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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평가와 과제*

문  장  렬**

Ⅰ. 서론 Ⅳ.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

Ⅱ. 한반도 비핵화의 평가와 과제 Ⅴ. 결론

Ⅲ. 한반도 군비통제의 평가와 과제

국문요약

본 논문은 판문점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2018년 초

부터 2019년 4월까지의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관

련 변화와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식별한

다. 또한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평가와 과제의 식별은 톱다운 방식과 정상 간 

합의, 현재까지 시행된 조치, 비핵화 정의 및 로드맵, 신

뢰와 전략, 한국의 역할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새로운 접근법으로는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고 남

북한이 협력함으로써 제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

을 제시한다. 남북한 사이 군사관계의 발전에 필수적인 

군비통제는 분리, 병행, 협력, 통합 등의 원칙에 따라 추

진할 것을 제안하고 군비통제의 시각을 넓혀 북한의 국

제군비통제체제 가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적 이행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발전과 성숙화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주제어: 한반도 비핵화, 군비통제, 비핵화의 정의, 한국의 

당사자 역할, 남북협력

 * 이 논문은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학술회의 “4·27 판문점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국방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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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8년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에서 큰 전기를 이룬 해였다. 김정은 위원장

은 그 해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희망하고 대표단 파견과 남북의 만남을 제의했다. 대결과 전쟁의 위기는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로 급반전했다. 3월,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에 특사를 파견

하여 북·미 사이 대화를 중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 길을 열었다.1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천명

한 것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서였다. 북·미 정상 사이 ‘6·12 싱가포르 북미공

동성명’에서도 이를 확약하였으며, 다시 남북 정상회담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

한반도 평화에는 비핵화와 함께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가 필수

적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서로 채택된 ‘군사분야합의서’는 이 문제에 있

어서 포괄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실행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 

2017년 상황과 비교할 때 한반도에 놀라울 정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을 멈추었고 풍계리 핵시험장을 파괴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시험시설 일부를 폐기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

폭 축소되거나 유예되었고 DMZ와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이 ‘결렬’되고 나서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남북한 간 군

사분야합의서 이행도 일단 정지된 상태이며 더 이상의 진전된 군비통제 협상도 벌

이지 못하고 있다.2 70년의 ‘전쟁’이 단 1년 또는 몇 년 사이에 끝날 수는 없을 것이

1 2018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회담 경과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 (서울: 백산서당, 2019) pp. 118~127 참고.

2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미
국의 협상 자세가 변할 경우 연말까지 한 번 더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으나 제재 해제를 
위하여 회담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미국도 북한도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MK뉴스, 
2019.4.13., <http://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28114> (검색일: 2019.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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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좋은 기회일수록 오기 힘들다

는 상식에 입각하여 기회를 살려나갈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논문은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된 시점에서 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결 과제를 식별하고 바람직

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비핵화, Ⅲ장에서는 군비통제 문제를 각

각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Ⅳ장에서 남북한 주도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 

후 결론을 맺을 것이다.

 

Ⅱ. 한반도 비핵화의 평가와 과제

1. 톱다운 방식과 정상간 합의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비핵화 협상은 남·북·미 정상들이 주도하였으며, 공식적

인 결과물도 정상회담 후 선언문의 형태로 나왔다. 가히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라 할 만하다. 1994년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그 후속 조치인 2007년 ‘2·13 합의’ 등은 모두 실무 협상 대표들 

사이의 합의였다. 정상 차원에서 최초로 비핵화가 천명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김정일 사이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도 그 앞의 실무 합의들을 

확인하는 정도였다.3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비핵화를 위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정은의 4차례 중국 방문, 트럼프와의 친서 교

환, 문재인과 트럼프 사이의 회담 등 정상 차원의 접촉은 물론이고 한·미와 북·미의 

다양한 실무 협의는 그러한 약속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

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4개 항으로 정리된 합의사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3 동 선언문 4항에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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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한 북한의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합의사항들은 정상회담의 성격 때문에 

구체성을 결여한 면이 있으나 역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비핵화의 근본 문제인 미국과 북한 사이

의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 한반도 안보의 근본 문제인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묶음으로써 협상의 목표와 기본 원칙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들은 비핵화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방향

을 제시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

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 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자신들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

면서 극히 초보적이지만 비핵화 조치의 검증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비핵화 협상을 정상들이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면 누구도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미 정상들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개인적 친분과 신뢰가 조성

된 것은 비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향후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 요인으로 남아있다.4

톱다운 방식은 정상들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크게 의존하며 따라서 큰 합의

에 걸맞는 큰 결실이 보장되어야 효과가 있다.5 또한 지도자의 참모들과 관료조직, 

의회, 여론 등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 통솔력이 필요하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상호 좋은 케미(chemistry)를 유지하면서 각자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2018년 5월 

26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 좌초의 위기에 처한 싱가포르 북·미 

4 Chung-in Moon, “The Next Stage of the Korean Peace Process: Why Seoul Remains 
Optimistic After Hanoi,” Foreign Affairs, March 14, 2019, <https://www.foreignaffairs.
com/articles/north-korea/2019-03-14/next-stage-korean-peace-process>. (검색일: 
2019.4.16.).

5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된 정상회담의 역사와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Richard Feinberg & Stephan 
Haggard, “Talking at the Top: Past, Present and Future Summit Diplomacy in Asia,” 
Global Asia, vol. 13, No. 4 (2018), pp. 1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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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을 ‘구조해’ 낸 것처럼 중재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야 할 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2. 선행 및 상응 조치들

북한은 2017년 11월 ICBM급으로 알려진 ‘화성-15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끝

으로 소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4월 당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ICBM 미사일 시험발

사의 중지, 풍계리 핵시험장의 폐기를 결정했다. 5월 24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

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풍계리 시험장을 폭파

하여 폐쇄했다. 이튿날 북한의 대내용 매체들도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핵시

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6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핵시험장 폐쇄라는 ‘선행조치’를 

취한 것은 그것을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마당에 다시 핵시험을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정치적·기술적 실익이 없으니 

하나의 ‘공연’으로서의 효과를 내면서 상대의 상응 조치를 유도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이 그토록 중시하는 검증이 빠져있다. 북한은 기자들 뿐 아니

라 전문가들이 포함된 공신력 있는 국제 검증단을 불렀어야 했다.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소이이며 향후 다시 검증의 과정을 겪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 또 하나의 선행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그는 “성명문에는 없지만 북한이 중요한 미

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있는 중”이며 “회담 후 합의한 중대한 사안으로서 시

험장은 곧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7 그러나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어떠한 징후도 없었으며 급기야 하노이 회담 후에는 오히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8

6 『노동신문』, 2018.5.25.
7 Jennifer Williams, “Read the full transcript of Trump's North Korea summit press 

conference,” VOX, Jane 12, 2018, <http://www.vox.com/world/2018/6/12/17452624/
trump-kim-summit-transcript-press-conference-full-text> (검색일: 2019.4.16.).

8 사실 서해 위성 발사장(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1년 이상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하노이 
회담 직전에 공사 활동이 포착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9월 평양공동선’의 합의에 따라 유관국 전문가들의 초빙 하에 폐쇄하기 위하여 ‘손님 맞
을 준비’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는 북한의 불만 표시라는 데에 모아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019년 3월 13일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8일 이후부터 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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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행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한국과 함께하는 연합훈련을 유예

하거나 축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물론 2018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 

위협 행동을 중단한 것도 그 이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의미가 크다. 3대 한미연합훈

련 중 키리졸브(KR)연습은 “동맹”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기간도 기존의 절반인 

1주일로 줄였다. 독수리(FE)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실시

하기로 했으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유예되었다. 여타 공군과 해병대 

연합훈련들도 마찬가지로 변경되었다.

북한의 선행조치와 한·미의 상응조치는 2018년 이후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

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등가성에 관한 평가는 엇갈린

다. 쌍방이 공히 자신의 행동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에게는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

호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예컨대, 북한은 풍계리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한 적절한 추가적 안전보장 

조치를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9

 

3. 비핵화 정의 및 로드맵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이 정상회담 합의문들에 공식화되

었어도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주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러한 용어의 불일치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의(定義)에 합의하지 못했다.10 비핵

화 협상을 하면서 비핵화가 무엇인지 공유된 개념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 

에서 더 이상의 활동이 없다고 보도했다. “North Korea's Sohae Satellite Launch Facility: 
No New Activity Since March 8,” 38 North, March 13, 2019, <http://www.38north.org
/2019/03/sohae031319> (검색일: 2019.4.16.).

9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풍계리와 동창리 선행조치들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제재의 완화를 조건으로 영변의 모든 핵시설에 대하여 검증과 
함께 폐기할 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선행’ 조치보다는 ‘동시적’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과제이고 이미 시행한 조치들에 대한 검증은 그러한 합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0 미국은 FFV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 한 때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며 6자회담 초기에 북한의 반발로 사용하지 
않게 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Denuclearization)를 
지금도 때때로 사용한다. 모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완전한(complete)이라는 말 속
에 다른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CVID나 PVID, FFVD 등은 북한이 극구 반대하는 
용어이다. 용어의 정의도 없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심리전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기본자세의 일면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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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정도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는 스티브 비건 북·미 핵협상 특별대표가 2019년 

1월 스탠포드 대학의 강연에서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FFVD에 기초를 

두며, 이는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와 그 운반수단, 그리고 그 생산수단의 제거

를 의미한다”라고 했다.11 이 정의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제시되었고 북측

이 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회담 결렬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사실 

그것은 완전한 검증이 어떤 의미인지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핵무기가 아닌 WMD인 

화생무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반수단과 생산수단의 범위도 모호하기 때문에 정

상회담에서 깊게 논의하여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12

그렇다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구체적으

로 밝혀진 바가 없다. 하노이 회담 직후 열린 이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은 완전한 비핵화의 첫 단계 공정으로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의 영구적 

중지,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언급했지만 정작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는 한 마디도 없었다.13 비핵화의 정의에 대하여 하노이 회담 석상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절대권력을 가진 최고지도

자가 세계를 상대로 선언하고 육성으로 확인까지 한 마당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

지 공식적으로 밝히기 꺼린다면 스스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비상

식적이고 비효과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비핵화의 정의는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상태(end-state)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정해져야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고 단계를 설정하고 쟁점을 식별하여 협상

다운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신의 제안

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한 조건을 얼마든지 붙이더라도 일단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조건에는 당연히 제재의 완화와 해제 문제가 포함

될 수 있고 관련 당사국들의 단계적·동시적·병행적 실행 조치들이 따를 것이다. 

11 Stephen Biegun,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Remarks on the DPRK,” 
Stanford, CA, United States (January 31, 2019).

12 요미우리 신문은 2019년 4월 6일,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의 정의로 ‘북한 핵무기와 핵
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전체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제시했고 이와 함께 동결 및 검증 
조치를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하노이서 김정은에 5개항 합의안 제시…북 반발로 결렬,”
『연합뉴스』, 2019.4.6., <http://www.yna.co.kr/view/AKR20190406021800073> (검색일:  
2019.4.16.) 기사 재인용. 핵무기와 핵물질의 반출은 비핵화 정의라기보다는 비핵화 방식에 해
당한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 “이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중앙일보』, 2019.3.1., <http://news.joins.com/article/
23398984> (검색일: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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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어떤 의미에서 비핵화 협상이 비핵화의 정의라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한 면이 있지만,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할 때 위치했던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4. 신뢰와 전략

비핵화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정상들의 결심을 뒷받침할 수 있

는 공적 장치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톱다운과 보텀업(bottom-up) 방

식이 함께 가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미 사이의 오랜 적대관계를 정상

적 외교관계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지난한 과업과 분리할 수 없

다. 관련국들의 상호 인식과 국가 전략의 변화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체제의 특성 때문에 지도자와 당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이루어 비핵화

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 

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 노선은 가히 ‘자기 설명적

(self-explanatory)’이라 할 만큼 명확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남북한 군

사적 긴장 상태의 해소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14

문제는 북한은 비핵화를 생존적 이익(survival interest)을 건 모험이라 인식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큰 모험에는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만 북한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생존을 걸어도 될 만큼 아직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의 대외 매체들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은 오래되고 흔한 일이다. 최근에

는 비핵화에 ‘반대’하는 북한 군부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15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도 행정부, 의회, 보수적 연구기관과 단체 등 영향력 있는 

정책 공동체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북한을 곧 붕괴되거

나 붕괴되어야 할 국가로 보아왔다. 북한은 ‘악의 축(axis of evil)’이요 ‘폭정의 전초

기지(outpost of tyranny),’ 온갖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는 

불량국가(rogue state)이면서 자국민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독재국가라

14 임을출,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국가전략』, 제25권 1호 (2019), pp. 
5~10.

15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019년 3월 15일, 평양에서 외신기자들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기
자회견을 갖고 “우리 인민들 특히 우리 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은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 수 천 통의 청원 편지들을 올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3월 15일 평양 회견 발언문,” 『뉴시스』, 2019.3.25., <http://www.
newsis.com> (검색일: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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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떠한 합의도 무의미하고 오직 행동의 변화로 입증하지 않

는다면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방식으로 대할 수 없는 상대로 보고 있다. 아직도 북한

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다.16 미 행정부 고위 정책결정자

들의 이러한 전통적 대북 인식은 북한과의 협상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진의 행동 공

간을 크게 제한해 왔다.17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의 경우도 이러한 분위기

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의 변화 기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러한 국가 차원의 전략 변화를 요구하며 그것이 선행되거

나 적어도 병행되어야 협상의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변화는, 크든 작든, 평화 프로세스의 ‘논리적’ 귀결이지만 일단 논

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미국 의회는 끊임없이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강조하

고 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에 배치된 전술고고도지역방어(THAAD) 미사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ICBM이 제거되면 그것을 큰 명분으로 하여 추진해 

온 미사일방어(MD)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18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한·미 사

16 단적으로, 미 국가정보국장(DNI) 댄 코츠(Dan Coats)는 2019년 1월 29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
에서 “북한은 WMD 능력의 유지를 추구할 것이며 핵무기와 그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Janualy 29, 2019, <https://www.dni.gov/files/documents/Newsroom/
Testimonies/2019-01-29-ATA-Opening-Statement_Final.pdf> pp. 8~9. (검색일: 2019.
4.16.).

  또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은 2019년 3월 27일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과거 북한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여러 번 속았다(We've been fooled 
enough times)”라고 발언했다. “South Korean Leader to Meet With Trump, Hoping to 
Salvage His Role as Mediator,” The New York Times, March 29, 2019, <http://www.
nytimes.com> (검색일: 2019.4.16.).

17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은 회고록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 합의가 미 재
무부의 BDA 북한 계좌 동결 조치로 위기가 생긴 후 “행정부의 네오콘은 나를 몰아붙이면서 북
한과 어떤 협상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달래고 완화하는 유화정책을 뿐이라고 비
난했고, 그래서 누구든 북한과 직접 관여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회상했다. 
크리스토퍼 힐 지음, 이미숙 옮김, 『크리스토퍼 힐 회고록: 미국 외교의 최전선』 (서울: 메디치
미디어, 2015), p. 332.

18 북미방공사령부(NORAD) 사령관 테런스 오쇼네시(Terrence O'Shaughnessy) 대장은 2019년 
4월 3일 상원 군사위원회 MD 관련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핵탄두 ICBM 개발의 완료를 선언함
으로써 그 생산 및 배치가 곧 따를 것을 암시했으며, 한반도 유사시 그것들을 미 본토 공격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Terrence O'Shaughnessy, “Statement 
of General Terrence J. O'Shaughnessy, United States Air Force Commander United 
States Northern Command and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April 
3rd, 2019,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OShaughnessy
_04-03-19.pdf> p. 6. (검색일: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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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도 미국 내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어 남북한

이 사실상의 통일로 향해 나갈 때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대중국 전략과 동북아 지역차원의 전략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화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19 오직 현재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거의 항복에 가까운 비핵화만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

다. 비핵화의 과정이 오랜 시간을 요한다면 전략의 조정도 그에 따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대북정책을 비핵화에 보조를 맞출 것만 요구하

는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를 과연 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

기조차 하다. 이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5. 한국의 역할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8년 3월에 대북 특사와 대미 특사의 활동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시동자(starter)의 역할이었다. ‘4·27 판문점선언’

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공식화했다. 정상 사이의 합의문에 명기

되기는 역사상 처음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와 6·12 공동성명의 성

안에는 ‘문재인 프로세스’라 할 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자(arbiter) 역할이 돋보였

다.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하던 5월 24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를 발표했다. 이때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여 문재인 대

통령은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어 미국과 대화함

으로써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되는 데 기여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핵화에 대한 진

일보한 구체적 조치에 합의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한국이 북·

미 회담을 단순히 중재하는 역할을 넘어 비핵화 협상의 내용에 관여하는 당사자

19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hitehouse,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
-2017-0905.pdf>, p. 46; 국방전략서,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2018, 요약본)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
/pubs/2018-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등의 공식문서에 아직 북·미 비핵
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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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무 차원에서도 한국

의 이도훈 한반도평화본부장은 하노이 회담 전 김혁철-비건 사이의 스웨덴 실무회

담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한국의 외교장관, 국

방장관,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이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접촉하여 회담 재개를 논

의하였으며, 마침내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20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이 초기에는 중재자로 표현되다가 근래에 ‘촉진자

(facilitator)’로 재정립되었다. 이해관계 없이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재자보

다는 더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21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의 편인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한국의 역할에 

대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당사자 격으로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했

다.22 당사자라는 말의 의미를 남북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촉진자

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밝혔지만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한

편으로 행동한다는 인식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의 공식 매체와 선전기구는 남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

는 당사자 역할”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23

반면 미국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대통령이 김위원장과 대화

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어떠한 제안도 긍정적으로 

20 2019년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
고 있고,” “빛 샐 틈 없는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미
정상회담 문대통령·트럼프 발언록,” 『연합뉴스』, 2019.4.12., <http://www.yna.co.kr> (검색일: 
2019.4.16.).

21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19년 3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재보다는) 촉진 노력을 한
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3.12., <http://www.yna.co.kr> 
(검색일: 2019.4.16.).

22 일부 외신은 그런 역할이 “중재자(arbiter)가 아니라 플레이어(player)”라고 전했다. 『뉴시스』, 
2019.3.25., <http://www.newsis.com> (검색일: 2019.4.16.).

23 “북 “남은 중재자 아닌 당사자” … 적극적 역할 요구.” ‘당사자론’은 김정은의 4월 11일 최고인민
회의 시정연설에서 재언급되었다. 『연합뉴스』, 2019.3.22., <http://www.yna.co.kr> “남조선 
당국은 ..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MK뉴스』, 2019.4.13., <http://www.mk.co.kr> (앞의 각주) (검색일: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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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24 따라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는 압박을, 미국으

로부터는 ‘제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어떻게 

중재자, 촉진자, 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가 매우 어려운 당면 과제가 되

었다.

이상의 비핵화 관련 판문점선언 1주년 평가와 과제를 주요 측면별로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측면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평가와 과제

주요 측면 평 가 과 제

톱다운 
방식과

정상간 합의

-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큰 틀 합의
- 강력한 추진력 발휘
- 정상들 개인의 정치적 이해에 의존
- 정책공동체의 뒷받침 부재로 실행 미흡

- 정상들 간의 소통, 주도력 유지
- 정상들의 정책공동체 통솔
- 실무차원의 구체적인 협의 뒷받침

선행 및 
상응

 조치들

- 2018년 이후 비핵화 협상의 추진
- 외견상의 평화 유지에 기여
- 상대의 조치들에 대한 상호 불만족
- 북·미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 부족

-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에 대한 검증
- 동창리 미사일 시험시설 폐기 및 검증
-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
- 대북제재 완화 방안 강구

비핵화 정의 
및

로드맵

- 공유된 비핵화 정의(최종상태) 부재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구체성 결여
- 미국의 과도한 정의 (모든 WMD 포함)
- 정의의 부재로 로드맵 수립 불가

- 북한의 비핵화 정의 확인
- 북·미 간 비핵화 정의 합의
- 합의된 정의에 기초한 로드맵 마련

신뢰와 전략
-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 대미 불신 불변
- 미국의 전략 및 대북한 불신 불변
- 북·미간 불신 극복 위한 노력 미흡

- 신뢰구축 위한 동시행동 조치 강구
- 미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 

확립

한국의 역할
- 비핵화 협상의 시동, 중재, 촉진에 기여
- 당사자 역할 추구, 북한의 요구
- 사실상 미국과 협의, 대북 영향력 미미

- 중재와 촉진 역할 지속 강화
- 당사자로서 협상의 내용에 관여 필요

   

24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는 문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정부가 청취한 
북한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관한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며 제재가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빅딜·
제재유지’ 재확인한 트럼프...金에 전하는 메시지 있을까,” 『연합뉴스』, 2019.4.12., <http://www.
yna.co.kr> (검색일: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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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반도 군비통제의 평가와 과제

1. 톱다운 방식과 군사적 긴장완화

넓은 의미의 군비통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 조

치들은 군사력의 운용이나 감축과 같은 더 강한 통제 조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주고받는다.25 2018년 초를 기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분위기는 그 

이전 10년간에 비교할 때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1년 이상 북한은 핵시

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했으며 지상이든 해상이든 남북한 사이 군사적 충돌

이 없고 그 가능성도 낮아졌다. 비무장지대가 명실상부하게 비무장화되고 있으며 

그 일대에 군사적 완충지대가 설치되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군이 협력하는 자세

로 긴장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는 정상들 사이의 합의와 선

언이라는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

행합의서(이하 ‘군사분야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

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 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한 남북 정상 사이 합의는 사실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

본합의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군사분야합의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남북 불가침 관련)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부적이다. 그러나 북

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합의하고 선언한 사실이 주는 의미는 북한에게 특히 크며 

그 이행과 실현의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남한은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여 한미연

합훈련을 축소·조정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하여 전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남북 정상 사이에 형성된 친분과 신뢰는 북·미 정상 사이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

라 보인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시간 내 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백두산 천지 방문이나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연설과 같은 특별한 계기를 만들

25 군비통제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간략한 이론적 논의는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15), pp. 78~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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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친분과 신뢰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다. 그것을 한반도 평

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정상이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

다. 핫라인을 가동하고 격식을 떠나 수시로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핵화와 함께 가

되, 그 협상의 진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통제의 진전

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는 이전의 합의와 달리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

고 있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5개의 대항목으로 나누었다. 그것은 모든 공간에서 상대

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 이행,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등이다. 각각의 대항목은 3~5개의 소항목을 두어 총 19개 소항목

이 있다.

