ 문화 자원
과 해양 방어 및 수운 관련 유적 등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이들 문화
자원에 대한 접근과 발굴은 분단으로 인해 차단되고 있다. 또한, 한강
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민간의 접근이 차단되어 개발 압력과
환경파괴를 피할 수 있었다. 한강하구는 하굿둑이 설치되지 않은 국내
유일의 자연하구로67) 하구습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며 철새와 다양
한 멸종 위기 동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 ‧ 역사자원
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근미래 추진 목표는 단기적으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음 단
계 목표는 남북공동협의체를 통해 생태 ‧ 역사자원 보전사업, 뱃길
복원 및 생태 ‧ 평화관광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남북
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정전협정과 부속문서 합의만으로는 부족한
운항규정 등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남북교류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유엔사의 관할권 문제이다. 유엔 대북제재 등은
67)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하구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방안 수립 연구 (200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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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북한 관할권 내로의 물자, 금전의 반입과 반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중립수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적용의 소지가 적다. 다만, 수로조사 때와 마찬
가지로 북측 연안에 접촉을 할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상 남측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유엔
사가 가지고 있다.68) 하지만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와 성격은 육상과 달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전협정
제5항에서는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한다”고
명시했으며, 후속합의에서는 “쌍방 사령관은 자기 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제정한다. 이미 등록된 모든 선박에 관한 보고는 군사
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치케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군사정전위
원회의 비준 없이는 한강 하구 수역내에 부표, 부유물, 등광, 표판,
깃발 기타 항행보조물 또는 표식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한강하구 수역의 관리 권한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으며, 한강하구를
항행하는 민용선박은 군사정전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유엔사의 협력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69) 다만, 중립수역
이라는 한강하구의 특성과 유엔사의 ‘허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정전
협정 및 후속합의서를 고려하면 유엔사가 육상과 같은 일방적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남북한은 한강하구 남북
68) 이규창,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하천 부분을
중심으로,” p. 18.
69) 위의 글, pp. 18~19.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을 설명함. 첫째는 유엔사의
육상 비무장지대 출입은 허가사항인데 반해 한강하구의 항행은 확인사항이라는 것임.
따라서 민용선박의 유엔사 등록절차는 고권적 명령행위가 아니라 평화적 이용권을
확인하는 협력적 확인행위라는 주장임. 둘째는 민간선박의 항행에 유엔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으나 유엔사 군정위가 민간선박 항행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재량권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북한군 측 동의도 필요하다는 해석임. 세 번째는 육상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출입에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
하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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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까지 이미 합의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례에 준해 유
엔사의 협력을 구한다면, 향후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 및 협력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남북한은 2019년 4월 1일부터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시범운항
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을 위한 큰
틀의 합의는 이루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시범운항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다.
남북협력사업 대부분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한강하구에서의 남북
교류가 중단된 것은 정치적 영향에 기인한다. 한강하구 협력에 대한
남북한 간 이견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므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한강하구 협력은 자연스럽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미 합의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한강하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규정과 절차
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 후에는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한강하구의 역사와 수운의 가치, 생태적 의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강하구는 70년 가까이 접근이 차단된, 사실상의 경계선
으로 자리한 상태여서 한강하구를 찾는 선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개성으로 향하던 무역선도, 마포나무로 쌀을 옮길 조운선도, 강화수
로를 통해 한양을 노리는 이양선도 나타날 리 없으며, 김포에서 조
강을 건너 개성의 친척집을 찾을 이도 사라진 지 오래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강하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하구의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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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협의체 운영의 시작 단계에서는 군과
행정기관 등 당국자 중심으로 진행되겠지만 차츰 관련 지자체나 관심
있는 생태 ‧ 환경, 역사, 관광 전문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태 ‧ 역사 자원의 보존 ‧ 발굴을 위한 조사
사업이 우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사업과 함께 생태 ‧ 역사
자원의 복원과 활용 방안도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활용 방안은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보
존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근미래에 실행 가능한 한강하구를 활용
한 남북협력사업으로는 생태 ‧ 평화 관광을 들 수 있다. 정전협정에
서는 한강하구 쌍방 통제지역에 자기 측 선박의 정박을 허용하고 있
으므로 남측 지역에서는 포구의 복원 및 선박의 정박도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 선박을 이용해 한강하구를 항행하는 수준의 관광은 남
북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일부 포구를 복원해 한강하구 인근의 생태 ‧ 역사 자원들과 연계
한다면, 교육적 가치가 높은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남북관계 진전과 유엔 대북제재의
완화 여부에 따라 사업 성격이나 규모, 범위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2018년 9 ‧ 19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한 한구하구 공동이용수역의
길이는 70km, 면적은 280㎢로70)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800에
불과하다. 공간이 좁은 만큼 남북협력사업의 범위와 폭도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강하구는 남북한 모두에게 운항이 허락된
한반도 유일의 중립지역이다. 남 ‧ 북 ‧ 미 관계 등의 정치적 상황과

7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20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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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로 인해 남북협력이 단절된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강하구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다.
지금은 아무리 좁더라도 남북한이 마주할 수 있는 공간과 아무리 작
더라도 남북이 힘을 합칠 수 있는 협력 의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강하구 민간선박 운항은 남북협력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된 합의이자 미집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다. 해양 ‧ 연안교류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
(1) 해양관광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평화크루즈 시범사업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해양 부문에서 북한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환경과 관광
이며, 이 둘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8년 5월 16
일자로 람사르습지협약에 170번째로 가입했다. 당시 평안남도 문덕
철새보호구와 함경북도 나선 철새보호구를 등록한 바 있다. 2020년
2월에는 서해안의 다른 지역도 등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71) 이러한
움직임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016년부터 추진되었다. 당초
에는 금강산 삼일포 일대를 등록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개발 전략 중 하나로 생태관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72)
해양관광과 관련하여 기반을 조성하거나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에
71) “북한, 서해안 철새 서식지 ‘람사르습지’ 추가 등록 추진,” 연합뉴스, 2020.4.2.,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126200504> (검색일: 2021.5.26.).
72) “北, ‘습지보전협약’ 가입 시동거나... 금강산서 세미나 개최,” 연합뉴스,
2016.10.15.,<https://www.yna.co.kr/view/AKR20161015029000014> (검색일:
20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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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남북한 당국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육상 관광과
구분하여 특성화시킨 것은 한국에서도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자체가 해로를 통해 시작되었고 장전항 해변
또는 금강산해수욕장을 개방하여 해수욕을 즐기는 활동도 있었다.
당시 북한은 인근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해수욕장 개방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고 한다.73) 하지만 최근 북한은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를 조성했고 다음 목표로 금강산관광지구에 고성항해안
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등을 꾸릴 계획이다. 이처럼 북한이
바다를 활용한 관광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에 합의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하여 남북협력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강산 크루즈
관광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2011년 8월 만경봉호 시범 관광으로
네 차례 400명이 방문했으며 2013년 5월에는 싱가포르 황성호가
세 차례 투입되었으나 모객 부진으로 철수했다. 2017년에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가 크루즈 투자 유치를 공모하는 등 최근까
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4) 이는 북한이 해안도시의
모범으로 삼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과도 연결된다. 북한이
제안하는 크루즈 노선은 원산을 경유하는데 원산에 대한 북한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남북협력 시 원산을 경유하는 평화크루즈의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을 오가는 크루즈여행은 금강산관광에서 시작했다. 1998년
73) “젊음이 흐르는 금강산 뱃길,” 한겨레21, 제419호, 2002.7.24.,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32.html> (검색일:
2021.5.28.).
74) 2~3만 톤급 1천 명 정원 선박을 투입하고 1천 만~2천 만 달러를 투자하여 외국 단독
또는 합영으로 10년간 운영하는 블라디보스토크-나선-원산-금강산, 동남아금강산-원산 노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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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1년 6월까지 현대아산이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사로부터
용선한 대형 유람선 금강호와 봉래호를 투입하여 금강산 뱃길을
열었다. 후에 유람선 풍악호와 쾌속선 설봉호까지 도입되었지만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차례로 철수했다. 전술했듯이 북한은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산, 금강산과 러시아, 동남아를 잇는 크루즈
관광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러시아나 일본을 오
가는 크루즈의 경유지로 북한 원산을 잇는 상품이 논의되고 있다.
북한이 관심을 갖는 크루즈 관광은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성장했다. 중국인 대상 크루즈
상품의 가격이나 유통 경로상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비행기에 비해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시장의 규모를 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크루즈 관광
시장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경유하는 환동해
크루즈노선은 급성장하는 중국인 시장을 배경으로 일본-한국-북한
-러시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10시간 내외로 각 항구에 정박하는
크루즈여행의 특성상 크루즈선박이 경유하는 각국의 참여 의지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크루즈 국적선사가 없는 상황이며
국적 크루즈선을 가질 정도로 국내 크루즈 수요층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처럼 남북한을 잇기 위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또는 환동해 크루즈노선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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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해양관광협력은 원산 ‧ 금강산 등에 대한 북한의 자체적인 관광
개발 의지를 배경으로 남북한이 상호호혜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북제재 여건상 추진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적 왕래의 제약은 존재하지만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양관광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거나 평화크루즈를
상징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은 근미래에 추진해볼 만하다.
남북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 관광시장은 외국인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해양관광 기반조성과 지식공유는 국제협력을 통
해서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외국인에게는 금강산 외에도 남포,
함흥, 청진, 나선 등 북한의 다른 바닷가 도시가 개방되어 있다.
외국여행사는 북한에서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75) 또 현재 북한 방문객의 대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중국
인 시장을 고려한 해양관광 발전 방향도 필요하다. 해양관광 기반
조성과 지식공유는 북한이 조성한 해양관광 목적지에 더 많은 관광
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양관광 시장과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의 관광수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관광 활동 자체는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협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관광은 근미래
에 남북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해양관광과
관련한 건설이나 제품 반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해양관광과
관련된 요트 등은 사치품으로, 수중레저장비 등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중용도가 가능하다고 간주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75) Uri Tours, “North Korea Surf and SUP Diplomacy-Beginner Adventure- 7 nights,”
<https://www.uritours.com/tours/north-korea-surf-camp-expedition/>
(검색일: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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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사람의 왕래와 사회과학적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
기반조성과 지식공유사업이 근미래의 추진 목표가 될 것이다.
대북제재상 크루즈선 역시 선박의 일종이므로 북한을 경유할
경우 해당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이나 일본에 기항할 수 없을 것
이다. 환동해 노선의 경우 미국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은 국내
크루즈시장에서도 중요한 경유지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을 경유
하지 않고 중국-한국-러시아 노선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모객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을 경유지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자제재 중 상선이 아닌 관광 목적의 크루즈선에 대해서 예외나
면제 조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북한의 관심사를 고려할 때 해양관광 목적지로 개발 중인 원산 또
는 금강산에서 해양관광 지식공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러 대학 또는
학과를 개설한 바 있다.76)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분야인 해양관광에
대한 특성과 세계적인 동향과 사례, 관광지 및 상품운영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각 대학의 교수요원을 초청하는
전문가세미나로 시작하여 1~6개월 사이의 연수 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다. 원산과 금강산은 해양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장과 접목한 교육이 가능하다. 북한의 관광전문가는
물론 한국이나 외국의 관광전문가가 원산과 금강산을 방문하는 효
과도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목적지의 이미지

76)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의 관광경제학과, 평양관광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의 관광
학과 ‧ 호텔경영학과 ‧ 봉사학과, 각 도 사범대학 내 관광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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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와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남북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양관광이 발달하고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의 전
문가를 강사로 초대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 측에서는 평양과학기술
대학 사례와 같이 한국계 재외동포를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다.
양방향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서의 지식
공유사업뿐 아니라 한국으로의 견학도 추진해볼 수 있다. 북한에서
관광인력을 양성하는 교수요원이나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관료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해수욕장, 해안누리길, 마리나, 크루즈터미널, 해
양생태관광 또는 해양치유관광 목적지 등을 돌아보는 것이다. 남북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측에서도 한국인이 경험하는 해양관광
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기대
하고 경험할 수용태세를 준비하는 한편, 한국과 다른 북한에서의 해
양관광 특성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해양관광협력에 대한 신뢰와 여건이 조성
되면, 본격적인 관광 추진에 앞서 이벤트성 대회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체육행사를 통한 교류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자주 활용되어 왔다. 북한은 2014년부터 평양의 만경대상국제마라톤
대회에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고 관광 상품을 판매해 왔다. 최근에는
외국인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북한은 평양으로
오는 관광객을 원산 등으로 유치하고 싶어 하므로 원산에서 해양관광
스포츠대회를 추진해봄직하다. 북한은 7~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제정하고 수영을 보급하며 7월 12일은 ‘해양의 날’로 기념한다. 예컨대
매년 7월 원산국제바다수영대회 등을 개최하여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추진해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남북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바다수영대회에 북한주민이나
선수를 초청하는 방식의 교류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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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은 민간에서 참여할 경협사업이지만 북한을 경유하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한
반도 주변수역의 평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평화크루즈(가칭)’ 협의
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하고 평화크루즈 관광에 참여 의사가 있는
민간업체와의 정책협의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잠정 노선과
제반 절차를 검토한 다음, 정부 차원에서 중국 ‧ 러시아 ‧ 일본 등의
참여를 촉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평화크루즈 시범사업을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또는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77)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크루즈 선
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사 설립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숙원 과제이다. 남북교류뿐 아니라 한국 관광의
발전적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크루즈 선박을
확보하고 이를 북한에 기항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크루즈선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적
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식공유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크루즈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크루즈 선사를 설립
하고 크루즈 선박을 확보한다면 동북아를 기항하는 크루즈협의체
구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7) 이 점에 대해서 유익한 토론과 지적을 해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부연구위원께
감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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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연안관리 및 재해대응체계 구축 사업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북한은 일부 연안의 공업도시를 제외하면 개발되지 않은 자연 해
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78) 해안선 변화에 대한
조사가 없어 실태를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해안가에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아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연안 침식은 적을 것으로 예상
된다.79) 하지만 7~9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해 주택, 도로,
농경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재해에 취약하고 경제 대비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도 큰 편이다. 더 큰 문제는 재해 발생 이후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쳐 그 심각성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6월에 발표한 VNR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14 “해안과 바다, 수산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과 관련하여
연안통합관리 능력 배양 계획을 명시했다.80) 필요한 인프라와 기자재
강화, 해안 재난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 수립, 자주 재난이 발생하는
위험한 해안지역에 대한 평가, 부두와 방파제의 안전 점검, 방풍림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81)
최근 북한은 노동신문에서도 연안지역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강
조한 바 있다. 국가건설총계획에 따라 동서해안의 해안보호시설물과
78) 이민부 외,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북한 해안지역의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 연구
(2006), pp. 10~13.
79) 윤인주 외,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해양수산부 정책용역보고서, 2019),
p. 47.
80)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2021, pp. 42~43.
81) 위의 글,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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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해일을 견디는 간석지 제방과 해안방조제 건설을 주문했다.82)
이 내용은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과제로 동서해안 건설을 통한 국토 보호와 해양국의 체모에 맞는
해안선을 관리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도되었다.
북한은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artnerships in Environ
mental Management for the Sea of East Asia: PEMSEA)라는
국제기구의 회원으로 1993년부터 연안통합관리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PEMSEA의 지원으로 남포를 연안통합관리 시범지역으로
선정(2000)했으며 이를 원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PEMSEA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 연안상태 보고체계 확립,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이
행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등이 추진 가능하다.
연안관리와 재해대응체계 구축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이미 연안에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난개발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연안침식
문제가 심각하고 매년 연안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과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북한이 지속가능한 방식의 연안관
리를 해 나가고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일에 협력
할 필요가 있다.

82) “연안지역에 대한 보호관리,” 로동신문, 2021.9.12.
Ⅲ. 주요사업Ⅰ: 남북 해양 ‧ 육상 경제교류 재개 131

<그림 Ⅲ-3> PEMSEA의 지속가능발전전략과 북한이 PEMSEA에 제출한
이행보고서 요약

출처: PEMSEA 홈페이지, <http://www.pemsea.org/> (검색일: 2021.5.28.).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한반도 연안관리 및 재해대응체계 구축 사업에서 근미래 추진 목표
는 연안상태진단과 역량강화이다. 연안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연안의
상태를 진단하고 취약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를 안정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각종 조사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시설보강 등도 필요하지만 이는 물자 반입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는 여의치 않을 것이다.
육 ‧ 해상 교류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따른 대북합작 금지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이다. 2375호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AR에 따라 단순 물자
교류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AR은 북한을 이란, 수단,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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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테러지원국(E:1 그룹)으로 구분하여 미국산 품목(EAR99,
식품 및 의약품 제외)의 10% 이상 포함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그 어떤 성격의 교류라고 하더라도 미국산 품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 제한을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이나 조기경보체계, 시설보강에 필요한 물자 반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한편, EAR은 장비의 육상 반입(세관 통과: export,
re-export, transfer)을 금지하므로 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북한
연안에 닿지 않고 영해 내 선박을 활용한 조사활동은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군사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국방이나 안
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연안 상태를 북한이 한국에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안재해대응은 북한의 정책 수
요가 높은 의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선결
되지 않으면 협력이 쉽지 않은 요소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연안관리와 재해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의제 자체에 대한
수용 의사는 있겠지만 한국 당국과의 직접 협력을 꺼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남북한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PEMSEA
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안관
리와 재해대응은 결국 북한이 내부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문제이므로
한국은 PEMSEA를 통해 협력 의제를 발굴하여 확장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북한은 PEMSEA를 통해 연안상태
진단과 재해대응 취약성 평가를 추진하고 이를 관리할 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당국 간 직접 회담을 추진하기보다는
PEMSEA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전문가를
인적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우회적인 접근을 모색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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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앞에서 살펴본 고려사항에 따라 한반도 연안관리 및 재해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PEMSEA를 통한 국제협력으로 접근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관부처인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와 연안
재해대응이라는 의제를 관리하고 통일부는 이를 남북관계 안에서
속도와 규모를 조절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PEMSEA 사무국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해양수산부 예산을 배정받아 과장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상주해 왔다.
따라서 남-북-PEMSEA 간 협의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와 해수부 간 협의를 통해 한반도 연안관리 및 재해대응체
계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PEMSEA 사무국을
통해 이를 북한 측에 제안할 수 있다. PEMSEA는 3년에 한 번씩 ‘동
아시아 해양회의(The East Asian Seas Congress: EAS)’를 개최하며,
2021년 12월 1~2일간 영상으로 개최되었다. 다음 회의는 2024년에
있을 예정이므로 이러한 회의를 계기로 근미래에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EAS 개최 기간 중 PEMSEA와
남북한 간 워크숍이나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연안상태 진단과 재해대응 취약성 평가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과
투입 인력은 PEMSEA가 추진하되 남북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내용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등 관련
재원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한국이 PEMSEA에 대북 인도지원이
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여할 수 있을 것이다.
PEMSEA는 필요한 인원을 북한 측에 파견할 수도 있고 PEMSEA의
회원국인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에서 워크숍 형태로 인적 역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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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 북한의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 워크숍
인원에 한국의 전문가나 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
서는 연안상태 진단과 재해취약 평가 결과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PEMSEA는 이것이 향후 연안정보관리시
스템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시설보강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필
요한 조치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의 해안선을 따라 연안 전체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하는
데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개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대외개방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원산부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원산에 대한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면,
차츰 재해가 취약한 다른 연안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연안재해대응은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으므로 유엔 등 관련 기구의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다. 향후 인도지원을 넘어 환경 분야에
대한 대북 개발협력이 원활해지면 유엔환경계획 등을 통해 국제적인
재원을 활용한 사업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H 벨트상의 육상 경제교류 재개 및 확대 방안
가. 육상교류 재개 기반 마련
(1) 법 ‧ 제도적 보장과 ‘3통의 재개’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남북교류
재개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제도적으로 뒷받
침되어야 한다. 국가 간 또는 서로 관할 주체가 다른 지역 간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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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사람과 차량, 물자 이동 및 정보 ‧ 통신의
교환은 필수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가
능하기 때문이다.83)
이런 측면에서 남북 간 3통의 재개는 당면한 주요 과제이다. 개성
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심화 ‧ 발전함에 따라
3통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따른 합의가 주를 이루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84) 특히 남북
간에는 군사분계선(MDL)이 존재하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3통
에는 양측 군부의 관여가 뒤따른다.85) 2018년 4 ‧ 27판문점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8년 9월 19일
3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군사합의서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 통신 ‧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기로 하였다.86)

83) 여기서 3통은 ‘통행(通行) ‧ 통관(通關) ‧ 통신(通信)’으로, 통행 ‧ 통관은 공항을 통해
외국을 오고 갈 때 거치는 출입국과 세관검사를 연상하면 되고, 물품 역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반출입이 이루어짐. 통신은 전화, 우편, 인터넷, 전파
등을 이용한 정보교환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3통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었음.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남북관계 지식사전-3통(통행 ‧ 통신 ‧ 통관),” <https://www.
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16166&mid=SM000005
35&limit=10&eqViewYn=true&page=2&odr=news&eqDiv=> (검색일: 2021.10.23.).
84) 개성공단 착공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북한 측에 ‘3통’ 문제를 제기하여, ｢개성공업
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12.8.),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12.8),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12.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를 체결하였음. 다른 남북대화에서도 ‘3통’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군사당국 간 협의에서는 물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부총리
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3통’ 문제를 다룸. 위의 글.
8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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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통의 중요성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중국
과 대만 양안이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 사회
문화 ‧ 체육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
에서 상호 접촉과 교류가 지속 ‧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3통(三通) 4류
(四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3통’은 경제교역을 의미
하는 ‘통상(通商)’, 우편통신을 뜻하는 ‘통우(通郵)’, 육해공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을 가리키는 ‘통항(通航)’이며, 4류는 경제, 문화
교육, 체육,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이다.87) ‘3통 4류’는
1979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당시 국무총리인
화궈펑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처음 등장한 용어로, 양안 관계의
개선 및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업방안으로 제기되었다.88)
즉, 비정치안보분야에서의 협력부터 시작되고, 이를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를 심화 ‧ 발전시킨 것이다.
남북 간 3통에 관한 합의는 2013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앞두고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모두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남한의 대북
독자제재 ‘5 ‧ 24조치’로 거슬러갈 수 있다. 5 ‧ 24조치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리지구를 제외한 ① 남북교역
중단, ② 대북 신규 투자 금지, ③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
접촉 금지, ④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⑤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로 3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201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개성
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남북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86)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
87) “3통4류(三通四流), 중국과 대만의 교류 시발점,” 열린뉴스통신, 2019.9.16.,
<http://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664> (검색일: 2021.10.23.).
8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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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교류 등 왕래를 모두 중단하였다.
그러므로 남북교류가 재개되려면 우선 제도적으로 교류를 막고
있는 5 ‧ 24조치의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5 ‧ 24조치는 대통
령의 행정명령 형태로 발표되어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해
제가 가능한 사항이다. 문제는 제2장 3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실
질적인 효력의 측면에서 5 ‧ 24조치 해제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현재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 등 다자제재가 중첩 ‧ 포괄적으로 적
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정부만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한다고 해도 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
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 24조치를 해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절대조건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장의 3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는 대북
제재가 촘촘히 포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문, 즉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협력, 제도적 협력의 부문까지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제도가 막고 있는 측면도 있다. 특히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의
접촉 금지’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각계각층의 교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다년간 대북사업을 북중
접경지역 단동에서 추진해 온 사업가 K씨는 5 ‧ 24조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5 ‧ 24조치의 틀을 벗겨 놓으면 민간인들이 자체로 움직일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북과 뭘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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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어 국제법상 범법자가 되느냐와
5 ‧ 24조치로 인해 국내법상 범법자가 되느냐이다. 그런데 유엔 대
북제재는 북과 교류를 완전히 차단한 조치는 아니다. 유엔제재는
이거, 저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중간에 이건 해도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5 ‧ 24조치가 거의 완벽하게 교류를 차단한 것이다. 북과 일절
만나지도, 거래하지도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5 ‧ 24조치를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 대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대북 협력사업은 규모가 커서 국제법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우리 같은 중소 민간 경제인들은 국제법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
보다 국내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국제법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다. 즉, 우리도 유엔 대북제재 속에서 중국과 같이 할 수 있지만,
5 ‧ 24조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유엔제재에 저촉되는
것은 중국도 못 한다. 그러나 5 ‧ 24조치는 작은 교역, 돈도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다.89)

따라서 교류를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제만으로도 다양한 차원
의 주체들이 교류협력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 등 사회문화교
류를 위한 왕래는 제재의 저촉 사항이 아니다. 특히 지식공유사업의
경우, 무엇보다 자유로운 인적 왕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로
다음 대북 사업가 Y씨의 증언과 같이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했을 때
임가공과 같이 단순 노동 집약의 분야에서도 북한과 다양한 기술협력
이 필요했으며, 이는 남한에서 기술 인력의 파견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했다.
하다못해 농산물조차 북에서 그냥 가져오는 법이 없었다. 배추도
종자를 가져가서 북한 사람들을 교육해서 황량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 가꾸라고 해서 수학해 가져온 것이다. 즉, 북에 있는
89) 대북사업가 K씨 인터뷰(2020.8.4.,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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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북 사람들을 교육하고 투자해서
수확한 결과물을 남쪽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북한도 이 정도의 체류는
허용하였다. 임가공도 다 기술 지도를 필요로 했다. 북한도 아주 백지
상태가 아니다. 기본 기술자들과 틀은 있다. 그런데 그 설비와 기술
자들을 이용하면 50이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100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물산에서 기술자가 상주하
면서 북한의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그런 여건
이 안되어서 기계를 넣어주고 기본 바탕이 있는 기술자를 신 기계에
맞춰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것은 동영상, 사진, 설명서를 보내주는 방
법이었다. 북 기술자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 수준이어서 그걸 보
고 자꾸 훈련하면 단번에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좀 걸리고 수고도 하지만 결국 올라간다. 이러한 시스템을 남과 북이
구축해 놓았다. 그런데 5 ‧ 24조치가 이러한 시스템까지 없애버린 것
이다.90)

이는 비핵화와 대북제재하에서도 인도적 협력이나 사회문화부문
등의 민간교류는 가능하며, 자유로운 민간교류 재개는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한 항목이 될 것임을 뒷받침한다.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3통의 재개와 관련하여 근미래 추진 목표는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
적 협력 등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관광과 지식공유 및 개성
공단의 재개를 위한 인적 왕래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남북교류 활성
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① 다양한 분야의
90) 대북사업가 Y씨 인터뷰(2020.8.4.,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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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도모, ②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 운영을 통한 민간 ‧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③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과제 목표로
제시하는 등 교류를 위한 다양한 법 ‧ 제도적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91)
여기에 더해 2018년 남북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사적 보장과 대책도 내놓았다.92) 이것이 상기 언급한
‘9 ‧ 19남북군사합의서’이다.
그러므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및 3통의 재개는
남북합의사항이다. 앞서 2018년 남북관계 재개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남북교류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 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고 남북통일 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93)

바꿔 말하면,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도는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관광이나 지식공유의
협력 및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왕래 허용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북한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VNR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의 활성화 및 전 인민의 지식형 노동자를
91)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
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검색일: 2021.8.20.) 참고.
92)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http://dialogue.unikorea.go.kr> (검색일: 2021.8.21.).
93) “신년사,” 로동신문,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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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으로써 발표하였다.94)
다만, 5 ‧ 24조치의 해제 및 법 ‧ 제도적 기반 구축은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 여론은 좋지 못한 상
황이다.95) 무엇보다 2010년 5 ‧ 24조치 및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중단 등의 직접적 원인이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남북 유일한 연락망
으로 2018년 9월 개성에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1년 9개월
만인 2020년 6월 16일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그해 9월에는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이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 재개 시 북한과
사실관계 확인 및 재조사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림 Ⅲ-4>와 같이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복원 방안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96)

94) “4.4 Goal 4. Prepare …… all as intelligent workers Continue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ESCO and UNICEF is needed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content and method.”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21~24; “The Government has taken active measures to develop tourism.
The Masikryong Ski Resort was constructed at the world level and the construction
of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is actively underway.” Ibid., p. 31.
95) 2020년 2분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여론조사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 파기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물은 결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답이 41.6%였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0년 2분기 통일
여론 및 동향 분석보고서,” <https://www.puac.go.kr/ntcnBbs/detail.do?bbsId=
NABSMSTR000000000043&nttId=711> (검색일: 2021.10.30.).
96) 2020년 3분기 전국 만 19세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여론 및 동향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해 41.4%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7.9%가 서울‧ 평양에 상주 대표 설치로
답하였고, 25%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0년 3분기 통일
여론 및 동향 분석 보고서,” <https://www.puac.go.kr/ntcnBbs/detail.do?bbsId=
NABSMSTR000000000043&nttId=712> (검색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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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

출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0년 3분기 통일여론 및 동향 분석보고서,” p. 22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여기에 더해 5 ‧ 24조치 이전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부문들,
예를 들어 평양에 소재하는 내륙기업들을 비롯해 금강산과 개성
등에 진출한 남한기업의 투자 지분에 대한 인정이 북한과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남북 경협 협력사업을 기업
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하여 남북이 합의했다고 해도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서는 유엔사 문제가 남아있다. 제2장의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유엔사는 취지상 제재와 무관한 대북 의료지원이
운송 수단에 대한 수입제재나 미국 금융제재로 인해 좌절된 것 외
에도 제재 면제 대상인 남북철도 ‧ 도로 연결사업 등 비군사적 영역
에도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육상
보다는 해상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등 기존에 유엔사로부터 면제를 인정받은 육상
의 통로 부문을 재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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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5 ‧ 24조치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 접촉
금지” 등과 같이 교류와 관련하여 막고 있는 부문부터 완화 또는
해제하고, 제재의 저촉이 되지 않는 사회문화교류나 인도적 협력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 특히 관광, 지식
공유 및 개성공단의 현지 시설 점검 방문, NGO나 지자체 등 인도적
협력 및 사회문화교류에 중점을 두고 인적 왕래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대북제재 및 비핵화로 인해 합의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은 오히려 추진 동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2021년 3분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선선언’에 대해 응답자의 67.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중에
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1.7%,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고 본 응답자의 비율이 26.1%인 반면 ‘종전선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부정적 비율은 29.4%에 그쳤다(<그림 Ⅲ-5> 참조).