2019년 4월까지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 군사

분야가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상 사이의 합의라

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공히 평화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내용적으로는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핵심적인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었다. 특히 공동경비구역(JSA)의 완

전 비무장화와 11개 감시초소(GP)의 시범적 철수 등은 평화시대 출범의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거나 미진한 중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의 조성 및 이용, 공동순찰 체계의 수립과 가동 등은 아직 착

수조차 못하고 있다. 동·서해의 군통신선은 유지되고 있으나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는 설치하지 못했다. 2019년 4월 1일에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시작하기로 했지만 북측의 반응이 없이 남한 단독으로 착수했다.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등의 문제도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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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아마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

다.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

의 마련이 최우선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3. 군비통제의 큰 틀과 로드맵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비핵화의 정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남북한은 군비통제의 정의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는다. 군비통제에서는 최종

상태에 대하여 논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 되는 

군비통제에 관하여 남북이 장기적 지향과 거쳐야 할 주요 중간 과정 등에서 합의점

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단기적 정책의 수립과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응

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방책의 도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은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간다는 군

비통제의 너무 큰 틀만 제시했고, ‘군사분야합의서’는 너무 세부적인 당면 조치들

만 포함하고 있다. 향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그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남북연합이나 실질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까지 고려한 군

비통제의 큰 틀과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신뢰와 전략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공 여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와 각자의 군사전략에 달려있

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정상 사이의 신뢰는 강화되었지만 북한의 지도층과 군

부 정책결정자들 일반의 대남 불신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의 

내심도 알 수 없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뀔 수 있고 

정부별 대북정책도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 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항상 자신에

게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한미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자율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해 왔다. 불신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 요인이다. 경제력과 인구, 외교 관계, 과학기술 등 군사력을 제외한 

국력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남한에 대하여 흡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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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26 핵무장은 미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남한에 대한 대응

을 위해 필요했을 것이다. 

남한의 대북 불신은 국내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큰 편차를 보

인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 이후 북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우호적으

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문제로 인한 공포는 부정적 대북 인식을 강화했다. 북

한 문제의 이면엔 반드시 한미동맹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누그러지더라

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줄지 않는다. 한국의 군사전략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위주로 수립되었다. 문재

인 정부 출범시의 한반도 군사 상황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었다. 갑자기 비핵화 협상과 평화 프로세스 국면이 도

래했지만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은 아직 상당 부분 관성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27

남북한 사이 상호 신뢰 형성이 미진한 상황에서 과감한 군비통제 조치를 전략에 

반영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한반도 군비통제는 비핵화를 반드시 포함한다. 

비핵화와 군비통제, 신뢰구축과 전략의 조정 등 복잡한 매듭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은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남북한 사이

의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비통제는 확고한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의 한반도 군비통제 관련 판문점선언 1주년 평가와 과제를 주요 측면별로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측면에서의 한반도 군비통제 평가와 과제

26 UN의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남한의 GDP는 약 1조5,300억 달러이고 북한은 170억 달러로서 
남한이 북한의 약 90배에 달한다. UN data <http://data.un.org/Data.aspx?q=GDP&d=
SNAAMA&f=grID%3a101%3bcurrID%3aUSD%3bpcFlag%3a0> (검색일: 2019.4.16.).

27 국방부, 『2018년 국방백서』, pp. 51~58.

주요 측면 평 가 과 제

톱다운 
방식과
군사적 

긴장완화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주도
- 남북 정상 간 신뢰 및 친 감 강화
- 군비통제 관련 별도 추진 의지 미흡
- 정상 간 상시적, 수시적 소통 미흡

- 남북 정상 간의 소통 및 주도력 유지
- 군비통제 지속 추진 의지 강화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 군사적 긴장완화 핵심 사항 우선 이행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미구성
- 2019년 들어 이행 답보상태

- ‘군사분야합의서’ 완전 이행 및 확장
- 조속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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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

1. 비핵화

가. 한국의 당사자 역할 강화와 ‘남북워킹그룹’ 조직

어떤 문제든 그것과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

은 북한핵 문제로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이다. 협상 과정과 합의의 이행 

과정 등에 당사국으로 관여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주권국으로서의 권리이고 민주적 정부의 책무이

기 때문이다.

남북이 비핵화 과정에서 긴 히 협력하기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무급의 협의체(워킹그룹, working group)를 만들 필요가 있다. 2018년 

10월 말에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 협상을 위해 실무급에서 사전 조율하

는 일과 함께 대북 제재의 이행과 남북협력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28 남북한 워킹그

룹에서도 비핵화, 제재, 경협 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한·미와 남북의 워킹그룹

은 자연스럽게 남·북·미 3자의 워킹그룹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당사자 역할은 북한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에 필수적이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

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월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운명

28 “한미 ‘비핵화-제제이행-남북협력 긴  조율 ‘워킹그룹’ 설치,” 『연합뉴스』, 2018.10.31., <http://
www.yna.co.kr> (검색일: 2019.4.16.) 기사 참조. 워킹그룹은 주로 미국의 비핵화 협상 방향
에 한국이 동조하고 대북 제재의 이행에 동참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비핵화의 진전에 보조를 맞
추어 제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한‧미가 함께 일사분란하게 대북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미국에 훨씬 더 유리하고 유용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측면 평 가 과 제

군비통제의
큰 틀과 
로드맵

- 긴장완화, 신뢰구축 후 단계적 군축 합의
- 남북한 간 군비통제의 로드맵 논의 부재
- 북한의 군비통제 관련 관심, 여력 의문

- 동 사안 관련 북한의 관심 유도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논의 개시

신뢰와 전략

- 남북한 군사적 신뢰는 외견상 증진, 근본
적 불신 미해소

- 남북한 군사전략의 근본적 변화 불확실, 
유보적, 관성 유지

- 북한 비핵화의 촉진을 위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확고한 궤도화

- 한국의 중장기 국방전략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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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인은 우리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남북 워킹그룹은 이러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나. 남북한 공동의 주도적 역할 강화와 대북제재 해소

남북 워킹그룹을 설치하면 남북한이 함께 비핵화 추진에서 주도적으로 긍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행 가능성 높은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을 대북

제재의 해소와 연계하여 도출함으로써 미국이 체면을 유지하면서 안심하고 비핵

화 상응조치들을 취하도록 견인할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하고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 속도도 높일 수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가장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이 추구하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실현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최소한 상식의 수준

에서 수긍할 수 있는 비핵화의 전체적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으로 단계화하여 최단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비로소 제재의 해소를 논할 수 있다. 

대북제재의 해제는 FFVD가 완결된 다음에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견지

한 입장이다. 그러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성공이 불가능하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여 미국의 정책 시행을 방해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과감하

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우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의 면제를 승인한 20여 개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동참하고29 현재의 제재 틀에 

저촉되지 않은 인도적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의 특수 관계

를 설득의 근거로 삼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와 같은 경협사업에 대하여 

제재의 ‘면제’를 받아 내야 한다.30

 

29 UN 대북제재위원회가 현재 면제를 승인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UNICEF, 유진벨 재단 등 21개이
며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각 다른 면제 시한이 정해져 있다. <https://www.un.org/
securitycouncil/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humanitarian-exemption-
requests> 

30 서보혁 외, 『대북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187~191.



>>> 19

2. 군비통제

가. 남북한 군비통제의 원칙과 군사관계 발전

남한의 중장기적인 국방과 군사 정책은 북한과의 군사관계에 크게 의존한다. 남

북 군사관계의 발전은 군비통제의 진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반도 군비통제는 비핵

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면서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까지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 군사관계는 크게 보아 군사접촉,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통합

의 단계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군비통제 측면에서 앞의 세  단계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

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와 대략 겹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부터 장기적 남북 군사관계 발전

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군비통제의 원칙을 찾아 실행한다면 전략과 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합리성 등이 제고될 것이다. 고려해 볼 만한 원칙들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의 원칙이다. 남북한 사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제재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1972년의 ‘7·4 남북공동

성명’부터 현재까지 남북한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합의해 온 사항이다. 북·미관

계나 비핵화협상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국내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과 분리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평화만이 목적이고 다른 것은 모두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에 소극적이다. 정책적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럴 수 있

다. 그러나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추진하면서 군비통제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31

둘째, 병행의 원칙이다. 군비통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되 

그것을 뒷받침하도록 병행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진화·발전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 또한 국내의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냉전의식의 

근본적 해소와 병행되어야 한다.32 마치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관계의 정상화 및 평

31 북·미 협상에서도 비핵화와 분리하여 더 넓은 분야에서 관계발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Philip Zelikow, “How Diplomacy With North Korea Can Work: A Narrow 
Focus on Denuclearization Is the Wrong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 9, 2018). <https:
//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18-07-09/how-diplomacynorth-
korea-can-work> (검색일: 2019.4.16.).

32 김연철,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70년의 대화』 (서울: 창비, 2018),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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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제 수립과 병행되는 것과 같다. 조화를 이루면서 병행하기 위해서는 군비통제

의 속도와 범위를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할 필요도 발생할 것이다. 

셋째, 협력의 원칙이다. 군비통제의 이행과정에서 남북한은 서로 협력해야 한

다. 특히 비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 등 WMD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 기술적으

로 지원하는 ‘한반도식 협력적 위협감소(CTR)’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기

타 DMZ의 평화지대화, 북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이나 재배치 등에서도 향후 비용 

문제 관련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통합의 원칙이다. 이것은 장기적 비전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전략 환경은 

남북한이 무제한적으로 군축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북한의 통합적 방위력 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 중기

적 시간표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와 상당 규모의 구조적 군비통

제 단계까지 가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북한은 각각 군구조를 효율화하고 첨단

무기의 전력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상호간 이를 용인해야 한다. 통일 이전에 

군사협력 단계까지 진전시키면서 남북한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

연합에서의 통합적 방위력을 공유할 시대가 올 것이다.33

 

나. 북한의 국제 군비통제 체제 가입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다양한 국제체제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WMD 확산 위험성이므로 남·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과 함께 북한이 

국제 군비통제에 가입한다면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의 완화, 면제, 해제 등에서도 국제적 공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한이 이미 풍계리 핵시험장을 파괴함으로써 더 이상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상 국제 전문가 그룹의 확인을 받고 나아

가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CTBT)에 가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김정은 위

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

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CTBT 가입과 함께 핵공급국그룹

33 이러한 발전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작전)사령부’와 같은 조직상의 통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문장렬, “한국적 안보혁신과 군사혁신의 개념과 추진방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정책연
구보고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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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G)과 같은 수출통제체제와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에 가입하는 것

도 일관성이 있으며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 정의에 포함시킨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일정한 조건을 붙

여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실제 가입하

여 당당히 사찰과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34 북한이 이러한 능동적인 역제안

을 한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 부분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WMD 이외의 재래식 무기 관련 국제군비통제에 북한이 가입한다면 남북 사이

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남북 공동의 DMZ 지뢰 제

거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뢰 관련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에 가입하고 더 나아

가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Ottawa Treaty)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한다면 남북 군

비통제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한미동맹의 발전

비핵화와 군비통제 관련 위에서 모색해 본 새로운 접근법들은 거의 모두 미국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미국이 수용할 준비가 안 된 부분을 다수 포함하

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양국에 공히 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훼손하거나 희생할 

수 없는 큰 자산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한국이 일차적으로 미국의 위신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외교적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때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장기적으

로 한반도 전체의 지지를 받는 동맹으로 발전하려면 그러한 갈등의 과정을 극복해 

내야 한다. 당면한 비핵화와 현실적으로 그것과 분리하기 어려운 군비통제 문제들

에서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과연 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대비하고 이후 더 성숙한 

한미동맹의 시대를 열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 사이에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대한 솔직하

고 깊이 있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이 미국에 협력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의 장기

34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남북한이 1975년에 이미 가입했으며 특별한 검증과 사찰 제도가 정
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논의할 필요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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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략과 국가 비전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두 민주국가 국민들 사이의 

신뢰와 우호를 다지고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동맹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진

정한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거의 ‘절대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신뢰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다. 최근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대북제재

에 대하여 과도할 정도의 엄격성을 보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미 사이 불신 못지않게 한·미 사이 불신도 극복

해야 할 과제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한국의 대중국 관계의 장기적 그림에 대하

여도 한·미 사이의 솔직한 대화를 요한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함께 남·북·미·중 

사이의 양자 관계들과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다자협력체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35

이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관련 새로운 접근법과 제안들을 주요 분야별

로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의 새로운 접근법 (제안)

구 분 접근법 (제안)

비핵화

◦한국의 당사자 역할 강화
  - 협상의 목표, 내용, 과정, 결과 등에 적극 참여
◦ ‘남북워킹그룹’ 구성
  - 남북한 간 별도 협의 추진, 기존 한미워킹그룹과 병행, 3자 협의체로 발전 추진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 강화 및 대북제재 해소 위한 공동 노력
  - 북한의 비핵화 정의 천명, 포괄적 합의 및 단계적 이행 로드맵 도출

군비통제

◦군비통제와 군사관계의 포괄적 발전 연계
  - 남북 군사관계는 ‘접촉→교류→협력→통합’의 단계 설정
  - 단계별 긴장완화/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실시
◦중장기 전략 차원의 군비통제 4대 원칙 (제안): 분리, 병행, 협력, 통합
◦북한의 국제 군비통제체제 가입 유도

한미동맹
◦한국의 비핵화 당사자 역할에 대한 공감 확보, 실질적 협력 추진
◦지역다자안보를 포함한 동맹의 장기 비전에 대한 깊이 있는 협의 추진
  -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 협의

35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하여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필요하며 6자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의 협상 틀에서 러시아 등이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향후 남북한과 미국이 주도하여 동북
아의 6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것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북 안전보장 강조 푸틴…한반도비핵화 논의 ‘러 변수’ 주목(종합),” 『연합뉴
스』, 2019.4.25., <http://www.yna.co.kr> (검색일: 2019.4.25.)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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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한 군비통제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이룩될 것이다. 이는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에 존재하는 3개의 양자관계들뿐 

아니라 3자 관계 자체도 정상화되고 발전되어야 가능함을 의미한다. 모든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가 멀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그렇다. 당면한 협상의 진전 문제는 단기적으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관련 당사국들의 전략 

변화와 상호 신뢰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비통제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그 추진동력

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포함한 

정의(定義)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하는 모든 

조건을 붙이고 필요한 단계적 상호 조치들을 설정하여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의 자체를 단계적으로 내리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단계적 조치

는 반드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과 검증, 그리고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를 포함해야 한다.

비핵화에서 한국의 당사자 역할은 주권이면서 책무이다. 핵위협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고 운명은 그 주인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에

게든 미국에게든 필요할 때 할 말을 해야 하고 갈등도 감수하면서 더 적극적인 역할

을 해야 한다.

남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진도에 무관하게 민족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는 군비

통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분리의 원칙이다. 비핵화 협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

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분리는 어려울지라도 남북관

계 발전을 위하여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분야가 이것이다. 

군비통제는 남북관계 일반과 병행되어야 하고 그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비핵화

에도 긍정적인 유도효과를 낼 수 있다. 남북한이 협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행을 

가속화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신뢰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군사관계가 본격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고려하여 통합성을 추구할 필

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한미동맹이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 왔으며 비핵화와 평

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필수불가결한 자산이기에 이를 활용하면서 미래지향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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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을 한국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공동의 자산으로 진화시키는 일이 반드시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 할 수 없다. 남·

북·미 3자가 각각의 양자관계와 함께 그 3자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현해내는 외교의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제출: 4월 29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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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nd 
Arms Control: Evaluation and Homeworks

 
Jangnyeol Moon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changes and achievements, at the 
first anniversary of 4·27 Panmunjum Declaration, regarding the 
denuclearization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early 
2018. It also identifies major works to be done and seeks for new 
approaches to further positive developments. The evaluation and 
homework identification are reviewed in such areas as the top-down 
negotiation framework, actions taken, the definition and road-map of the 
denuclearization, the role of South Korea. Suggested new approaches 
include establishing ‘South-North Working Group’ to help improve the role 
of South Korea as one of the major stake-holders. To ease the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a much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e needed in addition to the North Korea-US negotiations.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their general military relation, which must in turn help advance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Some arms control principles are 
proposed considering the unique inter-Korean relation, such as 
separation, parallelism, cooperation, and integration. The benefits of 
North Korean accession to international arms control regimes and the 
importance of enduring ROK-US alliance are also pointed out.

Key Words: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rms Control,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Role of South Korea as a Stake-holder,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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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도  경  옥**

Ⅰ. 서론 Ⅲ.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 구상

Ⅱ.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의미 Ⅳ. 결론

국문요약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 남북 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추진에 

합의하였다. 관련 당사자들에 의하여 고려되고 있는 한

반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이 같은 선언이 이루

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전체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법질서

에 어떠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

는 아니며, 일각의 지적처럼 ‘종전’만을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으로 채택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는 비핵

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평화체제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비핵화 과정에 조응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

상이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은 

통상적인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예비단계로서의 의미

보다는 비핵화 교섭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따라

서 종전선언 문제는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그 적절성 여

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동 선언이 비핵화 교섭수단으로서 

어느 정도로 유용한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에 상

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경우 남남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종전선언의 국내적 처리 과정에서도 첨예한 논

쟁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

요할 것이다. 

주제어: 전쟁의 종료 방식,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 이 글은 2019년 4월 17일 개최된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4·27 판문점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문(“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과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pp.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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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8년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 남

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한반

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4·27 판문점선언”이라 한다)’에

서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하면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

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

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선언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쟁이 국내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으로 명확히 분류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

을 띠고 있고 여러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종결하고 평화를 수립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한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정전체제가 65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점,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

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평화체제 논의가 

비핵화 문제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으로 인하여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더욱 

더 복잡하고 난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 본다면 관련 당사

자들의 입장 차이는 조금씩 좁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체를 특정함으로써 오랫동안 논란이 되

었던 한국의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

화체제 구축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갔다고 볼 수 있다.1

1 1997년 12월부터 1998년 8월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4자회담은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
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임을 밝혔고, 9·19 프로세스는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
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남과 북은 3자 또는 4자회담
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핵 6자회담도 중단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였다. 한반도 평화체
제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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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진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 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의 무게중심이 경제적 인센티

브에서 다시 안보적 인센티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2 한국 정부는 전쟁을 종식

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구상의 적절성 여부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한

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 글은 특히 

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같은 검토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의미

1. 전쟁의 종료 방식

평화협정의 체결은 전쟁을 종료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으로 간주되

나,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쟁상태의 종식이라고 하는 

소극적 측면만 본다면 평화협정의 체결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다만, 전쟁 종료 

방식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컨대, 평화협정, 정전협정, 

묵시적 상호동의, 완전한 패배에 따른 어느 일방 교전당사자의 소멸(debellatio), 

일방적 선언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고,3 전쟁의 종료를 창설적·형성적으로 규정하

치연구』, 제18집 제2호 (2009), pp. 53~93; 정태욱,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9집 제2호 (2016), pp. 243~276 등 참조.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제
재 해제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9.4.13.). 이후 조선신
보는 “조선이 제재 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개선 의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고 밝혔다(『조선
신보』, 2019.4.14.).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제재 완화·해제 조치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체제
안전보장 조치 요구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경향신문』, 2019.4.15.; 『한
국일보』, 2019.4.16. 등).

3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Fourth edition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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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화협정, 정전협정, 완전한 패배에 따른 어느 일방 교전당사자의 소멸

(debellatio), 적대행위의 중지 또는 군사작전의 일반적 종료(교전당사자들이 교

전의 중단이 지속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전제로 함)를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4 

이러한 견해들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보완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첫 번째 사항은 정전협정의 성격 및 효력에 관한 것으로, 전통국제법

에 의하면 정전은 적대행위를 잠정적·일시적으로 정지시킬 뿐 전쟁을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에 부속된 육전 

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Regulation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제36조는 “교전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휴전으로 전투행위

는 정지된다. 휴전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전당사자는 언제든지 작

전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휴전조건에 따라 합의된 기한 내에 이를 적에게 경고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Lassa Oppenheim도 “일반적 

정전 기간 중 교전국들 간에 그리고 교전국과 중립국 간에 적대행위의 정지 이외의 

모든 점에 있어서 전쟁의 제 조건이 계속된다”고 주장하였다.5 Howard S. Levie

는 “정전은 법적으로든(de jure) 사실상으로든(de facto) 교전자 간 전쟁상태를 

종료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러한 결론에 동조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군사 매뉴얼에서도 일관되게 정전은 적대행위의 정지이며 일시적 

또는 부분적 평화로도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6 국내 

국제법학자들도 대체로 고전적인 정전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7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전협정에 의해서도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입장

을 취하는 학자들이 모두 정전협정만으로도 법적인 전쟁의 종료 효과가 발생한다

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Julius Stone은 정전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42~50. 
4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Factors in War to Peace Transitions,”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 27, No. 3 (2004), pp. 854~855.
5 Lassa Francis Lawrence Oppenheim, International Law, 7th ed. by H. Lauterpacht 

(London: Longmans, 1952), pp. 546~547.
6 Howard S. Levie,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0, No. 4 (1956), pp. 884~885.
7 배재식, “한국휴전의 법적 제문제,” 『법학(서울대학교)』, 제16권 제1호 (1975), p. 35;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서울: 국제법출판사, 1994), 
pp. 70~71;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지평서원, 
2000), pp.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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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사실상의 전쟁의 종료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8 Yoram Dinstein

의 경우에는 정전협정이 법적인 전쟁의 종료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 

두 번째 사항은 전쟁의 종료에 의하여 소극적 평화가 달성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의 정상화라는 적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10 전쟁

을 종료하는 동시에 당사자 간 우호관계를 수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평화협정과 여타 전쟁 종료 방식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타 방식에 의하여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수 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종전선언의 개념 및 성격

이 글의 목적상 필요한 것은 종전선언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전쟁 종료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종전선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먼저 평화협정에 포함된 전쟁의 종료 규정을 종전선언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이다. 평화협정상 전쟁 종료 규정은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또는 비준서가 교환

되는 시점에 전쟁이 종료될 것이다’와 같이 미래형으로 규정될 수도 있고,11 ‘당사

자들 간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확인한다’와 같이 과거형으로 규정될 수도 있

다.12 이와 관련하여 전쟁의 종료가 과거형으로 규정된 경우 이는 맥락에 따라 창설

8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Rinehart, 1959), p. 644.
9 Yoram Dinstein은 “현재의 국가관행에서 정전은 주로 적대행위의 종료를 의미하며 군사작전을 

재개할 당사자들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성격의 정전은 전쟁을 종료시킨다는 견
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새로운 정전 개념에 기초하여 1953년 한국정전협정은 한국
전쟁을 종료시켰으며 ‘법적으로 한국전쟁은 여전히 계속 중이다’라는 명제는 그릇된 것이라고 주장
한다.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Fourth edition, pp. 42~44.