<그림 Ⅲ-5> 한반도 종전선언

<그림 Ⅲ-6> 대북제재 일부 완화

출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1년 3분기 평화통일 여론 동향 분석 보고서,”
<https://www.puac.go.kr/ntcnBbs/detail.do?bbsId=NABSMSTR000000000043&nttId=717>
(검색일: 2021.10.30.)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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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북미대화 이전에 북한주민의 방역 ‧ 보건 ‧ 민생 문제
를 고려해 ‘제재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답한 비율은
60.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그림 Ⅲ-6> 참조),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경우, 우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지원’
항목이 33.9%로 가장 많았다(<그림 Ⅲ-7> 참조). 또한 현 정부가
남은 임기 우선으로 해야 할 대북정책의 과제로써 ‘대북제재를 위반
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협력’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2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도적 협력’ 항목이 18.8%, ‘한반도 종전선언’
항목이 16%, ‘남북 간 상시 연락 채널 복원’ 항목이 15.3%, ‘북미대
화재개를 위한 중재’ 항목이 15.3% 순이었다(<그림 Ⅲ-8> 참조).
그러므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책 연구소 등에서 관련 기구의 초법적 행태의 문제점에 대해 산발
적으로 쟁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와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97) 이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의
국정평가 수준에서 정전 협력, 5 ‧ 24 조치, TF 성격의 한미 워킹
그룹, 유엔사 등 남북협력을 통제하는 다양한 장치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대한 여론 환기 및 토론이 필요하다.98)

97) 정은이 외,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 152.
98)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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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대북인도적 협력 우선순위

출처: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그림 Ⅲ-8> 남은 임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과제

출처: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2) 체계적 교통 협력 추진 기반 마련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논의는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9조에 남북 간 단절된 육상수송망(철도 ‧ 도로)의 연결과 항공로,
해상항로 개설이 명문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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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연결 착공식을 개최하였다.99) 그
러나 북한이 동해선도 동시에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2002년 8
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 ‧ 도로 연결공
사를 동시에 착공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9월 18일 경의선과 동
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다시 개최하였다. 2003년
2월에는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
시하였다. 이후 동해선 도로는 2004년(북측 구간 20km, 남측 구간
4.2km)에 완공되었으며, 철도는 2005년(북측 구간 18.5km, 남측 구간
7.0km)에 개통되었다.
<표 Ⅲ-5>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사업 구간
노선

운송로

규모

거리(km)

구간

철도

단선

27.3

남측 문산~군사분계선(12km)
북측 군사분계선~개성(15.3km)

도로

4차선

12.1

남측 통일대교~군사분계선(5.1km)
북측 군사분계선~개성(7km)

철도

단선

27.5

남측 저진~군사분계선(9km)
북측 군사분계선~금강산 온정리(18.5km)

도로

2차선

24.2

남측 송현리~군사분계선(4.2km)
북측 군사분계선~고성(20km)

경의선

동해선

출처: 통일부, 통일백서 2005 (서울: 통일부, 2005), p. 105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남북한은 경의선 도로의 경우 차량통행이 가능해진 2003년 초부터
개성공단 개발 준비를 위한 차량 임시통행을 실시했으며, 동해선
도로의 경우에도 2003년 2월 11일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시하였다. 철도 연결의 경우에는 2003년 6월 14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의 철도 궤도를 연결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2004년 4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99)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남북합의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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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2004.4.13.)｣를 체결하여 철도 연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7년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경의선 문산-개성역
간,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간 구간에서 실시한 데 이어,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 매일 1회 12량의 차량 편성
으로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에 들어갔다. 화물열차의 운행은 2008년
중단될 때까지 총 222회(편도 기준) 운행되었다.100)
2018년 4 ‧ 27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면서 남북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철도 ‧ 도로 분야의 회담을
진행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경의선(2018.8.13.~20., 2018.12.24.) ‧
동해선(2018.12.21.~23.) 도로 현지공동조사 및 경의선(2018.11.30.~
12.5.) ‧ 동해선(2018.12.8.~12.17.) 철도 현지공동조사를 진행하
였다.101)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이하 “9 ‧ 19평양공
동선언”) 2018년 내 동 ‧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고 2018년 12월 26일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세 번째로 거행하였다. 특히, 한국이 2018년 6월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철도 부문에서의 국제협력 가능성
도 확장되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철도 연결
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102)

100) 국립통일교육원, “남북관계지식사전” 참고, <https://www.uniedu.go.kr/uniedu/
home/brd/bbsatcl/nsrel/view.do?id=16235&mid=SM00000535&limit=10&
eqViewYn=true&page=6> (검색일: 2021.4.13.).
101) 통일부, 통일백서 2019 (서울: 통일부, 2019), pp. 91~92.
102)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2020.1.7.),” <https://www.korea.kr/archive/
speechView.do?newsId=132031797&call_from=rsslink> (검색일: 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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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근미래 추진 목표는 체계적 교통 협력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인적 교류를 모색하는 한편, 남북공동 현장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간 철도 ‧ 도로
연결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2018년 11월 남북
간 철도 ‧ 도로 연결 관련 북측 구간 공동조사사업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바 있어 향후 국제사
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동조사의 재개 등 가능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2018년 진행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남북공동조사는 시설물
일부에 대한 육안 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103) 조사 분야는 터널,
교량, 노반, 궤도, 전력, 통신, 신호, 건물이었으나, 기본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특히 상
당한 노후화가 진행된 교량, 터널 등은 안전성 조사를 위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며, 남북 간 시스템이 다른 전력, 통신, 신호 부문
역시 심층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2018년에 진행된 남북공동 도로
조사는 개성-평양, 금강산-원산, 개성-북측 출입경 시설 간 등
총 세 차례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 대북제재로 인해 검사 기자재
반출입의 불가로 현장 육안 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104) 따라서 기본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확보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노선에 대한 현대화가 아닌 우회, 신설이 필요
한 구간의 경우 지형, 지질 등에 대한 심층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103) 서보혁 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 ‧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133~134.
104) 위의 책,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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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해선의 금강산-원산 고속도로 구간은 철도노선과 대단히
인접하여 철도조사 결과와 병렬적인 검토 작업도 필요한 실정이다.
다만, 현재의 강력한 대북제재하에서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조사는 별도의 제재 면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철도 부문의 경우, 2004년 4월 체결된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2007년 11월 합의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에 기초하여 남북 간 철도 운행을 위한
법제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 철도 관련
전문용어의 비교 ‧ 분석 및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105) 남북 간
전문용어의 차이는 남북 경협 현장에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철도용어의 표준화는 남북 철도
법제 통합의 사전작업인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촉진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철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을 통해 철도인력 고도화를 도모하고, 향후 남북철도협력이 본격화
되면 북한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106) 도로 부문
역시 2002년 12월 체결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에 기초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로
통행방법과 도로표지 등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법과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 노력이 필요
하다. 이와 함께, 도로의 등급 지정과 등급별 포장 및 유지 방법을
표준화하는 한편, 도로의 운영, 유지, 보수 등 남북의 도로망 관리와
관련한 체계적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107)
또한, 북한 철도 ‧ 도로 전문가 교류 및 교통 관련 종사자에 대한

105) 서종원 외,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19), p. 104.
106) 위의 책, p. 154.
107) 위의 책,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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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을 통해 교통 전문 인력 고도화를 도모하고, 향후 남북
철도 ‧ 도로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108)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현재의 엄격한 제재 국면에서는 체계적 교통 협력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은 교통 관련 법제 정비, 전문가 교류 및 인력 교육 사업
등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 가능하다.
남북이 철도 ‧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적인 법제 준비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남북 간에는 2002년
도로 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 2004년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
가 체결되어 있으나,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에 필요한 기자재의 반입과
도로 이용 등 실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
이다.109)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남북 교통기본합의서의
체결 등 법제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10) 남한이 국제철도협력
기구(OSJ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남북 간 구체적 협의를 통한 별도의 합의서는 마련되
어야 한다. 남북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교통 및 교통 관련 법제 용어의
표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통신, 전압, 신호 등 기술과 제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철도기술
표준화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남북의 도로계획, 운영, 관리 체계 및
기술 분야의 표준화 등 제도와 기술의 표준화 협력도 필요하다.
108) 위의 책, pp. 110~112.
109) 열차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업무를 담당할 법적 주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유, 남북협력법제연구-철도협력방안 법제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20), pp. 73~74.
110) 1971년 12월 17일 동서독은 ｢동서독 간의 일반 시민과 화물교통에 관한 협정｣을 체결.
서종원 외,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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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북 철도 ‧ 도로 연결과 관련한 법제 및 기술협력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한 전문가들의 학술 부문 교류가 필요하다.111) 철도의
경우 크게 차량기계, 전기신호, 궤도토목, 정책 운영 등 분야로 구분
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가 교류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도로의 경우 도로 계획, 건설 ‧ 시공, 운영 ‧ 관리, 안전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전문가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교통 부문의
정책 및 기술 전문가들이 남한과 북한의 교통 부문 정책과 기술 현
황을 소개하고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통 협력 포럼을 정례
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교통 부문의 협력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교통 관련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 정책 및 기술
분야별 교육 훈련 사업도 검토할 수 있다. 남한의 교통 전문가가 방북
하여 북한의 교통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남북 철도 ‧ 도로 현지공동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짧은
일정 및 조사 여건상의 한계로 기본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112) 2018년의 경우와 같이 북한 내 공동
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후에 남북공동 현장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상황에서 조사 장비가 북한으로 반출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북 철도 ‧ 도로 정밀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
받은 후에 철도 ‧ 도로 인프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113) 북한의 철도 ‧ 도로 상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신설,
111) 위의 책, pp. 291~292.
112) 서보혁 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 ‧ 해양 협력을 중심으로, p. 129.
113) 서종원 외,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pp. 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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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확장, 현대화 등의 투자 방향과 규모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반도 교통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서는
공동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북한 교통 인프라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 이를 향후 교통 협력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단순히 조사에 의거한 협력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와 더불어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통해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돌파구로 열차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 열차 관광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활용
한 지속가능관광의 일환으로 추진 가능하기 때문이다.114) 2007년
10 ‧ 4정상선언 당시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
하기로”하였다.115) 또한, 2018년 9 ‧ 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116)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2.4.~20.)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및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참가와 해당 경로를 활용한 남북연계관광 상품 개발을 검토
114) 2014년 세계관광기구(UNWTO)는 관광분야의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자동차 및 항공 여행을 버스 및 기차 여행으로 대체하는 등 교통 체계의 개선을 권고
하였으며, 유엔환경계획(UNEP) 역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으로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지속가능한 교통
등을 강조. 2012년 9월에 개최된 제67차 UN 총회에서는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FP: 10-Year-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2012~2022)’을 추진할 전담 기구로 유엔환경계획
(UNEP)을 지정. 이에 UNEP는 UNWTO와 함께 2014년 10개년 계획의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10 YFP STP: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
하여 각국 관광 관련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을 지원.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도 포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태, 10YFP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동향 분석 및 아젠다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참고.
115)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6항.
116) ｢9월 평양공동선언｣ (2018.9.19.)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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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17) 2007년 남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600명의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300명씩 전 ‧ 후반기
두 차례에 나눠 참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2008.2.5.). 이에 한국
철도공사는 ‘2008 북경올림픽 남북응원열차’ 추진을 위해 국제열차
운행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118) 한국이 2018년 6월 국제
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같은 OSJD 회원국
인 중국, 북한과의 협력 여건이 2007년 당시보다 좋아진 것으로 평가
된다. 특히, 경의선 구간은 2007년 12월과 2018년 11~12월 등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진행된 구간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향후 남북공동응원단 이동 경로를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남북연계
관광 코스를 마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관광 가운데 ‘외국인의 남
북연계관광’ 관련 제안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구체화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성과 홍보를 위해 개성 및 금강산 철도 시범 관광도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2018.8.15.)를 통해 제안한
남북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아시아 6자와 미국이 참여하는
6+1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17) 이와 관련한 협력은 코로나19 상황의 전개와 남북 및 국제기구와의 방역협력 진행
경과 등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려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할 수 없으며,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만 가능한 상황으로 협력 여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임. “IOC “北,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2월 베이징올림픽 참가 제동,” 연합
뉴스, 2021.9.9.,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002753087?section=
nk/news/all> (검색일: 2021.9.9.).
118) 해당 계획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올림픽 개최 기간(2008.8.8.~8.24. 17일간)을
전후하여 2008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를 운행기간으로 정하고, 3회(1회
8.6~12./ 2회 8.13~19./ 3회 8.20~26.) 운행을 실시하고자 하였음. 회당 약 300명의
인원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여 6박 7일(서울↔평양↔북경 1,608㎞ 왕복 기준)의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함. 한국관광공사, 남북철도 연결에 따른 한반도관광 진흥 전략
수립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8),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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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러정상회담과 2019년 12월 한중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철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양국 정상의 지지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도출한
바 있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2007년
5월 남북열차 시험운행 당시처럼 경의선 축을 활용한 개성 열차관광
(남측 열차 활용), 동해선 축을 활용한 금강산열차관광(북측 열차
활용) 시범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천 노력의 단기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로 대내외 홍보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이 역시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육상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관리
(1) 관광협력의 단계적 재개 추진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3대 경협벨트 구축 내용이 담긴
USB를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19)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2018년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공동특구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즉,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해권 에너지 ‧ 자원
벨트는 동해 ‘관광’공동특구라는 명칭 아래 관광 부문에 방점이 찍힌
119) 임강택, “판문점선언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3가지 지향점,”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8.5.10.,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
148850532> (검색일: 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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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120) 밝혀 다시 한 번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한 동해권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발언했
으며, 동월 15일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개별관광 추진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21) 정부
가 추진하는 개별관광의 개념은 ①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
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 ‧ 금강산 방문, ②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하여 평양, 양덕, 원산 ‧ 갈마 ‧ 삼지연
등 북한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북하는 제3국 경유 개별관광, ③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 허용 등 외국인의
남북연계관광 등이다.122) 특히, 통일부는 ‘2020년 5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북한 개별관광’을 꼽고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의 개성 ‧ 금강산 방문과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 등을 추
진했으나,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 입국을 금
지하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의 경우도 2018년 9 ‧
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을 선언하
였으나,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지
120)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121) 이해정 ‧ 김성환 ‧ 강성현,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 21.
122)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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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한편,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21~ 2025)’에서는 금강산지구를 우리식 현대적 문화관광지로 전
변시킬 단계적 계획을 지시하였다. 2021년 7월 유엔에 제출한 첫 번
째 VNR 보고서에서도 관광 부문 평가를 통해 GDP에서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관광 산업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
고 있다며 지속가능관광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23)
동해 ‘관광’공동특구 추진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정상의
합의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3대 벨트 가운데 동해권 개발
전략, 북한의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계획이라는 한반도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0 통일의
식조사’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은 58.7%를
기록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24) 특히, 동해 ‘관광’공동특구는 기존에 추진한 바 있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동해 ‘관광’공동특구 조성 사업의
추진 동력은 약화된 상황이나, 남북한의 수요를 반영한 동해 ‘관광’
공동특구가 추진된다면 관광이 견인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근미래 추진 목표는 개별관광 추진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관광협
력의 단계적 재개를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한 관광교류의 재개 및
123)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1.
124)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0 통일의식조사’는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200명(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2.8%)을 대상으로 실시. 한편,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은 53.1%를 차지함.
김범수 외, 202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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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통해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연계 관광권을 형성하여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남북한 모두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광 재개 및 확대를 통해 남북
한주민들의 접촉면 확대뿐 아니라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실현
하여 한반도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이라는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관광 재개 및 확대를
계기로 관광객 교류와 남북한 관광 부문 종사자간 교류 등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남북관광 재개 및
교류 확대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관광이 견인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한시장
성장 둔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사드 배치, 북핵 문제 등 정치외교적
요인이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것을 고려할 때,125) DMZ를 마주보고 있는
북한과 관광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반도 내의 평화 제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관광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작 ‧ 투자사업 금지,126) ‘대량현금’의127) 이전,128) 금융적 ‧ 물

125)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2019.4.2.),”
p. 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594>
(검색일 : 2021.9.2).
126) 2017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75호 18항은 “북한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신규 및 기존의 모든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 ‧ 유지 ‧ 운영을 금지”함.
127) ‘대량현금’의 기준은 ‘5,000달러 혹은 10,000달러 이상의 통화 또는 화폐성 도구’로
볼 수 있음. 미국의 ‘대량현금 밀반입’ 금지 조항에서 ‘대량현금 밀반입’은 “10,000
달러 이상의 통화 또는 화폐성 도구를 은닉하여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로 규정
(31 U.S.C. sec. 5332 (a)(1) (Bulk cash smuggling into or out of the United
States)). 대북제재 관련 미국연방규정 31권에는 북한으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송금은 1년에 5천 달러까지 허용된다고 규정(31 CFR §510.511 (a) (Noncommercial,
personal remittances) (a)).
128) 2013년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 11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
그램 또는 제재 대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을 포함한 금융 및 기타 자산
재원의 이전 및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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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 기술적 지원 및 상당한 수출입의 금지129) 등 남북관광협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30) 제재 저촉 여부 판단에는 유엔 안보
리제재위원회와131) 미국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재량권이 작용할 수 있어, 북한과의 관광협력사
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대북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132) 금강
산관광에 대한 전면적 제재 유예 혹은 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대
북제재 저촉 우려없이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33)
남북관광협력 재개에 앞서 남북 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우선 2011년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합의서를 어떻게 계승 ‧ 발전시킬지 협의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 출입과 관련하여 현재 남한과 북한의 출입사
무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각각 발급한 증명서와 군사분계선
통행을 위한 유엔사의 허가가 필요하다.134)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29)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 제104조 (b)(1)(A)항에서는 “알면서도(knowingly)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금융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또는 상품 ‧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이러한 일에 관여 또는 기여하는 경우”를
재량적 제재 대상으로 규정.
130) 이해정,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관광 정책 추진 동향과 과제,” 수은북한경제,
2021년 여름호 (2021), p. 21을 수정 ‧ 보완.
131)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
1718호에 의해 15개의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009년 6월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874호에 의해 8명의 전문가 패널이 설치
됨. 이효원,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법적 쟁점,” 통일과 법률, 제31호 (2017), p. 13.
132) 서보혁 외, 대북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70.
133) 2020년 12월 9월 현재 1718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 25항에 따라 총
76건의 인도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umanitarian Exemption Request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
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humanitarian-exemption-requests>
(검색일: 2021.5.18.).
134) 이해정,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관광 정책 추진 동향과 과제,”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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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으로 남한에서 육로를 통해 북한을 출입할 시 적어도 10일
전에 관광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남북이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남북이 각각 발급한 증명서를 상대지역에
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서｣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도 적용이 된다면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관련해 제10조를 보완하거나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해야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출입 ‧ 체류 관련 문제를 상시적으로 소통
하기 위해 2008년 2월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관리위원회 등 관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제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기본법｣에 남북관광협력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거나 ｢관광기
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
발기본계획 등)에 ‘남북관광협력 촉진의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외의 다양한 남북관광
협력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해 관광진흥
개발기금 용도(제5조)에 남북관광교류협력을 포함해 지원이 가능
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135)
한편, 북한 당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위해 외래
관광객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까지 막고 있는 상황
에서 남북 간 관광협력의 재개를 위해서는 보건 ‧ 방역 문제 역시 고려
해야 한다.136) 남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 추진 역시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코로나19 악재를 기회로 삼아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135) 신용석 외, 남북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 87; 신용석 ‧ 최경은, 신남북관광협력의 정책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19), p. 262.
136) 이해정,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관광 정책 추진 동향과 과제,”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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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쳤으나, 이 또한 북한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무산되었다. 향후 남북
관광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8년 9 ‧ 19평양공동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간 위생 ‧ 방역협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현재 수준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남북 간 물자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 과제를 도출
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관광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북관광 추진을 억제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 수단의 활용과 대금 지급, 물품의 반출입 등의 문제가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어 북한 방문을 고려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관광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
한 합작 ‧ 합영사업 및 신규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과거 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남북 간 개발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수준에 따라 관광협
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광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로 손꼽히며 2020년 정부는 개별관광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남북관광 재개를 위해서 코로나19 등
방역 ‧ 보건 관련 협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안과 함께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및 개성지역 개별 방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대북 접촉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거주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및 개성지역
개별 방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37)
137) 美 하원 외교위는 미국과 북한이 인도적 최우선 과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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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 등 관광 홍보행
사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도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
이 될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홍보행사에 참가해 남북한 각각의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남북연계관광상품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남북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 여론을 확산시키고 해외
여행사 등 행사 참가자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최근 북한 당국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8년 대만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남북 간 협력도 모색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138) 남북이 세계 유수의 대규모 국제행사에 남북관
광을 주제로 한 공동 홍보관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남북관광협력이 십여 년간 중단되면서 북한 관광자원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해 2000년대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남북관광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남북 정부 당국은 남북관광
협력 재개 논의와 함께 북한 관광자원 공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139) 공동조사는 남북한의 관광 관련 유관기관 인사를 비롯해
관광 전문가와 사업자 등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남북은 공동조사를 통해 북한 지역 관광자원의 역사 ‧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공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북한 관광자
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향후 관광자원의 개발 ‧ 보전 ‧ 이용 ‧
관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40)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 “미국
하원 외교위,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가결,” 연합뉴스, 2021.4.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61300072?input=1195m> (검색일: 2021.5.20.).
138) 이해정‧ 김성환‧ 강성현,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p. 219.
139) 남북은 2018년 이후 철도 ‧ 도로 및 한강하구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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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은 관광인력 육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련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있다. 관광전문인력 교육협력은 북한의 관광
행정인력과 관광사업체(숙박시설, 여행사, 음식점 등) 종사자, 관광
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 가능하다. 교육협력은
교육대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제3국
NGO나 UNWTO 등 국제관광기구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교육 인력이 북한 지역에 파견을 가 북한 관광 부문 관료뿐만 아니라
학생 및 운송 ‧ 숙박 ‧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공동 관광가
이드 양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접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관광 재개를 위해 ‘인도주의적 성격’, ‘한반도의 평화 실현 목적’의
개별관광 연계사업을 추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141) 산림, 하천의 생태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와 관광을 결합한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을 통한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142) 볼런투어리즘은 관광의 한 형태로, 자원봉사
(volunteer)와 관광(tourism)이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춘 관광으로,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방문한 곳의 환경과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볼런투어리
즘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조항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남북
관광협력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140)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pp. 63~64, <https://www.mcst.go.kr/
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652&pDataCD=0417000000&pType=05>
(검색일: 2021.5.20.).
141) 이해정‧ 김성환‧ 강성현,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p. 216.
142) 위의 책, pp.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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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모두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
한 국제사회와의 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143) 따라서 금강산,
원산 등 북한의 주요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해 환경오염 피해
복구, 수질 개선을 꾀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북한의 습지, 철새
도래지 등의 생태보존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8년
제30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n And Biosphere
programme:

MAB)’에서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s)으로 지정된 바 있어, 남북 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한 한반도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추진도 고려할 수 있다.144)
2018년 국내 ‘순천’과 북한 ‘금강산’이 동시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
(MAB-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MAB-ICC) 이사국
들은 유네스코를 통한 남북협력 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145)
원활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143) 관계부처합동,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제2부, p. 200, p. 267,
<http://ncsd.go.kr/notice?post=2466> (검색일: 2021.9.3.). 목표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세부이행과제로 포함하고, 목표 14(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포함.
144)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n And Biosphere programme: MAB)’은 유네스코
정부 간 프로그램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역임. 2021년 현재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82),
제주도(’02), 신안다도해(’09), 광릉숲(’10), 고창(’13), 순천(’18), 강원생태평화(’19),
연천임진강(’19) 총 8개소가 지정됨. UNESCO MBA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mab.or.kr/v2/biosphere/aboutbr.html> (검색일: 2021.5.20.).
145)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MAB-ICC)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된
34개 이사국으로 구성(임기 4년)되며, 2018년 제30차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약 30여 개 이사국들이 참여. 외교부 보도자료, ｢순천과
금강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규 지정(2018.7.25)｣; UNESCO, 30th MAB ICC
Final Report,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SC/
pdf/FINAL_30_MAB_ICC_REPORT_en.pdf> (검색일: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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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 및 해외동포
이산가족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남북의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사회의
우호 여론을 우선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면회소 상설 운영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관광객의 신변안전, 출입 및 체류 보장, 투자자의
자산 보호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합의된 금강산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의 사업자 간 협의도 필요
하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2008년 준공한 이산가족 면회소의 개보
수를 우선 추진하고, 남북의 이산가족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 상봉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 내 관광시
설 및 기반시설 노후화 진전 정도에 대한 현지 점검과 시설물의 개보
수를 진행하는 등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 또한, 개성관광 역시 금강산관광과 함께 제재 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기존 관광 코스뿐 아니라
개성 외곽지역으로 관광 코스를 확대하여 역사 ‧ 문화 관광자원으로
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 시설 재정비를 통해 숙박 관광
상품 개발 등 상품 다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남북연계관광과 관련된 국내외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VR
북한 투어’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VR 투어’는 가상
현실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관광산업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VR 투어’는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콘텐츠’ 제작이라는 형태로 남북이 협력을 도모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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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운 상황
에서 VR 북한 투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 정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북한의 관광자원을 선정하여
VR 콘텐츠화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북한 관광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통일부 역시
상대적으로 통일에 무관심한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
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출
생한 Z세대를 통칭)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목
적으로 평양, 금강산, 개성 등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자동차 가상현
실(VR)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해당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146)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취소되었으나,147)
2021년 평양국제마라톤대회는 비대면 ‧ 가상방식으로 개최를 추진
했던 점을 살펴보면 향후 남북 간 비대면 ‧ 가상 형식의 관광협력
추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VR 콘텐츠화하기
위한 촬영, 기술 장비의 대북 반출입 과정에서 대북제재 저촉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UN 안보리나 미국
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46) “[단독] 통일부, 평양 ‧ 금강산관광 VR 시설 구축...“젊은층 北 간접체험”,” 서울경제,
2021.9.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DVDOK31> (검색일: 2021.9.8.).
147) “북한, 비대면으로 추진하던 평양마라톤대회 결국 취소,” 연합뉴스TV, 2021.3.6.,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06005500038?did=1825>
(검색일: 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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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추진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일원은 DMZ와 함께 군사
적 목적에 따라 출입과 생활의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정전협정에148)
의한 비무장지대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149) 의한 민간
인통제선 이북지역, ｢접경지역지원법｣에150) 의한 접경지역을 의미
한다. 따라서 DMZ의 설치 목적 자체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151) 그러나 이러한 충돌과 대립을 상징
하는 공간인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고민은 1954년 남한
정부의 연구를 시작으로 생태학술, 자연보존, 문화재 관리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152)

148)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1항에서 “1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1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규정.
149)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해 군사
시설보호구역이 해제 ‧ 완화됨에 따라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에서
10km 이내로 축소됨.
150) 2000년 7월 22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은 2011년 5월 19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으로 개정. 동법 제2조에서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 ‧ 군과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고 규정.
151) 최용환, “DMZ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2호
(2018), p. 53.
152) 장영권,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와 구축 전략: 한반도 ‘DMZ평화’ 구상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제7집 1호 (201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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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DMZ 일원의 공간적 개념

출처: 환경부, DMZ 생태 ‧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 환경부, 2009), p. 13.

1982년 2월 전두환 정부의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은 북한에 비
무장지대 내 공동경기장 시설 건립 및 친선경기, 비무장지대 내
생태계 연구를 위한 공동학술조사,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 등을 포함한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안하였다.153) 1988년 7월

153)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개 시범실천사업,” 남북관계 지식사전 참고.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view.do?id=161
38&mid=SM00000535&limit=10&eqViewYn=true&odr=news&eqDiv=>(검색일:
2021.6.23.). 20개 시범실천사업은 ① 서울 ‧ 평양 간 도로 연결, ② 이산가족들 간
우편교류 및 상봉 실현, ③ 설악산과 금강산을 묶어 자유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발,
④ 해외 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 지역을 자유롭
게 방문, ⑤ 자유교역을 실시하기 위해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 개방, ⑥ 모략방
송 장치와 방송청취 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송 자유청취, ⑦ 86아시아경
기대회와 88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참가, ⑧ 외국인들에게
판문점을 통과하는 자유로운 왕래 보장, ⑨ 남북공동어로 구역 설정, ⑩ 정치인,
경제인, 청년학생, 근로자, 문예인, 체육인 등 각계 인사간 상호 친선 방문 실시,
⑪ 기자들의 상대방 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⑫ 민족사 공동연구,
⑬ 종목별 체육친선교환경기 개최 및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 구성 참가, ⑭ 일용생
산품 교역으로 쌍방 주민 생활편의 도모, ⑮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⑯
동일 제조업체간의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전시회 교환 개최, ⑰ 비무장지대 내 공동
경기장 시설 설립 및 친선경기, ⑱ 비무장지대 내 생태계 연구 위한 공동학술조사,
⑲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 ⑳ 군비통제 조치 협의 및 군사책임자간 직
통전화 설치운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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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 7
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기장 시설 마련 및 공동학술
조사 등을 제안하였다. 동년 10월에는 유엔총회연설에서 비무장지대
내 평화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여기에서 이산가족들이 자유
롭게 만나는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 ‧ 교류 ‧ 교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54)
또한, 1989년 9월에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하면서 남북
연합 단계에서 비무장지대 내 평화구역과 통일평화시를 설치할 것
을 제의하였다. 나아가 1992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
에서 비무장지대 등 남북이 합의하는 지역에 공동출자로 합작공장
을 설치할 것도 제안하였다.155) 1997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은 유엔
환경특별총회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를 한반도
평화와 환경생명의 모범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156) 이명박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과제 35번으로 녹색 한반도를 지정하고 세부 목표
가운데 하나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선정하여 DMZ의 생태계
조사 실시, DMZ 및 일원지역에 생태평화공원조성, 남북공동으로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행되지는
못하였다.157)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4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을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

154) 통일원, 1990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0), pp. 69~70.
155)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992년 연두 기자회견(1992.1.10.),” 연설기록 <https://
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
7793&catid=c_pa02062> (검색일: 2021.6.23.).
156)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유엔환경특별총회 연설(세계화시대의 환경협력, 1997.
6.23.),” 연설기록,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
jsp#this_id3> (검색일: 2021.6.23.).
157) 국무총리실,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 2008),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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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158)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DMZ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가 중단되고, 동 ‧ 서해 남북공동특구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
면서 남북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국내 논의도 활발해졌다. 정부는 남북
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접경지역 인근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펼쳤다. 정부는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을 국정과제 90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 포함시켰으며,159)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천명하였다.160)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준비했으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안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61)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유엔 총회에서 DMZ를 국제평화지
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한반도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뀌
면 한반도는 대륙 ‧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 ‧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
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162)

158)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69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2014.9.23.),” 연설기록,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21.6.23.).
15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p. 131.
160) 청와대,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8.8.15., <https://www1.president.go.kr/
articles/4022> (검색일: 2021.5.11.).
161) 정은이 외,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 52.
162) 청와대,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019.9.24., <https://www1.president.go.kr/
articles/7257> (검색일: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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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근미래 추진 목표는 DMZ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동서 생태
축 연결 및 복원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이 접경지역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한반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북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고, 남북 간 교통망과 에너지망 등 주요 인프라가 연결될 수 있도
록 하는 등 접경지역을 단절과 고립의 공간에서 소통과 연결의 공간
으로 변모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협력 공간으로 만
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DMZ 일원의 생태 ‧ 환경적 가치를 보
존하고, 질병 및 재해에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되
어야 한다. 접경지역의 생태 ‧ 환경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1992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유엔
환경계획(UNEP)을 통해 남 ‧ 북한에 ‘DMZ국제공원’ 조성안을 제안
하는 등 그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2018년 국립생태원은 비무장지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929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63)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체 267종의 37.8%에 달해 DMZ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국립수목원이 조사한 비무장지대의 식물상은 총 2,504종으로 국내
전체 식물 4,497종의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생물다양성 측면
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164) 또한,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163) 국립생태원, “DMZ에 멸종위기종 101종 포함 야생생물 5,929종 서식,” 2018.6.14.,
<https://www.nie.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kN3Z0
1m9XxU3S512p15DLk&cont_idx=444&menu_nix=0nW6cm92&edomweivgp=R>
(검색일: 2021.6.28.).
164) 제종길, “비무장지대(DMZ) 자연유산 남북 공동협력의 의의와 과제,” 문화재, vol.
52, no. 1, 통권 83호 (2019), p. 248. 한편, 환경생태 ‧ 관광 측면에서 DMZ의
브랜드 가치는 20조 원~6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김재한 ‧ 경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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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질병 및 재해 공동 대응도 중요
하다. 접경지역에는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6.25 한국전쟁의 흔적까지
중요한 역사 ‧ 문화 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다양한 학술적 교류 및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통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삼국시대
성터와 궁예 태봉국 도성터, 고려시대 고분군, 조선시대 전통가옥
등 역사 유적지의 공동 개발 및 보전 사업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
고취를 도모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연, 환경, 생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은 상대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및 북한의 호응,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과 관련하여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부터 2018년 9 ‧ 19남북군사합의서로 이어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고도의 기술적 고민이 필요하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7년 제2차 국방장관회담, 2018년 9 ‧ 19 군사합의서
에서 세 차례나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다른 공동위원회와
는 달리 그 실천을 확인 ‧ 감독하는 기능까지도 부여되어있으나,165)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군사공동위원
회는 고위급군사 협의체로서 차관급(北 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
으로 하여 구성하고,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 시, ｢남북군사공
동위원회 구성 ‧ 운영(案)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 및 합의서｣체결
(서명)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166) 남북
“비무장지대 가치 인식의 계량적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2권 2호 (2010), p. 48.
165) 도경옥‧ 임예준‧ 안준형,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162.
166)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방부 보도자료,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2019.9.1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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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재개 및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
한 가동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군사분계선 통과 및 비무장지대 출
입과 관련하여 유엔사의 관할권(jurisdiction)과 남북한 사이의 관리권
(administration)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점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167)
2018년 9 ‧ 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서해
공동특구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168)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논의만 진행
되고 있어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입법을 통해 30여 년을 이어 온 남북 간 합의의 정신을 제도
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통일경제특구 사업 추진 시에도
유엔의 대북제재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169) 북한인접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남북한 합작을 통해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과의 합작 사업 금지(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와 북한 노동자 고용 관련 제재(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를

156350857> (검색일: 2021.6.28.) 참고.
167) 이해정,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관광 정책 추진 동향과 과제,” p. 22.
168) 제17대 국회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의원을 비롯한 여‧ 야 의원 100명이 ｢통일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06년 2월 발의, 제18대 국회에서는
임태희‧ 이경재‧ 황진하‧ 송훈석의원이 각각 북한 인접지역 내 특구 조성과 관련된 법률
안을 발의, 제19대 국회에서 황진하 ‧ 윤후덕 ‧ 김영우‧ 정문헌 ‧ 김현미 ‧ 한기호의원 등이
각각 북한 인접지역 내 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유사 법률안을 발의, 20대 국회에서는
박정‧ 윤후덕‧ 김성원‧ 김현미‧ 이양수‧ 홍철호의원이 접경지역 내 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용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서(202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pp. 10~12 참조.
169) 김녹영,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 경협의 양립성 검토: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통권 제47호 (2021), p. 90.
Ⅲ. 주요사업Ⅰ: 남북 해양 ‧ 육상 경제교류 재개 173

고려해야 하며,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정에서도 벌크 캐시
문제(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와 북한 은행과의 거래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등을 살펴야 한다.
남북 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
로서 ｢남북기본협정｣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170) 여기에 비
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정상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표 Ⅲ-6> 21대 국회 DMZ 관련 주요 법률안

구분

한반도
평화경제특별 평화경제특별 통일경제특별 비무장지대의 비무장지대
구역의 지정 및 구역의 지정 및 구역의 지정 및 보전과 평화적
세계유산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한 이용 지원에 남북공동 등재
법률안
법률안
법률안
관한 법률안 지원에 관한
(박정의원 등 (윤후덕의원 등 (김성원의원 등 (전해철의원 등
특별법안
52인,
10인,
11인,
36인,
(안민석의원 등
2020.6.1.)
2020.7.15.)
2020.6.12.) 2020.10.20.)
13인,
2020.6.5.)

목적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설치
특별구역

평화경제특별구역

비무장지대의
통일경제특별
보전과 평화적
구역 지정
이용

-

통일경제특별
구역

-

-

-

-

설치
우선지역

북한 인접지역

타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평화경제특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의 설치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관하여 다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제외하고
동법을 적용 우선하여 적용 동법을 적용

비무장지대의
DMZ의 보전과
세계유산 등재
평화적 이용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관하여 다른
법률에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우선하여 적용

170) 남북기본협정의 체결은 남북관계를 법치주의 관점에서 재정립한다는 의미를 가짐.
도경옥 ‧ 임예준 ‧ 안준형,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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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추진체계

시‧ 도지사가
시‧ 도지사가
지정요청 → 통일부장관과 지정요청 →
부처협의 및 국토교통부장이 부처협의 및
특구위원회
평화경제특별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심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국토부장관이 거쳐 공동 지정 국토부장관이
공동 지정
공동 지정

-

-

비무장지대평
화이용위원회
및 기획단 설치 추진단 설치
설치(위원장: (문화재청장
통일부장관,
소속)
통일부장관
소속)

특구위원회 설치
(위원장: 통일부장관)

기본계획

시‧ 도지사는
통일부장관이 평화경제특별 통일부장관이
10년 이상 구역개발계획을 10년 이상 통일부장관이
기간의
수립하여
기간의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5년마다 수립 국토부장관에 5년마다 수립
게 제출

입주기업

외국인투자기
남북교역‧ 경협
업및
및 연관기업
북한진출기업

남북교역‧
경협 및
연관기업,
북한인력
고용기업

-

-

-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국회입법현황 <https://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
(검색일: 2021.9.3.)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논의의 실천 가능
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접경지역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조화로운 역할 분
담을 통해 실행력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합의에 기반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Ⅲ. 주요사업Ⅰ: 남북 해양 ‧ 육상 경제교류 재개 175

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해야 한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바 있는 ‘접경위
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칭)’
등의 설치를 통해 남북공동협력기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171)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내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관한 공감
대를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Ⅲ-7> DMZ 개발 관련 중앙부처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추진 계획
부처

추진 계획
한반도
신경제구상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통일부

주요 내용
∙ DMZ 환경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 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남북접경지역 발전 : 통일경제특구 지정 ‧ 운영, 남북 협의
를 통해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
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업무계획
(2018~2021)

∙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추진
∙ 접경지역 관련 법제도화 추진

행정
안전부

∙ 165개 사업, 18.8조원 투자(기존) :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
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동서-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
접경지역발전종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합계획
∙ 225개 사업, 13.2조원 투자(2019년 변경) : 생태 ‧ 평화
(2011~2030)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국토
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 UNESCO 세계유산 공동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유엔기구와 평화 ‧ 생태 ‧ 문화관련 국제기구 유치, 비무장
지대 지뢰제거 등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 접경지역 산림복원, 사방사업, 산림협력 등을 통해 북한
지역 산림 황폐화 예방

171)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Ⅱ
(세종: 국토연구원, 2019), p. 131.

176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부처

추진 계획

주요 내용
∙ 기존 남북연결 도로 복원 및 접경지역 도로교통망 확충
∙ DMZ 일원 접경지역의 생태 ‧ 역사문화 ‧ 평화관광벨트 구축

환경부

문화체육
관광부

관계부처
합동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
(2020~2040)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21~2021)

∙ 생물다양성 남북공동조사 및 한반도 생물지 발간과 함께
북한의 전통의학(고려의학) 지식과 남한의 생명공학 기술을
결합한 한반도 생물자원 적극 육성
∙ 평화증진과 연계한 평창-설악-금강-원산의 ‘동해안평화
생태협력지대’ 설치 등 DMZ 접경지역 환경보전사업
∙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생태 관광벨트 조성
∙ 지역문화유산, 생태지역과 민통선 내 마을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 DMZ 일원을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제4차 지속가능 ∙ DMZ 생태축 보전 사업(K-SDGs 세부목표 15-1과 연계)
발전기본계획 ∙ DMZ일원과 백두대간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및 한반도
(2021~2040)
산림생태축 보전 ‧ 복원(K-SDGs 세부목표 15-7과 연계)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등 3개
시 ‧ 도 10개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2008년 4월 구성)
∙ 접경권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 정기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
∙ “DMZ평화생태공원”의 단계적 추진과 접경지역지원계획과
남북교류 ‧ 접경권 초광역개발계획 추진

∙ 국제 환경협력 단체 및 기구를 유치, 국제적 수준의 평화와
경기도 종합계획 생태 연구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
접경지역 (2012~2020) ∙ 유네스코 생물권지역과 세계복합유산을 추진하여 핵심
지역을 보호하고, 완충지역 및 전이지역에 생태마을 조성,
지자체
지역 친환경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평화생태체험관광 및
교육 활성화
인천도시
기본계획
(2011~2030)

∙ 검단∼강화∼해주를 연계하는 평화벨트구축 기반 유지

강원비전
2040
(2014~2040)

∙ 통일 역량강화 및 접경지역 인프라 구축
∙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 북강원도 D/B 구축과 남북강원도 지식공유

∙ 평화 ‧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접경지역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의 섬 탐방 관광상품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DB 전문자료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https://www.korea.kr/archive/expDocMainList.do> (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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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이동수단의 활용과 대금 지급, 물품의 반출입 등의 문제가 대북제
재와 맞물려 있어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추진 시
이러한 제약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제재 예외 사례들
이 인정되고 있어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협력 과제
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가 필요
하다.172)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에서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
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
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라며 지뢰 제거의 시급성과 필요성,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73) 2018년 4 ‧ 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DMZ 내
지뢰 제거를 위한 남북공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 대
통령의 제안과 같이 국제기구 및 민간의 DMZ 지뢰 제거 참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2018년 9 ‧ 19남북군사합의서에서 합의
한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서의 남북공동 유해
발굴에 북한이 호응하여 합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174) 또한, 철
172)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DMZ 일대에만
약 20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1 평방 ㎡ 당 2.3개 꼴로, 지뢰
매설 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 “‘지뢰 매설 밀도 세계 1위’ 한반도 DMZ…약
200만 발 매설 추정,” 미국의소리, 2018.10.2., <https://www.voakorea.com/a
/4595253.html> (검색일: 2021.7.18.).
173) 청와대,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2019.9.24.),” <https://www1.president.go.kr/
articles/7257> (검색일: 20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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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와 유해발굴지에 대한 산림복원
방안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
가 있다. 나아가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한편, 비무장지대 내 관광 및 문화 자원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철원 궁예도성과 김화 병자호란 전골총 등 역사 유적지에
대한 공동조사뿐 아니라 접경지역 생태계 공동조사 및 연구를 통해
보유 자원의 현황과 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화진포~금강산 등 남북 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접경지역
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킬 필
요가 있다. 우선 남북 접경지역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관광 시범사업 대상지를 지정하고, 이러한
협력 경험을 토대로 남북공동의 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지정 추진을 위한 남북
간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175)
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노력과 함께, 비무장
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문
헌조사 및 공동 현장조사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를 마련
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내 태봉국 철원성 등 주요 유적 남북공동 발
굴조사 계획 수립, DMZ 내 유적탐색을 위한 고지형 연구, DMZ 일원
문화유적 현황자료 연구, DMZ 내 문화 ‧ 자연유산 공동조사, 지뢰

174)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종료···서욱 “북한 호응 지속 노력”,” 연합뉴스, 2021.6.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4076351504> (검색일: 2021.7.19.).
175) TBR은 전 세계 31국에 거쳐 2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아시아는 지정된 사례가 없음.
UNESCO, “Ecological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S,”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
environment/ecological-sciences/biosphere-reserves/transboundary-biosphere
-reserves/> (검색일: 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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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등을 고려하여 접경유적에 대한 단계적 조사계획 수립 등이 필
요하다.176)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 ‧ 문화 ‧ 생태 ‧ 관광
관련 남북 전문가 교류 및 공동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
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움과 접경지대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산림병충해 등 초국경 질
병 예방 및 방역협력 추진도 필요하다. 남북 정상은 2018년 9 ‧ 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전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 등 방역 ‧ 보건
의료 분야 협력 강화에 이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재선충 ‧ 산림
혹파리 등 산림 방재, 공동방역 등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 ‧ 19남북군사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의 북한 방출과 관련해 유엔제재 면제를 받은
바 있다.177)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추가 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유엔제재 면제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남북공동의 지뢰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지뢰
매설 밀도가 높지 않고 불발탄 등 위험이 낮게 예상되는 지역부터
남북공동 지뢰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지뢰 제거 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남북한이 동시에 대인지뢰금지협약
(Mine Ban Treaty)에 가입하는 것 역시 상징적 의미가 커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접경지역 생태 시범관광을 실시하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과
176) 임재주,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2020.7),” p. 27.
177) “남북 유해발굴사업, 안보리 제재 면제 받아…4월 개시,” 연합뉴스, 2019.1.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7039651503> (검색일: 20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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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면제 진전 등 상황을 고려하여 생태관광 상품 개발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노력과 함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로드맵을 수
립하여 단계적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나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추진 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에 포함된 기후변화대응(SDG 13),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SDG 14, 15)과 연관이 큰 만큼 DMZ 관련 협력을 북한
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DMZ 내 생물다
양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평화
(sustaining peace)’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강조하면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178) 따라서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DMZ 일원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동서 생태축을 연결하고 보전 ‧ 복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남북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다. 육상교류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1)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개성공단 재개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관계가 복원된 남북은 2018년 한
해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18년 5월과 9월에 성사
178) 청와대,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20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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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차, 3차 남북정상회담은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도 컸다. 더욱이 2018년 9월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주민 15만 명이 모인 평양의 능라도 5.1경기장에 연설을
하는 성과도 이끌어 냈다. 이는 동시에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북한주민들의 기대가 컸으며, 동시에 현재 합의사항을 이행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사항 이행이 급선무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개성공단 재개가 절실하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2018년 9 ‧ 19
평양공동선언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179)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다음과 같이 2021년 1월 로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
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
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180)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
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
할 용의가 있습니다”고 언급하였다.181) 즉, 북한이 언급한 본질적

179) “9월 평양공동선언의 민족사적 의의에서 2번째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로써 개성공업지구의 우선 정상화를 거론하였다.” 김혜련,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 열다
(평양: 평양출판사, 2019), pp. 14~17.
180) “신년사,” 로동신문, 2021.1.9.
181)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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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는 북미관계 개선 및 체제보장의 군사안보적 측면도 있지만,
개성공단의 재개 또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재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천을 위한
거점으로써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대 벨트 중 서부권역 중심의
벨트는 수도권과 북한의 개성 ‧ 평양 ‧ 남포 ‧ 신의주를 점 ‧ 선 ‧ 면으로
연결하여 산업 ‧ 물류 ‧ 교통의 중심지로 경제 협력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즉, 수도권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남북 제조업 단지인
개성공단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천을 위한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성공 사례를 개성의 주변 도시와 남한의 주요 도시로 확
장시켜 나아가면 서부 축 중심의 경제협력벨트의 구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사실 북한이 초창기 남북 경협을 위한 경제특구 후보지로써 해주,
남포, 신의주, 개성 등 4개 지역을 거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개성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자의 수송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점, 둘째, 전력, 통신 등을 비롯한 하부구조건설에서 남
한의 전력망,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북 도로 연결 비용도 절
약할 수 있어 개발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 셋째, 투자기업
인들에 대한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제도를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간
소화할 수 있다는 점, 넷째, 한반도의 중부, 교통의 중심 위치에 자
리 잡고 있어 남북의 인적 및 물적 교류와 시장개척뿐 아니라 세계시
장의 개척에도 유리한 지리적 조건, 다섯째, 넓은 벌이 형성되어 있
으며, 수자원이 풍부하고, 온화한 날씨 등 유리한 자연적 환경 등
을 거론하였다.182) 즉, 개성이 남한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 개발과
투자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2) 김영준, 개성공업지구개발사 (2015), pp.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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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입지 선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성공단은 외국 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특정 지역의 공업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
적인 특구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공업지구창설이 이렇듯 전민족적인 사업이지만 조선 반도의 첨예
한 군사 정치정세 하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대치되여 있는 군사분계
연선지역인 개성시에 북남경제협력지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였다……군산연선지대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
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위한 거점이 개성공업지구가…….183)

실제로 개성은 남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분단과 더불어 국경
봉쇄를 하여 군사기지로 전환하였다.184) 그러나 북한은 개성에 공
단을 설립하면서 수도권을 겨냥한 정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키는 한편, 군인들을 제대시켜 약 30만 명을 개성공업
지구에 배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지역에 육상 공단이
건설된다는 사실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지대의
확대로,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방한계선
(NLL) 및 군사분계선(MDL)을 북상 또는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온
다고 할 수 있다.185) 2018년 9 ‧ 19평양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함께 3통 문제를 위해 9 ‧ 19남북군사합의서가 뒤따랐던 점
183) 위의 책, p. 23.
184) 인천과 해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입지한 해주 또한 과거 조선시대에 5대 도시로써 경제
중심지였던 반면에 분단 이후에는 서해함대 해군의 주력 기지로 변모함. 즉, 해주항은
북한 해군의 전진기지로 수십 척의 어뢰정과 사거리 20km 해안포, 사거리 83~95km의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등이 배치되어 있음. “<정상회담 D-5> 주목받는 해주港,”
연합뉴스, 2007.9.27., <https://m.yna.co.kr/view/AKR20070927087600043>
(검색일: 2021.9.10.).
185) 서보혁 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 ‧ 해상협력을 중심으로,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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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또한 민간의
원활한 3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개성공업지구개발은 민간급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이지만 그의
성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북남당국의 승인과 방조, 군부의 협조에
의한 안전과 통행 보장 등 수 많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국회담, 군사회담, 실무회담 등 여러 갈래의 회담들을 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남북 사이에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열리고 여기에서 개성공업지구개발과 관련
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토의되고 실행대책이 취해졌다.186)

이는 개성공단 설립이 가져오는 평화의 경제적 효과이다. 따라서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
까지 그 성과를 보면 비단 경제적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 직전 개성공단의 상황은 섬과 같이 고립
된 공단이 아니라 다음의 증언과 같이 북한 내 생산원료의 공급망
및 소비재 시장과의 연계가 싹트는 단계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안정
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남쪽에서는 개성공단에 물자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5천여
개가 있었다. 그러나 북쪽 산업도 개성에 들어와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달걀이었다. 신종플루 등 조치로 인해
남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달걀 공급이 중단되자 북한 내에서 달걀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개성공단의 노동자가 매일 1인당 달걀 2개만
먹어도 10만 개이다. 10만 마리의 닭이 알을 낳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닭 산업이 개성공단 주변에 형성된다. 또 개성공단의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 개성 인근에 닭 말고도 돼지고기

186) 김영준, 개성공업지구개발사,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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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농장이 만들어져 거대한 먹거리산업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187)

실제로 다음과 같이 북한 당국은 공단 설립 당시 개성공단이 북한
내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단 중심으로 북한 내 공장기업소와의
생산적 연계뿐만 아니라 공단의 세계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발전
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다.
개성공업지구가 활성화되고 개성공업지구의 투자기업들의 생산
량이 늘어나면 개성시에 있는 경제토대를 리용한 경제협력도 강화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기업들이 개성시 공장들과 임가공을
비롯한 생산적 련계를 맺으면 투자기업들은 생산적 투자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리윤을 얻게 될 것이며 북과 남 사이의 경제
협력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188)
개성공업지구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
조직이 자유롭게 투자하여 로력채용, 토지리용, 세금납부 등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개성공업
지구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만큼 주가 되는 투자자는 남측기업인들이다. 그러나 개성공
업지구를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 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도 공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다.189)

즉, 개성공단은 단순 특구의 개념을190) 넘어 남북 제조업의 상징
187) 개성공단 진출기업 대북사업가 I씨 인터뷰(2020.8.18., 통일연구원).
188) 김영준, 개성공업지구개발사, p. 17.
189) 위의 책, p. 32.
190) 물론 개성공단을 일종의 특구 개념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그 목적에
부합하여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개성공업지구는 로력채용, 토지리용, 세금납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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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협 모델로써 북한의 시장화 및 개혁개방, 나아가 지역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북측의 종사자가 5만 명에 달했
으며, 공단을 방문한 남측의 누적 인원 또한 총 115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개성공단이 단순히 생산의 공간에 불과한 것이 아
니라 남북 인적 교류의 장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과 하나의 생활
공동체에 기여했음을 뜻한다.191) 실제로 남북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의 공간에서 만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무엇보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상호 필요에 따라 비공식
적인 관행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후에 다음과 같이
공단 운영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이 되어 통일기반의 법 ‧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
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11년 12월 나선경제무역
지대법 및 2013년 이후 제정된 각종 개발구 관련 법들이 ｢개성공업
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
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운영 규정에 따라 하다 보면 법에 없는 규정이 많아 한계
점이 적지 않았다. 특히, 북측은 사회주의여서 법에 따라서만 행동

같은 분야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이 보장되는 라선경제
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측구, 최근 도에 창설된 경제
개발구들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를 이루고 있다……세계
적으로 볼 때 모든 나라들이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고 특혜 제도를 실시하여 유리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목적은……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수출을 촉진시켜 주로 외화를 많이 벌거나
국내제조업산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또는 새로운 첨단산업을 창설하거나
국제경쟁력을 가진 고도 과학기술부문들을 개발하기 위하여……이밖에도 현대적인
하부구조를 건설하거나……외국투자에 유리한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조직하고
개발운영하고 있다.” 위의 책, p. 5, pp. 18~19.
191) 예를 들어, 초코파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설기’라고 비싼 빵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했고, 일부는 시도했음. 개성 시내에서 일부 발전됨. 개성공단 밖에서 만들어서 공단
종업원에게 제공하라고 함. 개성공단 대북사업가 T씨 인터뷰(2021.8.24., 하우스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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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남측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지 말란 것만 빼고 다 한다.
남측은 하지 말란 것만 빼고 다 하고, 북측은 하라는 것만 한다.
그러나 13년을 하다 보니 북도 하지 말라는 것 외에 유권해석을 하면,
이것은 해도 된다고 하면서 변화가 보였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만
한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북을 설득하면 북도 넘어갔다.192)