10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Factors in War to Peace Transitions,” p. 847.
11 예컨대,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조약은 제1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 조약의 비준서가 교환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의 전쟁상태는 종결되고 평화가 수립될 것이다
(The state of war between the Parties will be terminated and peace will be established 
between them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this Treaty).”

12 예컨대, 1983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서명한 평화조약(레바논의 비준 거부로 미발효)은 제1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당사자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전쟁상태가 종료되었으
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The Parties confirm that the stage of war between 
Israel and Lebanon has been terminated and no longer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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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력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 확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즉, 전쟁의 종료가 평화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평화

협정은 전쟁의 종료를 창설적으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타 방식에 의하여 

전쟁의 종료는 이미 이루어졌고 평화협정은 이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료를 선언적으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여하튼 

평화협정 자체에 전쟁의 종료가 규정된 것이라면 이는 법적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

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교전당사자들이 법적인 전쟁의 종료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종전선언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서

는 공동선언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56년 소련과 일본 간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Japa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 선언

은 제1조에서 “소련과 일본 간 전쟁상태는 이 선언이 발효하는 일자에 종료되며 

평화·우호·근린 관계가 회복된다”고 규정하였다. 동 선언은 더 나아가 양국 간 외

교관계 및 영사관계, 억류자 문제, 청구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평화협정의 대부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양국은 남부 

쿠릴열도 4개 도서(북방4도) 영유권에 대한 견해 차이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남

겨 놓았고,13 평화협정은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당사국들의 의도를 고려

한다면 1956년 소련과 일본 간 공동선언은 평화협정으로 명확히 분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동 선언이 법적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공동선

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94년 7월 25일 워싱턴 선언에 서명하였는데, 동 선언은 “양국 간 오랜 충돌이 

이제 종료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1994년 10월 26일 

체결된 평화조약(‘Treaty of Peace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은 전문에서 “양국이 1994년 7월 25일 워싱턴 

선언에서 교전상태의 종결을 선언했음을 유념한다”고 언급하였고, 제1조에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평화 수립은 이 조약의 비준서가 교환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였다. 워싱턴 선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법적 구속력 

13 소련과 일본 간 공동선언 제9조는 “소련과 일본은 양국 간 정상외교관계 회복 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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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합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과 이후 체결된 평화조약을 함께 

고려하면 당사국들은 워싱턴 선언에서 전쟁의 공식적 종료를 합의한 것이라는 점

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워싱턴 선언 역시 법적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전당사자들 중 일방이 단독으로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선언도 종전선언으로 지칭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전쟁의 종료를 희망하는 

일방 교전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쟁

을 종료한다는 일방적 선언은 승패가 명확히 가려진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패배한 

측을 상대로 전쟁의 종료를 선포하는 경우나, 일방 교전당사자의 전쟁 종료 선언에 

타방 교전당사자가 따를 의사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14 전자의 

경우에는 승리한 측의 일방적 전쟁 종료 선언 자체가 법적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쌍방 교전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통하여 전쟁의 종료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방 교전당사자의 전

쟁 종료 선언 자체를 법적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종전선언이 행해질 수도 있다. 즉,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 또는 

신사협정도 종전선언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

레아는 2018년 7월 9일 ‘평화·우호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f Peace and 

Friendship)’에 서명하였는데, 동 선언은 제1조에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 전쟁상태가 끝났으며 평화와 우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규정하였다. 그리

고 2018년 9월 16일 양국은 정식으로 평화협정(‘Agreement on Peace, 

Friendship and Comprehensive Cooperation Betwee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and the State of Eritrea’ 또는 ‘Jeddah 

Peac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 제1조는 “양국 간 전쟁상태가 끝났으

며 평화, 우호,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에티오피

아와 에리트레아의 경우에는 평화협정 체결 전에 평화협정의 윤곽을 제시하는 정

치적 성격의 문서를 채택한 것으로 이해되며, 그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과 요르단 간의 워싱턴 선언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 ‘평화·우호 공동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종전선언에 해당한다고 

14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Fourth edition,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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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캠프데이비드 합의

(Camp David Accords)’15를 법적 구속력 없는 종전선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전쟁의 종료가 규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전쟁의 종료

는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조약 제1조에 규정되었다. 따라서 캠프데이

비드 합의를 종전선언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종전선언은 다의적인 개념이다.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전쟁의 종료에 관

한 규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 법적인 전쟁의 종료에 대한 교전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전쟁 종료 선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승패가 명확히 가려진 전쟁에서 

승리한 측의 일방적 전쟁 종료 선언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교전당사자들이 전

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 또는 신사협정을 의

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그것의 실제적 성격과 

내용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3. 평화협정의 개념 및 성격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서들이 만들어지며, 이

러한 문서들은 평화합의서라고 통칭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 온 Christine Bell은 평화합의서를 단계-기능(stage-function) 기

준에 의하여 분류한 바 있으며,16 이 같은 분류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전협상 단계에서의 합의서(pre-negotiation agreements)’

로, 당사자들이 합의된 아젠다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탐색적 차원에서의 합의서, 향후 협상에 대한 약속 표명과 신뢰 구축에 관한 

합의서, 미팅·일정·아젠다 등 절차적 이슈에 대한 합의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

다.17 이 단계의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보다는 정치적 합의의 성격을 띠는 

15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중동평화 계획(Framework for Peace in the Middle East)’과 ‘이집트
와 이스라엘 간 평화조약 체결 계획(Framework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etween Egypt and Isra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캠프데이비드 합의에서는 당사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평화유지군 주둔, 중동분쟁의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을 
위한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 평화조약 체결 추진, 평화조약에 적용되어야 할 기본원칙,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 조치의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16 Christine Bell은 평화합의서(peace agreements)를 “documents produced after discussion 
with some or all of the conflict’s protagonists, that address militarily violent conflict 
with a view to ending it”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Christine Bell, On the Law of Peace: Peace 
Agreements and the Lex Pacificator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53.

17 Ibid., pp. 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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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으며, 의도적으로 법적 성격을 모호하게 두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실질/기본 합의서(substantive/framework agreements)’로, 

정화(ceasefires)를 유지하면서 충돌의 근본원인을 다룰 거버넌스의 기본 틀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부 문제를 다루는 부분적 합의서, 모든 문제를 다루는 포괄

적 합의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18 이 단계의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적인 합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다 많은 주체들이 합의에 참여한다. 

세 번째 유형은 ‘이행 합의서(implementation agreements)’로, 기본 틀을 발

전시키고 세부사항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이행 합의서, 검증 

및 모니터링 합의서, 관계 정상화 과정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19 이 단계의 합의

는 구두합의나 비 합의와 같이 서면형식을 띠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평화협정은 이 중 두 번째 유형인 실질/기본 합의서에 해당한다. 즉,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구축의 한 단계로서, 평화체제의 법적·제도적 기초를 형성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것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적 단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평화협정 이외의 방식을 통해서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한편, 평화협정이 체결된 경

우에 있어서도 정형화된 유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협정 체결 시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 형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교환공문의 형식이나 공동성명의 형식을 취

하는 경우도 있다.21 ‘조약’의 일반적 정의에 합치된다면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국제법상의 조약임에는 차이가 없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군사적 요소, 정치

적 요소, 경제적 요소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 중 일부 요소만 다루어지

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이 단지 소극적인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 적극적 성격의 문

서라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평화협정은 전쟁을 종료하는 동시에 당사

18 Ibid., pp. 60~62.
19 Ibid., pp. 62~63.
20 김덕주,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

석, 2018년 6월 7일, p. 9.
21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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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 우호관계를 수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평화협정을 통한 관계 

정상화가 외교관계, 문화교류, 항해와 비행, 무역, 과학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향을 일으키므로, 평화협정 체결이 당사자 상호 간의 묵시적 국가승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2 다만, 이러한 견해는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성격의 평화협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평화조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 조약에서는 경계, 지역안보, 외교·영사 관계, 

물 관련 문제, 경제관계, 난민 및 실향민, 문화·과학 교류, 교통·도로, 항해·비행, 

우편·통신, 관광, 환경, 에너지, 보건, 농업 등 거의 모든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스

라엘과 요르단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간에 명시적으로 국가승인을 하였

기 때문에 동 조약이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23 이 

정도 수준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한다면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 구상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전적 정전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전쟁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전 개념의 진화에 비추

어 한국전쟁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설

사 정전협정 또는 그 이후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한국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들 간 우호관계의 수립 또는 회복을 위하여 평화협

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적

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 과정과 관련 합의서들

에 비추어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한반도

가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며,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 수립의 핵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 구상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2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Fourth edition, p. 38.
23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평화조약 제2조는 “당사국들은 상대국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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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전개 과정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제안이 노무현 정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24 부시 대통령이 실제로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는데, 당시 청와대 통

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었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부시 대통령이 

“안전보장협정, 평화협정, 종전선언, 전쟁종식 등의 용어를 특별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했다”고 밝히고 있다.25 즉, 이 때 언급된 종전선언은 한국전의 공식적 종결로

서 평화협정과 동일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26 이후 한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활용하여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진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

언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27

24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통일과 평화』, 4집 1호 (2012), p. 20.
25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서울: 창비, 2016), p. 324.
26 윤덕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북관계,”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7.11.2., p. 6. 
27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안전보장협정, 평화협정, 종전선

언을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시 대통령과 노대통령의 대화 내용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President Bush: “ … And in our discussions I reaffirmed our government’s position 
that when the North Korean leader fully discloses and gets rid of his nuclear 
weapons programs, that we can achieve a new security arrang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we can have the peace that we all long for. …”

  President Roh: “… President Bush also reaffirmed in November of last year in 
Vietnam of his willingness and his resolve to end the Korean War officially, once 
and for all. Today we revisited this issue. President Bush reaffirmed his 
determination to replace the current status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permanent peace regime, and he would be processing with this move aft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 I think I did not hear President Bush 
mention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just now. Did you say so, President 
Bush?”

  President Bush: “I said it’s up to Kim Jong-il as to whether or not we’re able to sign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He’s got to get rid of his weapons in a 
verifiable fashion. …”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President Bush Meet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Roh, Sydney, Australia, September 7, 2007. <https://2001-2009.state.gov/p/eap/rls/
rm/2007/91842.html> (검색일: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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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되

었고, 동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이라 한다)’ 제4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

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종전선언의 주체, 시기, 형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일례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브리핑 특별기고문을 통하여 종전선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28 이 글의 취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종전선

언의 형식, 시기 등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종전선언의 형식이 조약, 신사협정 등 다양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

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합의일 수도 있고 법적 합의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백종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 실장은 

한 포럼에서 “남북정상선언문에 담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밝혔

다.29 이처럼 정부 내에서도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된 

가운데, 종전선언 문제는 당시 국내 국제법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30 법적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이라고 한다면 한반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질

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의 정권교체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하여 종전선언 구상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7년 7월 6일 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28 김만복, “한반도 종전선언 논란의 시작과 끝-종전선언 누가·언제·어떻게…,”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 2007년 10월 30일. 특별기고문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선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종전선언 합의는 
북한이 우리를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공식 인정하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등 직접 당사자 
간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둘째,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용상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채택 형식은 조약, 공동선언 
형식의 신사협정, 교전당사자의 일방적 선언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종전선언은 당
사자들의 의지와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특히 신뢰구축이 더 필요한 당사
자 간에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앞서 선행적 신뢰구축 도구로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넷째,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폐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9 『한겨레』, 2007.10.24.
30 예컨대,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법학(서울대학교)』, 제49권 

제2호 (2008), pp. 164~192; 김선표, “남북한 특수관계하의 종전선언의 법적 의의와 조건에 관
한 소고,” 『국제법평론』, 통권 제27호 (2008), pp. 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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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다시금 논의되었다.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

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

였다. 

 

2. 한반도 종전선언의 성격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여부, 시기,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서는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종전선언의 성격의 모호성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2일 싱가포르 일

간지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The Straits Time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종전선

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언급하였고, 청와대 역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성격의 

종전선언에 대하여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10월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

선언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북한 

역시 노동신문 등을 통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 채택을 거론한 바 있다.31 

그런데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준평화협정’ 효과를 낼 수 있다거나 법적 효력에 준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법적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

선언에 대한 개념상의 혼선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는 다

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법적인 전쟁의 종료 방식으로서의 종전선언의 

31 예컨대 2018년 8월 18일자 『노동신문』 제6면에서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
포르 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하
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관계의 전도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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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효력을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에 그대로 대입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정치적 성격의 합의가 미칠 파장 또는 파급효과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데 따른 혼란이다. 국제사회에

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합의에 의하여 법적인 권리·의무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그 취지에 부

합되는 조치를 일정 부분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성

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즉, 종전선언이 그 자체로 정전체제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

은 분명하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에 전쟁의 종

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종전선언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정전상태를 대체하는 질서 수립이 

동반되지 않는 종전선언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32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오히려 일각의 지적처

럼 관련 당사자들이 ‘종전’만을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할 수 있다.33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종전선언의 참고사례로 캠프데이비

드 합의가 종종 거론되는데,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에서 채택

된 정치적 성격의 문서라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과 유사성을 가진

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전쟁의 종료가 규정된 

32 예컨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은 그대로 남아 있고, 비무장지대도 그
대로 남아 있고, 군인들의 경계선 철책근무도 그대로 수행되고, 남북한 통항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가 계속된다면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
는 공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선표, “남북한 특수관계하의 종전선언의 법적 의의와 조건
에 관한 소고,” p. 123.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의 최후적 종료를 위한 협상의 시작과 구체적 원칙을 선언하고, 절차 이행을 
위한 선언당사자들의 이행의지가 강력하게 담보되는 연성법적 성격을 보유해야만 한국전쟁의 
종료와 관련해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최철영,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성균관법학』, 제30권 제4호 (2018), p. 646.

33 이러한 견해로는 이기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한정적인 종전 관련 내
용 포함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 제126호 (2018), p. 48; 제성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25권 2호 (2018),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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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었으며, 전쟁의 종료는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조약 제1조에 

규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과는 차이가 있다.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평화협정의 윤곽을 제시하는 평

화예비문서(peace preliminaries)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참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 구상과 관련해서는 2018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사

례가 보다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은 정치적 성격의 선언

을 먼저 채택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두 문서 모두에서 전쟁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 ‘평화·우호 공

동선언’은 전쟁의 종료 외에도 양국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 협력 구축 노력, 

양국 간 통신·무역·교통 재개, 국경에 대한 결정 이행, 지역의 평화·발전·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은 두어 달 뒤 체결된 평화협정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앞서 평화협정들이 협정 체결 시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평화체제 수립 과정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양상은 더욱 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정치적·상징

적 의미의 문서들이 생산되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는 전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전쟁의 종료에 관한 합의서는 설사 

그것이 정치적·상징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 채택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종료 뿐 아니라 평화협정

에 들어갈 수 있는 여타 사안들이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본다

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 구상은 분명 

독특한 것일 수는 있다. 2018년 12월 발간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

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34 이처럼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에서 채택하고 평화협정을 비핵화의 출구에서 체결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35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에 평화협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평화체제의 원

34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8.12.), p. 40.
35 북한이 비핵화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1~2년에서부터 길게는 10~15년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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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방향,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원칙, 지역안보기구의 창설, 분쟁

해결수단 구축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틀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나,36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논의되는 종전선언에는 이

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정도의 비

교적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서의 평화협정 체결 추진’과 같은 

표현을 삽입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핵화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

환 문제는 한층 복잡해졌다. 북한은 2005년 3월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

미가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고 남조선이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는 조건에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

와 안정을 보장하는 기본 억제력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37 그리고 2005년 7월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조선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

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

지는 것으로 되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 실현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야 할 노정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38 즉,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평화체제 수립

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서 비핵화와 함께 “직접 관련 당사자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는 조항으로 반영되었다.39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북핵 문제가 종합적 구도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미국의 

정책 전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40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 

구상은 비핵화 과정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또는 이를 촉진할 조치인 평화체제 구축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한 예측이 존재한다. 전성훈,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과 韓美의 ‘비핵화 외교’-북핵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의 필요성,” 『국가전략』, 제25권 1호 (2019), p. 112.

36 이기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한정적인 종전 관련 내용 포함 문제를 중
심으로,” pp. 52~53. 

37 『조선중앙통신』, 2005.3.31.
38 『조선중앙통신』, 2005.7.22.
39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p. 84.
40 박종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pp.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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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41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

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42 그리고 2018년 6·12 북

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명기되었다.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접하게 연동되어 전개되는 한, 관련 당사자

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한반도 종전선언은 통상적인 평화프로세스에서 평

화예비단계로서의 의미보다는 비핵화 교섭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결론내

릴 수 있다. 평화예비단계라는 측면만 보면 다른 종류의 평화합의서를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협정 

전 단계에서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 같은 성격의 종전선언은 평화보장력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평화협정과는 달리 참여 주체나 형식에 있

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3 

4. 국내적 과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이라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종

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는 이 기간 동안 남남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이나 중국

이 한반도가 사실상 평화상태로 전환되었다는 명분 하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

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44 냉전적·대결적 법제의 폐기 움직임이 확산

41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개념, 쟁점, 추진방향-,” 『통일문제연구』 제53호 (2010), 
p. 134. 

42 참고로 2007년 10·4 선언의 경우에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
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3 종전선언은 전쟁의 종료라는 소극적 평화에 국한된 것인데, 한중 간에 그리고 미중 간에는 이미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할 경우 가급적 다자 형식의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겠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양자 형식의 종전선언을 각각 
채택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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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점 등과 같이 정전체제가 사문화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노정될 것이

라는 주장이 제기된다.45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사이

의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조치와 준비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

협정 체결 이전에라도 남북한의 군사력 및 주한미군의 감축 계획을 논의하고 일부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46 전자의 견해는 후자의 견해와 같이 종전선언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반면, 후

자의 견해는 전자의 견해와 같이 종전선언에 형식적 의미만 부여하면서 기존의 질

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남남

갈등 심화와 같이 부정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다소라도 완화하

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국내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와 관련

해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4·27 판문점선언을 전후로 종전선언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이미 여야 간에 논쟁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화권과 국회의 강화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틀에서 검토되기 보다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라 한다)의 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제4조에서 ‘남북합의서’를 “정부와 북한 당

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 남북

합의서의 체결·비준(제21조),47 남북합의서의 공포(제22조),48 남북합의서의 효

력범위(제23조)49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회 

44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
약에 의하여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협정에 의해서도 자동적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5 예컨대, 제성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대응방향,” pp. 159~161.
46 예컨대, 정욱식, “한반도 평화협정문(안)”을 제안하다,” 평화네트워크, 2018.6.28. <http://peace

korea.org/zbxe/1825300> (검색일: 2019.4.26.).
47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

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

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48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49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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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종전선언이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

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하나는 남북합의서에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서 외에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서도 포함되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합의서에 남

북 양자 간에 체결된 합의서 외에 남북을 포함하여 다자 간에 체결된 합의서도 포함

되는가의 문제이다. 전자의 문제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으나,50 국회는 법적 구속력

을 의도하지 않은 문서도 남북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51 그리고 

후자의 문제의 경우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합의서는 남북 양자 간

에만 체결된 합의서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23조 제1항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남북합의서는 기본적으로 ‘양자조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언급된 바 

있다.52 그렇다면 남북 양자의 형식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관계발전

법의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남·북·미 3자(또는 남·북·미·중 4자) 

형식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다자형식의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적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남북 양자

형식의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동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정치적 성격의 선언이 입법사항에 해당할 여지는 없으므로, 결국 중대

한 재정적 부담 여부에 따라 국회 동의 대상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

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
킬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
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0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한명섭,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통일과 법률』, 통
권 제5호 (2011), pp. 102~104.

51 예컨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합의주
체가 정부와 북한 당국이고 합의 형식이 구두가 아닌 문서인 경우 구체적 내용 및 효력과 상관없
이 남북합의서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 p. 12.

5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임채정의원 등 125인 발의) 검
토보고서, 200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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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종전선언은 다의적인 개념이다.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전쟁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 법적인 전쟁의 종료에 대한 교전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전쟁 종료 선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승패가 명확히 가려진 전쟁에

서 승리한 측의 일방적 전쟁 종료 선언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교전당사자

들이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 또는 신사협

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관련 당사자들에 의하여 고려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해당하며, 따라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전체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법질서에 어떠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이 ‘준평

화협정’ 효과를 낼 수 있다거나 법적 효력에 준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종전선언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

에 대한 개념상의 혼선, 정치적 성격의 합의가 미칠 파장 또는 파급효과와 법적 구

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법적 효과의 불분명한 구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각의 지적처럼 ‘종전’만을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으로 채택

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부각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증폭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접하게 연동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평화체제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비핵화 과정에 조응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

계 구상이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은 통상적인 평화프로

세스에서 평화예비단계로서의 의미보다는 비핵화 교섭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

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필요성 여부는 동 선언이 비핵화 교섭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로 유용한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종전선언과 평

화협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경우 남남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종전선언의 국내적 처리 과정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제출: 4월 30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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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wo-phased Approach of the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Agreement

 
Kyung-ok Do

 

In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ings or quadrilateral meetings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turning the armistice agreement 
into the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The declaration to end the 1950-53 Korea War considered by 
relevant parties is a joint political statement. Such a declaration, therefore, 
does not entail any changes to the existing legal order represented by the 
armistice regime. In fact, political declaration terminating a war belongs 
to a somewhat unusual case. However,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related to the 
denuclearization issue, which makes it different from any other peace 
regime. A two-phased approach of the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as emerged in response to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which can be achieved through certain stages. 
In other words, political declaration terminating a war has meaning as a 
means of negotiating the denuclearization rather than the meaning of 
peace preliminaries in the normal peace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 two-phased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the particularity 
of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merely discussing whether it is proper 
in light of existing cases.