그러므로 개성공단은 민족경제공동체, 나아가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의 촉진에도 도움이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가동되어 완충지로써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개성공
단의 재개 및 확대는 북한 경제의 회생 및 개혁개방의 유인은 물론,
지역 안정화를 통해 한국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상생협력의 장으로써 한반도
평화경제의 구상을 견인하는 출발지가 될 수 있다.193)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근미래에 개성공단의 재개목표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현지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및 단계적 공단의 재개이다. 여기서 단계적 공단
의 재개는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본격적
인 생산에 돌입하는 경협의 형태가 아니라 인적 교류가 동반된 ‘설비
제공형 위탁무역’의 형태이다. 여기서 ‘설비제공형’의 의미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직전에 우리 기업이 이미 투자한 설비를 의미
한다. 따라서 근미래에는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 없이 기존의 설비
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부자재의 유입
및 생산물을 위탁가공하고, 결과물을 무역형태로 수입하는 방식을
192) 대북사업가 N씨 인터뷰(2021.10.12., 통일연구원).
193) 서보혁 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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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기존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과 더불어 대북제재 완화가 뒤따라야 하지만 근미래에서는 가
능성이 낮아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2장 3절의 환경 변수분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북제재가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첫째,
대북 합작의 설립 ‧ 유지 ‧ 운영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위배될 소지, 둘째, 공단 가동에 필요한 물자 반출입, 특히 공단 가동
에 필요한 기계류, 전기 ‧ 전자제품류 및 철강류의 반출은 안보리 결
의안 2397호에 위배될 여지, 셋째, 개성공단 가동의 주요 결과물인
의류와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각각 2375호와 2397호에 의해 국내
반입이나 해외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넷째, 미국의 인권제재와도
직결되어 있는데,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해외 인력송출금지뿐만 아
니라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 내 제3국 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미국의 ‘2차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다.19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상기 대북제재에 대한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개성공단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다. 개성공단은 북한과의 합영 ‧ 합작기업이 아니라 한국
의 독자 기업, 이른바 역외에 있는 한국 공장이라는 것이다. 역외가
공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기계설비를 개성공단에 반입하는 것은
이른바 한국 공장에 기계설비를 들여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건 또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다. 문제는 설령 개성공단이 한국의 역외가공지대로 인정을 받아
도 북한 노동자의 고용에서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개성은 본국이라고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공장은 한국이지만 자국에 있는 역외
194) 본 보고서 51페이지 (가) 개성공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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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임금이 벌크
캐시로써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소지가 있다. 개성공
단의 임금 규모가 매년 억 달러가 넘으며, 게다가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사회간접료로 절반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핵 개발에 사용된
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문제는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협의
하에 현물로 지급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거래 품목 또한 제재 외
품목 중심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유엔사가 통행을 막고 있으며 예전의 관례로 보아 향후에
도 막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유엔사는 우리 기업이 개성으로 들어
가는 문제에 대해 과거 특별히 한국 정부에 통행권을 관리할 수 있
도록 이양하였다. 그런데 2016년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
했다. 이는 국제법상으로 해석하면 한국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양받은 통행권을 다시 유엔사에 반납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개성에 가려고 해도 유엔사가 막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밖에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화 방안 검토,
투자 자산 보호 및 분쟁 해결, 출입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통행 ‧ 통신 ‧ 통관의 3통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개별관광은 규모는 작지만,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의 첫 번째 단계는 개성의 비즈니스 관광을 허용
하여 인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개성은 남북교류협력 부문에서 공업지구로서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사실은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관광’에도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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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195) 따라서 개성관광은 2003년 금강산 육로관광의 개시
및 개성공단의 착공식을 통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2005년 8월과 9월 사이 세 차례의 시범 관광을 계기로 2007년 12월
5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96) 그러나 1년이 채 안되어서 중단
되었다. 2008년 7월 우리 측 관광객의 피격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는 한편,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2008년 11월 29일 전면 중
단이 된 것이다.1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11만 549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개성
을 다녀갔으며, 주목할 점은 개성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는 비즈니스
사업가들도 적지 않았다. ‘개풍양묘장지원사업’ 등 개발 협력을 위한
NGO나 민간 사업가들도 적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얻은 실
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금강산관광도 같은 이유
에서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물론
금강산관광은 중국을 통하지 않고 남북 간에 이미 정해진 통로를
통해 관광을 할 수 있어 북한이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으나, 그와 함께 금강산광광을 명분으로 남측과 금강산
195) 개성공업지구는 공업, 무역, 상업, 금융 지역과 함께 관광지역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구역으로도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과 함께 관광구역 획정도 명문화하고 있음.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법｣ 제30조는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
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혁명사적지, 역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
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개성시인민위원
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개성관광,” <http://encykorea.
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0%9C%EC%84%B1%EA%B3%
B5%EB%8B%A8&ridx=0&tot=612> (검색일: 2021.9.10.).
196) 개성은 역사적 유적지로써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생활을 가까이 접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기가 있음.
197) 이때 북한은 2008년 11월 24일 보내온 통지문에 △개성관광 중지와 함께 이때 2008년
11월 24일 보내온 통지문에서 개성관광 중지와 함께 군사분계선육로통행 남측 인원
제한 ‧ 차단, 봉동-문산 간 철도 ‧ 열차 운행 중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등을
12월 1일부터 시행해 나아가겠다고 통보하고 11월 29일을 마지막으로 개성관광도 중단
되었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개성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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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협동농장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종자나 비닐하우스를 제공받는 등 협동농장의 개선과 시범사업에
공헌하였다.198)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는 개
성의 인삼가공단지 등 산업시찰을 허용하는 등 비즈니스관광으로
개별관광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시에
남한에 공장을 운영하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북한의 산업시찰단
파견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단계로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이 향후 2~3년 안에
남북 또는 북미관계의 진전이 보이면 개성공단의 재입주 희망 기업
에 한해서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서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는지가 관건인데,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2월 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성
공단 가동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 결과는 주목할만하다. 즉, 이번
조사에서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에 대해서 ‘즉시 재
입주 하겠다’는 기업은 38.7%, ‘정부와 북측의 재개 조건에 따라 입주
하겠다’는 기업은 53.2%로,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91.9%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즉, 125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89%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90% 이상이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99) 즉,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다시 개성에 재입주할
기업은 압도적으로 많다(<글상자 Ⅲ-1> 참조). 이 중에서 즉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별할 수 있다.

198) 일본 테쿄대학 이찬우 교수 자문회의 (2021.4.23., 여의도 토즈).
199) “개성공단 입주기업 90% “공단 재가동시 다시 들어갈 것”,” 한국경제, 2021.2.8., <https://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89429i> (검색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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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Ⅲ-1> 개성공단 입주기업 90% “공단 재가동시 다시 들어갈 것”200)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에 대해서 ‘즉시 재입주 하겠다’는 기업은 38.7%로 조사
됐다. ‘정부와 북측의 재개 조건에 따라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53.2%로,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9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주 시 애로사항은 ‘기계설비 등
보수비용(36.9%)’, ‘경협보험금 등 일시 상환(35.9%)’, ‘경영안정 관련 법 제도 미비
(15.5%)’ 순으로 응답 기업이 많았다. 재입주에 따른 예상 비용으로는 설비 유지보수
11억7000만원, 추가 투자금액 12억9000만원 등 총 24억6000만원을 예상했다.
남북 경협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45.9%)’이 꼽혔다. 향후 개성공단의 운영 방식으로는 ‘해외기업
유치(58.6%)’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개성
공단 재개 전망에 대해 ‘북핵 협상과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45.9%, ‘장기적 관망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40.5%를 차지했다. ‘재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은 9.0%, ‘가까운 시일 내 재개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5%로
조사됐다. 입주기업을 위해 가장 조속히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는 ‘설비 점검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방북(45.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 ‧ 자금지원(36.9%)’, ‘가동중단 관련 헌법소원 등 법률 판단(17.1%)’ 등 순
이었다. 응답 기업 중 2016년 가동중단 이후 현재까지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은
99개로 나타났다. 서류상 기업을 유지 중인 휴면 기업은 11개, 폐업기업(미응답
기업 포함)은 5개로 확인됐다. 입주기업 76.6%은 2015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106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66억원으로 38.1% 감소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평균 65억3000만원에서 15억6000만
원으로 76.1% 줄었다. 가동중단 이후 기업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는 ‘민간 내수
판매 확대(79.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수출 또는 해외진출(36.9%)’, ‘방역용품
등 신규사업 진출(26.1%)’이 뒤를 이었다. 기업 유지 노력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은
‘부채누적에 따른 자금 조달 곤란(38.7%)’, ‘판로 및 거래처 발굴(28.8%)’, ‘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19.8%)’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종합지원대책
(2016~2017년) 종료 이후 지원 만족도에 대해 응답 기업 10곳 중 7곳 이상
(71.2%)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입주기업
지원 의지 부족(6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기계 등 설비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설비
중심으로 생산이 재개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한 제재
20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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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중심으로 재개되어 진출 희망기업 중심
으로 버티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인력
과 원부자재가 반입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제재 예외 또는 유예를 위해 유엔사를 설득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주민의 삶 개선, 개혁개방, 나아가 비핵화 협상에 기여
한다는 명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대북제재와 비핵 상황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설비제공형 위탁무역에 따른 작은 교역의 재개와 ‘내륙기업’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작은 교역’이란 대북제재로 인해 품목과 규모뿐만 아니라 결제의
방식 또한 은행을 통한 결제가 아닌 물물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는 제약조건에서 볼 때 범위가 작은 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동시에 작은 교역의 개념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있는 것
과 없는 것을 주고받음으로써 양측 경제가 상호 ‧ 보완되어 번영할 수
있다’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리와 함께 ‘대등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향후 남북 신뢰 회복과 더불어 경협의 마중물로써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목
할 수 있다.
첫째, 교역은 소규모로 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상품거래는 인력을
동반한 기술협력의 효과를 가져온다. 과거 남북 경협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임가공부문에서조차 기술협력이 이루어졌다.201) 특히,

201) 대북사업가 K씨 인터뷰(2020.8.4., 통일연구원) 및 대북사업가 Y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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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충분한 신뢰 형성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인적 왕
래를 기피할 수도 있지만, 기술협력을 동반한 상품 교역의 형태라면
남북한 모두 전문인력의 파견에 대해 절실함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인적 왕래를 동반한 지식공유사업은 향후 개발 협력과도 연동 ‧ 확대
될 잠재력이 있다.202) 나아가 제재 완화 이후에는 합영 ‧ 합작의 기
반이 되어 남북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높여줄 수 있다. 둘째, 작은 교
역은 이미 남북 간 경험한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2006년과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한국은
북한 경공업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단천의
지하자원을 제공받았으며, 기술자 파견 및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협력으로도 확장됐다. 최근 북한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경공업
발전, 국산화 정책에 따라 경공업 부문에 대한 원료 수요가 높다.
그런데 과거 남북교역의 중심에는 개성공단 이외에도 평양이나
남포 중심으로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방식으로 북한에 투자한 기업
군이 있다. 이들은 개성 이외의 북한 내륙에 진출하였다고 하여 이
른바 ‘내륙기업’으로 불렸다. 따라서 지역만 제외하면 설비투자나
주요 위탁가공 생산 품목 등의 측면에서 개성공단과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내륙기업의 교역 범위는 개성공단보다 넓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성공단과 차별화를 두며 협력의 영역을 확
장해 나갔다. 즉, 내륙기업은 첫째, 인프라 등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
없이 기업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처를 개척하고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갔다는 점, 둘째, 중국이라는 제3의 공간을 활용해 북한
202) 월드비전이 북한과 함께 씨감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밀가루 및 제분공장을 북한
에 설립하여 북한 취약계층에게 국수가 잘 전달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음.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북한
입국을 꺼려했기 때문임. 그래서 할 수 없이 씨감자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기술
협력을 동반한 개발협력이어서 할 수 없이 북한 입국을 허용함. 이주성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대표 인터뷰 (2021.4.20., 북민협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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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교역에 직면하는 3통의 문제를 극복한 점, 셋째, 중국이라는
막강한 원료 공급지를 배후에 두고 위탁가공을 진행한 점, 넷째, 중
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한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관행을 따라 남
북교역에서 효율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이다.203)
그러므로 내륙기업은 주로 비공식적인 방식과 영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개성공
단과는 다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는 측면에서 총체적 규모는
결코 작지 않으며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5 ‧ 24조치로 인해 모두 중단
되고, 이 공간을 중국인 대북 사업가들에게 내주었다.204) 이러한 측
면에서 작은 교역은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을 개척해 나
간 내륙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작은 교역과 관련하여 근미래의 목표는 내륙기업 중심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또는 제재 면제가 가능한 범위의 품목 내에서
북한과 작은 교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만 작은 교역이 남북관계의 재개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역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법 ‧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서는 5 ‧ 24조치 중에서 교역을 직접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부문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203) 이에 관해서는 정은이, “5 ‧ 24조치가 북‧ 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한‧ 중‧ 북
삼각무역에서 편익 ‧ 비용의 변동 추세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15), pp. 107~111 참조.
204) 이에 관해서는 정은이 ‧ 박종철,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무역 관행과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pp. 330~331; 정은이, “5‧24조치가 북 ‧ 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한 ‧ 중 ‧ 북 삼각무역에서 편익‧비용의 변동 추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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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205) 그러나 설령 이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해도 상업적 교역의 재개에 대한 대북제재의 저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제2장 3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내륙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원자재와 기계류를 보낸 다음 북한 근로자
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만 다를 뿐 개성공단과 전혀 차이가 없어 개성
공단에 적용되는 모든 유엔제재와 미국 독자제재가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해석, 둘째, 일반교역이라고 해도 북한산 상품을 국내로 반입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대부분을 차지한 품목은 수산물,
농산물, 광물, 모래 등으로, 이 제품들은 안보리의 결의안에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셋째, 설령 농산물의 경우 특정
품목만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운송 수단의 수출금지 및 벌크 캐시,
금융 거래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넷째, 경제협력사업 중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즉 북한산 광물과
우리의 경공업 자재를 물물교환하는 거래와 기타 투자사업 역시 북한
산 광물은 반입 금지 품목이며, 기타 투자사업은 민간의 대북투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대북합작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206)
그러나 코로나19 직전까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과 제재 이외의
품목 중심으로 무역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작은 교역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대북제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불가능하며, 대북제재가 모든 교역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운송의 측면에서 유엔사가 가로막고 있어 실현
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륙기업의 경우, 기존에도 중국을 통해
교역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운송 통로를 모색할 여지가 있다.
205) “남북 경색 해소, ‘작은 교역’이 출발점이다,” 한국일보, 2021.4.26., <https://www.
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310160003806> (검색일: 2021.9.9.).
206) 제2장의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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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내륙기업을 설비제공형 위탁가공무역에 기반한 작은 교역에 활용
하고자 할 때 우선 북한이 기존에 내륙기업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법적 지분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러나 북한이 설령 기존의 내륙기업에 대해 법적으로는 지분을 인정
해도 그 지분에 따른 합영 ‧ 합작 사업은 제재로 인해 근미래에는
실천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합영 ‧ 합작이 아닌 설비제공형 위탁
무역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설비는 그 전에 이미 내륙기업들이
북한에 자본투자를 통해 제공되었던 것들이다. 즉, 개성 이외의
내륙기업들은 5 ‧ 24조치 직전까지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합영 ‧ 합작
공장이지만, 재개 시에는 새로운 지분의 투자가 아닌 기존에 있는
지분을 설비로 제공받아 북한에서 생산한 다음 그것을 무역의 형태
로 받는 것이다.
이때 과거에 내륙기업들이 거래했던 품목들이 현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는 품목일 수 있다. 따라서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들을 리스트업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금속 수출(구리, 아연, 철, 금, 은, 동) 등은 제재로 인해 불가능하지
만 텅스텐은 제재 외의 품목이므로 가능하다. 이러한 품목은 규제품
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도 북중 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의류나 수산물은 수출금지
품목이지만 농산품 중에서도 일부는 가능한 품목이 존재한다. 인조
가발 등 잡제품도 가능하며, 비료도 가능하다. 북에서 미생물비료를
수입하고 화학비료를 수출하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즉, 북중
무역에서 제재가 강화된 2018년과 2019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 또는
수입한 품목을 리스트업해서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제재 면제’의 전
략이다. 예를 들어 방역, 기후변화 등 제재 면제로 용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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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을 리스트업해서 유엔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다만, 내륙기업 중에는 대북제재로 인해 기존에 교역했던 품목들이
제재의 품목에 포함되어 교역할 수 없어 손해 보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최선인가? 그렇지 않고
이들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시켜 제재 이외 품목 중심으로 각자 투자
한 지분만큼 이익을 배분하고 제재가 유지되는 동안 이 약속을 지속
시키자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즉, 현재 평양 등 북한 내륙에 투자
했던 기업들의 모임이 있다. 이 협회가 지금과 같은 근미래에는 각
회사들의 제품들을 고집하지 않고, 제재 이외 품목 중심으로 교역을
하여 하나의 무역 창구가 되어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북에 투자했던
기존 기업들이 다른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제재
가 2, 3단계 해제된 후에 각자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제재로 인해 현금거래가 어려우니 물물교환이 중심이 되어
야 한다. 이른바 바터무역이다. 즉, 현금거래를 크게 수반하지 않는
소위 청산결제의 방식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형태가 단기적으로는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운송 또한 과거와 같이 중국 등 제3국을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해상과 육상의 공간을 나누어서 남북 양자가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였다. 기존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육상이 남
북협력사업의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는 유엔사로 인해 북으로
가는 통로가 실질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바다를 활용하여 육상으로
가는 협력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해상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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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북관계에서 해양 ‧ 연안교류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
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당장 딱 부러지는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북협력의 초점이 육상에 맞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해양 ‧ 연안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업의
규모나 크기, 비중을 떠나 구체적인 역할과 의미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H라인
에서도 해양은 몇 개의 개별의제 또는 사업의 일부로 자리를 차지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제한된
지면에서 다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인 근미래라는 조건은 해양 ‧ 연안교류의 무궁한 가능성을 충분히 다
보여주기 어렵게 만든다.
이 장은 두 가지 갈림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서 작성되었다. 해양 교류 본연의 의미와 사업을 중심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남북교류의 일부로서 해양 ‧ 연안의 역할을 고민
할 것인가? 남북협력의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해양 교
류에 대한 연구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결과, 해양 교류는 본연의
완결적 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즉 해양환경 ‧ 관광,
수산 ‧ 양식, 해운 ‧ 항만 등 해양 교류을 구성하는 각 분야의 남북
협력 의제와 사업들이 나름의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남북교류의 일부로서 해양은 그 가치와 비중이 협
소할뿐더러 남북협력사업의 경험과 성과도 육상에 비해 크지 않다.
따라서 남북교류에서 해양 ‧ 연안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역부족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결론적으로는 후자의
입장, 즉 근미래에 진행될 수 있는 전체적인 남북교류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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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의미와 역할을 모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해양 ‧
연안교류 본연의 완결적 구조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사업 간 연계성
이 떨어지고 위계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아무튼 위와
같은 고민의 결과, 해양 ‧ 연안교류 재개 기반 마련, 해양 ‧ 연안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관리, 해양 ‧ 연안교류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으로 구분을 지어 보았다.
해양 ‧ 연안 기반마련은 향후 남북협력 확대의 토대가 되는 사업을
의미하며, 사업 선정 기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를 뒷받침
하는 데 필수적인 해운 협력 분야 사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및 인천-남포 항로의 예외적 재개와 남북
해운협의체 구성 ‧ 운영을 제안하였다. 해운 협력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이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제재 예외
인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인도적 지원 재개의 통로가 될 인천-남포
구간과 관련해 예상되는 제재의 면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 합의 사안인 남북해운협의체를
구성해 해운 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양 ‧ 연안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관리는 남북관계 관리
및 경협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서해
시범 공동어로와 한강하구 협력을 제안하였다. 서해 시범 공동어로
와 한강하구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낮으며, 기
존에 합의된 바가 구체적이다. 즉, 사업에 대한 남북한 간 이견이
크지 않거나 이미 좁혀진 상태여서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북한 간 일상적인 소통이
필요한 협의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자연스럽게 남북 간
대화 통로도 확보할 수 있다. 두 사업은 사업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상징성이 큰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 ‧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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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활성화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적합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해양 ‧ 연안교류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은 최근 북한의 수요에 근
거해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평화크루즈 시범
사업을 통해 해양관광협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남북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
으나 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재
면제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연안관리는 최근 북한이 재해관리를
통한 안정적 식량 확보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다. 북한의
수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대북제재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
할 때 국제기구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근미래 육상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수요, 국제사회의 제재 국
면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기준으로 우선 추진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3통의 재개 및 교류 기반 마련, 체계
적 교통 협력 추진 기반 마련, 관광협력의 단계적 재개,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작은 교역,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시범적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류를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은 중단
되었던 육상교류가 재개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
로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육상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상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근미래 육상교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민간의 왕
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통의 재개와 더불어 체계적 교통
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철도 부문의 경우, 2004년 4월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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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2007년 11월 합의된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에 기초하여 남
북 간 철도 운행을 위한 법제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로
부문 역시 2002년 12월 체결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8년
남북 철도 ‧ 도로 현지공동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짧은 일정 및
조사 여건상의 한계로 기본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207) 2018년의 경우와 같이 북한 내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후에 남북공동 현장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철도 ‧ 도로 전문가 교류 및 교통 관련 종사자에 대
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교통 전문 인력 고도화를 도모하고, 향후
남북철도 ‧ 도로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208) 일부 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 시에는 철도 시범
관광 추진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육상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에서는 관광협력의
단계적 재개가 필요하다. 이동 수단의 활용과 대금 지급, 물품의 반
출입 등의 문제가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고, 북한에 대한 합작 ‧ 합영
사업 및 신규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산가족 대상의
개별 방문부터 점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재 국면에서도 추진 가능한 관광 관련 제도 보완, 북한 관광 자원
공동조사, 관광 관련 학술회의 및 관광 인력 교육 협력 등 현재 추진
가능한 부문부터 협력 재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안별 제재
면제 등을 통해 자원봉사와 관광을 결합한 형태의 볼런투어리즘
207) 서보혁 외,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 해양 협력을 중심으로, p. 129.
208) 서종원 외,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19), pp.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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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협력 및 한반도 연계 생태관광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금강산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획득한
후에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의 신변안전, 출입
및 체류 보장, 투자자의 자산 보호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합의
된 금강산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여건이 조성
된다면 스마트 관광협력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VR 북한 투어 추진
등도 검토 가능하다.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역시 검토 가능하다. 이동
수단의 활용과 대금 지급, 물품의 반출입 등의 문제가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생태 및 환경협력 추진 시
이러한 제약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제재 예외 사례들
이 인정되고 있어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협력 과제
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뢰 제거를 위한 남북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자원과
생태관광 자원에 대한 공동 실태 조사, 전문가들의 인적 및 기술 교
류 추진 등은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한편,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을 위한 추가 협력 과제에 대
해서는 단계적으로 유엔제재 면제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사안별 제재
면제를 획득한 이후에는 남북공동 지뢰 제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시범관광 실시를 시작으로 남북 간
생태 ‧ 환경협력을 확대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유네
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을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DMZ 일원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남북이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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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 간 물자교
류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제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적 교류를 중
심으로 추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철도 ‧ 도로 남북공동
현장조사의 제재 예외 인정 사례 등을 참고할 때도 일부 예외적으로
안보리제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협력
은 추진할 여지가 있다.
즉, 근미래에 개성공단의 재개는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추
가적인 설비 투입과 함께 현지에서 북측 노동자를 고용하여 본격적
인 생산에 돌입하는 경협의 수준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04년
부터 2016년까지 12년간의 가동 기간동안 중단과 재가동을 겪으면
서 쌓여온 과제들도 적지 않다. 바꿔말하면 엄격한 제재 국면에서
우선 논의가 가능한 과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제도적
검토, 비즈니스 관광과 함께 개성공단 현지 시설 점검, 북한의 대남
산업 시찰단 파견 추진, 특구 운영 관련 대북 지식공유사업(KSP)
추진 등이다. 이때 상황이 호전되면 개성공단 진출 희망 기업을
중심으로 설비제공형 위탁무역 방식으로 재개가 고려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대해 포괄적 면제를 받는 노력도 필요
하다. 한편, 과거 중국이라는 제3의 공간을 활용하여 평양 중심으로
진출한 내륙기업이 설비제공형 위탁 무역 방식으로 교역의 재개를
추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교류 재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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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사업Ⅱ:
소다자 경제협력 체계 구축

1. 문제 제기
이 장의 목적은 소다자 협력을 통해 근미래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
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미래는 짧게는 2023년, 길게
는 제재가 유지되거나 부분 완화되어 3통(통신, 통행, 통관)이 재개
되는 상황을 말한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북한
이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인도적 위기, 외교 ‧ 안보 위기, 경제
난, 국제협력으로부터의 고립 등을 방지하여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남한의 사회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소다자가 협력할 만한 사업을 검토하
였다. 여기서 소다자 협력이란 3~5개의 국가나 단체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다자 협력은 크게 국제기구
와 NGO를 기반으로 한 대북 협력사업과 북한의 주변국과의 협력
사업 방식을 검토하였다. 국제기구의 대북 협력사업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꼽은 것은 근미래에 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실현 가능
성이 높은 사업부터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 순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들 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예방’ → ‘빈곤 퇴치를 위한 인도적 지원’ → ‘유엔의
대북사업’ → ‘북한의 외교적 고립 해소’ → ‘주변국과의 소다자 협력
방안’의 순서로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와 NGO를 기반으로 한 대북 협력사업 역시
시의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부터 시의성이 낮지만 추진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사업 순서로 분석한다. 먼저 ①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② 북한에 대규모 전염병(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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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고 이것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③ 자연재해로 대규모 식량 위기가 발생하여
대규모 아사자와 탈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뒤, 이런 모든 지원 사업의 기반이 되는 유엔의 대북 인구총
조사 보완 사업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타파
하기 위하여 ④ 비핵화 협상에 따른 대북지원을 위한 다자협의체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⑤ 비핵화 이행 시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 방
안도 모색한다.
이후 북한의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으로 ⑥ 감염병 공동대처를
위한 동북아 보건의료협력, ⑦ 북한 환경 개선을 위한 남 ‧ 북 ‧ 중
환경협력, ⑧ 지식공유 및 민심소통을 위한 국제 학술 교류, ⑨ 공동
번영을 위한 남 ‧ 북 ‧ 러 관광 자원 협력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동북아 지정학적 구도를 고려하여 주요 소다자 협력체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남 ‧ 북 ‧ 중이나 남 ‧ 북 ‧ 러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
북한이 국제기구 및 서방에 근간을 둔 NGO와의 협력을 시작한
것은 1990년 고난의 행군기에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서부터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수해 지원(1995년)을 요청하면서 대북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북한이 국제기구에 대북지원을 긴급 구호성 지원
(인도적 지원)이 아닌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2004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09) 국제기구 및 서방 NGO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부침이 있었으나 최근까지 지속되다가 2020년 코로나
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협력을 중단한 북한 측

209) 문경연 ‧ 이수훈 ‧ 전명수, “국제사회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2년(1995~2016)
평가와 함의,” KDI 북한경제리뷰, 제20권 제9호 (201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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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중단되어 있는 국제기구와 서방 NGO의 대북지원은 코로
나19 상황이 개선될 경우 빠르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한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잘 알고 있다.210) 북한에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북지원 방향
을 모색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분
위기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도 국제기구와 NGO의 대북지원 재개를 활용한 협력을 통해
소다자 형태의 대북 경제협력을 재개해보는 것이 결국 한반도 평화
관리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이 절에서 사용하는 국제기구란 주로 유엔 산하의 조직체
(UNDP, FAO, UNFPA, UNICEF, WFP, WHO 등), 개발금융기구(WBG
(세계은행그룹), ADB(아시아개발은행),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국제금융기구(IMF, BIS(국제결제은행) 등), WTO 등이다. 또한
NGO는 비정부 기구로 서방에 근간을 둔 단체(노르웨이적십자, 컨선
월드와이드 등), 해외동포(재일조선인총연합회, 국제고려인통일연
합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등), 남한의 시민단체 등을 칭한다.
한편, 남북 간 직접 협력이 대북제재와 북한의 거부로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남 ‧ 북 ‧ 중, 남 ‧ 북 ‧ 러) 협력은 북한을 협력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이다. 물론 역내 소다자 협력 중
에서 한국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남 ‧ 북 ‧ 미
협력이었다. 북미관계 개선은 곧 북한 핵 문제 완화를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 북미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남 ‧ 북 ‧ 미 협력이나
210) “김정은 “식량형편 긴장”…당 전원회의서 국제정세 대응결정 예고,” 연합뉴스,
2021.6.16.,<https://www.yna.co.kr/view/AKR20210616007653504?section=nk/
news/all> (검색일: 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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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를 통한 소다자 협력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의 실패 이후 남 ‧ 북 ‧ 미 협력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며 근미래에 상황이 급속히 개선되기
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 ‧ 북 ‧ 미 협력이 이렇듯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변국 협력을 추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된 시기로 다양한 장소와 분야에서 미중이 대치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러 갈등도 여전하다. 이러한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은 중러의 전례 없는 밀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자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의 입장에서 굳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묶는 소다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전략적 상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에
완전히 밀착되어 북한 문제(핵 문제 등)와 미중 전략적 경쟁이 한반
도에서 중첩되면서 증폭되는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대결의 전장
이자 미중 대결의 전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정치,
외교, 경제 등에서 북한의 대중 경사(傾斜)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에 한국은 남 ‧ 북 ‧ 중, 남 ‧ 북 ‧ 러 협력을 최대한 추진해서
대북 개입 통로를 넓히고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신안보 위기는 날로 악화
되고 있기에 국제사회의 적절한 개입 및 다자 협력의 중요성은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당장의 북미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
에서, 한국은 북한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다자
협력의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준수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연성 협력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제재와 무관

212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한 남 ‧ 북 ‧ 중, 남 ‧ 북 ‧ 러 협력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은 현재 고립되어있는 북한을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북중은 양자 협력사업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
최근 수차례 정상회담으로 북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북중 간에 협력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북중의 성향상 한국이 들어
가는 남 ‧ 북 ‧ 중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중국은 미중 분쟁 격화 속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중국 주도의
남 ‧ 북 ‧ 중 협력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
국은 동북 3성과 한반도(북한, 한국)를 잇는 교통 인프라 건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와 대북제재 유지는
그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든다. 미국이 북한의 대중 경사를 막기 위한
남 ‧ 북 ‧ 중 협력의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중국의 한반
도 영향력 확대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대북제재는 사실상 인프라 연결, 산업단지 공동 건설
같은 하드웨어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다면, 근미래에는 현실적으로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 비전통안보(인도적) 협력을 통해 남 ‧ 북 ‧ 중 삼자 협력의 경험과
공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나 미국의
견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북한을 국제협력의 장으로 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복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남 ‧ 북 ‧ 러 협력이다.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남 ‧ 북 ‧ 중 협력보다 추진될 필요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비록 미러 대립도 여전하고 중러 밀착도 강화되고 있으나,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은 중국과는 달리 세계 패권 경쟁과 연관이 적은데다가
러시아에게는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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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극동개발을 위해서는 역내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와의 원활한
경제적 소통이 필요하다. 북한과 한국의 입장에서도 남 ‧ 북 ‧ 러 협력
을 전개해서 대중 의존을 줄이고 환동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근미래에는 대북제재가 엄존할 가능성이 높기에
현 단계에서는 남 ‧ 북 ‧ 중 협력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관광, 학술
조사 등 연성 협력에 집중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고, 향후 상황이
호전되면 나선 및 두만강 개발 등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주요 관심은 대북한 협력이기보다는 연해주에
대한 한국의 투자 유치에 있기 때문에 양국 간 적절한 합의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동시에 얻어내는 묘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남 ‧ 북 ‧ 중, 남 ‧ 북 ‧ 러 협력에 대한 주변국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목표, 고려사항,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본문에서 논의
하도록 한다.