Key Words: Means of Terminating War, End-of-War Declaration, Peace 
Agreem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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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

이  영  훈**

Ⅰ. 문제제기 Ⅴ.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 

Ⅱ.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평화와 혁신 기반의 플랫폼

Ⅲ. 북한의 경제정책 및 향후 전망    Ⅵ. 맺음말

Ⅳ. 남한의 경제정책 및 향후 전망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경협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및 생산적 토

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에 제시된 남북경협의 가치들을 해체·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경협의 의미를 재구축하려 했다. 둘째, 향후 

남북경협의 현실적 토대를 검토하고자 했다. 남북경협

은 미래의 사업이기에, 향후 남·북한 각각의 경제정책 방

향을 전망하고, 어떤 점에서 협력의 여지가 있는지, 더 나

아가 남·북한에게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토한 것이다.

주제어: 평화, 혁신, 플랫폼, 남북경협

 * 이 논문은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학술회의 “4·27 판문점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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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남북 경제협력은 오랜 기간 중단되었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보았다.

남북경협 관련 연구와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

만, 대체로 첫째, 새롭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이란 수식어를 

추가했지만, 들여다보면 주변 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과거의 프레임과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경협에 대한 과거의 찬반 

양론이 지금까지 평행선을 이루며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여전히 남북

경협의 긍정론(평화 및 상호 Win-Win에 기여)과 부정론(‘퍼주기’론)이 대립하

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새로운 연구의 부족은 무엇보

다 지난 10년 간의 남북경협 단절로 관련 연구의 수요가 사라진 데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연구는 정체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불감증도 깊어졌다. 기껏 

북한 변화를 둘러싼 논쟁만 있었을 뿐, 글로벌(그리고 한국의) 저성장,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등을 반영한 경협 프로그램이 제

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협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이념 

갈등에 기인한다. 철학자 훗설(Edmund Husserl)이 언급했듯이, 마음은 인식에 

우선한다.1 북한을 ‘동반자’로 보는가 아니면 ‘주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같은 사실

도 다르게 인식된다. 더욱이 관련 정보의 제약으로 사실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 결과 이념을 걷어내려는 노력보다 이념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남북경협의 새로운 프레임과 내용

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토론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마

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첫째, 기존에 제시된 남북경협의 가치(혹은 목표)들

을 해체,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경협의 의미를 재구축하려 한다. 그동안 갈등이 

1 이는 훗설의 현상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훗설의 현상학에서 제시된 인식론은 칸트의 인식
론과는 반대가 된다. 칸트는 감성과 오성으로 관념을 만든다고 했으나, 후설은 반대로 마음(관념)
이 인식을 만든다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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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되고 있음에도 이 가치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당위적 차원에서 수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 남북경협의 현실적 토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남북경협

은 미래의 사업이기에, 향후 남·북한 각각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어떤 점에

서 협력의 여지가 있는지, 더 나아가 남·북한에게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Ⅱ.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1. 남북경협의 가치

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이유

남북경협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근본 문

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존재이유(가치 또는 목표)는 최고의 동기

부여 수단으로, 개인이나 조직은 이를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존재의 이유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2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경

협의 존재이유(가치 또는 목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을 보는 관점

의 전환과 그에 따른 새로운 프레임 및 내용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생산적 

토론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슈와 정책은 가치에

서 파생되는 것이기에 이차적이라 할 수 있다.3 즉, 동일한 가치나 관점에서 출발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기반으로 토론이 가능하지만, 가치와 관점이 다를 

경우, 공감을 얻기 어렵고 토론이 겉돌기 쉽다. 

2 미션, 즉 조직의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기업과 사회와 다양한 
조직들은 각자 다른 미선을 갖고 있겠지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가치는 언제나 모든 
조직의 시작점이고 종착점이다. 모든 미션은 비인격적일 수 없다. 심오한 의미를 지녀야 하고 당
신이 옳다고 믿는 무엇인가여야 한다. 리더의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는 반드시 조직의 모든 사람
들이 미션을 알고 이해하며 미션과 함께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외, 유정식 역,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원제목: Peter Drucker's Five Most Important Questions)』 (파
주: 다산북스, 2015), pp. 45~46.

3 “이슈는 이차적이다. 즉 이슈는 부적절하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것이다. 이슈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사람의 가치에서 나오며, 이슈와 정책의 선택은 그러한 가치를 상징한다.” George 
Lakoff & The Rockrige Institute, 나익주 역, 『프레임 전쟁(원제목: Thinking Points)』 (서울: 
창비, 200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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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그동안 남북경협의 가치로 평화, 공동번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남북경협의 가치 가운데, 절대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

인가? 논의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화는 

다른 여타의 가치들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될 것이다. 

먼저,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공동번영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동체란 구성원들 간 비적대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주적과의 경

제공동체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 이익과 공동체 형성은 상대

적으로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거리가 멀다.4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

로 생각하더라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 우

리는 이미 약 45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던 한국전쟁을 경험했다. 이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어 왔고, 가장 가깝게는 2017년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평화는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공통된 핵심 가치가 되어 왔다.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우리에게 핵심 가치로 자리잡은 ‘평화’에 무엇을 더 부가하

려고 하는 것인가?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있으나, 평화를 얘기하면 비둘기를 먼저 연상하듯이5 그 의미가 막연하고, 현실적

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요원한데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전쟁, 폭력 혹은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는 길

은 폭력과 분쟁을 지양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폭력이 발생하는가? 아마

르티아 센(Amartya Sen)은 사회문화적 요인(정체성, 전통, 문명 등)과 정치경제

4 그 외 통일을 지향한다는 논리도 제시될 수 있으나 이는 경제공동체 형성의 다음 단계 또는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앞에서 다룬 입장들의 중복이라 논의의 
간소화를 위해 배제했다. 

5 한국인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저장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를 보고 생각나는 단어 3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단
어연합과제를 실시하였다. 국민들은 ‘평화’는 비둘기(21.1%), 통일(17.5%), 자유(8.0%), 행복
(4.9%)과 관련이 높게 나왔고 전쟁(2.7%)과의 관련이 낮게 나왔다.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85. 이처럼 평화가 비둘기라는 상징, 평화통일
이란 구호 등과 연관하여 생각되는 것은 평화의 의미가 스스로 사유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 주입
식 교육의 결과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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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빈곤, 불평등, 박탈)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폭력은 어떤 단일 요인보다 

이들 요인들의 결합으로 발생하며, 특히 표적이 된 대상의 차이를 조장하고 부추긴 

결과로 본다.6 그러면서 그는 “그런 분열적인 사고 경향도 명확한 통찰력과 이해가 

갖춰지면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7 그러나 명확한 통찰력

과 이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분열적 사고는 무엇

에 기인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분열적 사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전쟁과 폭력에 대한 성찰

에서 찾아보려 한다. 2차 세계대전, 특히 아우슈비츠를 가장 근거리에서 경험해야 

했던 유대인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테어도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 1903~1969)는 나치 전체주의가 발생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차이’를 억압하고 ‘동일성’을 추구했던 인간 이성을 지목했

다. 플라톤 이후 서양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순수한 동일성 혹은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출현한 것이 바로 

다양한 개체들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개념’이다.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성은 개체들이 가진 복잡성과 차이는 제거하고 획일화해야만 한다. 이러

한 동일성에 대한 욕망은 유대인과 집시들을 제거하려는 나치즘의 편집증을 낳았

다고 본다. 동일성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성좌(constellation)의 사유를 

제안한다. 두별의 위치는 서로의 차이나 관계에 의해서만 확인된다. 이처럼 성좌의 

사유는 개체들을 동일성에 묶지 않고 차이나 관계로 다루려는 시도이다.8 

한편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1906~1975)는 나치 전체주의의 기원을 인

간의 ‘무사유(無思惟)’에서 찾았다. 그녀는 ‘사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이 아니

라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라 규정했다. 그녀가 강조하는 사유는 ‘타자(他者)

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결정하는 사유’라는 좀더 특수한 함의를 갖고 

있다.9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 1906~1995)는 과거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파

6 자세한 내용은 Amartya Sen, 정미나 역,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원제목: Country of First 
Boys)』 (서울: 21세기북스, 2015), pp. 206~234 (9장: 빈곤 그리고 전쟁과 평화) 참조.

7 아마르티아 센, 앞의 책, p. 234.
8 테어도어 아도르노, 홍승용 역, 『부정변증법』 (서울: 한길사, 1999). 강신주, 『철학 VS 철학』 (파주: 

오월의 봄, 2010), pp. 444~448.
9 한나 아렌트,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서울: 한길사, 2006) p. 391, 나카마사 마사키, 

김경원 역,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하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2009), pp. 33~83 (1장: 
악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강신주, 앞의 책, p.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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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다’는 이전의 철학을 ‘전체성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제2차 세계대

전을 일으킨 전체주의와 연결된다고 통렬히 비난했다. 플라톤 이후부터 사람들은 

사회적인 것의 이상을 융합(하나됨)의 이상에서 찾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를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즉 인식 가능한 

진리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타자를 자신과 얼굴을 맞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과 나란히 서 있는 자로 인식하는 집단성(전체주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10 그리하여 그는 과거 자기 중심적 철학을 뒤집는다. 그는 타자 덕분에 나

라는 존재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 이러한 레

비나스의 타자론은 1980년대 이후 데리다, 들뢰즈 등의 현대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11

결국, 분열적 사고는 타자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동일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극복은 그들 개념과 반대되는 타자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평화란 타자와 차이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성찰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시대정신과 인류 역사의 흐름에 일치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타자’와 

‘차이’는 현대철학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한편 『도덕의 궤적』의 저자인 마이

클 셔머(Michael Shermer)는 인류의 역사는 도덕적 진보, 즉 역지사지(易地思之) 

원리가 확장되는 과정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입장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조건인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도덕의 영향권을 확장하는 주

된 동인으로 보았다. 또한 관점을 바꾸고 도덕권을 확장하는 이러한 능력은 지능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서, 역사를 진전시킨 원동력임

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12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종의 더 많은 구성원들을(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다른 종들도) 도덕적 공동체의 합법적인 일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 이

따금씩 중단되기도 했지만 - 확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류의 양심은 무럭무럭 

10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원제목: Le Temps et L'autre)』 (서울: 문예출
판사, 2014), p. 116.

11 오가와 시토시, 황소연 역, 『곁에 두고 읽는 서양철학사(원제목: History of Philosophy)』 (파주: 
다산초당, 2014), pp. 212~213.

12 Michael Shermer, 김병주 역, 『도덕의 궤적(원제목: The Moral Arc)』 (서울: 바다출판사, 
201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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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고, 이제 우리는 내 가족, 내 친족, 내 지역 공동체만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다. 오히려 우리는 나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사람들까지 배려한다. 우리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강간하고 죽이는 대신 그들과 상품과 생각을, 감정과 유전자를 기꺼

이 교환한다.”13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평화란 타자와 차이를 수용하는 ‘역지사지 원리의 확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화란 ‘역지사지’라는 인식과 이를 실천하는 

‘포용’이 확대되어감을 의미한다.

 

2. 평화의 개념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이러한 평화의 개념 설정이 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관점, 인식 및 실천 등의 측면

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평화에 대한 숙고가 없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지속시킬 따름이다. 자기중심적 사고

는 우리 내면에 ‘초기화(default setting)’ 되어 있어, 은연중에 남북관계를 선악관

계 혹은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을 북한

이 수용하겠는가. 평화를 원한다면, 역지사지 원리의 확장, 즉 역지사지하고 포용

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인식의 측면에서, 역지사지한다는 것은 상대도 우리와 같은 유기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북한도 생존과 번영을 위해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을 인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분석의 틀을 적용해야 

한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등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한이 환경 변화에 대응

하여 어떤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지, 그 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고려

할 때, 향후 북한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셋째, 실천의 측면에서, 포용한다는 것은 일방적인(혹은 시혜적인) 포용을 넘어 

상호적인 포용을 지향한다. 과거 햇볕정책에서의 포용은 일방적인 포용이었다. 그 

결과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의식을 낳기도 했다. 반면 상호적인 포용이란 

결여/문제점(pain point)을 서로 보완·교환하는 한편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

13 도덕적 진보의 증거는 삶의 많은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치(자유민주주의 부상), 경제(재산
권의 확대, 교역의 자유), 권리(생존권, 자유권, 재산권, 결혼할 권리, 투표권 등), 번영(빈곤의 
감소), 건강과 장수, 전쟁의 피해 감소(과거 어느 때보다 폭력적 충돌로 인한 사망률 감소), 노예
제도 폐지, 살인 감소(중세에 10만 명당 100명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10만명 당 1명으로 축소), 
강간과 성폭행 감소, 사법평등, 예의 등. Michael Shermer, 앞의 책, pp. 15~16. 



58

으로 발현된다. 그 비전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강국’(경

제공동체)이 되는 길이다. 향후 비핵화를 전제로 우리가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길

은 군사강국이 아니라 경제강국이기 때문이다.14 이는 분단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평화의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의 경제발전 정책을 전망해 보고, 과제

와 문제점 등에서 남북한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경협을 통해 

상호이익 또는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남북한 공히 이러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살펴보고자 하는 이슈는 남북한이 서로 이익을 추구할만한 여지

가 있는 것인지, 그를 통해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남북한 경제발전전략을 전망해 보고 실로 협력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Ⅲ. 북한의 경제정책 및 향후 전망

1. 최근의 경제 정책

가. 전략노선의 전환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2013년 3월 전원회의 채택)’을 ‘경제노선(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

로 전환하였다. 북한의 역사상 전략노선에 군을 빼고 경제만 내세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일성 시대에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제기된 이후,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

제노선,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등 최근까지 경제와 군이 동시에 언

급되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은 핵 개발이 크게 진척된 데 

따른 자신감과 함께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외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런 조짐은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 15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및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

장은 3월 초 평양을 방북한 대북 특사단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비핵화 의

14 처칠은 “약자의 유화는 무익하고 치명적이지만 강자의 유화는 품위가 있는 평화의 길”이라고 말
했다. 김연철, 『협상의 전략』, Humanist, 2016, p. 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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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처음으로 드러냈고, 이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화를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19년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의 민수 전환 - 군수공업 부문

에서 농기계와 건설기계, 인민소비품 등을 생산 - 을 시사15하는 한편, 이후 새로운 

전략노선이 그리는 미래도 과거 ‘쌀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풍요’임

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 고도화로 안보 문제를 해결했으니 앞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

하는 단계로 넘어가되, 그 것의 비전은 ‘세계적 수준의 풍요’라는 것이다.

  

나. 경제개혁 지속 추진 및 제도화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혁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제도화

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반개혁적 조치 없이 분권화와 시장기능을 수용하는 개혁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제도화가 크게 진척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

후 개혁 개방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이 전체 법률 제정 및 개정의 50%를 차지하였

다. 주된 입법 방향은 (1) 기업소 및 지방에 대한 자율권 강화 (2) 시장제도의 일부 

반영 (3)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정비로 요약할 수 있다.16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은 제도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경제활

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경제학자 노스(D. North)에 따르면, 제도의 중심적 

역할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안정적인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감소는 위험 프리미엄을 줄임으로써 정보획득에 따른 비

용 등을 포함한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높인다.17 

예를 들어 자금순환을 보면18,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기업 자금 조달에 

있어 은행대부 외에 주민들의 유휴자금을 동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즉 

15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
아안고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
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16 임성택, “남북경협 관련 법제와 이슈” (한반도 평화 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 발표문, 
2018.8.28.).

17 D. North, 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원제목: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

18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자율권 강화 등 실물 부문의 개혁에 대해 소개해 왔
고, 대북제재의 주된 목표가 자금줄을 죄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금융부문의 개혁
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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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이었으나 부분적으로 묵인했던 사금융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 결과 민간자본의 합법적인 투자 확대 및 경영 참여가 가능해졌고, 이는 최근 공

장가동률 증가, 아파트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낳을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북한원화 및 금융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카드사용의 확대, 이원적 금융시

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금융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기관, 기업소 등의 공식 

거래는 북한 원화 기반의 카드결제를 의무화했고 주민들의 국가상점 이용에 있어

서도 카드 결제를 확대했다. 카드는 은행계좌를 근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의 기능 정상화에 기여하게 된다. 카드 사용은 자연스럽게 은행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19

이처럼 사금융을 양성화하여 자금 수요를 충당하면서도 금융기관을 정상화함으

로써 사금융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국 화폐의 원활한 순환과 

함께 제재의 충격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금융을 

공식 금융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원조달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생산단가 인하 

및 인플레이션 억제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20 

기업소 및 협동농장 개혁과 금융개혁 등을 통해 생산 단위와 금융기관이 자신의 

기능을 회복해 가고 있다. 즉 경공업 중심으로 공장가동률이 높아지고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에 보게 될 산업정책의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다. 산업정책 전환

김정은 시대 산업정책의 변화는 크게 ①경공업·농업 우선주의로 전환, ②대북제

재에 대응한 국산화, ③IT기반의 현대화·정보화로 요약해볼 수 있다.21

첫째, 주민들의 요구는 의식주 문제의 빠른 해결이다. 이를 반영한 것이 “인민들

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라는 2012년 김정은의 선언이며22, 이를 위

해 그는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농업, 건설 등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들은 심각한 

19 대도시 중심으로 구축된 ICT 인프라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카드 사용이 보다 일반화될 것
이라 전망된다.

2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최근 북한의 금융 현황 및 금융조치에 대한 평가: 인플레이
션·달러라이제이션·사금융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2호(2015),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pp. 224~262 참조.

2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및 ICT 기반의 남북경협” (북한연구학회 동계
학술회의 발표문 2018.12.14.) 참조.

22 김정은의 김일성 100주년 기념식(2012.4.15.)에서의 발언. 그해 6월 6·28조치를 시작으로 이
후 여러 부문에서 개혁조치들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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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제약의 상황에서 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기도 했다.

둘째, 북한에서 국산화가 강조되는 시점은 2013년으로, 핵 개발 강화에 따른 대

북제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었다. 우선, 2013년부터 경공업 국산화

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4년부터 자재 및 설비 생산의 국산화를, 2017년부

터는 금속, 화학 및 운송수단 등의 국산화를 추진했다.23 

셋째, 김정은 시대 들어, 강조·독려하고 있는 것은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 및 통합생산관리체계이다.24 이러한 기술 기반은 군사기

술의 민간경제로의 적용 및 교육을 통한 IT 인재 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부터 북한은 ICBM 등 초정 을 요구하는 무기개발 과정에서 고도화된 

CNC기술을 민간경제에 적용 확산하는 시도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교육혁명’과 과학자 우대 등을 통해 IT산업 육성을 위한 개혁에 나서고 있

다.25 북한 나름의 혁신을 추진해 온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혁신이 기술혁신뿐 

아니라 “계속 혁신”, “혁신창조”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제기되는 일종의 슬로건

이 되고 있다.26

이러한 산업정책의 성과는 수출입 품목 변화에서 확인되고 있다.27 우선, 산업별 

중국 수출입을 보면, 중공업 품목들과 달리 경공업, 농업 및 건설 관련 품목의 수출

입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공업 및 농업 생산물 중 일부는 내수를 넘어 해외시장 

판촉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 및 포장 공정 등의 설비, 원료 및 자재, 농기계 

및 수송기계의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식료품, 신발, 화장품 공장 등 여러 공장들에서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는 매년 개선되고 있고, LED TV, PC 등 일부 가전제품들의 수출도 

모색하고 있다. TV를 예로 들면, 2018년에는 디지털 TV(수자식 TV)를 기본으로, 

75인치 LED TV뿐 아니라 곡면 TV 등의 해외 판촉에 나서고 있다.28 

23 자세한 내용은 이유진, “최근 북한의 국산화 현황과 전망,” 『KDB 북한개발』, 통권13호 (2017). 
24 CNC는 컴퓨터를 이용해 정 하게 수치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군수용 공작기계뿐 아니라 민수

용에도 적용된다. 한편 통합생산관리체계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산공정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
템으로서 자동화의 기반이 된다. 

25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실용성 중시의 학제 및 교과서 개편, IT기술 교육 및 영재 교육 강화, 
해외학술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의 교육혁명을 추진해 왔다.

26 “새 기술혁신방안들을 도입”(노동신문, 2019.6.10.)해야 한다는 기술혁신 관련한 혁신 언급뿐 
아니라, “자력갱생이야말로 혁신창조의 원천”(노동신문, 2019.6.14.), “사회주의의 전구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노동신문, 2019.6.17.) 등 일반 영역에서 혁신은 슬로건화되고 있다.

27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앞의 글 참조.
28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 부품들은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무역 단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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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 정책 전환의 배경과 성과 및 한계

(1) 정책 전환의 배경

최근 북한 정책 전환의 배경은 리더십의 특성과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은 언론 등에서 집중 조명하고 있어, 여기서는 구조

적 요인에 집중하려 한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제도/정책 변화는 자생적 시장화를 사후 추인하는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에, 시장화가 정책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이다. 이동통신이 재

개된 2008년부터 10년 동안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급증하여 2017년에는 북한 인

구의 1/5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는 세계화를 촉진한다. 입소문이 아니라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이

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역으로 빠르게 유입·확산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이를 통제하겠지만, 보안과 해킹의 관계가 시사하듯, 이를 회피할 수

단들은 많다.

이때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주된 방식이 ‘비교’이다.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

(D. Ariely)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통해 인식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했

다.29 비교의 결과 외부 세계와의 경제적 수준 차가 크면,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 즉 “그들만큼 잘 살고 싶다”는 욕구와 기대가 형성된다. 이 

경우 집단저항, 그것이 어려우면 탈출 아니면 성장의 강력한 욕구와 기대로 나타나

고, 이는 미래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가 세계화를 촉진하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변신을 모

색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시스템을 고수해서는 생존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30 과거 고립되었을 때는 변화가 더디고 변신의 압력이 작지만, 정보 개방 

29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적 판단 기준에 의해 뭔가를 선택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 안에는 물건 고
유의 가치를 알려줄 계측기가 없다.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더 좋다는 
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따라 가치를 매긴다.” Dan Ariely, 장석훈 역, 『상식 밖의 경제학(원제목: 
Predictably Irrational)』 (서울: 청림출판, 2018), p. 28; “우리는 상대성이 인간 정신이 수행
하는 기본적인 계산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요컨대 상대성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 행복 역시 흔히 그가 느껴 마땅한 행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결과다 ... 사실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경향은 
너무도 두드러져서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예수의 10계명을 늘 명심하고 되뇌어야 할 
정도이다.” Dan Ariely & Jeff Kreisler, 이경식 역, 『부의 감각(원제목: Dollar and Sense: 
How We Misthink Money and How to Spend Smarter)』 (서울: 청림출판, 2018),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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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 의식과 생활양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신

의 압력이 크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떠한 업적이나 장기간의 승계과정이 

없어, 단기간의 성과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 성과와 한계

우선, 실물 및 금융 부문의 개혁, 그리고 국산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

을 강화했다. 특히 경공업, 건설 등 주민 경제와 직결되는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북정보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경공업 제품이 북한 시장에서 50% 정도

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대 중국 무역이 큰 폭으로 줄었음(2018

년 전년 동기 대비 대중국 수출 90%, 수입 30% 감소31)에도 물가폭등이나 매점매

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대평가되었음을 지적하는 것

이다.32 지금까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① 대북제재로 대중국 무역이 

크게 줄었다. ② 북한은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다. ③ 따라서 대북제재의 충격은 

매우 크다는 3단 논법에 입각해 있다.33 그러나 충격의 효과는 충격과 그에 대한 

대비의 합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충격에 대한 대비가 충실하다면, 그 

충격의 효과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한 대비도 적극 추진해 왔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 기간산업은 정체

30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 고립과 궁핍 그리고 불안을 유발할 것이고, 사회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주민통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척되는 상황에서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방식의 통제로 정권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특히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2016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대중국 수출은 2016년 26.3억 달러, 2017년 16.5억 달러, 2018년 2.1억 달러로 
큰 폭으로 줄었고, 대중국 수입은 2016년 31억 달러, 2017년 33억 달러, 2018년 21.8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에 따라 무역적자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물가는 2013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한해 물가가 소폭 상승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32 일례로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의 시장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0%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33 제재유효론의 근거로 제시된 대북제재 실효성지수는 무역, 외화수입(무역수지), 시장물가(쌀값
과 시장환율)를 종합한 지수이다. 하지만, 대북제재 실효성 지수는 주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말
해줄 뿐, 이 지수가 80을 넘으면 북한제재가 타격을 입을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객관적 판단이 아니다. 『경향신문』,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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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력, 철도/도로 등 인프라와 화학, 철강 등 중공업 부문은 

과거 낙후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간산업의 정체로 전반

적인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산업 간 비대칭적인 발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간 비대칭 발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평양은 현저하게 발전했으나, 

나머지 지역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비대칭은 해당 지역 주민들간의 불평등의 심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자본과 기술의 제약에 대북제재가 추가되면서, 일부 산업을 선

택하여 자원배분을 집중한 결과이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는 

인프라 및 기간산업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과 기술제약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혀 있는 반면, 정보화/세계화로 인해 

주민들의 욕구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비대칭발전전략으로 인해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북한주민의 탈북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며, 체제불

안의 잠재적 요인이다.

 

2. 개방 이후 경제정책 방향

개방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외자와 선진기술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결국 개방은 경제성장의 수단들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비핵

화의 이유이기도 한다. 그러기에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가 맞교환될 수 있는 것이

다.34 

한편 개방 이후 북한은 단번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풍요’를 언급한 바도 있고, 핵 포기에 따른 정당성 확보 및 

흡수통일 억제를 위해 고속성장을 통한 체제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해 개방 이후 북한은 외자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및 농공 동시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정책 추진을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34 우선, 대북제재 해제로 대규모 외자가 유입될 수 있다. 공적자금으로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ODA,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차관 혹은 무상원조, 남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등이 
있다. 한편 민간자금인 FDI는 사업자간 컨소시움 구성 및 채권 발행, PF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비핵화로 예상되는 북한의 개방 시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
벌 트렌드가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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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공업 부문의 빠른 성장을 통해 경공업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

고 있다. 둘째, 개방 이후에는 글로벌 비교우위에 의한 산업재편이 불가피한데, 초

기에는 노동집약적 부문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중화학공업

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공급과잉 상태라 중복투자의 리스크가 크고, 자본집약적인 

영역이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속성장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공업 부문을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단, 과거 개도국들과 달리, 북한은 경공업 제품 중에서도 IT제품 중심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 노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추진되

면서, 글로벌 교역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교역규모는 계속 증가하

고 있으나, GDP 대비 총교역규모(상품·서비스·금융)는 줄어드는 데 반해, 데이터

(스마트폰 앱, 온라인 게임, 드라마 다운로드, 3D 프린터용 샘플 설계도 등) 거래량

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35 이는 과거 단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으로는 

고속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자체적으로 4차 산

업혁명 기술들을 확보해 왔고, 2013년부터 국제 SW경진대회에서 매년 우승해오

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IT 인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6 

다음으로 농업·공업 동시발전 정책을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중

국이나 베트남의 개방 초기보다 도시화율이 높고, 개방 후에도 중국처럼 한동안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은 기존의 경공업·농업 우선 기조를 유지하여, 농업현대화로 발생하는 유휴노동력

을 해당 지역의 도시 공업화를 통해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지방공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및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체제불안을 완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외자금 도입을 위한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개

혁을 가속화활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혁신은 북한에서 기술

혁신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의 슬로건이 되고 있다.

35 교역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교역규모(상품·서비스·금융)는 줄어드는 데 반해, 
데이터(스마트폰 앱, 온라인 게임, 드라마 다운로드, 3D 프린터용 샘플 설계도 등) 거래량은 가파르
게 증가하고 있다. MGI, 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GDP 대비 상품·서비스·금융 부
문의 교역은 2007년에 비해 14% 감소했다. 반면 2014년 데이터 거래량은 2005년 대비 45배 
증가했으며. 2014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를 능가했다. 

36 이영훈,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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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핵화(개방)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방향 

Ⅳ. 남한의 경제정책 및 향후 전망

1. 최근의 경제정책

가. 정책 전환

지금까지 나타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37 이는 대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소

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서,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하

는 케인즈적 사고에 기반한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과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대규모 토목공사,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의 유효수요 

창출 정책과는 크게 다르다.38

나. 평가

(1) 정책 전환의 배경

정책 전환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노동소득/국민소

득)은 1996년 66.1%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2016년 56.2%까지 9.9%포인트 하

37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을 경제정책의 4대 원칙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17.7.25.

38 이들 과거의 정책들은 과잉 투자의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왔고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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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해 OECD 20개국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39 한편 파리경제대학 DB(2014년 기

준)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 소득 점유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미국(19.3%), 

영국(12.9%) 다음으로 세 번째(12.2%), 상위 10% 소득 점유율은 미국(48.2%) 다

음으로 두 번째(44.9%)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이다. 

  

<그림 2>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1990년 기준)

 
<그림 3> 한국의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2012년)

39 같은 기간 독일은 5.4%포인트, 프랑스는 0.7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영국에서는 57.8%에서 
62.3%로 5.5%포인트 상승했다. OECD 20개국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
본(53.8%, 2015년 기준)이었다. 이어 그리스(55.3%, 2015년 기준), 한국(56.2%, 2016년), 이
탈리아(56.8%, 2016년) 순서로 나타났다. 주상영,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월간 노동리뷰,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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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소득불평

등이 건강과 교육투자를 저해하고, 투자기회를 제한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을 야기

하며 사회적 합의를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40 한편 저성장과 소득불평등 심화의 부작용은 2010년대 들어 등장한 수저계급

론(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헬조선 등의 유행어가 이를 대변하고 있고, 젊은이들

이 미래 전망에서 잘 드러난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18~33세)

들이 50세 이상 노년층보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41 

(2) 기대와 우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

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할 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 문제 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구조와 정보기술 관련 부분만을 보면, 우선,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

는 저출산 고령화로 소비 위축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23년부터는 인구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그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도 문제이나,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이 소비 또

한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42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계 지능으로 조직 전체를 뒤덮어 인간 근로자를 

대체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 승자독식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

해 로봇의 인간 대체와 승자독식에 따른 실업 - 소득불평등 - 소비위축 – 저성장의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보장제’ 

40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실증적으로 규명
되어야 할 문제이나, 최근 연구결과들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
조하는 경향이 있다. Ostry et al.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
cussion Note 14-02, 2014, 한국개발연구원(연구책임: 황수경),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2017), pp. 4~5.

41 퓨 리서치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 레니얼 세대(18∼33세·21세기 들어 성인이 된 
세대)’가 유독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퓨 리서치는 이 연령대의 한국인 응답자 중 43%
만이 ‘현재의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미래에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연령대에서 ‘그렇다’의 비율이 50세 이상 계층(61%)
보다 적게 나온 나라는 조사대상 44개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며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것이 특
징인 미국, 유럽의 젊은이와 달리 한국의 레니얼 세대는 낙관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HUFFPOST Korea, 2015.2.26., <https://www.huffingtonpost.kr>. (검색일: 2019.5.1.).

42 이현승·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 등을 참조.



>>> 69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43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 구조개혁을 전제하

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은 경기부양 정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추세적 하락이 수요보다는 생산 측면의 제약요인

들을 반영한다44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지금의 성장위기를 해소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김세직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잠재)성장률이 보수 혹은 진보정권과 무관하게  ‘5년마다 1%p’ 

씩 규칙적으로 하락하여, 김영삼 정부 시절 6% 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2%대로 

추락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장기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되고 있다.45

<그림 4> 한국의 장기성장률 하락 추이

                  자료: 김세직(2016)

 

43 기술진보로 인해 소득과 소비 양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 절감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실업 - 불평등 심화 - 저성장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보장
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Martin Ford, 이장희 역, 『로봇의 부상(원제목: Rise of Robots: 
Technology and the Threat of a Jobless Future)』 (서울: 세종서적, 2015).

44 미국처럼 장기성장률이 안정적인 나라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
하여 총수요 확장정책을 쓰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년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은 경기변동보다는 장기적 추세 하락을 반영한다. 성장률의 장기하락 추세는 수요측
면이 아니라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을 반영한다. 김세직, “한국경제: 성장위기와 구조개혁,” 『경제
논집』, 제55권 제1호 (2016), pp. 6~11. 

45 김세직,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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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시경제 환경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임금인상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46 2015년 민간소비가 GDP의 49.5%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소비 확대로 잠재성장률을 1%p 상승시키려면 소비증가율이 지속적으로 

2%p 상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목 임금소득이 연 9.3% 상승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소비 활동이 가장 활발한 45~49세 사이의 인구가 2018년을 기

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저소득자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

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임금

은 가계소득이고 소비의 원천인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임금 

인상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47 

요컨대, 약화된 낙수효과와 심화된 양극화에 대응하여 추진한 현 정부의 소득주

도성장 정책은 여러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 성과

밖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국의 성장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공급 

측면에서의 근본적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2. 미래의 경제정책 방향

성장위기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경제정책은 과

거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고려하되 분배를 좀더 중시하는 정책이 주를 이

룰 것이다.48 그럼에도 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이 모든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되기 때

문이다. 성장이 멈추면 삶의 질 향상, 분배 문제 개선 등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성장

이 멈추면 주변의 경제/군사 대국들의 하청국 또는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경제성장은 우리의 핵심 과제

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혁신(과 구조개혁)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현 상황을 패러다임 위기로 진단하고 발전전략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

46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 (서울: 바다출판사, 2017), pp. 30~31.
47 한국의 평균임금 수준은 2014년 기준 4.7만 달러로 OECD 평균(4.1만 달러)보다 높고 독일

(5.8만 달러)이나 미국(5,0만 달러)보다는 낮지만 일본(4.7만 달러)과 유사하고 프랑스(4.2만 달
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한국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으로 노동력 측면의 
경쟁력은 미국의 60%, 독일의 80% 수준이라 평가하고 있다. 변양균, 앞의 책, pp. 73~74.

48 대표적인 사례는 포용적 성장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종학 외, 『포용적 성장전략과 재정의 
역할: 한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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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9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창조적 혁신인데, 변양균은 케인즈와 대비되는 슘페터

식 성장정책의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슘페터식 경제정책은 기업가가 부단히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기업가(entrepreneur)들이 혁신, 즉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미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의료 개혁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을 위한 노력은 각종 기득권 저항에 직면한다. 따라서 슘페터식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가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와 회복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50 이를 위해 신뢰, 배려 및 참여 등 사회성

원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 상호작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이 절실하다.51 이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사회문화 역

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슘페터적 성장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저소

득층의 소득 증대는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심화 등을 고려할 때, 포기할 수 없는 정

책 기조이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인위적인 임금 상승보다 저비용 사회로 

우리 사회를 구조개혁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52 즉,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비용 등을 줄여 근로자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

49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 상황을 글로벌 저성장, 글로벌 초경쟁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위기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과거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발전전략을 ‘창조적 리더
(Creative Leader)’ 발전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재용 외, 『퍼펙트 체인지』
(서울: 자의 누리, 2017).

50 최근에 희망을 보이는 사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정부가 주거, 교통, 의료 등의 복리후생
을 지원하는 대신 임금을 기존 생산직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
업의 비용경쟁력을 개선하는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 시작되었다. 요약하면 정부가 주거, 교통, 의료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함으로써, 임금을 기존 생산직의 절반 이하 수준(44시간 기준 초봉 3500만원)으로 줄임으
로써, 직접 고용 1000여명, 간접 고용 약 1만 2000여명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51 한국의 경우,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사회자본에 대한 신뢰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최
근의 사법개혁은 정부 차원의 사회자본 확충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사회자본지수
는 OECD 32개국들 중 29위로 매우 낮다.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5.

52 변양균, 앞의 책,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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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업가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실업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그런데 기업의 혁신, 저비용사회로의 구조개혁, 사회적 합의 등의 노력만으로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이들과 동시에 추진하게 

될 정책이 경제영역의 확대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북방·신남방정책인데, 앞으

로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경협의 의미를 재검

토해보자.

 

Ⅴ.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 평화와 혁신 기반의 플랫폼 

1.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

남북한 경제정책 전망을 종합해 보면, 경제성장, 혁신 등 남북한의 과제(혹은 

needs)가 일치하고 있어 남북경협의 여지는 크다고 판단된다. 향후 남북한 최대의 

경제과제는 경제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은 성장위기에 직면해 있고, 북한

은 단번도약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모두 ‘혁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한의 경우 신북방·신남방 등 경제영역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개도국의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겠지만, ‘세계수준의 풍

요’를 목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향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남북한은 각자 부족한 요소를 서로 교환하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53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교환이 향후에도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통해 남북한은 주변 4강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강국’(경제공동체)을 만드

는 것을 비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분단 극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평화의 길이기도 하다. 한편 남북경협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은 사회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갈등은 심각한 수준인데,54 성장의 정체는 사회갈등을 격화시

53 비핵화 이후에는 북한이 지원의 대상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할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4 한국의 사회통합 지수는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로 매우 낮고, 과거 20년간 거의 변화없이 
최하위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1995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5년마다 사회통합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5차례 모두 지수 값이 0.2이하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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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가능성이 크며, 마티아르 센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는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경협은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서 ‘혁신’에 어떤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남북경협은 경제강국 형성 혹은 경제영역 확대에 어떤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는가? 

2. 혁신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

가. 슘페터의 혁신의 의미

향후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혁신이라면, 혁신의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는 가설이 성립하려

면, 경협에 혁신의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혁신을 통해서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가 혁신적 투자와 연결되어 경제발전의 근본적 동인

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혁신을 연구의 핵심 이슈로 제기했던 슘페

터의 정의를 참고하기로 한다. 그는 5가지 혁신의 유형을 제시했다. ① 새로운 재

화, ②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③ 새로운 시장의 개척, ④ 원료나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⑤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독점의 파괴. 이제 남북경협에 이러한 

혁신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나. 남북경협과 ‘혁신’

(1) 새로운 시장 개척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은 인구증가 둔화 및 4차 산업혁명 진전 등에 따른 수요제

약에 기인한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또한 수요제약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비핵화 

후의 북한은 수요제약을 해결해 줄 새로운 시장이다. 북한이 구매력이 부족한데 

무슨 시장이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물론 소비의 측면에서는 아직 구매력

이 부족하다. 하지만, 투자와 수출(북한 특구에서 생산한 제품의 해외수출)의 측면

기록했다. 이에 대해 ‘성장 위주 발전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희소해진 자원 분배 방식을 둘
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정해식 외,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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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북한 개방 후 인프라 및 특구 건설이 본격화

되면, 투자와 수출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생산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대북사업은 ‘투자’의 개념의 사업이다. (북한 붕괴로) 남북이 통합된 이

후 남한의 부담으로 추진되는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 Win-win의 거래로 

추진된다. 대북제재 해제 이후, 북한 개발에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이 투입되고, 

투자의 대가로 BOT(Build Operate Transfer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 또는 광산 

개발권 등 각종 사업권들이 거래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은 2013년 외자 유치를 

위해 특구 관련 법의 개발규정 “특별허가경영”에 BOT 방식을 제시했고, 이후 인프

라 및 특구 건설 사업 계약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55

한편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연결되면, 섬이었던 남한이 본격 개방되면서 한반도

는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land bridge)가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3성, 연해주, 일본 및 산동성의 인구를 합하면 5억이 넘는다. 한반도는 

5억 이상의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2)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북한의 Needs를 고려할 때, 특구는 노동집약형에서 시작하겠지만, 점차 기술집

약형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이 

될 북한의 노동력과 기술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북한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

들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예상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임금수

준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이론 때문에, 낮은 북한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노동생산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임금격차는 

개인의 능력보다 주로 역사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시스템에 기인한다.56 따라서 북

55 최근 북한은 외자유치 관련 법제들을 정비하면서, 2013년 개발규정을 새로 제정하면서, 개발규
정의 특별허가경영의 한 요소로 BOT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후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
업」 계약(2014),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2015),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내 풍력발전사업」(2016) 등에 적용하고 있다.

56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부의 이민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노동이동이 자유롭다면 잘 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
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잘사는 나라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다양한 제도, 시스템 덕분일 확률이 높다. 장하준, 김희정·안세민 역,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원제목: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서울: 부·키, 2010),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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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할 때, 남한의 자본장비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생산방법은 신규투자를 유발하면서 경제발전의 근본적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한편 북한의 경제특구는 기득권의 저항으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4차 산업혁

명 기술의 Testbed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남한은 4차 산업혁명 추진 관련해서 

“기술이 번 돈을 제도가 까먹는 구조”이며,57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

서 중국에 뒤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의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58 한편 북한

은 기득권 저항이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실험장을 제공하고 협력함으

로써 자체 기술역량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문제 해결은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핵심 부문인데, 

전력 확충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분산형 발전’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술수준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기술 개발을 위한 Testbed가 필요하다. 그 외에 원격진료, 

공유경제 도입 등 기득권 저항으로 기술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남북

경협은 혁신의 창구가 될 수 있고, 신규 투자를 유발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나머지, 혁신의 유형들도 독자적으로 혹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면 관련 분야의 남북경협은 새로운 원료 공급원을 확보하는 혁신이 

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을 적용하면, 새로운 제

품 생산, 원료나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남북경협이 확대

되면, 북한의 국유기업 독점적 지위 해체 및 경쟁 시스템 강화 등의 혁신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기득

권의 저항이 없고, 정부의 의지에 따라 토지, 노동, 자본(금융) 등의 자원배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더욱이 체제 이행기에는 정부의 의지가 보다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변화를 이룰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의 단번

도약의 의지를 고려하면, 남북경협은 시장, 생산방법, 원료와 반제품 공급원, 제품 

등에서 새로운 결합, 즉 혁신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57 이민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서울: 창조경제연구원, 2016), p. 118.
58 이민화, 앞의 책, p. 121.



76

3. 플랫폼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

경제영토를 확대한다는 것은 개방을 대폭 확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기도 하지만 세계 수준의 인재와 자본 및 기술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인구, 자원 등의 측면에서 소국인 한국이 주변 4강들과 동등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면, 17세기 네덜란드, 20세기의 싱가포르처럼 과감한 

개방과 포용을 통해 지역의 중심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플랫폼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플랫폼이 구축되

려면 여타 국가나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심력59이 있어야 하며 이를 축으로 

여타 국가나 기업들을 연계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참여자들

이 확대되면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치가 증대되는 네트웍 효과(Network Effect)

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 사례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구심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까? 현재로서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유리한 요소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북경협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남북경협은 우리만 갖고 있는 유리한 요

소일 수 있다. 북한을 파트너로 하는 남북경협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대륙과 해양

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비핵화 후 남북경협은 혁신의 계기

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근본 동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혁신을 통해서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가 세계 수준의 인재, 자본 및 기술의 유입을 촉

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을 통한 정치·군사 등으로의 평화 확산은 주변국

들의 참여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관료들의 청렴

과 효율성, 엄정한 법치, 인종과 국적 차별 폐지 등을 통해 신뢰와 배려의 ‘사회자본’

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이익을 누릴 수 있

는 포용의 접근이 필요하다. 협상력을 높여 상대방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갑-을 관계

59 Killer Contents, Killer Service 혹은 Killer App으로 표현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용어로 구
심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Killer Contents는 수많은 앱들을 연결하는 안드로이드나 iOS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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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는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을 파트너로 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그들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60 

Ⅵ. 맺음말

본 연구는 남북경협 이슈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및 생산적 토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공유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가치에서 출발하

여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하려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경협의 가치 중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평화를 도출하고,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원리의 확장”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를 간단하게나마 철학을 빌어 정리하는 이유

는 관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이념갈등이 심한 남북문제의 경우, 정부 혼자 해결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 각자가 적극적인 변신을 꾀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러한 경우에는 하양 조정식(top-down Approach)보다 상향 조정식(bottom- 

up approach)으로 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당면 과제가 비슷하므로 경협의 여지는 크다고 판단된다. 남북한 

모두 최대의 경제과제는 경제성장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양자 모두 신성장동력

이 필요하며 남북한 공히 ‘혁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슘페터적 관점

에서 보면,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등 ‘혁신’

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등 혁신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대규모 외자 도입을 위해 개혁과 개방의 폭을 확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경협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남북경협이 향후 남북한 사회

의 갈등 해소 및 평화 구축을 실현할 주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60 참여 기업 혹은 국가들과의 협력구조, 즉 상호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점은 과거 전통적인 마이클 포터의 전략과 국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포터의 경쟁전
략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포터의 세계에서는 
힘을 키우려면 타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갑-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플랫
폼전략에서는 참여 기업 혹은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그들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송재용 외, 앞의 책,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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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플랫폼 국가 형성을 통한 경제강국 부상 및 평화 구축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이자, 이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이들 비전을 실현하려면, 혁신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지사

지하고 상대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사회자본 확충이 가능하며, 세계 수준의 우수한 인재,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처럼 남북경협은 

평화와 혁신을 토대로 플랫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 제출: 4월 30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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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and Innovation

 
Young-Hoon Lee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 new approach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frame a productive debate on the issue. For 
these purposes, it first deconstructs and revisits the previously presented 
valu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which its 
significance is reconstructed. Second, the study reviews the found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reality, given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designed for the future. Specifically, the 
study predicts what orientations North and South Korea will likely take 
concerning their respective economic policies. It then examines the 
concrete areas of cooperation, and further diagnoses whether such 
cooperation has potential to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both Koreas 
and what will be the grounds for the inference.