2.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한 인도적 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
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기반마련 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개선 사업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대북지원 물자의 북한 반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막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8~2019년 동안 현실에서는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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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이 빚어진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재 때문에
송금 창구를 찾기 어렵고, 대북지원 물품에 대한 유엔제재위원회와
미국의 감시 및 조사 강화로 생필품 공급 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 지원 물품을 운반할 선박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11) 이런
어려움이 누적되고 코로나19로 북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유엔 안
보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212)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국제사회의 대
북지원이 감소하는 한 가지 원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을 중단하고 있다.213) 이에 따라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접경국인 중국 단둥과 대련
항에 컨테이너 형태로 쌓여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14)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제기구와 NGO의 북한 내 상주 인력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 외에도,
북한은 국제기구가 대북지원 전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에 대한 외부 유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와 2020년 야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유엔제재 결의

211) “대북제재 국면 속 인도적 지원 상황은?” 미국의소리, 2018.12.25., <https://www.
voakorea.com/a/4714507.html> (검색일: 2021.5.29.).
212) “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더 쉽게…제재 면제 연장‧ 절차 간소화(종합),” 연합뉴스, 2020.12.1.,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27551072> (검색일: 2021.5.29.).
213) 2020년 1월부터 현재(2021년 5월)까지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무역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중순부터 2021년 3월 중순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던 북중 무역도 사실상 중단함.
214) “北 대북NGO, 중국 다렌-남포 해상 봉쇄로 물자 반입 못해... 단둥서는 반입 가능,”
SPN 서울평양뉴스, 2020.4.7.,<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7533> (검색일: 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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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는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민생 관련 물품의 교역 제한 등과
같은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215) 또한 결의안에서 제한하지 않는 대북 협력, 식량 원조, 인도
주의적 지원 등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와 코로나19하에서의 북한의 민생 여건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제재 및 북한 당국의 사회 ‧ 경제 정책의
‘조합’은 북한의 식량 상황을 악화시키고, 의료 기기 및 서비스 접근
성을 악화시켰다. 또한 원유 수입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전기 생산 능력 저하 및 농업 자원(농기계 수입 및 운송 서비스
약화)에 대한 조달 능력이 악화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에서 20만 개의 일자리가 손실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216) 따라서 한반도의 인도적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한 대북 협력
사업 구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북지원은 크게 북한에 물품과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와 유엔
기구나 NGO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그림 Ⅳ-1> 참조).
현재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2007년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 직접
지원은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본
격화(2016~2017년)된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완전히 중단되
다시피 하였다. 현재는 유엔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만이 그나마 지속
되는 상황이다.

215) UN Doc. S/2021/211 (2021), p. 48.
216) Ibid.,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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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남한의 대북지원 유형

주: SDC -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NRC - Norwegian Red Cross,
DC – Deutsche Welthungerhilfe e.V.
출처: UN OCHA 홈페이지 <http://www.unocha.org/> (검색일:2020.6.14.)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역시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개별국가의 대북 직접 지원은 전체 대북지원의 약 65%,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약 35%를 차지하였다.217) 그러나 2016~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개별국가의 대북지원이 거의 중단되었다
(<그림 Ⅳ-2>). 또한 SDC와 세계기아원조 등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NGO의 대북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
론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역시 1~2차 핵실험 기간 동안 규모가
감소하긴 하였으나 이후 연간 약 4,000만 달러가 지속적으로 지원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폭이기는 하나,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19년에는 유엔기구의 대북지원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Ⅳ-3>).

217) 김성한 ‧ 이수훈 ‧ 황수환,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 방향: 국가와 국제
기구의 역할 비교 분석,” 국제관계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제44호 (2018), p. 7.
Ⅳ. 주요사업Ⅱ: 소다자 경제협력 체계 구축 217

<그림 Ⅳ-2> 개별국가, EU의 대북 직접지원
(단위: 백만 달러)

주: ODA(지출) 기준 통계임.
출처: OECD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10.1.)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그림 Ⅳ-3> 개별국가의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 간접지원
(단위: 백만 달러)

출처: UN OCHA fts 홈페이지<https://fts.unocha.org/> (검색일:2021.6.15.)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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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급감한 대북지원과 국경봉쇄로 인한 수입 중단은 북한에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와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지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또한 대북제재하에서의
인도적 지원 재개를 통한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가 필요하다.

(2)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다음 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진행에 있어 NGO들이 지적한
애로 사항을 보여준다. 비록 NG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지만 이
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업 진행에 있어 공
통된 문제점이기도 하며, 필요시 관련 분야에서의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또한 남한의 대북지원 사업에서도 착안
할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의 수용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많은 NGO들이 대북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① 복잡하고 엄격한 승인 절차와
② 신뢰할만한 은행 채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원
단체들은 중국을 통해 지원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 물류와 송금 담당 기관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해당
업체들이 엄격한 대북제재와 세컨더리보이콧, 그리고 대북 입항
기록에 따른 항구 이용 제재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 사업에 연루되는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는 지원 물품이 제시간에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해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기 때문에 지원 업체들은 매우 촉박한 이행 시간을

Ⅳ. 주요사업Ⅱ: 소다자 경제협력 체계 구축 219

지켜야 한다. 또한 면제 신청 자체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모든
지원 품목의 사양, 제조회사, HS Code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매번
이를 찾아 기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단시간 내에
동일 품목을 지원하더라도 재차 면제 신청심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NGO들은 녹색 목록
(Green List)과 백색 목록(White List)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녹색 목록은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것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범용 상품 등에 대한 대북제재의 ‘다년
간 면제 허용’조치를 말한다. 녹색 목록에 작성된 물품들에 한하여
적어도 수년간의 제재 면제를 실시하여 제재 면제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백색 목록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은행
채널 확보에 대한 것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구축을
위해 전 세계은행과 제재 면제 업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백색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대북제재 면제 절차에서 위원회
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면 NGO가 해당 은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면제 대상 지원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는 인도적 지원 물품
구매를 위한 재원 조달을 원활화하고 세컨더리보이콧을 이유로 지원을
꺼려하는 은행 채널들에게 지원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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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대북 인도적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NGO 제안 사항
연번

1

제안 사항

구체적인 내용

∙ 무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제재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제재 면제 장려 지원 사업자, 식품 ‧ 의약품 ‧ 아동용품 공급 업체의 제재 면제
신청 장려
∙ 지원 물품 배송 시 위탁자가 지정한 물류 업체에 제재 면제
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구축

2

재원 조달 및
송금 채널 확보

3

신뢰할 수 있는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
지원 채널 구축
조달을 보장

4

인도적 지원 물품 ∙ 경유 국가에서 인도적 물품에 대한 특별 통관 지침을 마련하여
특별 통관 지침 마련 물류 시간 단축

5

제재 면제 사업 이행
∙ 제재 면제 기간(현행 6개월) 및 UNSCR 보고 기한 연장
및 보고 기한 연장

6

∙ 노트북, 구급차 및 기타 원조 관련 품목의 대북지원이 용이해
인도적 지원 관련
지도록 하는 세부 규정 채택
전자 ‧ 기계 물품
∙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IT 관련 장비 및 소모품의 대북 반입을
지원의 포괄적 허용
허용하여 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도모

7

“녹색 목록
(Green List)” 작성

8

∙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범용 상품 (ex. 수도관, 농업용 플라스틱
시트, 개인 보호 장치)등에 대한 ‘다년간 면제 허용’ 조치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Green List 작성)

∙ 인도적 지원 승인 절차 단축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구축을 위해 전 세계 은행과 제재 면제 업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채택 (인도적
“백색목록
지원
업체에 대한 White List 작성)
(White List)” 작성
∙ 면제 절차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NGO가 해당 은행을
통해 면제 대상 상품 구매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송금을 장려

9

공통 조달 품목
일괄 허용 조치

∙ 공통적으로 조달되는 의료 품목 및 소모품에 대해서는 위원회
에서 일괄적으로 일반 허가 조치를 허용하여 동일한 품목에
대한 반복적인 신청서 제출을 방지

출처: UN Doc. S/2021/211 (2021), p. 415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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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점(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것은 ① 코로나19와 국경봉쇄로 인한 대북 접근성의 약화,
② 이에 따른 추가 물류비용(단순 보관비용,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조절 비용) 등이 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②번 추가 물류
비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재와 코로나19 국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3)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재개와 원활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는 물론
미중, 한미 간에 인도적 지원 사업 물류와 통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 물품이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선다면
비핵화의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218) 북한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성과
모니터링 기준을 충족한다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반대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원활화하기 위해 앞서 제기된 애로 사항과 개선방
안에 대한 유엔제재위원회와 주요 국가들 간의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합의안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① 녹색
목록(장기간 제재 면제 대상 품목), ② 백색 목록(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③ 특별 통관 지침(경유 국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에 먼저 관련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18) “성김 “비핵화 관계없이 北 인도적 지원... 대화 제의에 응답 기대”,” 동아일보,
2021.9.14.,<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14/1092
58251/1> (검색일: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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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시범사업을 재개하여 국제사회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민간단체들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부분이다. 남한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담당자들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신뢰할만한 북한 단체와의 협력 시 육로 ‧ 해로 ‧ 항로
등의 활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 등 관련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219) 당
장의 직접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도적 협력 물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제재와 통관 절차 면제, 절
차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관 및 단
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녹색 목록과 백색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통관 절차 간소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활용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① 일정기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해왔고, ②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
③ 신뢰할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승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포괄적 제재 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사전 혹은 사후
신고만으로 물품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219) 통일부 보도자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통일부 장관에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제안문 전달,” 2020.12.4.,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803&
category=&pageIdx=1> (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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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반도 인도적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한 주요 협력사업
(1)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을 0%로 발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10월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신규 제정하고 담당 조직, 통보 체계, 세부
규정을 수립하고, 방역 등급을220) 구분하여 제시하였다.221)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를 두었으며, 전염병
위기 발생 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여 대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은 2020년 12월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의 백신 구매와 배분을 지원
하는 프로젝트인 세계백신면역연합(이하 “Gavi”)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222) Gavi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다. Gavi는 전세계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백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여국들의 기증
재원을 통해 백신 제조사들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지원한다. 단순히 백신 지원뿐만 아니라 백신 준비 및 배송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Gavi의 지원 대상 저소득 국가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220) 해당 법안에 따라 비상방역 등급은 바이러스 전파 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급은 국경 통행 및 물자 반입 제한, 국내 감염병
발생 지역에 대한 이동이 제한되며, 특급은 국내 전염병 발생지역을 봉쇄, 초특급은
지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전역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해야 하는 수준을 뜻함.
221) “북한, 코로나에 비상방역법 제정...1급‧ 특급‧ 초특급 3단계 분류,” 연합뉴스, 2021.6.14.,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114900504> (검색일: 2021.9.10.).
222)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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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코백스가 발표한 백신 배포 잠정 계획에 따르면,
북한에 백신 199만 2천 회분(99만 6천 명분)을 배정하고, 2021년
5월 말까지 170만 4천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행정절차 미흡과
운송 문제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223) 북한은 Gavi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 백신 배치
예방접종 계획(NDNP)’ 운영과 기술에 대한 협상을 코백스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북한은 WHO와 UNICEF와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21년
8월 현재까지도 대북 백신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준비
부족과 글로벌 공급 부족, 관련 행정적 합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224)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의 일환인 국제기구 인원들에
대한 입국 거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한 거부감이
관련 협의를 어렵게 하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국제
요원들의 입북을 통해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Gavi는 원칙적으로 국제 요원의 현장 파견 없이는 백신 지
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북한이 기존에 배정받은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수용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배정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00만 회분이다. 우선 물량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한 물량이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23)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북한이 비협조적이라는 언론 동향도 있었으나
코백스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코백스 “북한, 모니터링 없이 백신 공급
받겠다는 요청 안해”,” 연합뉴스, 2021.5.21., <https://www.yna.co.kr/view/
AKR20210521047500504> (검색일: 2021.9.10.).
224) “S.Korea says vaccine shipment to N.Korea from COVAX delayed again,”
REUTERS, 2021.6.2.,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skorea-says-vaccine-shipment-nkorea-covax-delayedagain-2021-06-01/> (검색일: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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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1인당 2회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북한주민
1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일반적으로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따라서 북한에
추가적인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기존에 배정된 아스
트라제네카 백신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225) 지난 8월 추가
로 배정된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여 회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에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226) 이것 역시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아시아의 유일 국가인 상황이다.
북한이 백신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보건성은 코백스와 백신 보급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27) 또한, 북한은 러시아 백신에 대해
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무상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백신 수급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과 같은 보건 협력을
시작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제재 상황에서는
보건 협력이 가장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사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4 ‧ 27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생명공동체’
구상을 강조하고, 보건 협력을 포함한 4대 협력 구상을 제안한 바

225) “북한, 코백스에 ‘AZ 아닌 다른 백신’ 요구,” 연합뉴스, 2021.7.9.,
<http://www.yna.co.kr/view/MYH20210709020400038> (검색일: 2021.9.8.).
226) “유니세프 “북한, 코로나 백신 297만회분 다른 나라에 양보”,” 연합뉴스, 2021.9.1.,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025200504> (검색일: 2021.9.10.).
227)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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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표준 검역 절차 마련, 전염병 진단과 방역
기술협력, 결핵 ‧ 말라리아 같은 질병 백신 개발, 북한 야생 식물을
이용한 남북 신약 공동 개발 ‧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남북 보건
협력은 시의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현실성 측면에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 선도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대북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은 한반도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임과 동시에 2018년 9 ‧ 19평양공동
선언에서 남북정상 간의 합의 된 사안 이행의 일환이기도 하다.
2018년 9월 9 ‧ 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은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한 방역과 보건 ‧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7일 ｢남북 보건
의료협력 합의서｣가 발표되었다.228) 합의서 1항에서 남북은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 교환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은
9 ‧ 19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을 계기로 보건 ‧ 의료협력의 분야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한다.

228) 통일부 보도자료, “11.7,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개최 남북 전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협력 합의,” 2018.11.1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
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507&category=
&pageIdx=> (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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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합의서
합의사항

구체적인 조치

1

남북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18년 내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 실시(南,
상호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과, 인플루엔자 ‧ 홍역 관련 정보 주기적 제공,
기술협력 등 필요 대책 마련
北, 2018년 12월 시범 교환 1회 실시)

2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 진단
과 예방 치료를 위한 협력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

3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 추진

-

4

전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협력의
효과적인 이행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례적인 협의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 “11.7,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개최 남북 전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협력 합의,” 2018.11.1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감염병과 관련한 대북지원 사업은
크게 ① 백신 및 방역 키트 확보, ② 관련 물품의 안전한 대북 반입,
③ 접종 기술 전수 및 방역 시스템 구축, ④ 방역상황 모니터링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 ‧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도적
지원의 일환으로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 다만, 관련 물품의
대북 운송 ‧ 반입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방역을 위한 대북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미국도
비교적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상황
이다. 따라서 지원 사업의 성격상 제재 면제 대상으로 분류될 개연
성이 높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전 지역을 아우르는 방역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6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북한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기타 예방 장비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잠정적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도 하였다.229)
229) “N. Korea stresses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Red Cross organizations 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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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대북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백신 및 방역
키트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북한에는 백신이
전혀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미 배정된 백신 물량이
북한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
제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21년 하반기부터 남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다면,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 대북 직접 지원을 제안하는 것도 가
능할 것이다. 2021년 9월 현재 우리 정부가 코백스 혹은 개별 제약
사를 통해 확보한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이다.230) 남한 지역에
서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인구는 3천 600만 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약 3배 분량의 백신이 확보되어있는 것이다.231) 따라서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남한 내 집단 면역 형성 및 부스터샷 관련
논쟁이 해결된다면, 코백스와는 별개로 남한의 대북 백신 직접 지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백신 물량 확보보다 더 큰 문제는 백신 및 관련 물품의 대북 반입
이다.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 물품이 현재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전
달되기 때문에 먼저 접경지역에서의 보건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보건의료
global virus pandemic,” 연합뉴스, 2021.6.10., <https://en.yna.co.kr/view/
AEN20210610001900325> (검색일: 2021.6.22.).
230) “오늘부터 AZ 백신 2차 접종…계약 물량 59만7000회분 추가 도입,” NEWSIS,
2021.5.14.,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513_0001440793>
(검색일: 2021.9.10.).
2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 내 백신 부족 현상은 예약된 백신 중 일부만이 도입된
상황에서 기인함. 이러한 백신의 실제 보급 문제는 10월말 이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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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남한의 선진
방역 체계와 기술을 북한에 전수함으로써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지역 내 백신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유니세프가 백신 수송을 위한 콜드
체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 간, 남한을 통한 북한 내 콜드체인 구축사업을 진
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하반기 이후에는 남한 내 코로나 집단 면
역이 형성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 중에 WHO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에 남북 접경지역을 통해 직접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물품의 통로를 확장
하는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보건 위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대북제재는 보건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포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전자 ‧ 기계 수출 제한이 의료부문에서의
대북지원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초음파 기계, 호흡기, 청진기,
임산부용 체온계 등 HS Code 90에 따른 일부 의료 기기와 결핵균
예방을 위한 의료용 살균기를 포함한 HS Code 79~89에 따른 일부
의료 기기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치과 보철물의 복합 및 기계,
치과 스캐너 등도 위원회의 면제 승인 없이는 북한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232) 북한 역시 자국의 보건 ‧ 의료 상황에 대하여
보건 인력 부족, 제약 ‧ 의료 기기 공장 기술 기반 부족, 필수의약품
부족 등이 주요 과제라고 제시하고 있다.233) 따라서 보건 ‧ 의료
관련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의 포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
232) UN Doc. S/2021/211 (2021), p. 413.
233)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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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효과적인 물류 체계 구축과 신속한 한반도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조달이 시급한 상품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선배송 ‧ 후제재 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접종 기술 전수와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과 더불어
방역 체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의 재파견 및 조직 체계 확립이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북한 내 상주하고 있던 관련 기구 인원이
대부분 철수하여 현재 국내 모니터링 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북한에서도 초기에는
의료인과 군인, 고령자 위주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자체보다는 접종 기술 전수에 방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북한의 식량 생산량과 식량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여 북한 내
가용 식량이 이전에 비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2020년
수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2019년 대비 5.2%가 감소
한 439만 8천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생산량이다(<표 Ⅳ-3> 참조). 또한 2020년 3월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여, 동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경을 완전 봉쇄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식료품 수입 또한 급감하였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입하는 주요 식료품목인 대두유, 밀가루, 사탕수수당의 2020년
수입액은 각각 2019년 대비 46%, 51.5%, 18.8% 감소하였다.234) 지난
6월 북한이 발표한 VNR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곡물 생산
량은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235) 2020년
234) 최장호 ‧ 최유정,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 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오늘의 세계 경제, 제21권 제2호 (202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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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이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북한의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단위: 천 톤,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량

4,676

4,806

4,802

4,512

4,823

4,701

4,558

4,640

4,398

증감률

-

2.8

- 0.1

- 6.0

6.9

- 2.5

- 3.0

1.8

- 5.2

주. 농촌진흥청에서 추정한 자료임.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남북한 주요 지표 비교,” <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1.5.28.).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북한 내 식량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식량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당장은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식료품 수입
감소가 장기화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내부 식량 수급 또한 어
려워진다면 2022년에는 식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FAO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2020/21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에서 수입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식량 유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상반기에는 북한 내 식량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농업 생산과 식량 수급을 유지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부터
북중 무역이 일부 재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농업용 자재, 비료
원자재(요소, 인산암모늄, 유기황화합물), 농약(살충제, 제초제) 등
농업 부문 생산에 필요한 필수품 위주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이 국경에서 반입 대기 중이었던 인도적 지원 물품과 교역 물품

23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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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비료 등의 일부 품목만을 들여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Ⅳ-4> 월별 대중 수입
(각 년도 1/4분기)236)

<표 Ⅳ-4> 2020년 3월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만 달러)

HS

품명

금액

중량

3102

질소비료

504 14,000

농업

3105

화학비료

418

농업

7,700

비고

3920 플라스틱 필름 107

1,000

농업

4801

72

1,091

인쇄

3808 살충제,제초제

70

191

농업

4802

인쇄용 종이

36

495

인쇄

2815 수산화나트륨

35

1,600

비누

2710 저발화점 연료

26

587

금속

4016

18

94

-

신문용지

가황고무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report/preliminary.html> (검색일: 2021.4.6.).

문제는 북한이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식량 지원과
같은 일차적인 물품 지원이 아닌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중국 정부를 통해 충분한 식량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2019년부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는 거두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는데, 2004년 9월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공동지원호소(Consolidates Appeal) 절차를 받지 않을 것이며,
236) <그림 Ⅳ-4>의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음.
1월
2월
3월

2017년
23,805
14,800
32,456

2018년
16,845
10,255
14,290

2019년
16,800
8,898
19,795

2020년
18,685
1,034
1,803

2021년
0
0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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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유엔의 개발협력만 수용하겠다고 공식 통보하였고,237)
북한주재 유엔사무소와 국제 NGO 사무소 대표에게 2005년 연말까지
사업을 종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238)
식량난에 대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을 추진하고, 설령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북제재는
원유 ‧ 정제유 관련 제품과 전자 제품 ‧ 기계류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
고 있어, 농업용 도구 및 장비, 연료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WFP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인도적 공급망을 방해하고 공급을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에 물품이 배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류회사들은 대북 물류사업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 회사들은 엄격하고 복잡한 검사와 벌금, 그리고 다른 항구로의
입국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주의 물품을 북한으로 운반하
는 것을 주저한다. 따라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에 있어 대북제재의 포괄적 면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농업
개발 협력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직접 지원이 필요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접 지원에 대한 수요는 중국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농업 협력, 즉 개발
협력의 관점에서의 기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
237)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NGO들이 북한을 떠났는데, 1998년 국경없는의사회
(MSF), 세계의의사들(MDM) 철수, 1999년 옥스팜(Oxfam), 2000년 기아퇴치
행동(ACF), 2002년 캐드(CAD), 캡 아나무르(CAP Anamur) 등이 철수하였음.
김성한 ‧ 이수훈 ‧ 황수환,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 방향: 국가와 국제
기구의 역할 비교 분석,” p. 7.
238) 박형중, “대북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각과 향후 전망,”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에버트 프리드리히 재단 외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2009.11.24.), p. 370, 재인용: 강동완,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3집 제1호 (2011),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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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만 해도 민간(NGO, NPO)과 지자체의 대북 농업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2008년이래 현재까지 다른 대북 교류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사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239)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 협력에서는 WFP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FAO와 세계기아원조가 이를 보조하고 있다. WFP는 영양지원
외에 식량안보 분야에서 영양 비스킷과 슈퍼 시리얼 등 영양 강화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며 북한주민의 식품 접근
성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WFP의 대북지원은 식량 접근성
향상, 재난 위험 감소 조치, 토질개선 사업, 경사지 관리, 물품지원,
역량강화 훈련 등이 있다.240) 한편, FAO는 농업 부문 종사자를 대상
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세부적으로 종자
지원과 식물 생육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하는 것이다. FAO는 북한 농
부를 대상으로 농사 방법을 공유하고, 농사물품을 지원하고, 종자를
지원하여 농업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식량안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41)

239) 김영훈 외,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방안 (나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20), p. 52.
240) 1) 식량 접근성 향상: 재난에 취약한 북한주민(아동과 임산부, 여성 등)이 식량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2) 재난 위험 감소 조치: 기후 충격 등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감소시켜 농산물 재배와 섭취에 문제가 없도록 함. 재난
위헙 감소조치로는 토질 개선 사업 등, 3) 토질 개선 사업: 제방 수리와 하천 준설,
나무 심기, 환경 보호 등. 토질 개선 사업은 ODA 범분야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임시 고용을 창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일부 달성하고 있음, 4) 경사지 관리: 식량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 경사지 관리(land sloping management),
5) 물품 지원: 비료와 종자, 소형장비를 비롯한 농업 물품 지원, 6) 역량 강화 훈련:
농업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사 훈련, 농부의 역량 강화 사업 진행.
241) 1) 농업생산량 증대: 단백질 함량이 높은 비료와 농약 등 투입물을 지원. 콩을 비롯한
식물 종자를 지원. 주로 콩(soybean)의 생산량을 늘리는 농사기술을 전수함, 2) 긴급
지원: 태풍 등 재난 후 농업생산량이 감소할 데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제반 마련 및
준비사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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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 역시 보건 ‧ 의료협력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내에서 식량 안보 위기를 타파하고, 남북한 ‘생명안전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한다. 식량 안보 분야에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중
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기존에 합의된 사안에 대한 이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남북 간 합의 이행률을 높여 남북협상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 Ⅳ-5>와 <표 Ⅳ-6>은 과거에 추진
했거나 합의한 남북 농업 협력사업과 단기에 추진 가능한 농업 협력
사업 리스트이다.
<표 Ⅳ-5> 과거에 추진했거나 합의한 남북 농업협력사업
구분

2000년대 추진한 농업 협력

2000년대 합의한 농업 협력

협동농장
협력

금강산, 개성지역
협동농장 협력사업
평양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

육묘시설, 농업기자재,
배합사료영농기술 지원

종자분야
협력

옥수수 신품종 개발 지원
씨감자 생산기술 및
생산기반 확충

종자생산시설 지원
종자의 가공 ‧ 보관 ‧ 처리시설 지원

농업과학
기술협력

북한 농업과학원과
공동연구 추진
남북 농업과학심포지움(민간)
개최

유전자원 교환 ‧ 공동연구유전자원
저장고 설치
육종 ‧ 재배기술 협력
생물농약 개발, 생산기술협력
농작물 생육예보 등 IPM기술협력
검역 및 방역 기술협력

개별
농업협력

농림축산 분야에서 다양한 개별협력

축산 ‧ 과수 ‧ 채소 ‧ 잠업 ‧ 특작 협력

산립 분야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묘목 지원
협력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복구녹화

투자 협력

고성온실농장 투자협력사업

수출 ‧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의
협의(농업 관련 산업의 투자협력)

출처: 김영훈 외, “남북미 대화 동향과 대북 농업협력의 준비, 溫故而知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업전망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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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단기에 추진 가능한 농업협력사업
구분

기대효과

추진방향

소규모 농업지원사업
(NGO)

인도적 문제 완화

민간단체 추진, 정부 후원

식량 ‧ 비료 지원(정부)

단기 식량난 해소,
단기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구축과 체계적 추진

농업개발협력(공공부문)

북한 농장 능력 제고

시범공동영농단지 협력사업

상업적 교역 및 투자

상호 이익 구현
교류협력의 지속성

개발협력사업 선행 후 확대

출처: 김영훈 외,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방안, p. 46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한편, 대북 인도적 협력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
분은 북한의 수요이다. 북한은 긴급 구호를 위한 곡물지원에 대한
수요도 분명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 역
시 긴급 구호 곡물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번 목표(기아 종식 ‧ 식량안보 ‧ 영양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의 증진)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북한이 발표한 VNR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국 식량 생산 감소의
주된 원인을 자연재해, 농자재 부족, 낮은 기계화율에서 찾았다.
그리고 북한은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학 농법 추진,
간석지 개간, 우수 종자 대량 재배, 지력 개선 등에 애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지원 사업 역시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대북 식량 직접 지원보다는 농업 협력의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농업 협력사업과 남북 간에 기존에 추진 혹은 합의되었던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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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계점을 찾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이나, 남북한이 합의한 농업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대북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단발
성의 긴급 구호성의 지원보다는 제도화된 협력을 통해 농업 협력과
정치를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상징성을 낮춰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농업 분야에서 남북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정부
내에 대북 농업 협력사업을 관리 ‧ 조정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기업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남북 농업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 농업협력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은 크게 ① 구호성 곡물 지원, ② 식품 원자재
지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③ 농업 분야 협력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식량 안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구호성 곡물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6월 WFP를 통해 북한에 5만 톤의 대북 쌀 지원을 시도하였
으나 무산된 바 있는데, 이 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한국산
쌀을 지원하고자 시도된 첫 사업이었다. 당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
한 식량 지원 요청에 따라 WFP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지원 수용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
한이 돌연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산된 것이다. 쌀과 같은
긴급 구호성 곡물은 지원이 시급한 물자임과 동시에 그러한 이유 때
문에 북한이 정치적인 입장을 이유로 지원을 꺼려하는 지원 품목이
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자체적인 식량 생산과 보급에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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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식료품 원자재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WFP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통일부는 지난
2020년 6월 WFP와 향후 5년간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WFP에서 이미 진행
하고 있는 토질 개선 사업, 우수 종자 지원과 식물 생육에 대한 기술
자문, 농사 기술 공유 및 물품 지원, 비스킷과 슈퍼 시리얼 등 강화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설립과 공정운영 등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농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리적 접근성과 유사성을 활용
하여 북한지역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 기술과 우수 종자
전수 등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이들 사업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VNR 보고서
에서 밝힌 농업 분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도 유사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수요와도 일치한다.

(3) 인구총조사 보완 사업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인구기금)의 대북
인구조사는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에 가장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인구통계는 먼저 공공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242) 부의 분배 정도나 정부 행정 지원 규모(관공서의 위치나
규모, 공무원 채용 규모 등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보건 ‧ 의료
지원 규모, 산업 유치 및 육성 규모 결정 등 공공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국제기구가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를
242) United Nations,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N.Y.: United Nations, 2008),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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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절대빈곤 수준에 빠진 인원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한다고
할 경우, 북한 인구 자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각종
경제 ‧ 사회 통계를 만드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통계를 작성하는데
대부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를 하게 되는데, 샘플링 조사
자료를 전체통계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인구총조사 통계이다.
셋째, 인구총조사 자료는 경제 ‧ 사회 분석과 연구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북한지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인원을 성별/연령대별/지
역별로 파악할 수 있다. 연령대별 인구 변화를 분석하여 고령화를
파악하고, 지역별 인구를 분석하여 지역의 발전 추이를 분석하고,
성별 구성비를 분석하여 사회문화의 변화를 추적하는 등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객관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북지원을 할 때마다 북한 당국의 정보나
주요 관료의 조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져 대북정책이나 지원의 투
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UNFPA의 대북 인구조사는 제1차 인구조사(1993년), 제2차 인구
조사(2008년)에 이어 제3차 인구조사(2018년)가 예정되어 있었다.
인구조사는 인구조사의 원칙에 따라 매 10년을 주기로243)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조사였기에 2018년 조사가 갖는 함의가 컸다.
제1차 인구총조사는 북한지역에서 시행한 최초의 현대식 인구조
사였다. 당시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기 한복판에 있었
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구조사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제1차
인구조사를 위해 UNFPA가 직접 조사요원을 파견하지 않고 북한에
기술교육과 사전 지원을 한 뒤, 북한이 조사를 하는 간접 조사 및
지원 방식을 취했다. 조사원으로 행정 말단인 인민반 반장 중 조사원
243) UNFPA, “CENSUS,” <https://www.unfpa.org/census> (검색일: 20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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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0명, 지역 거주자 중 고학력자 총 14,000명 등 총 61,000명을
선발하여 160,000개 가구에 대한 샘플조사를 하였다.244) 조사 결과,
북한 인구는 2천 12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245)
다만 처음 이루어지는 조사이다보니,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먼저 가구별 조사가 아닌 공민등록통계와246) 보건통계제도
자료를 활용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이 한계였다. 경제 활동의 최소
의사 결정 수단이 가구이다보니 인구조사는 일반적으로 가구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둘째, 불분명한 조사구역 경계로 인해 조사가 누락
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이 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조사 경계 설정이 어려웠다. 셋째, 주민들의 사망 신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식량 보급을 더 받기 위하여 사망을
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공민등록자료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관련 통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넷째, 일부 조사 항목이 국제 표준 인구조사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북한이 조사지역에 대한 제한된 접근만을
허용하였고,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면서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제공된 자료도 제한적인 경우가 발생하였다.
제2차 인구총조사는 2008년에 이루어졌다. 제2차 조사의 목적은
북한의 총인구를 파악하고 행정상의 인구학적 ‧ 사회적 ‧ 경제적 특징
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제1차 조사와 달리 UNFPA가 직접 조사를
설계하고 조사원을 교육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춰 직접 조사 형식을
취하였다. UNFPA가 국가 인구조사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인구
조사를 위한 지시사항의 교부 ‧ 안내 ‧ 감독 ‧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244) 조한승 ‧ 박아영, “국제기구를 통한 통일대비 대북지원의 함의: UNFPA의 북한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 제16권 제1호 (2018), p. 87.
245) 김두섭 외,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연구 (서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0), p. 23.
246)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인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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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였다. 제1차 조사와 다른 점은 2007년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조사원 35,000명과 감독관 8,000명 등 총
43,000명의 조사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하였고, 인구조사 과정 모니
터링을 위해 국제 옵서버(observer) 그룹을 초청하였다. 이 조사에는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었는데, 우리 정부는 1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80만 달러만 지원되었다. 스위스도
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조사 결과, 북한 인구는 2천 4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247)
제2차 조사에서는 제1차 조사에서 발생하였던 다양한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졌다. 먼저 중복 조사를 막기 위해 각 시 ‧ 군
의 경계선이 명기된 지도를 제작하였다. 둘째, 인구조사에 대한 거부
감을 불식시키고 주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
였다. 셋째, 자료 집계부터 전산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UNFPA가
직접 관여하고 자문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조사
에서도 북한의 비협조와 인식 미비로 자료의 누락과 왜곡이 일부 발생
하였다. 예를 들어 1993년 50세 이상 인구의 2008년 생존률이 아프
리카 소말리아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됐는데, 이를 두고 북
한이 일부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248)
인구총조사 결과는 다양하게 분석되어 북한의 사회 ‧ 경제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총인구와 인구구성, 사망과 출생, 인구 이동
등 인구지표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군대 규모, 식량난 사망자
규모를 추정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의
차이는 있으나 북한 군대 규모를 70만 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제1차 조사에서 지역별 인구가, 제2차 조사에서는 연령별 인구가 각각

247) 김두섭 외,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 연구, p. 23.
248) 이석,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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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명 많고 대부분 15~29살 남성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249)
제3차 인구총조사는 2018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특히 이 조사
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2011.12.) 이후 북한의 변화된 사회 ‧ 경제
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
(2017.3.24.)을 통해서 인구일제조사가 진행됨을 알렸다.250) 북한
내에 국가인구일제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고, 2017년 내에 전국적인
시범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북한 외무성 차관은 UNFPA에 인구
조사비용 6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51) 우리 정
부도 이에 발맞춰 북한 인구총조사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통일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출연을 검토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인구
총조사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할 준비를 하였는데, 조사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2017년 10월 시범조사와 2018년 본 조사에 남측
관계자 참여를 희망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UNFPA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인구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제3차 인구 총조사사업은 북한과 UNFPA가
협의하여 2019년으로 연기하였다.252) 당시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유엔 주도로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었다.
이에 북한이 유엔의 대북지원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조사를 하겠
249) Nicholas Eberstadt and Banister Judith,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1992); 이석,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Satoru, Miyamoto, “Military Organizations and Force Strength of Korean People’s
Army,” The World Conference on North Korean Studies (2015); 정영철, “신화와 현실:
북한 정규군 ‘100만’ 신화 비판,”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2016), pp. 117~151.
250) “북, 10년만에 2018년 인구일제조사 실시,” 통일뉴스, 2017.3.25., <http://www.
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216> (검색일: 2021.6.18.).
251) “北, 인구조사 비용 600만弗 지원 요청,” 매일경제, 2017.7.14., <https://www.mk.
co.kr/news/politics/view/2017/07/474137/> (검색일: 2021.6.18.).
252) “통일부, “‘통계청-WHO 2020년 北 인구조사’ 내부 검토 중”,” SPN 서울평양
뉴스, 2018.9.14.,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
13067> (검색일: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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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최근에 북한이 발표한 VNR 보고
서를253) 보면 2019년 인구센서스의 인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2019년에 자체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추진한 인구총조사 사업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제공하려고 하는 인구총
조사 사업 관련 자료가 어느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때문에 북한이 2019년에 자체적으로 수행한 인구총조사 사업과 더불어
2022~ 2025년 중에 여건이 조성되면 제3차 인구 총조사 보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제3차 인구총조사 보완사업의 목표는 2019년 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인구총조사 사업을 보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인구총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 북한이
2019년에 추진한 인구총조사 사업의 결과를 UNFPA에 제공하지 않고
있고, 둘째, 북한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셋째, 만약 2023년에 제3차 인구총조사 사업이 추진한다면,
제1차 조사(1993년), 제2차 조사(2008년), 제3차 조사(2019년), 제3차
보완 조사(2023년) 등 제1차~제2차 조사 간격 15년, 제2차~제3차
보완조사의 간격 15년으로 인구총조사 사업의 조사 주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구총조사 사업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인구 정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당장 북한
의 인구총조사를 실시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과 대북제재,

253)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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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등이 북한의 경제 ‧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북한의 노동가능인구의 규모를 파악하여 북한에 경협 단지 위치와
규모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구총조사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통일 이후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주요 도시
별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정부 행정 시설의 규모와 보건 ‧ 의료 지원
시설의 규모를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단지
개발과 철도 ‧ 도로 ‧ 발전소 등 공공 인프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안정망을 제공을 위한 서비스와 재원 규모를 설계하는 데
에도 북한 인구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인구총조사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 조사 항목과
지역 설정, 조사 결과의 원자료(raw data) 제공, 조사원 교육 ‧ 훈련
실시 등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산 규모는 북한이 인구총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데 대략 60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요구
항목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에 따라 2008년 사례처럼 100만 달러
내외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추진 과정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먼저
제3차 북한 인구총조사 보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
사항이다. 당장은 북한이 2019년에 자체적으로 인구총조사를 실시
한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구총조사를 실시
하였기 때문에, UNFPA가 요청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인구총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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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에는 북한이 UNFPA를
통해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하고 북한이 자체 조사한 원자료, 혹은 원
자료에 준하는 분석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후 북한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 기준에 맞추어 관련 조사가 수행되었
는지를 살피고, 이후에 이를 보완 조사하기 위해 UNFPA와 협력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만약 북한이
적절한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미 수행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추가조사의 이름을 (기존) ‘제3차 인구총
조사 보완조사’에서 ‘북한 가계 동향 조사’, 혹은 ‘북한주민의 영양
조사’ 등의 형태로 추가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구 통
계는 북한의 사회 ‧ 경제적 변화상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및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료이다.
추진 시점은 코로나19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으로 선정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코로나 공존 전략 혹은 위드 코로나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
에는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이 전제로 깔려있다. 현재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대부분의 대외협력도 중단
한 상황이어서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구총조사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을 위한 주요 교류협력사업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용어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이다. 선대였던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
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면서 대내외 행사에서 군부를 중시하고
은둔형 행보를 이어간데 반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을 추진하면서 내각을 중심으로 정상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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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행보를 이어갔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에서는 북한이
정상국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어졌다.254)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맥락에 맞춰 모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이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경우, 북한의 사회 ‧ 경제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모든 채널이
막히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 경제난과 체제 불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25백만 명의 인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경지역 상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막을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코로나
19와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유일한 협력국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잠재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변환점이자 기회 요인이 될 남북
경제통합과 통일의 주도성과 한반도 북방지역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줄어들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국제사
회와의 접점이 커질수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 경제의 개방과 변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북한
경제의 개혁 ‧ 개방은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협 확대와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제질서 편입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254) “김정은, 美 향해 “정상국가 대우해달라”,” 동아일보, 2018.3.8., <https://www.
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308/89001321/1> (검색일: 2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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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것을 전제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
하기 위해 대북지원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상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역시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북한의 국제기구 편입을 위한 초기 조치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

(1) 비핵화 협상에 따른 대북지원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상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개시될 경우,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 대북지원협의체 구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자 대북지원협의
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서 검토된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입 중단이 장기화되어 북한에 경제난이 악화될 경우, 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개연성이 크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품목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북지
원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한다는 대북제재의 추진 자체가 무력
화될 수 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나설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국제사회 다자협의체를 구성하여 대북지원을 추
진하고 이것이 중국 일변도의 대북지원을 견제할 수 있다면,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와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의 공조 체제 속에서 대북
다자협의체 구상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로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 체계를 장기간 유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255)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경우,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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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때 보상의 시기와 규모, 방식,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데, 다자 대북협의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북 다자 협의체의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방안은 다음과 같다.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상술한 바와 같이 다자협의체 추진의 목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나 NGO의 대북지원 체계와 별개로 다자 대북지원 체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이 이런 방식의 지원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은 코로나19와 대북제재로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소
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고려, 즉 경
제적인 어려움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미국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미국이 주도하여 비핵화 협상의 진척을 전
제로 다자 대북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북한 역시 전략적인 이유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55) 최근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미 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2021.9.14.)에서 성 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의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과 특정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 재개를
희망하여 미국과 북한 간에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를 하자”고 촉구하였음. “성 김
“비핵화 진전 상관없이 대북 인도지원…남북 사업도 지지”,” 연합뉴스, 2021.9.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4067951073?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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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다자 대북지원협의체는 과거 북한 비핵
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6자회담 방식을 차용하여 주요국 정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위시한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를 계기로 6자
회담 방식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시도하였다.256) 당시 남 ‧ 북 ‧ 미 ‧
중 ‧ 일 ‧ 러 6개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경수로를 건설하고
중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맞춰 남한에서는 1995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설립하여 북한에 경수로 건설공사를
추진하였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방
식은 북한을 포함한 주요국도 참여 경험이 있는 익숙한 방식이므로
다시 한번 이 틀을 빌려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다자 대북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핵화 협상 재개와 함께 비핵화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해 볼 수
있다.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북한에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한이 미국 정부를 설득하여 비핵화에 대한 보상, 코로나19 방역과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다자 대북지원 프로그램 구상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남한이 지원하는 ‘다자 대북지원 프로그램’
신설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도적 위기 발생 예방 및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 심화
견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이 대북지원을
할 경우, 인도적 지원 문제가 비핵화 협상과 결부되면서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면서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유엔
256) 홍현익, “북핵문제와 6자 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1호 (2008), pp.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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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북지원이 갖는 함의가 크고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둘째, 대북지원을 위해 다자협의체 간에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용은 남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나, 가급
적 참가국 간 ‘균등분담’ 원칙이 적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과거 6자 회담의 경우, 미국의 대북 중유 공급이 늦어지
면서 관련 논의가 파행을 빚었다. 다자 대북지원협의체에 참여한 국
가들이 이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협의체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대북지원협의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
된다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의체는 코로나19와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비핵화 이행 시 북한의 국제기구 편입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제기구 편입은 외교적 고립을 막고
북한 경제의 개혁 ‧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또한 국제기구
편입은 북한이 더이상 국제사회를 상대로 군사 ‧ 안보적인 도발을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석 편(2019)은257) 북한의 정상국가화
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
금융기구 가입, 외채문제 해결, 남북관계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가
257) 이석 편,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 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세종: 한국개발
연구원, 2019), pp. 2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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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동북아 국제분업 구조 속에서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참여하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258) 또한 장형수 외(2009)는259)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
을 해야 국제사회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을 위한 절차 추진이 가능
하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이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이 IFIs(국제금융기구)와 WTO 등이다. 현재 북한은 약
34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UN, WHO, FAO,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기구는 국제경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제기구들이다.
국제금융기구는 IMF, WBG, IBRD(국제부흥은행)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이 이들 기구에 가입할 경우, 북한 개발 재원의 일부를
국제사회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이 주변국, 즉
남북, 북중, 북러 협력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제협력을 국제사회와
보다 다양화, 다층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금
융기구 중에서는 IMF를 우선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WBG와 IBRD
가입은 IMF 회원국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자유무역기구는 북한이 국제무역 체계에 합류하기 위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국제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으며, 수출주도 경제
성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
자도 북한의 WTO 가입 확정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WTO 가입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258) 위의 책, pp. 266~270.
259) 장형수‧ 김석진‧ 송정호,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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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북한 경제의 개방과 변화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근미래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의 목표는 IMF로부터 경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 지도를 받는 것이고, WTO의 참관국(Observer)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들 두 국제기구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들 요건을 갖추는데 최소 5~1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근미래에는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초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IMF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양자 대북제재, 특히
북한에 대한 적성국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뒤에, 비핵화에 대한 보상 조건 중 하나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북한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과 2000년에 ADB 가입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ADB 가입을 희망한 것은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기금을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60) 가입에는 신청
부터 정식 가입까지 통상 3년 정도가 걸리고, ADB는 회원국에 1억~
2억 달러의 차관을 연 1~1.5%의 금리로 24~32년간 빌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1) 그러나 1997년 4월 가입에서는 ADB 지분이 각각
13.2%였던 미국과 일본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가입이 좌절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 2000년 8월에도 재차 ADB 가입 의사를 밝혔
260) “정부,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ADB 가입 환영,” MBC, 1997.4.6., <https://imnews.
imbc.com/replay/1997/nwdesk/article/1765492_30717.html> (검색일: 2021.9.16.).
261) “북한 ADB 가입 다시 신청,” 중앙일보, 2000.9.2., <https://www.joongang.co.kr/
article/3964206#home> (검색일: 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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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역시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일본이 옵서버 자격으로 ADB에 참여하는 것에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263)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IMF 및 WBG 가입도 희망했었다. 1997년 북한이 IMF 가
입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IMF 조사단 3명이 북한에 방문하
여 IMF 가입을 위한 절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64) 그러나
이후 북한은 IMF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1998년 2월에는 WBG인사
가 북한에 방문하였으나 이후 가입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IMF와 WBG에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가입 조건하에 가입하
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에 가장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북한은 IMF 가입을 위해 IMF는 물론 국제사회와 IMF의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장형수 ‧ 박춘원(2018)은265)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여야 하며,
독자적인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아야 IMF 가입을 위한 최
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IMF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IMF 협정문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공

262) 위의 기사.
263) 위의 기사.
264) “1997년 실패했던 북한의 IMF 가입, 21년 만에 성사될까,” 중앙일보, 2018.6.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13905#home> (검색일: 2021.9.16.);
장형수 ‧ 이창재 ‧ 박영곤,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
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p. 24.
265) 장형수 ‧ 박춘원, 국제금융기구 투자지원 해외사례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 정책적
시사점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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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 지표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후 북한은
협상을 통해 국제 수준에 맞는 거시 ‧ 금융 제도를 어떤 수준과 속도로
수용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IMF 가입을 위해 초기에 할당
받은 출자금의 25%를 선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출
자금은 GDP 경제규모에 비례하여 책정되는데, 이때 GDP 규모를 추
정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경제통계가 필요하다.
근미래에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일은 IMF로부터 경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다. 기
술지도라는 것은 경제통계 조사 및 작성 방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와 통계 작성 전문가가 북한의 전
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남한의 전문가들 역시 IMF의
기술지도 과정에 참여하여 북한의 전문가에게 경제통계 조사 및
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과
언어가 동일하고 문화적으로 유사하여 기술지도의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WTO 가입을 위해서는 참관국 지위를 획득하여야 한다. 최장
호 ‧ 최유정(2018)은266) 체제전환국 중 최근에 WTO에 가입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WTO 가입 시 주요 현안과 쟁점을 다루었다.
이 연구를 보면 WTO 가입을 위해서는 ‘Observer 지위 획득 → 가입
신청 및 가입 작업반(Working Party) 설치 후 다자 협상 → 회원국과
양자 협상 → WTO에 가입 작업반 보고 → 가입 의정서 채택’ 등의
과정을 거친다. 북한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참관국 지위를
획득하여 WTO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북한이

266) 최장호 ‧ 최유정,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세종: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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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가입을 희망함을 알려야 한다. 이후 북한은 물론 WTO 회원
국도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WTO 가입을 위한 협상 조건을 마
련하게 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WTO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WTO에 북한을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제안하고, 북한을 포함한 WTO 비회원
국에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2019년부터 우리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교육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체계가 북한의 WTO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대북 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
가. 감염병 공동대처를 위한 보건의료협력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는 WHO의 신뢰성 하락, 미중 간 코로나19 책임 공방,
의료방역물품 자국이기주의 등을 통해 현재 국제보건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267)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한국은 인접한 북한,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268) 특히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면 방역,

267) 김경숙 ‧ 박보라, 코로나19 팬데믹과 동아시아 보건거버넌스 구축 방향 (서울: 국가
안보전략연구원, 2021), p. 1.
268) 이현태 외, 남북중 경제협력방안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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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접종 및 필수의약품 보급 등에 대한
국제협력이 시급하다. 남 ‧ 북 ‧ 중, 남 ‧ 북 ‧ 러 보건의료협력은 이런
의미에서 동북아 전체, 그리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인도주의적
당위성을 갖는다.269)
또한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남북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감염병 대처를 위한 동북아 공동협력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한국은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기에, 국제보건 거버넌
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보건협력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270)
게다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남 ‧ 북 ‧ 중 ‧ 러 사업은 인도주의적 사업
으로서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의료, 안전, 인도주의적 목적
일 경우, 식품, 의약품, 의료 교류가 북한주민의 생계 목적일 경우,
원유 수송이 북한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경우, 철과 철광석, 정제된
석유 제품의 공급, 판매, 인도가 인도주의 목적 혹은 결의안 목적과
부합할 경우 북한 내 입항이 가능하다.271) 또한 감염병 방역 문제는
북한 당국에게 국가안보 및 자주국방과 동일한 성격의 사안으로 간
주될 수밖에 없기에, 이 점에서 동북아(남 ‧ 북 ‧ 러) 방역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방역협력은 북한에게 백신주권의 확보 가
능성을 제공함과 더불어 향후 국경개방을 통한 무역 활성화와 관광

269) 성균중국연구소, 신경제구상 연계 남북중‧남북러 협력모델 개발 (통일부 정책용역
보고서, 2020), pp. 51~54.
270) 김경숙 ‧ 박보라, 코로나19 팬데믹과 동아시아 보건거버넌스 구축 방향, p. 1.
271) 이민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 ‧ 체육 교류 전략과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2020),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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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육성 등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핵심 사안이다. 결국 제재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보건의료협력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으
면서도 인도적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우선 초국경 방역 보건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 현재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에
북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
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며 ‘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272)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물품
및 의약품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감염병 상황, 정보, 정책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적절한 장소에서 접종 ‧ 치료 ‧ 간호 ‧ 행정 등에 관한 공동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273) 코로나19 대응 과정
에서 경험한 언택트 의료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원격 의료
서비스 협력’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3절에서 보았듯이 이런 대
북지원은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는 Gavi, WHO 등과 추진하는 방안
272) “文대통령 “남북은 생명공동체… 방역‧ 보건 협력이 대화의 단초”,” 프레시안, 2020.9.2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220000305835#0DKU>
(검색일: 2021.10.1.).
273) 최은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시사점,”
정세와 정책, 제26호 (2020),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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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해야 하지만, Gavi 등은 원칙적으로 국제 요원의 현장 파
견 등을 방역(백신)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빠른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서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보완하면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백신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때는 북한의 요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영국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산 백신 시노팜을 안전
성을 이유로 지원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틀에서 북한의 수요를 잘 파악한 후 지원 백신의
종류, 물량, 대금 등의 문제도 국가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
아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보건의료협력방안은 감염병 백신(개발)
협력이다. 이는 인도주의 및 동북아방역협의체 구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우수한 백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러시아를
포함하는 남 ‧ 북 ‧ 러 3자 협력의 형태로 추진해 볼 수 있다.274) 구체
적으로 백신 ‧ 치료제 ‧ 의료용품(마스크와 주사기 등) 공동 생산기지
구축, 전염병 관련 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남 ‧ 북 ‧ 러 간 백신협력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북한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높게 평가하고 도입 의사가 있다고 알려졌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021년 6월 4일 북한 당국이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현재 ‘스푸트니크 V’
(2020년 8월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 ‧ 미생물학 센터), ‘에피박코로나’
(2020년 10월 국립 바이러스 ‧ 생명공학 연구센터 벡토르), ‘코비박’

274) 박정호, “포스트코로나 시기 남북러 협력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원고,
2021.7.20.),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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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0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추마코프 면역약품
연구개발센터), ‘스푸트니크 라이트’(2021년 5월 6일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 ‧ 미생물학 센터) 등 총 4개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및 승인
한 상태이다. 북한이 이 중에서 특히 ‘스푸트니크 V’와 ‘스푸트니크
라이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스푸트니크 V’ 백
신은 러시아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개발해 승인한 전달체(벡터)
방식의 2회 접종용 백신이며, ‘스푸트니크 라이트’는 이를 1회 접종
용으로 간소화한 제품이다.275)
<표 Ⅳ-7>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비교
개발업체

가말레야
연구소

백신 유형

바이러스
벡터

백신명

효과

접종횟수/간격

기타사항

2회, 3주

보관방법:
-18.5℃(액상형),
2~8℃(분말형),
예방효과기간 1년

스푸트니크 V 91.6%

스푸트니크
라이트

79.4%

1회

예방효과기간
4~5개월

추마코프
센터

불활화
바이러스

코비박

80%

2회, 2주

보관방법: 2~8℃

벡터

단백질
기반

에피박코로나

90%

2회, 3주

예방효과기간 1년

출처: 박정호, “포스트코로나 시기 남북러 협력 추진방향,” p. 4.