Three categories of measures are needed for progress in 
humanitarian cooperation in the future. First, South Korea should develop 
active measures that could attract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a project 
more beneficial to South Korea. Secondly, both South and North Korea are 
mutually beneficial, but in the event of difficulties in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ctively step up and proceed with the project. Finally, it has 
to need efforts to minimize security impacts on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to develop symbol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ey Words: Peace, Innovation, Platfor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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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인도협력사업 평가와 과제*

서  보  혁**

Ⅰ. 들어가는 말 Ⅳ. 인권·인도 분야 평가 및 과제

Ⅱ.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남북 인도협력 Ⅴ. 종합 평가와 정책 제언 

Ⅲ. 교류협력 분야 평가    

국문요약

이 글은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남북 간 인도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토의하고자 한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 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로 인해 남북 간 인도협력사업은 크게 위

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된 평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인도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제재의 영향과 북한

의 미온적인 태도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

으로 인도협력 분야에서의 진전을 위해서는 첫째, 남측

이 더 중시하는 사업에는 북측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둘째, 남북 호혜적인 일

이지만 북측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도 남측의 더욱 적

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며, 셋째, 인도협력문제가 안보 정

세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남북과 북미 간 각각 

상징적인 인도협력사업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판문점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인도협력, 북한

인권, 비핵화

 * 이 논문은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학술회의 “4·27 판문점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pp. 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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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지난 10여 년 간의 남북 대결과 한반도 긴장상태는 북한이 2018년 벽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전환점으로 해 완화되었다. 이어 진행된 일련

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은 관계개선을 넘어 발전으로, 한반도 역시 긴장

완화를 넘어 비핵평화체제를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남북 간 인도협

력 분야에서도 대화와 교류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부가 밝힌 자료를 통해 보더라

도 남북관계 변화는 뚜렷하다. 긴장이 최고조로 오른 2017년과 평창 이후 대화국

면에 들어선 2018년을 대조해보면 남북관계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남북회담 개

최가 0회에서 36회, 남북 왕래인원이 115명에서 7,163명, 이산가족 상봉 인원이 

0명에서 833명이었다. 이런 변화는 남북 정상 간 적대행위 중단 합의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2017년 16건에서 2018년 1건도 발생하지 않은 데 힘입은 것이다. 2018년 

동안 총 36회 남북회담이 정치군사(22건), 경제(5건), 인도협력(9건) 등에 걸쳐 개

최되어 23건의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이 체결되었다.1

남북대화와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다방면에서 나타

났다. 특히, 4·27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은 사회·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그것이 다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대회에 남북의 공동참가를 비롯해 남북 예술

단 상호 방문, 이산가족 상봉행사, 종교·예술·보건 등의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

한 교류협력도 활발해졌다. 그렇지만 2018년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류협력사업이 본격 전개되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적 지원사업에서부터 북한인권 개선 노력 등에 걸쳐 구체

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보완하고 추진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및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남북 간 인도협력사업을 정리 평가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토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도협력은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류협력, 소위 

인도주의적 협력(humanitarian cooperation)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인권 개선과 상호 신뢰증진과 관련한 제반 교류협력 활동을 총칭하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2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인도협력을 위한 남북 간 협의 및 이행을 

1 통일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2019.3).
2 다만,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본 학술지의 다른 특집 논문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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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1년여 동안에 한정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평가하고 향후 과

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의 대북 인도협력정책이 타 부문의 정책과 갖는 관

계와 인도협력정책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 양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이는 인도협

력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의미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에서 말한 인도주의, 인권, 신뢰증진 등 세 

축을 인도협력사업의 분석틀로 삼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판문점 공동선언

과 평양 공동선언 등에서 남북이 합의한 인도협력 관련 사항과 과거 시기부터 

2018년 말까지 인도협력 실태를 제시함으로써(Ⅱ장) 이후 논의의 평가 근거로 삼

을 것이다. 이어 교류협력(Ⅲ장), 인도·인권(Ⅳ장) 분야로 나누어 전개과정을 정리

하고 평가와 과제를 논의할 것이다. 논의를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과 『2019년 통일백서』,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그리고 언론보도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주요 이론

적 배경은 국제 인권여론의 파급효과3와 적대관계에서 상호 이익균형4 등을 꼽을 

수 있다.

 

Ⅱ.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남북 인도협력

1. 남북 인도협력 합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 채택된 판문점 공동선언은 11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이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전개된 남북간 대결과 불신을 

청산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남북 정상의 의지와 그 방안을 내외에 천명

한 의의가 있다. 그중 인도협력 분야의 합의는 비핵평화체제 관련 합의와 함께 공동

선언의 주요 합의사항으로서 이어진 평양 공동선언에서 구체화 되었다. 판문점 공

동선언에 나타난 인도협력은 선언의 제1절에 4개항(3-6항)에 걸쳐 담겨있다. 여

기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

하고 있다.
3 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ed., Power of Human Rights: Inter

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4 Thomas Gomart, “France’s Russia Policy: Balancing Interests and Valu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2 (2007), pp. 147~155; Randall L. Schweller, Unanswered Threats: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 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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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산가족·친척 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여

기에서는 인도협력 관련 합의가 다수 담겼는데, 판문점 공동선언상의 합의를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평양 공동선언의 제2-4절의 9개항에 걸쳐 구체적인 인도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었다.(표 1)

 

<표 1> 평양 공동선언에서 나타난 남북 인도협력 방안

2. 교류와 협력 증대,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 위한 실질 대책 강구

①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

동특구 조성 협의

③ 남북 환경협력, 우선 산림협력 추진

④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강화

3.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

②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우선 해결

4.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적극 추진

① 문화 및 예술 교류 증진, 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진행

②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협력

③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위 인도협력 관련 합의들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대부분 합의된 것들

이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공동번영”, “민족 화합과 단합” 등을 정신으로 

한 인도협력 합의들은 2007년과 2018년 사이 끊어진 남북관계를 잇는 가교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합의에서 새로운 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서해

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 협의이다. 전자는 설치되었지만 이행이 

순탄하지 않고, 후자는 이행이 난망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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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인도협력 합의들은 같은 해 하반기에 많은 이행 

노력이 있었다. 철도·도로 연결 관련 북측 지역 실태조사, 이산가족상봉, 산림·보

건협력, 평양예술단 서울공연을 포함한 문화·예술교류,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

사, 그리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외 사항,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 해결에는 큰 진전이 없다. 

그리고 합의 이행으로 언급한 위 사항들 중에서도 북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철도·

도로 연결, 보건·의료협력사업도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3·1운동 100

주년 공동기념 행사가 무산된 것은 역사해석에서 남북의 차이를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인도협력 관련 합의에 큰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 합의 이행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거기에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가 겹쳐 있다. 

 

2. 남북간 인도협력의 추이와 그 특징

<표 2>는 1971년 이후 남북회담의 경과를 보여주는데 회담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대화의 여부 및 횟수가 

달라졌다. 남한의 대북정책을 기준으로 볼 때, 대북 포용정책을 전개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대화가 많은 반면, 대북 압박정책을 전개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대화가 크게 줄어들었다.5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가장 빈발했

던 2017년 들어서는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었지만 남북대화가 한번도 

없었던 점은 제재국면의 위력과 북한의 남한정부 지켜보기에 따른 현상이다. 2018년 

들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잇달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대화가 다

시 활발해져 36회 대화가 열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도 및 사회문화 관련 대화도 

9회 열렸다.

 

5 김근식·서보혁, “대북 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1, 2차 북핵위기를 사례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2007), pp. 105~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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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북회담 개최 현황표

구분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합계

’71~01 197 6 11 122 34 370

’02 4 9 14 3 2 32

’03 5 6 17 7 1 36

’04 2 5 13 2 1 23

’05 10 3 11 4 6 34

’06 5 4 8 3 3 23

’07 13 11 22 3 6 55

’08 - 2 3 - 1 6

’09 - - 4 2 - 6

’10 - 1 3 4 - 8

’11 - 1 - - - 1

’12 - - - - - -

’13 1 - 22 1 - 24

’14 2 1 3 1 1 8

’15 3 - 1 1 - 5

’16 - - - - - -

’17 - - - - - -

’18 19 4 4 2 7 36

계 261 53 136 155 62 667

출처: 통일부 통계자료.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19. 
4.28.).

 

<표 3>은 남한이 전개한 대북 인도적 지원 내역이다. 본격적인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서 대규모 식량난이 일어난 199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원 여부 및 규모는 

해당 시기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정세에 영향을 받아 부침을 거듭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했지만 1995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식량지원은 미미했다. 위 표를 보면 대북 지원 규모가 

1995년 수준을 넘어선 것은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전개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 인도적 지원은 활발해졌다. 최

대 지원 규모를 나타낸 2007년의 경우는 1995년의 2배를 상회했다. 대북 압박정

책을 전개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가 

허다했다. 여기에는 물론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는 불가피한 

면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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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분

정부차원

민간
차원
(무상)

합계
무상지원

식량
차관

계당국
차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계

’95 1,854 - - 1,854 - 1,854 2 1,856

’96 - - 24 24 - 24 12 37

’97 - - 240 240 - 240 182 422

’98 - - 154 154 - 154 275 429

’99 339 - - 339 - 339 223 562

’00 944 34 - 977 1,057 2,034 386 2,421

’01 684 63 229 976 - 976 782 1,757

’02 832 65 243 1,140 1,510 2,650 578 3,228

’03 811 81 205 1,097 1,510 2,607 766 3,373

’04 949 102 262 1,314 1,359 2,673 1,558 4,231

’05 1,221 120 19 1,360 1,787 3,147 780 3,926

’06 2,000 133 139 2,273 - 2,273 709 2,982

‘07 1,432 216 335 1,983 1,505 3,488 909 4,397

’08 - 241 197 438 - 438 726 1,164

’09 - 77 217 294 - 294 377 671

’10 183 21 - 204 - 204 201 405

’11 - - 65 65 - 65 131 196

’12 - - 23 23 - 23 118 141

’13 - - 133 133 - 133 51 1831)

’14 - - 141 141 - 141 54 195

’15 - 23 1172) 140 - 140 114 254

’16 - 1 1 2 - 2 28 30

’17 - - - - - - 11 11

’18 12 - - 12 - 12 65 77

합계 11,262 1,177 2,744 15,183 8,728 23,911 9,038 32,948

※ 반출기준(정부: 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 민간: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세부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합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북 인도적 지원은 ’95년부터 시작

1) ’13년도 지원액 183억원 : 정부 133억원(132.5억원(UNICEF 67.4억원, WHO 65.1억원)), 민간 51억원
(50.8억원)

2) ’15년 국제기구 지원액 117억원 중 MR백신 지원(33.6억원)은 보건복지부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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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대북 포용정책을 승계하면서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 형성을 대북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6 2017년 5월 10일, 

전쟁위기 속에서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한을 향해 평화 메시지를 발신했

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로 인해 선거 공약과 달리 대북 지원에 나서지 못했다. 그 결과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액은 0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

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 들어서도 남한 정부는 12억원 규모의 지원에 머물렀

고 그것은 민간의 지원보다도 적은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때 밝힌 국제기구를 통한 

8백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지원 결정이 있었지만 결

국 지원에 수 년이 걸린 것이다.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관련 남북협력사업 승인 현황을 보아도 대북 제재의 영향

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18년 사이 경제협력(개성공단 포함)과 사회문화협력 

사업 승인은 2018년의 사회문화협력 관련 사업 승인 6건을 제외하면 0 건이다.<표 4> 

이는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북한의 핵개발 및 대북 제재의 악순환

으로 남북간 인도협력이 타격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4>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구분
’91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경
제

민간경협 16 1 2 6 10 4 6 9 1 19 - - 19 - - - - - 93

개성
공단

승인 - - - 17 26 15 163 53 10 6 1 6 5 3 3 - - - 308

신고 - - - - - - - - 12 11 18 22 10 2 7 - - - 82

사회문화 23 7 13 16 47 26 19 3 - 1 1 - - 1 2 - - 6 165

계 39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28 34 6 12 - - 6 648

   

6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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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류협력 분야 평가

2018년 들어 남북간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논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 자체와 이

를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대내적 기반 확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남북 교류협력사업

가. 전개와 평가

먼저, 2018년 전개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살펴보자.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은 

2017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행위자별로 구분해 교류협력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자.

당국간 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화해 및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2018 아시아경기대회(8.18~9.2, 자카르타·팔렘방), 남북통일농구대회

(7.3~6, 평양),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민관 합동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10.4~6, 평양)도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제재의 영향과 급박한 개최 합의에 따른 북한의 수용능력 부족 등으로 대규모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당국(정부, 국회·정당, 지자체)과 민간(시민단체, 문화·예

술·학계, 일반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아니라 민간 및 지자체가 주도한 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되었다. 북한주민접촉신고 707건 수리, 방북 6,689명, 방남 809명 등 인적 

왕래와 접촉이 확대되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8.10~19, 평양), 민화협 연대모

임(11.3~4, 금강산), 아태 평화번영 국제회의(11.14~17, 고양),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11.15~18, 평양), 금강산 20주년 남북공동행사(11.18~19, 금강산) 등 

민간단체 주도의 교류협력사업이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협

력사업도 있었다.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사업(10.22~12.10)이 재개되었고 「겨레

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었던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다시 활발해졌다. 행위자 면에서 지자체가 부상하고 있고 사업의 범위도 다채로운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북한과 제도적인 합의로 지속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일회성에 머무를 수도 있다. 이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해 재개의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수준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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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말해준다.

 

나. 추진 계획과 과제

정부는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

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체육분야에서 

2020 도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진출,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 당

국 간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축구대회 등 민간차원의 체육교류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역할분담이 더 뚜렷해질 전망이

다. 개성만월대 발굴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재개,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 남북공동 유물복원실 설치, 태봉국 철원성 발굴 협력 등을 추

진함에 있어 해당 민간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관계를 취할 것이

다. 문화예술·청소년·여성 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

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특성, 지자체 역량, 북측 수요 등

을 고려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안내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

로 효율적인 대북협의를 지원할 것이다.

민간·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이다. 정

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실무협의회’ 정례 운영, 분야별 민간 실무협의회

(체육·보건의료·문화유산·청년·종교 등) 수시 운영, 산림·환경·농축산 등 분야별 

‘개발협력 정책포럼’ 정례 개최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 여부에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과 분업이 관건이다. 정부가 밝힌 위 계획은 협치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기존의 관행을 개선할 때 성공할 수 있다. 2018년을 회고할 때 정부가 민간을 규제

하는 대신 동반자로 대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존

중하며 협력관계를 만들어왔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동시에 지자체와 민간단

체가 북한의 수요 파악, 자체 역량 고려,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없이 과시성, 전시

성, 일회성 사업으로 교류협력을 접근하는 자세도 지양할 바이다.7 현 단계에서는 

7 나용우 외,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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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의미 있는 시범

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폭넓은 준비가 우선이다.8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

인 비핵화＞제재 완화＞교류협력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확충

가. 전개와 평가

둘째, 교류협력사업의 기반 확충 측면에서 2018년을 살펴보자. 정부는 교류협

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 교류협력의 제한·금지·해제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정부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18.12.13.). 정부 개정안과 별도로 2018년 12월 말 현

재, 국회의원들의 관련 발의 개정안도 20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 관련 국회의원 발

의안(6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통합 조정안이다. 정부는 특구법 제정시 

동반 개정이 필요한 여타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반영한 경협·교역기업의 보험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이 자기책임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 보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일은 상당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입법화와 같은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활성화 된 교류협력사업

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본격적인 비핵화로 진입하지 못하고 대북 제재국면이 유지

되는 대외정세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

가 미흡한 대내정세가 결합된 결과이다.

 

나. 추진 계획과 과제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기반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은 2018년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통일

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교역·경협 보험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경협 보험제도 개

8 여기에는 남한 내 재정적, 법제도적 준비만이 아니라 남북(·국제기구) 간 협의, 연수, 답사 등 제
재국면 하에서도 가능한 다각적인 준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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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역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실질적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여기

에는 통행·통신·통관 개선, 지식재산권·산업표준·경제통계 분야 협력, 인구조사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사업의 기반 확충사업이 모두 달성되면 교류협력사업은 확

대·발전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여론, 타 국내 이슈들과의 관계, 계획안들 내 우선

순위 설정 등의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국내정치 상황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재원이 동반된 교류협력 기반 확충사업은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정 예산 

규모 산정, 지자체와 해당 이해집단과의 협의 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Ⅳ. 인권·인도 분야 평가 및 과제

1. 인도적 협력사업

가. 전개와 평가

인도적 협력사업은 분단과 전쟁으로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국군포로, 억류

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제반 협력활동과 그 결과를 말한다. 이산가

족은 고령으로 그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다른 인도적 문제의 실태는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다.9

2018년 남북한 정상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하였다. 또 두 정상은 9월 평양 공동선

언을 통해 상설면회소 복구 및 개소,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문제의 

우선 해결에도 합의하였다.

그 결과 3년만에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었다(8.20~26, 금강

산). 이때 남북 총 170가족 833명이 상봉하였는데 개별상봉 시간 증가(2→3시간), 

객실 내 가족식사(도시락), 차량 내 통행검사 실시 등 새로운 상봉문화를 만들어냈

다. 이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어가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채 2019

9 통일부, 『2019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9),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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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들어 화상상봉을 추진하였지만 상반기 내 성사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민간 차원

의 생사확인·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는 향후 본격 교

류에 대비해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

다.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 영상편지 제작(1,500

편), 유전자 검사(11,245건), 기록물 수집(’17~’18년 15,000여 건) 및 전시

(’18.11~’19.2,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고위급회담·적십자회담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

리 억류 국민의 조속한 석방·송환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

다. 물론 아직까지 북측의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전후납북

자법 개정을 통해 신청기간 경과로 피해 위로금 등을 신청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고 있다.

인도적 협력사업의 대표인 이산가족 상봉사업도 북핵-제재국면의 영향에서 자

유롭지 못하다. 안보이슈가 인도협력이슈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사업은 부차시, 무시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북측의 민감한 태도와 낮은 수준의 남

북 간 신뢰로 아직 협의 가능성마저 전망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내적 차원

에서 이들 문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나. 추진 계획과 과제

향후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

다. 이를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복구·개소하여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에 

대비하고 있다. 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협의를 바탕으로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고향방문과 우편물·서신교환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방

안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면적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도 동반할 일이다. 대북 제재국면 하에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이후를 전망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서독이 취했던 프라이카우

프(Freikauf)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프라이카우프는 서독이 동독의 정치

범과 그 가족의 이주를 동독에 자금을 제공하며 전개한 것을 말하는데, 그 규모와 

지속성이 특징이다.10 여기에 동서독을 중개한 민간단체(교회)의 역할과 비공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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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유지 등이 특징인데, 북한의 수용 여부와 함께 이런 특징을 한국이 살릴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대화시 관련 

문제 제기, 생사확인·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 추진시 대상자로 포함 추진, 그리고 

유엔 등 국제기구 협조를 통한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다.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기, 남한은 북한과의 

신뢰구축 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

측으로부터 국군포로와 납치자 문제에 관해 ‘전쟁 시기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으로 명명해 이산가족상봉에 일부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11 이런 식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더 

높은 대북 유인책을 준비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정부가 미국과 유엔 안보리에 포괄적 제재 면제를 추구하는 한편, 북측의 전향

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가. 전개와 평가

본 연구에서 가장 난해한 분야가 북한인권문제이다. 북한인권 상황은 전반적으

로 열악하다고 평가되고 있고 거기에는 분단으로 파생된 특수 인권 분야도 포함되

고, 시장화와 같은 북한사회의 변화가 인권 실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2 따라서 

북한인권문제는 세계 보편가치의 문제이자 남북 특수관계상의 측면이 겹쳐 있고 

그 가운데서 한국의 입장이 간단하지 않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인권정책도 부침을 거듭해왔다.13 북한

10 안지호 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3); 김영권, “독일 프라이카우프 
수혜자 ‘한국은 섬같아, 열린 마음 갖길’,” VOA, 2017.10.26.

11 남한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은 제8차 장관급회담(2002.10.23.)과 제7차 적십자회담(2006.2.23.)
에서 각각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는 … 사업,” “이산가
족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
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수암 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3~25; 통일부, 『2007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7) 참조.

1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
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7) 참조.

13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 실제 정책(개정판)』 (파주: 한울, 2014) 참조.



>>> 95

인권 개선 방안은 크게 압박과 지원으로 묶을 수 있다.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인도적 

지원,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여론 조성, 민간의 북한인권운동 지원, 대화 혹은 지원 

중단 등이 있다.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은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생존권 개선, 행복추구권 등의 측면에서는 인권정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인권정책이 국내에서는 해당 시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증감을 보

여왔는데, 이런 현상이 소위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만들어왔다. 심지어

는 이산가족상봉, 인도적 지원 등 순수 인도주의 및 인권문제로 보이는 것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왔다. 한편,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인권정책의 안정적 

전개, 초당적 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10여년의 논의를 거치면서 2016년 3월 

3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 일부 조항이 실행되지 않고 있고,14 무엇보다도 인권-평화-남북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가 2018년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전개한 일은 먼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추진이다. 여기에는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도 북한인권 증진집행계획’ 수립(10.2) 및 국회 보고

(10.4),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17.1~’18.12월말, 1,880명)

을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인권 증진집행계획이 충분히 실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전개한 또다른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은 국내외 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정부는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및 민간단체 합동 워크숍(12.12) 등을 통한 정책 설명, 의견수렴 등 소통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 북한 장애인 권익 증진 국제세미나(3.26) 개최 등 북한주민

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추진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그

런 활동은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기보다는 그를 향한 방안 모색 및 국내외 협력

관계 형성의 의미에 머물러 있다.