(3)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우선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해서는 비록 북한은 아직까지
참여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않다. 하지만, 2021년 7월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275) ““북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등에 관심”,” 연합뉴스, 2021.6.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
oid=001&aid=0012439005> (검색일: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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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직접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보건협력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전국노병대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
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다.276) 국제기구를 통한 백신 지원 등이 지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틀을 통한 지원 가능
성이 높다면 북한도 가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
아와 핵협상의 대상국인 미국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에 대
한 정치외교적인 부담도 덜하다.
이미 2021년 8월에 외교부는 ‘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를 통해서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사업으로 몽골에 신속 항원 진단
키트 (3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
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긴급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체 틀 내에서 참여국 간 협의 중인 협력
사업이다.277) 이런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계속 가시화된다면,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보건 협력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도 참여하고
있기에 향후 북한의 참여 가능성도 높다. 한국은 2018년 이후 북미
협상 교착, 미중 분쟁 격화 속에서도 북중, 북러는 지속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중국 혹은 러시아를 활용하여 북한의 방역
레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현재 협력체는
실무자급 회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논의 수준을
276) “‘보건위기’ 인정한 김정은…靑 “코로나19, 남북 모두의 현안”,” 동아일보, 2021.7.2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28/108222904/1>
(검색일: 2021.9.3.).
277) “‘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 3차 화상회의... “의료 방역물품 공동비축제 구축 제의”,”
SPN 서울평양뉴스, 2021.5.28.,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39531> (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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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이상으로 올려서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해야 북한 참여 유도
및 장기 존속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백신(개발) 협력을 추진할 때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K-방역 표준화체계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설 수
있다. 2020년 6월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검사 ‧ 확진 → 역학 ‧
추적 → 격리 ‧ 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를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한 18종의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로드맵을 확정했다. 국제표준화 18종은 3T 단계별로
체계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검사 ‧ 확진 단계는 감염병을 정확
하게 진단하고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한 진단시약 ‧ 장비, 검사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등 6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역학 ‧ 추적
단계는 자가 격리자 등을 효과적으로 추적 ‧ 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앱, 전자의무기록(EMR),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4종이 포함된다.
격리 ‧ 치료 단계는 확진자 등을 격리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체외 진단기기의 긴급사용 승인 절차
등 8종이다.278)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 체계를 백신
강국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업그레이드하고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나간다.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고려하면서 협의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다. 러시아에서는
남 ‧ 북 ‧ 러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적다. 러시아의 방역 노하우와 백신
은 서방의 견제 속에서 널리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한국과 협력한다면,
자국의 방역 및 백신 역량을 제대로 알리고 국제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78) 보건복지부,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2020.6.1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
=0403&page=1&CONT_SEQ=354963> (검색일: 2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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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분야(18종)
① 검사 ‧ 확진(Test): 6종

② 역학 ‧ 추적(Trace): 4종 ③ 격리 ‧ 치료(Treat): 8종

<감염병 진단기법: 2종>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 ∙ 모바일 자가진단 ‧ 격리관리
(RT-PCR)
앱(App) 요구사항
∙ 진단기법 관련 시약 ‧ 장비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기능
및 테스트 방법 등
및 개인정보 보호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4종> ∙ 자가진단 ‧ 문진 결과와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등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취약계층 필수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의료지원
∙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등

출처: 보건복지부,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2020.6.1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page=1&CONT_SEQ=354963> (검색일: 2021.8.5.).

나. 북한 환경 개선을 위한 남 ‧ 북 ‧ 중 환경협력279)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북한은 국토개발 수준이 낮아 자연생태계는 비교적 우수한 지역도
상당수 있으나, 전체적인 환경관리기반이 취약하여 벌목, 개간, 토양
과 하천 오염 등 문제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북한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남북협력 등을 통해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 왔다. 유럽연합(EU)이 1995년부터 130개
이상의 사업을 통해 식량안보, 깨끗한 물과 위생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
했고,280) UNEP 지원으로 ‘북한환경상태보고서 2003’을 발간하고
산림, 수질, 대기, 토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북한환경개선 16개 시범
279) 이현우, “최근 남북중 환경협력 현황 및 방향,”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1.7.20.)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280) 최현아 ‧ 젤리거 베른하르트,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유럽연합(EU)
지원 사업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1권 제1호 (2017),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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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였다. 비정부기구로는 한스자이델, 컨선월드와이드, 세
이브 더 칠드런, 스웨덴 적십자 같은 비정부기구들이 도움을 주었다.
역내 다자 협력기구로는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NOWPAP), 두만강 개발계획 환경행동전
략(Tumen-Net), 동아시아 해양관리협력기구(PEMSEA) 등을 통해
제한적인 수준으로 북한과 교류하였으나,281) 최근에는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국면에 따라 거의 모든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남북한 환경협력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서에서 환경분야를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공동연구, 조사 등을 실시하고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우기로
하였고, 이후 10 ‧ 4정상선언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등
개방지역에서 기상협력,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등을 추진하였다.282)
2006년에는 환경부가 UNEP과 ‘북한환경시범사업협정서’를 체결
하고 UNEP를 통해 북한에 협력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283) 이후 한
동안 남북협력이 중단되었다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18.5.26.,
’18.9.19.)에 따라 환경협력 재개가 논의되었고, 남북 산림협력 분과
회담(2018.7.4.)을 개최하여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실천대책에
합의하였다.284)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에서는 조림사업이
대표적이며, 경기도, 강원도가 지원하는 민간단체(평화의 숲, 겨레의
281) 이현태 외, 남북중 경제협력방안 연구, p. 123.
282) 김유철 ‧ 이상근, “남북한 환경협력의 전망과 이행전략: 내재적 특성과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pp. 66~88.
283) 외교부, “한국-UNEP 북한환경협력시범사업 추진 협정 체결,” 2007.11.26.,
<https://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39091&srchFr=
&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
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
(검색일: 2021.8.15.).
284) “남북 “병해충 방제지역 이달 현장방문”…4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중앙일보,
2018.7.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74163#home> (검색일:
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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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에서 조림사업, 양묘장 설치, 산림
병충해 방지 등의 활동을 하였다.285) 북한은 중국과도 전문가 교류
와 역량 육성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해왔다. 북중은 2012년 ‘환경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두만강, 압록강 등 공유하천의 수질
오염 예방과 처리, 환경감시 등 협력을 계획하였으나 양자 간에 진
행되고 있는 환경협력 활동은 확인이 어렵다. 북한과 중국은 정부
간, 대학 간 협력채널을 통해 전문가 교류와 역량배양, 환경보호
장비와 기술, 간행물과 정보 등에 있어서 협력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286) 유엔 경제제재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중 분쟁과 북미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해 양자 및 다자교류
가 불가능해지면서 일체의 대북 교류협력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환경협력 추진도 어려워진 실
정이다. 그러나 월경(越境)의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환경 문제는
남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환경협력은
비교적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제한
적이나마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과 환경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반도와 가장 길게 국경을 접
하면서 사실상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남 ‧ 북 ‧ 중 3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자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신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 북한의 환경
문제 해결에 양국이 도움을 줌과 동시에 역내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285) “황폐한 북녘 산에 ‘걷기 좋은 숲’ 어때요?” 시사IN, 2019.3.13., <https://www.
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91> (검색일: 2021.8.15.).
286) 이현태 외, 남북중 경제협력방안 연구,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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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환경협력은 동북아 협력에서 국민들의 공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
이나, 국가마다 협력 의사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대기 문제와
환경산업, 중국은 생활환경 개선, 일본은 해양쓰레기와 외래생물
등에 관심이 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역내 협력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남 ‧ 북 ‧ 중 환경협력으로 보면 삼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대기오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보호 등 월경성
환경 문제로 보인다. 또한 역내 환경협력이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북한도 현재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자체적인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287)
현재 북한의 개발 수준으로 볼 때 대기와 수질의 개선, 자연재해
관리, 환경인프라 개선 등에서 협력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친
환경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수요가 있다. 남북 간에는 기존에 합의
된 환경협력 의제들인 수자원, 상하수도, 산림복원, 에너지, 미세먼지,
자원순환 등에서 협력의 여지가 있으나, 미세먼지 및 홍수피해 같은
월경성 이슈는 북한이 발생원으로 비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외 개방 시 지하자원과 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해 외자유치에 집중할 경우 역내 환경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경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교류가 시급한데, 이러한 교류사업에는 기후변화,
대기 등 환경 문제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한반도 생물자원 공동조
사와 이용, 환경재난 예경보 및 응급대응 시스템, 백두산 화산분화
대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런
과학기술 교류가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다.288)
287) 이현우, “최근 남북중 환경협력 현황 및 방향,”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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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남 ‧ 북 ‧ 중 3각 환경협력은 첫째, 협력의 필요성 확인 및 신뢰 구축,
둘째, 협력사업 추진과 성공사례 창출, 셋째, 남 ‧ 북 ‧ 중 협력과 국제
협력의 결합 등을 통한 지속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289)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첫째와 둘째 단계에서의 환경 문제 인식 공유,
국가 간 공통 이슈 파악, 환경 공동조사, 과학 ‧ 학술 교류를 우선
실시하면서 향후 제재 완화 시 본격적인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한
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한중 환경 장관 회의, 한중환경협력센터 등
다양한 환경 교류 채널을 운영하면서 협력 성과를 내오고 있는데,
이를 남 ‧ 북 ‧ 중 채널로 확대 개편하는 모색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이슈를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여 중국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
도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남 ‧ 북 ‧ 중 협력에서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고려한 환경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기존의 남북 간 교류협력 모델에 국제개발
협력의 기준을 도입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다.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서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국제관계가 아닌
국내 문제로 간주하고 북한을 공적개발원조(ODA) 대상 국가로 인
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북지원의 규칙과 절차 등은 국제개발협
력의 주요 원칙(ODA의 원조 투명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적용
하기 어려웠고, 남북 간의 고유한 합의에 의해서만 수립 ‧ 시행되어
왔다. 그동안 북한이 국제경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런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향후
288) 위의 글. p. 4.
289) 이현태 외, 남북중 경제협력방안 연구,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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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 또한 이제는 국제개발
협력의 규칙을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
고 있다. 북한도 최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인 유엔 지속가
능개발(SDGs)을 통해 대외원조를 받고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
는 일에 대단히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VNR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여 SDGs 체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
사를 밝히고 자국의 원조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고하기도 하
였다. 즉 북한은 내부의 특수한 발전 패러다임을 외부의 SDGs라
는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패러다임과 합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남북 환경협력 모델에 국제개발협력의 기준을
부분 도입하거나 기존 교류협력 모델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국제개
발협력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90)
남 ‧ 북 ‧ 중 환경협력은 이런 국제협력의 전범(典範)을 따르는 모델
로서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적 경제
발전 추구라는 공동 목표하에서 추진하는 동북아 국제협력의 위상을
갖는다. 기존 한국의 대북 환경협력 접근이 기본적으로 양자 협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남 ‧ 북 ‧ 중 협
력을 통해 다자 협력으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맞는 동북아 환경협력
을 추진하는 계기를 삼는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 분야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개발사업
을 추진하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행위자가 이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북한에서 수력발전
소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주관 및 핵심적 재정지원은 WBG
또는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국제기구가 담당하며, 한국은 사업

290) 김성진 ‧ 한희진 ‧ 박보라,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방안 연구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1), pp.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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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제안, GCF 재정지원 확대, 건설 담당, 운영상의 지분 확보
등으로, 중국은 재정, 기술, 운영 등 다양한 역할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향후 대북제재 완화 시 이러한 다자 협력의 모델을 여러
사업 분야(재생에너지, 수력, 수질, 산림, 기후복원력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한다면 북한도 이러한
대형 다자개발협력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렇듯 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남 ‧ 북 ‧ 중 다자개
발협력 모델의 실효성과 현실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291)

다. 지식공유 및 민심소통을 위한 국제 학술 교류292)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대북제재가 장기화되어 남북한의 민간교류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대학 ‧ 연구기관 등 고등 연구/교육
기관 간의 학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역사 ‧ 문화 면에서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수 학술 분야에서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대학 간의 기초 학문 교류는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
질 젊은 세대들의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널이 된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북한의 대학들을 세계 일류대학
으로 만들기 위해 대외 학술교류 및 고등기관의 국제화를 적극 장려
하는 추세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해외 웹사이트가 개
설되고 디지털도서관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 역시 장기
적인 시각에서 북한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291) 이현우, “최근 남북중 환경협력 현황 및 방향,” p. 6.
292) 백지운, “대북제재 현황에서 가능한 남북중 학술협력모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1.7.20.)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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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해야 한다.293)
다만, 2021년 지금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고조로
남북 간 양자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변국과 함께 다자
교류의 장을 만들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국
은 한반도와 인적 ‧ 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로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남북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남 ‧ 북 ‧ 중 교류가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 교류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은 냉전시대부터 대학 및 고등
연구 ‧ 교육 분야의 교류가 활발했으며, 한국과 중국 역시 수교 이래
학술 교류가 활발하다. 오랜 기간 남북이 각각 중국과 축적해 온
학술 교류 네트워크는 남 ‧ 북 ‧ 중 학술교류의 틀로서 전환될 수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문 ‧ 사 ‧ 철(文 ‧ 史 ‧ 哲)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적
자원의 축적을 자랑하는 나라이며, 남북한과 중국은 전통부터 근
현대까지 역사 ‧ 문화 ‧ 철학 제 방면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크다.
남 ‧ 북 ‧ 중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는 무궁무진하다.294)
중국은 남북한과 유학생 교류의 오랜 역사도 지니고 있다. 중국은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가는 국가이며, 재한 중국 학생도 국내
외국 유학생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대학 한국 관련 학과의
교수진 대다수도 한국 유학 출신들이며, 남 ‧ 북 ‧ 중 학술교류의 중요
한 인프라이다. 첨단 ICT, 바이오 등 4차 산업 혁명 분야에서도
한중은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자 간의
교류도 활발하다. 이는 북한도 주력하는 분야인만큼 남 ‧ 북 ‧ 중 간의
학술교류의 동기도 크다.295)

293) 성균중국연구소, 신경제구상 연계 남북중 ‧ 남북러 협력모델 개발, p. 87.
294) 위의 책, pp. 87~87.
295) 위의 책,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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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Ⅳ-1> 북한의 대회 학술 교류협력사296)
지난 30여 년간 북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럽과 아시아 선진국들의 대학/
고등교육 기관과 적극적인 학술/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0년대
김정일 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訪中) 이후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Knowledge
Partnership Programs)’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이
해외 기관과 수행한 지식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수는 91개에 달한다. 그 중 최근까지
지속되어온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UBC)의 ‘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2011~)’과 싱가포르의 조프리 씨가 설립한 ‘조선교류
(Choson Exchange: 2010 ~ )’의 모델이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의 평양과기대와 한국 및 해외 대학간의 MOU가 아래와 같이 크게 확대되었다.
∙ 전남대-평양과기대, ‘한반도 민족 공동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남북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협약 체결. 평양에 ‘신기술 복합영농단지’ 조성 협약
체결.
∙ 울산과학기술대학-평양과기대, 바이오의학(게놈, 신의학, 스마트 퍼블릭 헬스케어
시스템), 국제금융(동북아 오일 허브 및 에너지 물류), 동해안의 스마트 제조업
도시 프로젝트, 재해 방지 관리,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 송도 국제도시에 소재한 벨기에 겐트(Ghyent) 대학 글로벌캠퍼스-평양과기대,
‘강화도 ‧ 황해도 연안 갯벌 보전 및 해양 규조류 가치화 사업’, ‘한반도 해조류
평화벨트 구축사업’ 기획. 황해도 ‧ 강화도 연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보 축적.
∙ 2018년 김일성종합대-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의 서원(書院)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인문학 분야에서도 북한과 의미 있는 학술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2)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중국은 남한 및 북한 모두와 특수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북한과는
건국 이전부터 역사적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왔으며, 개혁
개방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강화되었다. 또한 중국은 공산당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도 경제발전을 이룩한 북한이 참고할만한 체
제전환모델이기도 하다. 인문학적 면에서도 중국은 고대부터 근현
대까지 한반도와 역사 ‧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철학,
296) 이현태 외, 남북중 경제협력방안 연구, pp. 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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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역사, 지리, 예술 제 방면에서도 남 ‧ 북 ‧ 중 학술교류는 각국의
고등학술분야의 인적 교류를 통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의미
외에도, 궁극적으로 각국의 학문발전에 상호 시너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297)
또한 시진핑 체제 출범 이래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
트를 중요한 국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을 개도국 인프라 구축으로 연결하는 프로젝
트이지만, 탈냉전 시대 지구적 지정학의 재편을 기하는 글로벌 기획
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에 역사문명적 의미를 부여함으
로써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응하는 중국식 가치체계를
생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게 ‘일대일로’는 경제, 인문, 역사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획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일대일로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경제 문화권에 속한 남 ‧ 북 ‧ 중의 학술 교류
범위는 매우 넓다.298) 한국이 주도하여 동북아 평화 이념을 선도하는
학술적 아젠다로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서방을 비롯
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구상 이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은 동북아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협력에 대한 제3자적 시각과 담론을 제시하고 각국의 방향 설정에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교류해야 한다.

(3)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가) 식민지 시대 작가 연구
남과 북의 관점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297) 백지운, “대북제재 현황에서 가능한 남북중 학술협력모델,” p. 4.
298) 성균중국연구소, 신경제구상 연계 남북중 ‧ 남북러 협력모델 개발,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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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역사, 철학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높이 평가하는 문인이나
작가, 철학자 등 중요한 인물을 재평가하는 학술교류를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한국학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해 볼 수 있다. 북한에서 1990년대 중후반 한용운, 김소월이
복권된 것을 비롯하여 2000년대 이후 이인직, 리광수, 최남선, 김억,
방정환, 한설야, 심훈, 이효석, 채만식, 홍명희, 정지용, 이용악,
윤동주 등 많은 작가들이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식민지 시기 문학에
관한 남 ‧ 북 ‧ 중 공동 연구의 가능한 범위가 크게 넓어진 만큼, 관련
한 공동학술연구 및 학술회의 기획의 여지도 더 커졌다. 이에 관해
2000년대 인하대 한국학과-연변대 조문계 등이 공동으로 강경애,
현진건에 대한 학술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 문과대학,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등 북한의 학
자들이 참여). 가능한 주요 파트너로는 김일성종합대 문학대학, 북
한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등이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앙민족대, 산둥대학 웨이하이 분교 등이 한국학 연구의
중요한 거점이다.299)

(나) 신실크로드 시대 동북아의 평화지정학 학술 교류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과거 육해상 실크로
드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발굴하고 재해석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일대일로’가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인류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운명공동체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에서 평화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300) 이에, 한국이 ‘한반
도의 평화’ 아젠다를 ‘일대일로’의 청사진과 결합시켜, 남 ‧ 북 ‧ 중이
299) 백지운, “대북제재 현황에서 가능한 남북중 학술협력모델,” p. 5.
300) 성균중국연구소, 신경제구상 연계 남북중 ‧ 남북러 협력모델 개발,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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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연대하는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나 ‘동북아철도공동체’ 등 ‘일대일로’와
결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아젠다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아젠
다가 잠재적으로 내포하는 사상으로서의 평화의 의미를 한층 더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남 ‧ 북 ‧ 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아젠다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례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재해석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안중근의 ‘동양평화’의
이상과 접목시키는 학술 아젠다를 남 ‧ 북 ‧ 중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301)

(다) 베-서-평(가칭) 대학 네트워크
서울시의 제안으로 1993년 추진되었던 베이징-서울-도쿄를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 네트워크를 모델로, ‘베이징-서울-평양
대학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대-서울대김일성종합대의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대학 간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학술회의, 교수, 학생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교류가 어렵다면 온라인 교류 등을
추진한다. 2015~2018년 서울대-연변대-김일성 종합대가 연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연합학술회의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연변대학과
서울대학이 공동 주최, 김일성종합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며
세 차례 걸쳐 개최되었다. 논의 주제는 ‘고등교육의 발전과 전망
(2015)’ , ‘새시기 일류급 대학과 일류급 학과의 건설과 발전(2016)’,
‘대학교의 학과 건설(2018)’ 등이었다. 3개국 민족 대학 및 학과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김일성종합대학이 당면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성과가 있었으나, 사업 진행 과정이 매우
301) 백지운, “대북제재 현황에서 가능한 남북중 학술협력모델,”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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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연변대의 중간 역할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진행상 문제가
있었다. 수도권 중심대학 네트워크가 있다면, 환황해, 환동해 중심의
항만도시 대학 네트워크도 가능하다. 환황해에는 인천-톈진-남포,
환동해에는 부산-상하이-원산의 주요 대학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예. 인천대-난카이대-남포사범대).302) 주요 항만 도시 대학 네트
워크는 해양 문화 중심지, 대륙 관문으로서의 항구 도시의 역사적,
현재적 역할과 상호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라)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협력 연구
경제특구는 경제발전에서 후발 주자가 단기간에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경제
특구의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 즉, 한국은 1970년대 초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여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을 추진
했는데, 이 모델은 중국이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되었다. 중국은 1980년대 광둥과 푸젠의 4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북한 역시 나선 특구,
황금평 특구를 비롯하여 경제특구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 ‧ 북 ‧ 중의 경제특구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비교하는 것은 학술
협력의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마) 남 ‧ 북 ‧ 러 두만강 변경 역사 유적 공동조사
상기한 대로 한반도와 주변국 학술교류는 역사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중국과의 학술 교류가 우선시되겠지만,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근대 이후 역사적 접점 또한 많았던 러시아와의 학술 협력
공간도 존재한다. 특히 두만강 북러 접경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302) 성균중국연구소, 신경제구상 연계 남북중 ‧ 남북러 협력모델 개발,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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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이순신 장군 활동 유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
사유적들이 다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남 ‧ 북 ‧ 러는 제재
해제기에 이 지역의 역사 관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초국경 관광 문화유산을 3국이 공동으로 복
원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역사유적을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이미
남 ‧ 북 ‧ 러는 두만강 유역의 나선-녹둔도 유적 발굴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공동연구를 진행한 경험도 있다(<글상자 Ⅳ-2> 참고).
두만강 유역은 역사 및 생태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남 ‧ 북 ‧ 중 ‧ 러 ‧ 일
의 교통 물류 루트가 집중된 곳으로서 향후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엄청
나다.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는 자연스럽게 관광 자원 개발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관광협력이 가능해질 때를 대비한
준비이기도 하다. 남 ‧ 북 ‧ 러의 두만강 변경 역사관광 발굴 조사는 이
러한 미래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글상자 Ⅳ-2> 나선-녹둔도 유적 발굴 협력303)
∙ 추진 배경 및 방향
- 민족문화유산 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 제고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 5~11월간 남북역사학자협의
회가 통일부가 발주한 ‘나진-녹둔도 이순신 유적 남 ‧ 북 ‧ 러 공동조사 방안
연구’를 수행했고, 서울시도 남북 역사문화 교류사업 차원에서 2019년 9월
부터 북한 함경북도 나선 및 러시아 연해주(프리모리예 변경지역) 녹둔도 추정
지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남 ‧ 북 ‧ 러 공동발굴조사를 추진.
-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 협력을 통해 남북 역사문화교류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평양 역사유적 보존 발굴 서울-평화 문화
유산 상호 답사 등 역사문화교류 확대하고 이 유적을 신북방정책과 신동방
정책의 접점이자, 나진-하산프로젝트의 배후단지 중 하나로 개발하여 역사
문화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함.

303) 성균중국연구소, 신경제구상 연계 남북중 ‧ 남북러 협력모델 개발, pp. 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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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현황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진전되며, 남북역사
학자협의회가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
그 결과 -2018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민화협과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10월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가 3년 만에 재개.
- (2018년 5월) 통일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나진-녹둔도 이순신 유적지
남 ‧ 북 ‧ 러 공동조사 방안 연구’를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7개월간 수행.
- (2019년 9월~12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 1차 조사를 녹둔도 추정지에서 수행.
- (2019년 11월) 러시아 조사단, 녹둔도 추정지에 있는 녹둔토성에 대한 사전
조사 수행.
- (2019년 12월)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조사 국제학술회의’ 블라디
보스톡 개최.
- (2020년 1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나선-녹둔도 유적 발굴 2차 조사 계획 보고.
- (2020년 4월)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러시아 측 조사
단을 활용한 사전 조사를 우선 수행하고, 하반기에 본 조사를 추진하는 추진
방향을 공식화.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정이 중단된 상황.

라. 공동 번영을 위한 남 ‧ 북 ‧ 러 관광 자원 협력304)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한반도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대북제재가 건재한 상황에서는 초
국경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 간 공동연구와 향후 개발
계획의 수립이 현실적인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남 ‧ 북 ‧ 러는
환동해 루트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공동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남 ‧ 북 ‧ 러 협력에서
관광산업은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 큰 프로젝트 수행과 사업
으로 가는데 초석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남북은 금강산관광의
304) 박지원, “남북러 협력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원고, 2021.7.20.)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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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도 코로나19 이전까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관광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극동
지역과 북한을 연계하는 관광산업은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하 남 ‧ 북 ‧ 러 관광 자원 협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환동해 크루즈 가능성 탐구조사이다. 크루즈 산업은 글로벌 관광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의 여행
객 수도 2018년 기준 424만 명으로 북미(1,424만 명)와 서유럽(673
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305)
지역 내에서 적절한 크루즈 관광 루트가 개발될 경우, 이를 이용할
수요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존재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 여행 수요를 가진 국가는 중국으로,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크루즈 여행이 많다. 또한 크루즈 관광사업은 남 ‧ 북 ‧
러 3자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며, 많은 재원 투여 없이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306)
특히 환동해에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크루즈 산업은 향후 성
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동북아 시장의
관광산업 성장과 함께 극동지역의 관광자원이 주목을 받으면서 크
루즈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2019년 블라디보스톡 입항 크루즈
선박 수는 약 16척, 3만 여명으로 2016년 블라디보스톡 입항 선박
수는 6척, 관광객 수는 약 6,000명에서 크게 늘어났다(<표 Ⅳ-9>
참고). 러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크루즈 관광 분야를 연해주 관광
산업발전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낮은 수심으로 대형 크루즈선
의 입항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블라디보스톡항 국제해양터미
305)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State Of The Cruise Industry Outlook
2020 (Washington D.C.: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2019), p. 16.
306) 박지원, “남북러 협력방안,”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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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은 2018년에 제1부두와 제2부두의 준설작업을 완료하고, 2019년
부터는 초대형급 크루즈선의 입항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307) 2020년
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크루즈선 또한 운항이 어려우나 상황이 좋아
지는 대로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표 Ⅳ-9> 블라디보스톡 입항 크루즈 관광객 수(2016~2019)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f)

선박수(척)

6

14

7

16

관광객(명)

5,979

12,445

13,487

30,000

신장률(%)

-

108.1

8.4

122.4

출처: 유다종, “한 ‧ 러 간 크루즈산업 협력 현황과 발전 전망,” KMI 북방 물류 동향 리포트,
제83호 (2019), p. 8.

한국에서도 동해 연안의 지방정부들이 환동해권 크루즈 사업 추
진에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포항시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18일
까지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환동해 크루즈 시범
사업을 대북사업에 경험이 많은 현대아산과 공동 진행했다. 포항시는
향후 포항과 러시아, 일본 등을 연결하는 환동해 3각 크루즈 벨트
추진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308)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의 크루즈 사업 구상도
정지된 상태이나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경우 포항, 부산, 강릉
등 동해안 거점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환동해 크루즈 사업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07) 성균중국연구소, 신경제구상 연계 남북중 ‧ 남북러 협력모델 개발, pp. 119~121.
308) “포항시, 한 ‧ 러 ‧ 일 잇는 환동해 크루즈 첫발 뗀다!” 포항Focus, 2019.12.18.,
<https://www.pohang.go.kr/news/bnews.do?enc=Zm5jdDF8QEB8JTJGYmJz
JTJGbmV3cyUyRjU4OSUyRjQyNjY1MSUyRmFydGNsVmlldy5kbyUzRnBhZ2Ul
M0QxNi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YmJzQ2xTZXEl
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saXN0TW9kZSUzRCUyNg%3D%3D>
(검색일: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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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크루즈 사업 공동조사연구의 목표는 남 ‧ 북 ‧ 러 3국이 가진 크루즈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환동해 관광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우선 환동해의 아름다운 산 ‧ 섬 ‧ 바다의
자연, 생태, 휴양 등의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한국의 부산, 포항, 강릉
-북한의 원산, 금강산-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사할린을 연결하는
다양한 크루즈 노선의 사업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 과
정에서는 대북제재 완화-제재 철회를 가정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업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방안 등을 협의하여 유사시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한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3자 간
협의체 구성이나 관련 특별 법령 제정 등도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과거 금강산관광의 경험을 반추하여 통일부, 한국관광
공사, 현대아산 등 민간 참여자와 같은 참여 주체들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남 ‧ 북 ‧ 러 3국 간 공동 투자와 리스크를 분
배하기 위해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고려도 연구해야 한다.309)

(3) 추진 과정 및 접근 방법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근미래에서는 일단 남한과 러시아 극동지
역을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을 개시하고 이후 제재 완화 상황에 따라
북한을 포함시키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북한의 크루즈 연계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인 평가 및
309) 성균중국연구소, 신경제구상 연계 남북중 ‧ 남북러 협력모델 개발,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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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시나리오의 구성이 필요하다. 육로를 통한 북한 관광은 제재가
큰 폭으로 완화되지 않은 이상 어려울 것이기에 크루즈선을 통해 북
한을 연결하는 노선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초기에는 사할린 섬 중심의 생태관광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캄차카 반도까지 노선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310) 주요 고객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올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크루즈 노선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고
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고객들은 베이징, 상하이에서 부산
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을 활용하여 부산에 입성, 도시 관광 후 환동
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남 ‧ 북 ‧ 러 3국을 연결하는 크루즈 사업은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다소 완화되면, ‘한국의 동해안 지역-북한의 금강산-러시아 극동지
역의 블라디보스톡 ‧ 사할린’을 연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북한의
금강산은 비교적 양호한 평양-원산고속도로 및 원산-금강산 포장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금강산 자체는 현대그룹이 개발한 기본 기반
시설이 있어 바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금강산 북쪽으로도
원산-칠보산-백두산, 서쪽으로는 황해-구월산에 이르는 관광코스를
연결할 수 있어 북의 관광업에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다.311) 금강산 지역은 정양사,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표훈사,
보덕암, 삼불암, 송도원해수욕장,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이
주요 관광지이다.312) 연해주 지역으로는 사할린 섬과 루스끼 섬이
310) 캄차카 반도는 러시아 극동 최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광활한 면적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특징을 이루는 곳이며 화산활동이 활발하여 온천이 많아 휴양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음. 러시아에서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가장 많은 곳으로
에코투어, 산악 트레킹, 스키, 카약 등의 다양한 스포츠 체험이 가능함. 코트라,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2018), pp. 18~20 참고.
311) 유병호,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연구,” 통일과 평화, 제6집 제1호 (2014), p. 61.
312) 강채연,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 전략과 관광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2호 (201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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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사할린 섬은
자연 환경이 뛰어나 러시아 정부가 섬의 주요 도시인 유즈노-사할
린스크(Южно-Сахалинск)시 고르니-보즈두흐(Горный воздух)
지역을 2016년 3월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스키 리조트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루스끼 섬은 블라디보스톡 동쪽 연안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제주도 면적의 약 1/20 정도에 불과하나
바다와 숲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곳으로 도심과 가까워 개발여건이
양호하다.313)
<표 Ⅳ-10> 근미래 대북제재하 주변국 협력 방안
분야

내용

감염병 공동
대처를 위한
보건의료협력

∙ ‘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물품 및 의
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 감염병 ‧ 전염성 실태 및 관련 정보 공유,
치료 ‧ 간호 ‧ 행정 등에 관한 공동연수
∙ 코로나19 시대의 백신 협력: 백신 ‧ 치료제 ‧ 방역용품(마스크와
주사기 등) 공동 생산기지 구축, 전염병 관련 공동연구소 설립

북한 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중
환경협력

∙ 환경분야의 과학기술 교류, 기후변화, 대기 등 환경 문제와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한반도 생물자원 공동조사와 이용, 환경재난
예경보 및 응급대응 시스템, 백두산 화산분화 공동 대응
∙ 남 ‧ 북 ‧ 중 채널과 국제채널을 병행 활용(ex. UN 지속가능개발
(SDGs) 활용). 국제기구 주도 하 한국/중국 등 참여.

지식공유 및
민심소통을
위한 국제
학술 교류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러
관광 자원 협력

∙
∙
∙
∙
∙

한국학 공동 연구: 식민지 시대 작가 연구
베서평 대학 네트워크, 환황해 ‧ 환동해 대학 네트워크 교류사업
경제특구 협력 연구
‘신실크로드 시대 동북아 평화지정학’ 학술 아젠다
북러 접경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서의 독립 운동 유적
등 역사유적 공동조사

∙ 환동해 크루즈 산업 타당성 공동조사
∙ 북한 참여를 염두에 둔 한국-연해주 크루즈 시범 개시

출처: 필자 작성.
313) 코트라,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pp. 16~17.

282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4. 소결
본 장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
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을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검토하
였다. 소다자 협력 방안으로는 국제기구와 NGO를 기반으로 한 대북
협력사업과 북한의 주변국과의 협력, 즉 남 ‧ 북 ‧ 중-남 ‧ 북 ‧ 러 협력
사업 방식이 각각 제안되었다.
국제기구와 NGO를 기반으로 한 협력사업으로 먼저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 개선 사업을 검토하였다. 대북제재로 대북 반입 물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도 차질을
빚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기구와 NGO 단체가
제기하였던 대북제재 면제 장려, 재원 조달 및 송금 채널 확보, 신
뢰할 수 있는 지원 채널 구축, 인도적 지원 물품 특별 통관 지침
마련, 제재 면제 사업 이행 및 보고 기한 연장, 인도적 지원 관련
전자 ‧ 기계 물품 지원 포괄적 허용, 녹색 목록 작성, 백색 목록 작성,
공동 조달 품목 일괄 허용 조치 등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남북한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을 검토하였다. 남북정상이 공동발표한 9 ‧ 19평양공
동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에 보건 ‧ 의료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 초에 우리 국민의 부스터샷 접종이 완료되면
코백스의 대북 백신지원과 별개로 대북 백신 및 방역 용품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 백신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이 필요하며, 보건 협력분야에 대한 대북제재
포괄적 유예 조치도 필요하고, 북한 보건인력에게 접종 기술 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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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협력도 필요하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도 한반도의 식량 안보 위기를 타파하고
남북한 ‘생명안전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구체적
으로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은 크게 ① 구호성 곡물 지원, ② 식품
원자재 지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③ 농업 분야 협력 등 3단계로 추진
해야 한다.
인구총조사 사업은 북한의 사회 ‧ 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대북 인도
적 지원과 남북 경협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필요하다. 현재 2019년에 유엔 인구기금과 별개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인구총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만약 북한이 2019년에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다면 적절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조사 자료를 넘겨
받은 뒤 북한의 인구총조사가 국제적인 수준을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2019년에 관련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2022년~2023년경에 유엔
인구기금과 북한이 협력하여 2018년부터 연기되었던 제3차 인구총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을 위해 주요 협력사업으로 비핵화 협상에
따른 대북지원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상과 북한의 국제기구 편입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대북 다자협의체는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필요성
이 있다. 1990년대에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여
구성하였던 6자 회담의 틀을 차용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및 방역 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의 국제기구 편입을 위해
IMF와 WTO가입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북
한의 정부와 전문가에게 기술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변국 협력사업은 주로 보건의료, 환경 등 연성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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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대북제재가 엄존하고 있는 근미래 상황
에서 인프라, 산업단지 등 본격적인 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국제감염병의 확산으로 대북한 인도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협력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다자간 신안보 연성 협력을 추진하면서 상
호간 신뢰와 경험을 쌓아나가야 이후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어 본격
적 협력이 가능해질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 ‧ 북 ‧ 중 삼자 협력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물품 및 의약품 등을 국제기구나 작은 교역 혹은 물물교환 등을
통한 지원, 남 ‧ 북 ‧ 중 3자 간 감염병 ‧ 전염성 실태 및 관련 정책 정보
공유, 치료 ‧ 간호 ‧ 행정 등에 관한 공동연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주도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남 ‧ 북 ‧ 중 채널과 국제채널을 병행해서 활용하면서 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교류, 기후변화 ‧ 대기 등 환경 문제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한반도 생물자원 공동조사와 이용, 환경재난 예경보 및 응급대응
시스템, 백두산 화산분화 공동 대응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술 분야에서는 식민지 시대 작가 공동 연구, 경제 특구 연구,
‘동북아 평화지정학’ 학술 대회 개최, 베서평 대학 네트워크, 환황해
대학 네트워크 교류사업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남 ‧ 북 ‧ 러 삼자 협력으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백신 ‧ 치료제 ‧ 의료
용품공동생산기지 구축, 전염병 관련 공동연구소 설립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백신 협력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백신 생산 기술을 염두에 둔 협력 방안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환동해 크루즈 산업 타당성 공동조사와 북한 참여
를 염두에 둔 한국-연해주 크루즈 시범운행을 추진해볼 수 있다.

Ⅳ. 주요사업Ⅱ: 소다자 경제협력 체계 구축 285

부산-속초-금강산-원산-나선-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환동해 크루
즈는 매력적인 여행 아이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술 분야에서는
나선-녹둔도 조사처럼 북러 접경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서
의 역사유적 공동조사사업을 함께해 나갈 수 있다.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는 자연스럽게 관광 자원 개발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관광협력이 가능해질 때를 대비한 준비이기도 할 것이다.
이 장에서 제안한 한반도 소다자 협력사업들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외교/안보 위기, 경제난 등을 완화시키고 국제
사회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들로 평가할 수 있다. 근미래에 북미
관계와 대북제재가 크게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안정 관리를 위한 대북 협력 시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북한의 각종 위기와 어려움은 한국 사회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및 NGO)와 주변국을 활용한 소다자
협력은 이런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이 한반도
경색 국면에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하나의 지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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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연구는 2023 추진 환경 변수의 분석에 근거하여 근미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세부 사업들을 도출
하였다.
먼저 근미래 남북 경협 추진과 관련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하였다.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현 상황 유지
혹은 부분적 악화 시나리오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과론적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북한이 전략적 도
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현 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경협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
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정책적 준비를 마련해두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실제 실무적 절차를 거쳐 남북 경협이 개선된 여건하에서 추진되기
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현 상황이 급진
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상정은 했지만, 이는 실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제한적 상황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에 근거하여 남북 양자 및 한반도의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사업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 양자가 가능한 사업으로는 해양과 육상으로 공간을 분
리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육상이
남북협력사업의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유엔사로 인해 북으로 가
는 통로가 실질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즉 바다를 활용하여 육상
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한편, 남북경제교류 재개를
위한 해상 육상협력은 교류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교류 활성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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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확대 방안 등 3단계로 나누었다.
이에 해상교류사업은 첫째, 교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나진-하
산 물류사업 재개 및 인천-남포 항로의 예외적 재개, 그리고 남북
해운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교류의 활성
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관리를 위해서는 서해 시범 공동어로 운영을
통한 소통사업, 한강하구 생태 ‧ 역사자원의 평화적 이용사업을, 셋
째, 교류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해양관광협력을 위한 기
반 조성 및 평화크루즈 시범사업, 한반도 연안관리 및 재해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한편, 육상교류사업은 남북이 경험을 공유하고 중단 이후에도 쌍
방이 지속적인 약속의 이행을 강조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및
철도 ‧ 도로 연결 등 핵심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남북 간 신뢰
회복 및 재개의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문이라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교류 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자유로
운 인적 왕래를 위한 법 ‧ 제도적 정비와 3통의 재개, 그리고 철도 ‧
도로 연결사업을 염두하면서 체계적인 교통협력 추진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해 중심의 단계적 관
광 재개 방안과 DMZ 한반도 동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력 추진을,
셋째, 교류 확대 방안으로는 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개와 내륙기업을
활용한 작은 무역 재개를 제안했다.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을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검토하였다. 소
다자 협력 방안으로는 국제기구와 NGO를 기반으로 한 대북 협력사
업과 북한의 주변국과의 협력, 즉 남 ‧ 북 ‧ 중, 남 ‧ 북 ‧ 러 협력사업 방
식이 각각 제안되었다.
먼저, 국제기구와 NGO를 기반으로 한 협력사업으로 대북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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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개선 사업을 검토하였다. 대북제재로 대북 반입 물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도 차질을
빚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기구와 NGO 단체가 제
기하였던 대북제재 면제 장려, 재원 조달 및 송금 채널 확보,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채널 구축, 인도적 지원 물품 특별 통관 지침 마련,
제재 면제 사업 이행 및 보고 기한 연장, 인도적 지원 관련 전자 ‧
기계 물품 지원 포괄적 허용, 녹색 목록 작성, 백색 목록 작성, 공동
조달 품목 일괄 허용 조치 등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남북한 시범사
업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을 검토하였다. 남북 정상이 공동발표한 9 ‧ 19평양공
동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에 보건 ‧ 의료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남 ‧ 북 ‧ 중, 남 ‧ 북 ‧ 러 협력사업은 주로 보건의료, 환경
등 연성 협력에 맞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대북제재가 엄존하고
있는 근미래 상황에서 인프라, 산업단지 등 본격적인 협력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국제감염병의 확산으로 대북한 인도
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협력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다자간 신안보 연성 협력을
추진하면서 상호간 신뢰와 경험을 쌓아나가야 이후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어 본격적 협력이 가능해질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 상황이 유지되는 제재 국면 속에서 제2장의
3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미관계 또는 남북관계의 ‘진전’ 또는
‘악화’에 따라 대북제재가 현재보다 더 강화 또는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장에 제시한 세부 사업에 대해
상황 유지를 기준으로 근미래에 상황이 악화 또는 완화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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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축소 또는 확대될 여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표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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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각 시나리오에 따른 근미래 분야별 교류 재개 방안
부문

분야

상황악화

현상유지

상황개선

∙ 인도적 지원 목적의 인천-남포 항로의 ‘항시적’
나진-하산 물류사업 ∙ 인도적 지원 목적의
∙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및 활성화
개방
재개 및 인천-남포 인천-남포 항로
∙ 인도적 지원 목적 외에도 인천-남포 항로의
∙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추진(선박 ‧ 금융 관련
‘일시적’개방
항로 예외적 재개
예외적 재개
美 행정명령 예외 조치 협의)
남북해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접경해역의 해상방역 ∙ WHO 등 국제백신공급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
∙
강화와 해양사고
남북해상항로로 냉동선(백신공급)
∙
방지를 위한
병원선(진단키트 및 서비스) 운항
실무회담
∙ 해상방역 및 해양사고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체결

‘남북해운협의체’ 구성 및 회의 정례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 재개
해운 ‧ 항만 ‧ 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나진해운대학 등 연계)

-

∙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공동순찰대 운영
∙ 서해 접경 공동어로구역 확대
∙ 공동어로 ‧ 공동순찰 북측 인력 대상 백신 공급
∙ 대북제재 완화 시 북측 조업권 ‧ 수산물
∙ 시범 공동어로구역 남측생산물로 북측 인도적
구매 등 연계
지원

-

∙ 민간 선박 시범운항 개시
∙ 한강하구 남북공동협의체 구성
∙ 민간선박 운항 규정 및 절차 정비

해양관광협력 기반
조성 및 평화크루즈
시범사업

-

∙ 북측 관광 전문인력 초청 연수
∙ 해양관광 기반조성과 지식공유
∙ 해양관광 스포츠대회
∙ 원산 경유 평화크루즈 시범사업(크루즈선박 입항
(ex.원산국제바다수영대회)
관련 美 ‧ 日의 대북제재 예외 조치 협의)
∙ 동북아 평화크루즈 협의체 구축

한반도 연안관리 및
재해대응체계 구축

-

∙ 연안재해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국제회의를 활용한 워크숍,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역량강화사업)

해상 서해 시범 공동어로
협력
부문
한강하구 생태 ‧
역사자원 평화적 이용

∙ 생태 ‧ 역사자원 발굴 ‧ 보전사업
∙ 뱃길 복원 및 생태 ‧ 평화관광

∙ 연안정보관리시스템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 연안재해취약 지역 시설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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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상황악화

법제도적 기반
구축 및 3통제개

-

현상유지
∙ 민간교류 및 방북 금지 조항 해제
∙ 2013년 합의한 3통의 재개

체계적 교통 협력 추진
∙ 교통 전문가 교류 및 인력 교육
∙ 교통 관련 법제 정비
기반 마련
∙ 남북공동현장조사추가실시

육상
협력
부문

관광협력의
단계적 재개 추진

이산가족 개별 방문
관광 관련 학술회의
관광 인력 교류협력
북한 관광자원 공동조사

∙ 5 ‧ 24조치 직전 상황 회복
∙ 철도도로 정밀안전점검
∙ 열차 시범 관광 추진
∙ 볼런투어리즘 개념 생태
관광 추진
∙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 북한 VR 투어 추진

∙ 지뢰 제거 남북공동 계획 수립 및 공동 유해발굴 ∙
한반도 동서
∙ 문화 및 생태자원 공동조사
∙
생태축 연결 및 복원 협 ∙질병 예방 등 방역 협력
∙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기반 마련 ∙
력 추진
∙ 전문가 기술 교류
∙

지뢰 제거 단계적 추진
생태시범관광 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
관련 협의체 구성 및 로드맵 수립

-

∙ 개성공단 방문
∙ 기존 설비 위탁형 무역

∙ 1단계 완성 회복

내륙기업을 통한 작은
∙ 교역 금지
교역 개시

∙ 기존 설비 위탁형 무역

∙ 2009년 5 ‧ 24조치 직전 수준 회복

개성공단 재개

국제
기구
및
NGO
협력
부문

∙
∙
∙ 관광 관련 제도 보완
∙
∙

상황개선

인도적 지원
절차 개선 사업

∙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
개선 사업 추진

∙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
개선 사업 추진

∙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 개선 사업
추진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

∙ 백신과 방역 키트
지원

∙ 백신과 방역 키트 지원

∙ 백신과 방역 키트 지원, 접종 기술 전수 및
방역 시스템 구축, 방역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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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분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

국제
인구총조사
기구
보완 사업
및
비핵화 협상에 따른 대
NGO
북지원을 위한 다자협
협력
의체 구상
부문
비핵화 이행시 북한의
국제기구 편입 지원

상황악화

현상유지

상황개선

∙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및 개발협력지원

∙ 북한에게 관련 사업
∙ 북한에게 관련 사업 추진 의사 타진
추진 의사 타진

∙ 국제기구의 다른 대북지원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추진 검토

∙ 추진 가능성 없음

∙ 추진 가능성 없음

∙ 비핵화 협상과 보조를 맞추어 대북지원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

∙ 추진 가능성 없음

∙ 추진 가능성 없음

∙ 비핵화 협상과 보조를 맞추어 북한의 국제기구
편입을 적극 지원

감염병 공동대처를 ∙ 국제기구를 통한
∙ 동북아 보건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북지원 ∙ 의료 및 조사 인력 대북 파견
위한 보건의료협력 제한적 방역 물품 지원 ∙ 남 ‧ 북 ‧ 러 감염병 백신 개발 협력 추진 ∙ 북한 내 감염병 공동 연구소 설립

남
‧
북 북한 환경 개선을 위한 ∙ 국제기구 및 민간
‧
중 남 ‧ 북 ‧ 중 환경협력 기관을 통한 제한적
정보 공유 협력
남
‧
지식공유 및
∙ 신실크로드 시대의
북
‧
민심소통을
동북아 평화지정학
러
위한 국제 학술 교류 교류
다자
협력 공동 번영을 위한
∙ 환동해 크루즈 산업
부문
남‧ 북‧ 러
타당성 공동조사
관광 자원 협력

∙ 정부 채널을 통한 환경 인식 공유,
환경 공동 조사, 과학 ‧ 학술 교류

∙ 북한 내 환경개발사업 본격 추진

∙
∙
∙
∙

∙
∙
∙
∙

대학간 네트워크 구성
식민지 시대 작가 연구
경제특구 비교 연구
두만강 변경 역사유적 공동조사

3국 대학간 상호 방문 교류
북한 내 국제학술교류 개최
시장경제 및 ICT 관련 KSP 운영
3국 대학간 공동학위 과정 창설

∙ 북한 참여를 염두에 둔 한국-연해주 크루즈 ∙ 한국-북한 금강산-연해주 크루즈 노선
시범 개시
시범 개시

출처: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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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천 가
능성 및 세부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향후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이 연구는 주요 변수인 북미 및 남북관
계가 근미래에 대북제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착안하여
분석하였다. 즉 근미래에는 현재의 틀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세부 사업을 구상하였다. 대북제재가 매우 구체적으로
촘촘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를 위한 절차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환기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강한
대통령의 재량권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14) 물론 행정
부 내 관련 부서 및 부서장과의 협력, 의회와의 협력 및 승인이 필요
하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지만 현 대북제재의 법을 살펴보면 제재의 이행 및 완화와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315) 이는
바꿔 말하면 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유연한 제재
적용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며,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현재의 남북경제교류 재개의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구체적으로 2016년 이후 가해진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만 된다면 남북 경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독자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근미래 전략과 사업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북한이 실제로 남
북 대화에 응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012년에서 2021년 현재까지 노동신문에 실린 각 신년사를 분석해
보면, <표 Ⅴ-2>와 같이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체제
314) 민태은 ‧ 황태희 ‧ 정진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p. 130.
315) 위의 책, pp. 133~134.

296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위협 요인 제거 및 대북제재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합의이행을 대화에 나설 선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한에게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
할 것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남한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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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연도별 신년사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주요 대･내외 정책(2012~2021)
2012

2013

2014

2015

① 핵경제병진
노선+사회주
의경제강국,
김정일 서거 선군정치 및
문명강국,
자위적
직후 업적 강조 인민생활 향상
② 다각적인
국방력 강화
및 김정은 체제 정책 부각
대외경제
성과강조
준비
(농업+경공업)
관계 구상,
③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 강조

2016
2017
대내 주요 정책 방향

자강력
제일주의

2018

2019

2020

2018년
자력갱생
대외정책
핵실험 성과
전략국가
+자급자족,
성과 강조
강조 +
지위확보,
제재 대결
(특히 남북 및
인민생활향상 핵무력 건설
+정면 돌파전
북미 관계에
강조
완성
=장기전
기반한 내부
(내구력 강화)
결속력 강화)

2021

자력갱생,
지급자족
강조

[남북관계] 통일원칙
김정일
우리민족끼리 남북관계 발전,
남북 대결상황
사상과 제도를
유훈이자
민족최대 과제, 자주적으로,
달성,
평화번영,
해소 중요, 우리민족끼리
초월한
민족 최대 과제,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
조국 통일
우리민족끼리
달성
민족 공동이익
우리민족끼리
해결
달성
내부문제,
강조,
달성
추구
달성
남북주도 우리끼리 달성

언급
없음

언급 없이
엄중한 상황
(대외환경)
파악 강조

언급
없음

군사적 적대 행위,
반공화국 모략
소동, 남한의
이중적 ‧ 공평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상적 사고

[남북관계] 위협요인
남조선 보수
집권세력,
군사적 도발과 반통일세력
무력증강,
전쟁연습

대내외 반통일
북침핵전쟁 세력, 대규모
연습,
전쟁 연습,
제국주의자의 제도 통일,
간섭
제국주의 추종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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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일세력,
제재압박,
제도통합과
비방중상,
북의 변화촉구,
북의 제도 전복
미추종 세력,
및 변화 기대,
핵 침략전쟁
전쟁 연습
연습

미국의 대조선
군사적
적대시 정책, 적대관계,
미국의 북침
외세와의
핵전쟁 책동 합동군사 훈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언급 없음

① 근본적 문제
부터 해결
(방역 및 인도주
의적 협력,
개별관광은
비본질적인 문제)
② 적대행위
금지 및 중립적
입장 고수
③ 남북선언
이행

언급 없음

매우 많음

[남북관계] 해결방법
① 3차례 남북
정상회담+α
(군사회담,
철도, 도로,
산림, 보건 등
외세에 의존
과거에 얽매
성과)
대화, 협상,
하지 않고 남북관계개선, 이지 않기,
납북 간
남북 간
② 교류 ‧ 협력
교류 등
자주적 해결,
교류 및
관계개선
합의 이행
합의 이행 우리민족끼리
전면 확대+
의지 부각,
접촉면 확대, 남북 간 합의 전민족적
(6 ‧ 15,
(6 ‧ 15,
해결
개성공단 ‧
이행
공동노력,
남북 간 합의
통일 대화합
10 ‧ 4선언 등) 10 ‧ 4선언 등)
금강산관광
이행
(6 ‧ 15,
개최 등
남북왕래
재개
10 ‧ 4 선언)
저해 제도 철폐
③ 정전협정에
서 항구적 평화
체제로 전환
④ 양자 및
다자 협력
[남북관계] 언급 비중
매우 많음

보통

보통

많음

많음

많음

매우
많은 비중

매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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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70년간
북을 ‘악의 축’
‘핵전제공격’
대상으로 규정
하고, 제재와
핵위협 지속
② 북미 대결
장기화 예측
③ 강력한
외교와
군사적 공세로
전면 돌파

① 최대의 주적,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
없을 것으로 간주
②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대응
③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요청

매우 많음

많음

[북미관계] 미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
철수 주장

“외세의 간섭,
책동”

대미 관계
미국의
개선에 대한
미국의
열망과 함께
우리민족
민족분열 및
극단적인 고립
대조선
“적대세력”
분열 및 통일 통일방해 등
하노이 회담
적대시 정책
압살대북정책
방해 존재 대조선 적대시
결렬가능성에
전환 촉구
정책 철회 필요
대한 우려도
내포

[북미관계] 직접적 언급 비중

매우 적음

없음

없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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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음

많음

중간

많음,
긍정적
메시지로 전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특별한
언급 없음

① 조중친선:
역사적 특수
관계,
하나의 운명체,
공동의 위업,
형제적 우정관계,
단결 등
② 러시아, 쿠바,
베트남 단결
및 연대

중러 등 친선국 관계

2011년
김정일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 성과강조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간략 언급
(중국과 쿠바
방문 및 친선
외교)

선린우호관계
발전,
평화로운
새 세계 건설

우호적인
나라와
관계 발전

기타 대외 관계
자주권 존중
및 우호적인
존중과 선린
국가와 친선
우호관계 확대
협조관계
확대발전

자주권 존중
및 우호적인
국가와 친선
협조관계
확대발전

다각적 ‧
주동적으로
확대발전

연대 강화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
확대발전

친선단결강화 친선단결강화

출처: 2012년~2021년 노동신문 신년사 등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로동신문, 2012.1.1.; “신년사,” 로동신문,
2013.1.1.; “신년사,” 로동신문, 2014.1.1.; “신년사,” 로동신문, 2015.1.1.; “신년사,” 로동신문, 2016.1.1.;“신년사,” 로동신문, 2017.1.1.; “신년사,”
로동신문, 2018.1.1.;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1.1.;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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