14 정영선,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북아법연구』, 제10권 3호 (2017), 
pp. 183~216; 허준형·김지혜,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1호 (2017), pp, 25~55; 한승호,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인권정책의 
방향과 실천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2호 (2016), pp. 115~128; 서보혁, “북한인권
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인권정책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주최 ‘어떻게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진단과 대안’ 토론회 발표
문(2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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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계획과 과제

향후에도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북한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 지속,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지

속,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남북·민관·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들어서 정부는 북한의 유엔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 및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5월) 등

과 연계해 남북간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남북간 직접 협력 가능성

은 높지 않다. 

대북 제재국면과 남북인권대화에 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유엔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국내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노력 및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인권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서

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여야 입장 차이, 총선 국면으로의 진입, ‘남남갈등’ 등으로 

북한인권 관련 대내적 조건이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에 따라 북인권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숙의민주주의식 공론화와 이슈별 접근 방식의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슈별 접근은 가령,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들에 

대해 각각 수용, 검토, 거부 등으로 반응하는 이슈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접근

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15

 

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

가. 전개와 평가

2018년 인권·인도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양상을 띠었던 것이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 관련 사업들이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일관

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가령,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감

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분야 우선 지원 입장이 그러하다. 남북 당국간 인도협력과 

15 김수경,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9-09,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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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병행 추진 입장도 변함이 없다. 

여기에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간 인도적 교류·협력 강화 합의가 

있었다. 여기에는 보건·산림협력이 대표적이다. 

남북은 보건당국간 협의(11.7, 12.12)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

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과회담(11.7)에서는 전염병 정보교환·대응체계 구축, 전

염병 진단·예방치료 협력 강화, 방역·보건의료 협력사업 등에 합의했고, 실무회의

(12.12)에서는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실시에도 합의했다. 또한 남북은 산림협력분

과회담(7.4, 10.22)을 개최하고 합의에 따라 병해충 현장 공동점검(8.8, 금강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11.29, 개성/ 약제 50톤 제공), 평양 현장 방문

(12.11~13)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건·산림협력도 제재의 영향

으로 초보적인 이행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인도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제재의 영향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도의 

대북 제재가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전개되면서 인도적 지원 활동도 위축되는 ‘의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에 따라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조차 제재가 

인도적 지원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재 면제 절차의 간소화 및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이다.16 한편, 정부는 2018년 인도지원 단체의 접

촉신고 62건을 수리하고, 15개 단체의 28건(결핵약·분유·밀가루 등)의 반출을 승

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허용한다고 했지만 제재의 영향과 

지원사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실제 활성화는 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

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8백만 달러를 지

원하기로 결정했지만 2019년 5월에 이르러서야 집행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 민

간단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를 향한 면제 신청과정

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그와 별도로 북핵문제의 

악화 등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내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나. 추진 계획과 과제

북한주민의 민생개선을 위한 정부의 2019년 계획은 당국간 실질적 성과 창출을 

16 “유엔, 대북 제재 부작용도 언급… ‘인도지원엔 유연한 기준 적용해야,” KBS뉴스, 2019.3.17.,
(검색일: 2019.3.30.).



98

중심으로 해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다고 밝히고 있

는데, 보건의료 분과회담(’18.11월)에서 합의한 협력 방향을 토대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염병 정보교

환의 체계화·정례화, 감염병에 대한 협력 확대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및 민관 협력 강화 방침을 세웠는데, 앞에서 지적한 

유엔제재 면제 절차 지원 등 민간의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구하는 한편, 

대북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정부는 

산림·농축산·환경 등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해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산림협력과 관련해서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상시 시행, 

양묘장 현대화 협력, 산사태·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

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북한주민의 민생개선 사업계획은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의 측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수요와 남북협력의 경험, 그리고 

남한의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보건, 산림, 농업,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맞아떨어진다.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제

도적인 협력, 정부 내 추진체계 확립, 그리고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비핵화 및 제재국면과 직결되

므로 미국, 유엔 안보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행 건별(case by case) 제재 면제

를 확대하는 방안과 북측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동시에 전개할 과제를 안고 있다.

 

Ⅴ. 종합 평가와 정책 제언

남북간 인도협력문제는 크게 볼 때 분단극복을 위한 화해 노력의 성격이 크고 

거기에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하는 인권·민생 개선 문제가 더해져있다. 그러므로 

남한의 대북 인도협력정책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필수적인 정책 추진

원칙의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현실은 인도협력 분야에서도 녹록하지 

않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 조치에 따른 국

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무관하게 남북

간 인도협력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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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2018년 변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졌다. 거기서 남북, 북미 정상들은 인도협력문제에 관한 합의

에 도달했다. 그에 따라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체육, 보건, 산림 등에 걸쳐 일부 

협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 간 합의와 대내외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고, 북미 간에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의 합의17에도 불구하고 인도협력

상의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아직

은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정치군사문제에 인도협력문제가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안보 우위의 이슈위계(issue hierarchy)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관련 국가 간, 또는 대내적인 정책갈등 속에 인도협

력문제가 희생되거나 부차시 되는 현상은 경계할 바이다.

인도협력문제들이 안보 정세에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그 범위가 작지 않다는 점

도 문제 해결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많은 분야에 걸쳐 인도협력문제의 해결에 합의하고 몇 개의 분야에서 

협력을 시도해왔다. 그렇지만 이산가족, 체육, 보건 분야에 한정하여 일회성 혹은 

초보적인 이행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는 다방면에 걸쳐 인도협력을 동시에 전개하

기 어려운 북한의 실무적 여건, 남북간 낮은 수준의 신뢰 수준, 그리고 북미 비핵평

화 협상의 답보 상태 등 여러 사정들이 작용한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혹은 그럴수

록) 남북은 인도협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신뢰조성 노력을 세심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몇 가지 인도협력 분야에서의 진전을 위한 제언을 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남측이 더 중시하는 사업(이산가족문제의 근본 해결)에는 북측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문제의 심각성

을 고려할 때 프라이카우프식 접근을 반대할 국내 여론이 크지 않겠지만 반대여론

을 설득하고, 북측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북측을 배려하는 협상전략 수립이 긴요

하다.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남측의 주장에 이산

가족 실태를 전수조사할 기술적, 재정적 여건의 한계를 호소해왔다. 남한이 이를 

모두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남북 인도협력에 전기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호혜적인 일이지만 북측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산림·보건협력, 체육

17 공동선언 제4항: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 송환을 포함해 
(한국전쟁의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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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등)에도 남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정부는 지자체, 

관련 직능·전문단체와 협력해 비용을 분담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 산림·보건협력과 올림픽 공동개최 등 국제경기 참여를 위한 

남북협력은 남한이 주도해 북한의 협조를 유도할 좋은 소재로 부상해있다.

셋째, 인도협력문제가 비핵평화 협상 등 안보정세의 영향을 받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 해 남북과 북미 간에 각각 상징적인 인도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을 경주해가야 한다. 남북의 경우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이다. 물론 이들 사업도 대북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제재법에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과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북한 방문과 협력이 가능하다.18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

봉의 지속을 위해 정부는 민간단체의 경험과 입장, 그리고 국내외 인도주의 여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북한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남북 간 인권관의 차이로 갈등의 소지가 예상되

므로 ‘실질적 개선’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권은 다자적 접근을 취하고 사회권은 

다자적-남북 양자적 접근을 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이 북한인권 개선에 유익함을 설득하는 한편,19 인도적 지원

과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 그것이 인권개선에 기여하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밝히면서 

3대 목표로 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제시했다. 7대 중점 추진 과제 중 인도협력 관련 

과제로 남북교류 활성화·다양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등 2개를 제시한 바 있

다.20 통일의 목표가 국토와 정치체제의 단일화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인간

다운 삶의 공동체 수립이라면 인도협력정책은 그 수단이 아니라 주요 목표로 삼아

야 할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 제출: 4월 28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17일

18 서보혁 외,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제3장.
19 북한인권법 제2조 2항: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

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20 나머지 5개 추진 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

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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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umanitarian 
Cooperation Projects and Tasks after 

the Panmunjom Joint Declaration
 

Suh, Bo-hyuk

In this article, the author will evaluate South and North Korea 
humanitarian cooperation projects since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discuss future tasks. Since 
2010,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upgraded its nuclear capability and 
receive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t. Also, the inter-Korean 
humanitarian cooperation projects have been significantly decreased by 
the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Moon Jae-in government 
have been sending North Korea a consistent peace message. And then, The 
two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carried out a series of 
humanitarian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the agreements of inter- 
Korean Summits in 2018. Howeve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North's lukewarm attitude have resulted in 
less-than-expected results. 

Three categories of measures are needed for progress in 
humanitarian cooperation in the future. First, South Korea should develop 
active measures that could attract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a project 
more beneficial to South Korea. Secondly, both South and North Korea are 
mutually beneficial, but in the event of difficulties in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ctively step up and proceed with the project. Finally, it has 
to need efforts to minimize security impacts on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to develop symbol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ey Words: The Panmunjom Joint Declaration, Moon Jae-in Government, 
Humanitarian Cooperat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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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에 관한 연구*

양  문  수** · 이  우  영*** · 이  하  연****

Ⅰ. 머리말 Ⅲ. 연구의 결과

Ⅱ. 연구의 설계 Ⅳ.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남북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 

다만 현재의 여건상 북한주민을 직접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로 대신한다.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즉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

는 T검정에서 전체 문항(24개)의 75%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특성에 관한 

상호인식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해서 5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고, 이를 토대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한주민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부정적 요인 

2개, 긍정적 요인 1개, 중립적 요인 1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부

정적 요인 2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요컨대 집단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북한주민보다는 남한

주민이 훨씬 컸지만, 상대방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국한시켜 보면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큰 것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나 다르지 않았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에서, 남한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뚜

렷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아울러 남북한주민들은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결혼

상대, 세입자, 친구, 동료)를 맺는 데 대한 태도의 모든 문

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모든 범주에서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해 남

한주민은 북한주민보다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회

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관계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비교해 보면 남한주

민은 북한주민보다 상대집단의 특성에 관한 인식이 상대

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대한 태도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주민은 남한

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남한주민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남한주민,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상호인식, 

태도, 사회적 관계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017S1A3A2065782).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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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의 통합’1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독일, 예멘 등 분단국 통일의 역사적 경험은 주민

간 ‘마음의 통합’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적 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사실 통일이란 한순간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되어 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여기에서 주민

간의 ‘마음의 통합’은 분단 극복의 미시적 기초인 동시에 체제 통합의 지속성을 담

보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남북한 주민의 마음 통합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분단 이후 남북한이 오랜 기간 

상이한 여건 속에서 형성해 온 마음에 대한 심층적 이해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남북한 주민의 마음 전부를 다루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

하고자 한다. 즉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

는 남북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조사에서는 현실적 장벽과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의 여건상 북한주

민의 인식을 직접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대리변수로 사

용한다. 그리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대부분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장벽과 한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 글의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마음에 대한 우리 사회 논의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객관성·실증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연구의 설계

1.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 특성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7~8월에 전문

1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용어는 학문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을 때 그 개념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마음’ 및 ‘마음의 통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우영 외, 분단된 이음 잇기: 남북의 접촉시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제 1부 제 1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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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에 의뢰해 남한주민 500명, 북한이탈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50%인 것을 비롯해 연령별, 학력

별, 직업별 편차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성별로는 여성

(82%)이 남성(18%)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북한당시 거주지역으로는 함경남북도

가 70.4%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요컨대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이 

다소 편중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따라서 샘플의 대표성에 다소 취약성이 있다

는 점은 사전에 충분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2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필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
북한 마음의 통합 연구센터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변인 내용
남한주민 빈도 및 

비율
북한주민 빈도 및 

비율

성별 

남자 250(50.0) 45(18.0)

여자 250(50.0) 205(82.0)

합계 500(100.0) 250(100.0)

연령

20대 90(18.0) 9(3.6)

30대 100(20.0) 22(8.8)

40대 101(20.2) 55(22.0)

50대 101(20.2) 60(24.0)

 60대 이상 108(21.6) 104(41.6)

합계 500(100.0) 250(100.0)

학력
(북한주민은 
재북당시)

중학교 졸업 이하 5(1.0) 8(3.2)

고등학교 중퇴/졸업 3(0.6) 169(67.6)

전문대 및 대학교 중퇴/졸업 447(89.4) 60(24.0)

기타 45(9.0) 13(5.2)

합계 500(100.0) 250(100.0)

경제적 계층 
(북한주민은 
재북당시)

최상층 3(0.6) 3(1.2)

상층 24(4.8) 20(8.0)

중간층 295(59.0) 110(44.0)

하층 158(31.6) 80(32.0)

최하층 20(4.0) 37(14.8)

합계 500(100.0) 2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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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용
남한주민 빈도 및 

비율
북한주민 빈도 및 

비율

거주지역
(남한주민)

서울시 179(35.8)

경기도 117(23.4)

기타 지역 204(40.8)

합계 500(100.0)

거주지역
(북한주민)

평양시 12(4.8)

평안남북도 10(4.0)

함경남북도 176(70.4)

황해남북도 9(3.6)

강원도 3(1.2)

자강도 2(0.8)

양강도 35(14.0)

라선시, 남포시, 개성시 3(1.2)

합계 250(100.0)

직업
(남한주민)

자영업/개인사업 53(10.6)

생산직/기능직 근로자 30(6.0)

판매/서비스직 근로자 28(5.6)

사무직 근로자 153(30.6)

관리직, 전문직 69(13.8)

가정주부 75(15.0)

학생 29(5.8)

무직, 퇴직, 기타 63(12.6)

합계 500(100.0)

결혼 여부

결혼 298(59.6) 107(42.8)

미혼 175(35.0) 71(28.4)

기타 27(5.4) 72(28.8)

합계 500(100.0) 250(100.0)

종교
(남한주민)

개신교 104(20.8)

천주교 56(11.2)

불교 83(16.6)

없음 257(51.4)

합계 500(100.0)

탈북년도

1996~2000년 59(23.7)

2001~2005년 71(28.5)

2006~2010년 74(29.7)

2011~2016년 45(18.1)

합계 24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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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조사항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우선 남북한 주민이 자신의 집단 및 상대방 집단의 특성에 대해 가지는 

인식 혹은 고정관념을 조사했다.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주민은 외집단이

며, 북한주민 입장에서 보면 남한주민은 외집단이다. 즉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은 

남북한주민이 각각 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이 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내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비교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개별 국가 국민의 특성으로 선정된 24

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문항들을 사용했다. 김혜숙·오승섭(1999)에서는 남한 사

람, 북한 사람, 외국인들의 특성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조사할 때 활용

되었으며, 김혜숙(2002)에서는 남한 대학생들의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

사할 때 사용된 바 있다. 이들 24개 문항의 개별 형용사들(예컨대 “권위주의적이

다,” “부지런하다”)이 얼마나 남북한 주민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했다.3 

아울러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수용 수준을 조사했다. 이는 흔히 사

회적 관계라고도 하는데 보통 사회적 거리로 측정한다. 사회적 거리는 Bogardus 

3 김혜숙·오승섭, “북한 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
도와 비교.” 『심리과학』, 제8권 1호 (1999), 김혜숙,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 2호 (2000).

변인 내용
남한주민 빈도 및 

비율
북한주민 빈도 및 

비율

정치적 입장

매우 진보적 16(3.2) 34(13.6)

약간 진보적 124(24.8) 41(16.4)

중도 252(50.4) 116(46.4)

약간 보수적 90(18.0) 34(13.6)

매우 보수적 18(3.6) 25(10.0)

합계 500(100.0) 250(100.0)

당원 여부
(북한주민) 

당원 54(21.6)

비당원 194(77.6)

출당 2(0.8)

합계 2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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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가 고안한 개념으로서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거리감을 말

한다. 이는 인식이라기보다는 태도의 영역에 속하는데 인식이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 개념으로 측정한 4개 문항으

로서 각 문항은 남한주민은 북한주민을, 북한주민은 남한주민을 각각 △가까운 가

족과의 결혼 대상자, △자신의 집의 세입자, △단짝 친구, △직장 동료로 관계를 맺

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아니다(1) ~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했다.  

Ⅲ. 연구의 결과 

1.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1: 24개 문항에 대한 비교 

이제부터는 남북한주민의 특성에 관한 상호인식을 간단한 통계분석을 통해 살

펴보기로 한다. 

우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두 집단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표 2 참조). 그 결과 24개 문

항 가운데 무려 22개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문항은 단 2개(“지배적이다”, “음흉하다”)에 불과했다. 

인식 차이의 정도를 문항별 평균점수를 통해 살펴보자. 차이가 가장 큰 것이 “폐

쇄적”이었는데 남한주민에 대한 평균점수는 2.29점이었고, 북한주민에 대한 평균

점수는 3.74였고, 양자의 차이는 1.38점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보통

이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남한주민은 남한주민 

자신들이 그다지 폐쇄적이지 않지만 북한주민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갭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큰 것이 “개인주의적이다”(-1.18점)4, “개성을 존중한다”(-1.06점), “침략적이

다”(0.96점), “허세가 강하다”(-0.8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표 2>에도 나타나 있듯이 평균점수의 차이에 음(-)의 기호가 붙으면 해당 특성은 북한주민에 대
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낮고,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남한주
민은 북한주민이 그다지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반면, 남한주민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라고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음(-)의 기호가 붙지 않으면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높고,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낮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A로 설
정하고,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B로 설정한 후에 A-B로 평균점수의 차이를 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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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24개 문항에 대한 비교
(단위: %, 점)

문항

평균 점수 단순 비교 T 검정 결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A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B

평균점수 
차이
A-B

t P

권위주의적이다 2.98 3.37 -0.39 -6.382 .000***

이기적 타산적이다 2.94 3.68 -0.74 -13.347 .000***

개인주의적이다 2.64 3.82 -1.18 -21.047 .000***

부지런하다 3.41 3.62 -0.21 -3.928 .000***

교활하다 2.77 3.01 -0.24 -4.257 .000***

친절하다 2.86 3.38 -0.52 -10.744 .000***

검소하다 3.50 2.82  0.68 13.292 .000***

협동 단결력이 강하다 3.66 3.12  0.54 9.504 .000***

질서의식이 강하다 3.35 2.98  0.37 6.239 .000***

순박하다 3.14 2.47  0.67 12.105 .000***

허세가 강하다 2.70 3.51 -0.81 -14.606 .000***

합리적이다 2.70 3.37 -0.67 -13.556 .000***

공격적이다 3.31 2.89  0.42 7.553 .000***

지배적이다 3.07 2.98  0.09 1.682 .093

주체성이 강하다 3.56 3.00  0.56 9.457 .000***

미개하다 2.66 2.01  0.65 10.728 .000***

침략적이다 2.98 2.02  0.96 16.274 .000***

실리적이다 3.05 3.55 -0.50 -9.342 .000***

음흉하다 2.72 2.61  0.11 1.866 .062

배타적이다 3.21 2.92  0.29 5.069 .000***

개성을 존중한다 2.39 3.45 -1.06 -18.835 .000***

폐쇄적이다 3.74 2.36  1.38 22.959 .000***

정이 많다 3.06 3.46 -0.40 -8.049 .000***

우매하다 2.65 2.29  0.36 6.523 .000***

 

*** p<0.001 

이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두 집단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표 3 참조). 그 결과 24개 문

항 가운데 7개 문항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했고, 나머지 17개 문항에 

대해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앞의 <표 2>에서 본 남한주민의 인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이다. 즉 남한주민의 경우, 24개 문항중 22개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북한주민의 경우, 7개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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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남한주민 특성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 특성에 대한 인

식이 차이가 거의 없었던 대표적인 문항은 “개성을 존중한다”(-0.01점)와 “합리적

이다”(-0.01점)이었다. 즉 남한주민도 개성을 존중하며(3.44점), 다소 합리적이고

(3.28점), 똑같이 북한주민도 개성을 존중하며(3.45점), 다소 합리적(3.29점)이라

고 북한주민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 다음은 “순박하다(-0.03점), 

“지배적이다”(-0.05점) 등의 순이었다.  

<표 3>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24개 문항에 대한 비교
(단위: %, 점)

문항

평균 점수 단순 비교 T 검정 결과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A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B

평균점수 
차이
A-B

t P

권위주의적이다 3.34 3.14 0.2 -2.458 .014*

이기적 타산적이다 3.52 3.19  0.33 -3.456 .001**

개인주의적이다 3.58 3.18 0.4 -3.909 .000***

부지런하다 3.72 3.85 -0.13 1.331 .184

교활하다 2.80 2.53  0.27 -2.885 .004**

친절하다 3.44 3.54 -0.1 1.119 .263

검소하다 3.28 3.36 -0.08 .969 .333

협동 단결력이 강하다 3.28 3.54 -0.26 2.580 .010*

질서의식이 강하다 3.44 3.55 -0.11 1.134 .257

순박하다 3.25 3.21  0.04 -.476 .634

허세가 강하다 3.22 3.13  0.09 -1.057 .291

합리적이다 3.28 3.29 -0.01 .157 .875

공격적이다 3.00 3.11 -0.11 1.082 .280

지배적이다 2.99 3.04 -0.05 .521 .603

주체성이 강하다 3.33 3.44 -0.11 1.001 .317

미개하다 2.51 2.20  0.31 -3.537 .000***

침략적이다 2.29 2.10  0.19 -2.001 .046*

실리적이다 3.01 3.06 -0.05 .649 .517

음흉하다 2.56 2.49  0.07 -.713 .476

배타적이다 2.75 2.70  0.05 -.593 .553

개성을 존중한다 3.44 3.45 -0.01 .140 .889

폐쇄적이다 2.78 2.64  0.14 -1.362 .174

정이 많다 3.68 3.74 -0.06 .560 .576

우매하다 2.73 2.66  0.07 -.853 .394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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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도 존재한다. 문항별 평균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개인주의적이다”였는데 남한주민에 대한 평균점수는 3.58점이었

고, 북한주민에 대한 평균점수는 3.18점이었고, 양자의 차이는 0.4점이었다. 그런

데 앞에서 보았듯이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인식의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의 평균 점수 차이는 1.38점이었다. 그리고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은 모두 3개였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은 

단 하나도 없고, 가장 큰 점수 차이가 0.4점에 불과했다. 요컨대 남한주민은 북한주

민보다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의 개수도 훨씬 많고, 

인식의 평균점수 차이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

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

체적으로는 두 집단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해 T검정을 실시했다(<표 4> 참조). 그 결과 24개 문항 가운데 18개 문항에 대해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개는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주민의 남북한주민 인식을 

비교한 <표 2>와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 인식을 비교한 <표 3>을 다시 불러올 필요

가 있다. 즉 남북한주민간 상호인식에서 차이가 확인된 18개 문항 중에서 남한주민

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 차이가 확인되었고<표 2>,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도 차이가 확인된

<표 3> 문항, 즉 남북한 주민 모두 내집단과 외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6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에 대

한 인식간에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표 2>,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던 <표 3> 문항은 단 1개뿐이었

다. 또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만 차이가 

발견된 <표 2> 문항은 무려 11개였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만 차이가 발견된 문항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이런 상황을 

간단히 <표 5>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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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남·북한주민의 상호 인식: 24개 문항에 대한 비교
(단위: %, 점)

평균 점수 단순 비교 T 검정 결과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A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B

평균점수 
차이
A-B

t P

권위주의적이다 2.98 3.34 -0.36 -4.793 .000***

이기적 타산적이다 2.94 3.52 -0.58 -8.235 .000***

개인주의적이다 2.64 3.58 -0.94 -12.468 .000***

부지런하다 3.41 3.72 -0.31 -4.267 .000***

교활하다 2.77 2.80 -0.03 -.493 .622

친절하다 2.86 3.44 -0.58 -8.914 .000***

검소하다 3.50 3.28  0.22 3.249 .001*

협동 단결력이 강하다 3.66 3.28  0.38 5.031 .000***

질서의식이 강하다 3.35 3.44 -0.09 -1.255 .210

순박하다 3.14 3.25 -0.11 -1.566 .118

허세가 강하다 2.70 3.22 -0.52 -7.285 .000***

합리적이다 2.70 3.28 -0.58 -9.247 .000***

공격적이다 3.31 3.00  0.31 4.024 .000***

지배적이다 3.07 2.99  0.08 1.125 .261

주체성이 강하다 3.56 3.33  0.23 2.796 .005**

미개하다 2.66 2.51  0.15 1.969 .049*

침략적이다 2.98 2.29  0.69 8.783 .000***

실리적이다 3.05 3.01  0.04 .639 .523

음흉하다 2.72 2.56  0.16 2.159 .031*

배타적이다 3.21 2.75  0.46 6.675 .000***

개성을 존중한다 2.39 3.44 -1.05 -15.322 .000***

폐쇄적이다 3.74 2.78  0.96 12.566 .000***

정이 많다 3.06 3.68 -0.62 -9.393 .000***

우매하다 2.65 2.73 -0.08 -1.132 .258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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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 남한주민 및 북한주민의 차이에 의한 구분

구 분 
문항 
개수

구체적인 문항들 

남북한주민 간 
상호인식에 
차이가 있음

남북한 주민 모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 있음  
6

권위주의적이다. 이기적 타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미개하다. 침략적이다. 

남북한 주민 모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 없음 
1 음흉하다

남한 주민만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 있음
11

부지런하다. 친절하다. 검소하다. 
허세가 강하다. 합리적이다. 

공격적이다. 주체성이 강하다. 
배타적이다. 개성을 존중한다. 

폐쇄적이다. 정이 많다. 

북한 주민만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 있음
0

합 계 18

남북한주민 간 상호인식의 차이가 없음. 6
교활하다. 질서의식이 강하다. 

지배적이다. 순박하다. 
실리적이다. 우매하다. 

2. 남북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 

남·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24개 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법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했다(<표 6> ~ <표 10>). 

우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6 참

조).5 요인 1은 “침략적이다,” “음흉하다,” “미개하다,” “공격적이다” 등 8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2는 “협동 단결

력이 강하다,” “검소하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

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3은 “권위주의적이다,” “이기적/타산적이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4는 “친절

하다,” “정이 많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5는 “실리적이다,” “개성을 존중한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중립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5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할 때 “주체성이 강하
다” 등 2개 문항을 제외한 22개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 5개의 요인을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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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요 인 

침략·음흉 협동·검소 권위·이기 친절·다정 실리·개인

침략적이다 .802

음흉하다 .741

미개하다 .714

공격적이다 .705

배타적이다 .668

폐쇄적이다 .660

지배적이다 .560

교활하다 .501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775

검소하다 .764

부지런하다 .699

질서의식이 강하다 .694

권위주의적이다 .790

이기적/타산적이다 .613

허세가 강하다 .567

친절하다 .637

정이 많다 .619

순박하다 .607

실리적이다  .678

개인주의적이다  .599

개성을 존중한다  .598

합리적이다  .583

고유값  5.695  2.883 2.059 1.127 1.041

설명변량(%) 18.482 12.742 9.287 9.019 8.674

 

다음으로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7 참조).6 요인 1은 “이기적/타산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등 6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2는 “미개하다,” “침략

적이다” 등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

다. 요인 3은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검소하다” 등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6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할 때 24개 문항 모두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 5개의 요인을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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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요 인  

이기·개인 침략·공격 협동·친절 개성·합리

이기적/타산적이다 .797

권위주의적이다 .730

개인주의적이다 .725

허세가 강하다 .680

교활하다 .586

지배적이다 .571

미개하다 .780

침략적이다 .770

우매하다 .723

음흉하다 .657

폐쇄적이다 .604

공격적이다 .523

배타적이다 .472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713

검소하다 .661

질서의식이 강하다 .661

친절하다 .659

부지런하다 .636

정이 많다 .629

순박하다 .567

주체성이 강하다 .442

개성을 존중한다  .699

합리적이다  .690

실리적이다  .581

고유값  5.494  3.187  2.783 1.120

설명변량(%) 15.762 15.183 14.254 7.231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4는 “개성을 존중한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중립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8> 참조).7 요인 1은 “침략적이다,” “미개하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

7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할 때 “정이 많다” 등 
6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8개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 5개의 요인을 추출했다.  



118

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2는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적/타산

적이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

다. 요인 3은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부지런하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

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4는 “친절하다” 등 3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5는 “개성을 존중

한다”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중립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요 인  

침략·미개 개인·타산 협동·근면 친절·검소 개성·합리

침략적이다 .836

미개하다 .767

음흉하다 .693

폐쇄적이다 .580

배타적이다 .577

개인주의적이다 .837

이기적/타산적이다 .788

교활하다 .712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666

부지런하다 .659

주체성이 강하다 .595

순박하다 .575

친절하다 .787

검소하다 .672

질서의식이 강하다 .473

개성을 존중한다 .690

실리적이다 .656

합리적이다 .610

고유값 4.126 2.685 2.181 1.213 1.112

설명변량(%) 14.253 14.212 12.929 9.199 8.972

다음으로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9 참조).8 요인 1은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순박하다” 등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8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할 때 “지배적이다” 등 
5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9개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 4개의 요인을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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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대체로 보아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2는 “침략적이다,” “미개하

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3은 “이기적 타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

데 대체로 보아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4는 “개성을 존중한다” 등 3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체로 보아 중립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남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표 

6>~<표 9>)를 간단히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

식은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2개, 중립적 인식 1개로 묶였다.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1개, 중립적 인식 1개로 묶

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2개, 중립적 인식 1개로 묶였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

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1개, 중립적 인식 1개로 묶였다. 

이처럼 남북한주민은 외집단에 대해서는 총 5개의 요인, 내집단에 대해서는 총 

4개의 요인을 추출하는데 공통점을 보였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또한 남북한주

민은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2개, 중립적 인식 1개를, 

내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1개, 중립적 인식 1개를 추출하

는데 역시 공통점을 보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표 9>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결과

요 인  

협동·순박 침략·폐쇄 이기·권위 친절·개성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812

순박하다 .737

주체성이 강하다 .694

질서의식이 강하다 .655

정이 많다 .623

검소하다 .556

부지런하다 .529

침략적이다 .789

미개하다 .713

폐쇄적이다 .667

배타적이다 .648

우매하다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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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요인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T검정 결과 

이제는 요인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남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및 상

호인식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해 보기로 한다. 다만 예컨대 남한주민의 북한주

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이 요인분석을 할 때 다소 상이

한 요인들로 묶여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한주민의 남·북한주

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한 T검정을 위해서는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남→북의 틀’로 약칭)로 한 비

교<표 10>와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4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남→남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1>을 모두 다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10>과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북의 틀’에서는 5개의 요인 중 4개 

요인이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 부정적 인식 2개(침략음

흉, 권위이기), 긍정적 인식 1개(협동검소), 중립적 인식 1개(실리개인)였다. 긍정

적 인식 1개(친절다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남

→남의 틀’에서는 4개 요인 모두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정적 인식 2개(이기권위, 침략공격), 긍정적 인식 1개(협동친절), 중립적 인식 1

개(개성합리)였다.  

평균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남→북의 틀’과 ‘남→남의 틀’ 모두에서 중립적 

인식이었다. 즉 전자에서는 ‘실리개인’(0.85점), 후자에서는 ‘개성합리’(0.74점)

요 인  

협동·순박 침략·폐쇄 이기·권위 친절·개성

이기적/타산적이다 .774

개인주의적이다 .752

권위주의적이다 .686

허세가 강하다 .516

친절하다  .662

개성을 존중한다  .637

실리적이다  .619

고유값  4.171  2.920  1.654 1.244

설명변량(%) 18.220 14.473 11.381 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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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다음으로 평균점수 차이가 큰 것은 ‘남→북의 틀’에서는 부정적 인식 2개, 

즉 ‘권위이기’(0.65점), ‘침략음흉’(-0.46점)이었다. 평균 점수가 가장 작은 것은 

긍정적 인식, 즉 ‘협동검소’(-0.34점)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남의 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인식은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

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간에 평균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긍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요컨대 남한주민의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

간의 차이는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요인의 개수도 많았고, 

차이의 크기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남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비교: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B-A)

t P

침략·음흉 2.60 3.06 -0.46 12.575 .000***

협동·검소 3.14 3.48 -0.34 8.609 .000***

권위·이기 3.52 2.87  0.65 -15.056 .000***

친절·다정 3.10 3.02  0.08 -2.475 .014*

실리·개인 3.55 2.70  0.85 -24.483 .000***

* p<0.05, ** p<0.01, *** p<0.001 

 

<표 11> 남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비교: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4개 요인)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남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A-B)

t P

이기·개인 3.39 2.85  0.54 14.307 .000***

침략·공격 2.44 3.04 -0.60 -16.276 .000***

협동·친절 3.11 3.32 -0.21 -6.787 .000***

개성·합리 3.46 2.72  0.74 19.448 .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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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앞

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이 요인분석을 할 때 다소 상이한 요인들로 묶여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T검정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

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북→남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2>와 북

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4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북

→북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3>을 모두 다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와 사뭇 상이한 상황이 

전개된다. 즉 <표 12>과 <표 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표 12>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비교: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A-B)

t P

침략·미개 2.58 2.43  0.15  2.760 .006**

개인·타산 3.30 2.97  0.33  3.866 .000***

협동·근면 3.40 3.51 -0.11 -1.337 .183

친절·검소 3.39 3.48 -0.09 -1.463 .145

개성·합리 3.24 3.27 -0.03  -.485 .628

* p<0.05, ** p<0.01, *** p<0.001 

 

<표 13> 북한주민의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비교: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4개 요인)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B-A)

t P

협동·순박 3.43 3.53 -0.10  1.404 .162

침략·폐쇄 2.61 2.46  0.15 -2.945 .004**

이기·권위 3.42 3.16  0.26 -3.965 .000***

친절·개성 3.30 3.35 -0.05   .982 .327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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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북→남의 틀’에서도, ‘북→북

의 틀’에서도 모두 다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

었다. 긍정적 요인과 중립적 요인은 단 하나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북한주

민은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긍정적 인식과 중립적 

인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부정적 인식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음에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직접 비교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도 T검

정을 위해서는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

를 기본틀(이하 ‘남→북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4>와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5개 요인)를 기본틀(이하 ‘북→남의 틀’로 약칭)로 

한 비교<표 15>를 모두 다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공히, 

5개의 요인 중 4개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4개의 요인 중 부정적 인식이 2개, 긍정적 인식이 1개, 중립적 인식이 1개였다. 전

자 후자 모두 긍정적 요인 1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요컨대 요인분석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성을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중립적 

인식으로 구분해서 본 결과, 남북한 주민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에

서보다는 부정적 인식에서 인식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

고 이런 점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A-B)

t P

침략·미개 2.58 3.06 -0.48 -5.772 .000***

개인·타산 3.30 2.78  0.52  6.528 .000***

협동·근면 3.40 3.44 -0.04  -.485 .628

친절·검소 3.39 3.24  0.15  2.757 .006**

개성·합리 3.24 2.72  0.52  8.854 .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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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를 기본틀로 한 비교

요인 명 

단순 평균 비교 T검정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A)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B)

평균의 차이
(B-A)

t P

침략·음흉 2.71 3.06 -0.35 4.371 .000***

협동·검소 3.43 3.48  0.05 .789 .431

권위·이기 3.36 2.87 -0.49  -8.165 .000***

친절·다정 3.46 3.02 -0.44  -7.928 .000***

실리·개인 3.33 2.70 -0.63 -11.783 .000***

* p<0.05, ** p<0.01, *** p<0.001 

 

4.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의 변인별 차이 비교

이제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요인분석한 결과 도출된 5개 요인에 대해 각 변인별로 T

검정 및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우선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 성별은 긍정적 

인식 1개(협동·검소)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여성>남성, p<.001)

을 나타냈다. 연령대는 부정적 인식 2개, 긍정적 인식 1개, 중립적 인식 1개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부정적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혼 여부 또한 4개의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부정적 인식에서는 미혼이 기

혼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적 입장은 부정적 인식 1개(침략·음

흉)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거

의 나타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 또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구별

되는 점이다. 성별, 학력, 당원여부 등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과 정치적 

입장에서만, 그것도 각각 1개의 인식(요인)에 대해서만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 125

<표 16> 남북한주민의 상호인식의 변인별 차이 비교: T검정 및 ANOVA 결과 

각 요인의 변인별 차이 내역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변인 침략·음흉 협동·검소 권위·이기 친절·다정 실리·개인

성별 - 여성>남성 - - -

연령대
20·30대>
40·50대>
60대이상

60대이상>
40·50대>
20·30대

20·30대>
40·50대>
60대이상

60대이상>
40·50대>
20·30대

학력 - - - - -

경제적 계층 - -
중간층>
하층>
상층

- -

결혼여부
미혼>
결혼>
기타

결혼>
기타>
미혼

미혼>
기타>
결혼

-
기타>
결혼>
미혼

정치적 입장
중도>
보수>
진보

- - - -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 

변인 침략·미개 개인·타산 협동·근면 친절·검소 개성·합리

성별 - - - - -

연령대 - - -
60대이상>
40·50대>
20·30대

-

학력 - - - - -

경제적 계층 - - - - -

결혼여부 - - - - -

정치적 입장 - - - -
진보>
보수>
중도

 

5. 남북한주민의 태도: 사회적 관계

이제는 남북한 주민의 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

적 관계로서 여기서는 결혼상대, 세입자, 친구, 동료 등 4가지 범주를 다루기로 한

다. <표 17>에 나타나 있듯이 남북한주민의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한 

태도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모든 범주에

서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해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보다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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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주민간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범주는 역시 결혼상대였다. 결혼상대로 관

계를 맺는 데 대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는 2.79점이었고,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는 3.87점으로서 1.08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남한주민은 

“보통이다”는 3점을 약간 밑돌았고, 북한주민은 3점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 또한 

눈에 띈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큰 것은 친구(0.56점), 동료(0.44점), 세입자(0.21

점)의 순이었다. 아울러 남북한 주민 모두 친구, 동료, 세입자로 관계를 맺는 데 대

해 3점을 약간 또는 다소 웃돌았다. 

 

<표 17> 남북한 주민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 비교: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범주

평균점수 단순비교 T검정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A)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B)

평균의 차이
(A-B)

t P

결혼상대 2.79 3.87 -1.08 -15.151 .000*** 

세입자 3.06 3.27 -0.21  -2.637 .009**

친구 3.28 3.84 -0.56  -7.814 .000*** 

동료 3.52 3.96 -0.44  -6.652 .000*** 

  

** p<0.01, *** p<0.001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한 태도에 대해 인구사회

학적 변인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T검정 및 ANOVA를 실시

한 결과가 아래의 <표 18>에 정리되어 있다.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났다. 결혼상

대, 세입자, 친구(3개 범주)로 관계를 맺는 데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연령과 정치적 입장으로 2개의 범주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로는 결혼상대, 세입자 관계에 대해 40·50대>60대 이상>20·30대의 순이었

다. 정치적 입장으로는 결혼상대, 친구 관계에 대해 진보>중도>보수의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는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났다. 세입자 관계에 대해서는 20·30대>40·50대>60대 이상의 순이었고, 친

구 및 동료에 대해서는 40·50대>20·30대>60대 이상의 순을 나타냈다. 연령대 다

음으로는 결혼 여부가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친구 및 동료 관계에 대해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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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남북한주민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의 변인별 차이 비교: 
T검정 및 ANOVA 결과

각 범주의 변인별 차이 내역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 

결혼상대 세입자 친구 동료

성별 남성>여성 남성>여성 남성>여성 -

연령대
40·50대>
60대이상>
20·30대

40·50대>
60대이상>
20·30대

- -

학력 - - - -

경제적 계층 - - - -

결혼여부
결혼>
기타>
미혼

- - -

종교 유무 - - - -

정치적 입장
진보>
중도>
보수

-
진보>
중도>
보수

-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

성별 - 남성>여성 - -

연령대 -
20·30대>
40·50대>
60대이상

40·50대>
20·30대>
60대이상

40·50대>
20·30대>
60대이상

학력
(재북시)

소학교>
대학교>
기타>

고등중학교

- - -

경제적 계층
(재북시)

- - - -

결혼여부 - -
미혼>
결혼>
기타

미혼>
결혼>
기타

정치적 입장 
보수>
진보>
중도

- - -

당원 여부 - - - -

6. 남북한주민의 인식과 태도의 관계: 회귀분석 결과 

이제는 앞에서 보았던 남북한주민들이 상대방 집단에 대해 가지는 여러 인식들

이 상대방 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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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는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인식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9 상대집단, 즉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5가지 요인 중 부정적 인식 1개, 긍정적 인식 1개가 사회적 관계의 모든 범주

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정도(회귀계수의 크기)는 부정적 인식이 긍

정적 인식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 중 ‘침략·음흉’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권위·이기’는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

았다. 또한 긍정적 인식 중 ‘친절·다정’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

만 ‘협동·검소’는 그러지 않았다. 

<표 19>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식들: 
회귀분석 결과(β)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까운 가족의 
결혼상대 

본인집의 
세입자

단짝 친구 직장 동료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1: 
침략·음흉

-.288*** -.305*** -.265*** -.249***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2: 
협동·검소

-.015  .009 -.071 -.027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3:
권위·이기 

-.009  .032  .024 -.034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4:
친절·다정 

 .214***  .235***  .267***  .240***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5:
실리·개인

 .057  .088*  .001  .022

R2  .175***  .209***  .165***  .191*** 

* p<0.05, ** p<0.01, *** p<0.001 

<표 20>은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인식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매우 대조적이다. 무엇보다도 4개의 사회적 관계 가운데 

3개(결혼상대, 세입자, 단짝친구)는 회귀식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라는 태도와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유일

9 <표 19>와 <표 20>의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계수, 공차한계, 상승분산(VIF)을 구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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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직장 동료’라는 사회적 관계만 회귀식이 성립했다. 남한주민의 경우, 4개의 

사회적 관계 모두 회귀식이 성립한 것과는 판이한 결과이다. 

즉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과 결혼상대, 세입자, 단짝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남한주민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집단으로서의 남한주민의 특

성에 대한 인식 또는 고정관념이 남한주민과 결혼상대, 세입자, 단짝친구 등의 사

회적 관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유일하게 직장 동료로서 관계를 맺는 데만 인식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부정적 

인식인 ‘침략·미개’와 ‘개인·타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0>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식들: 
회귀분석 결과(β)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까운 가족의 
결혼상대 

본인집의 
세입자

단짝 친구 직장 동료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1: 
침략·미개

-.114 -.047 -.149 -.176*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2: 
개인·타산

.057 .137 .116  .181*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3:
협동·근면 

.003 .177 .101  .147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4:
친절·검소 

.068 -.020 .029  .010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5:
개성·합리

.084 -.014 -.075 -.038

R2 .029 .027 .034   .051* 

* p<0.05, ** p<0.01, *** p<0.001 

 

Ⅳ. 맺음말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주민의 특성에 관한 24개 문항 가운데 18개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남북한주민 간 상호인식에서 차이가 확인된 18개 문항 중에서 남한주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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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민 공히 내집단과 외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6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한주민의 경우에서만 내집단과 외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발견된 문항은 

무려 11개였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에서 내집단과 외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발견

된 문항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요컨대 남북한주민이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 서로 인식하는, 즉 상호인식에서는 

전체 문항(24개)의 7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북한 주민

의 특성에 관한 상호인식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

는 남북한 주민 양쪽의 인식에 기인하지만 북한주민의 인식체계보다는 남한주민

의 인식체계에 기인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어느 집단이나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의 특성

에 관한 한,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북한주민(북한이

탈주민)보다는 남한주민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두 집단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한주민의 경우, 

24개 문항중 22개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북한주민의 경우, 7개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남한주민의 인

식의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의 평균 점수 차이는 1.38점이었다. 그리고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은 모두 3개였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은 단 하나도 없고, 가장 큰 점수 차이가 0.4점에 불과했다. 요컨대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보다 남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

의 개수도 훨씬 많고, 인식의 평균점수 차이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4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은 

긍정적 인식 2개, 부정적 인식 2개, 중립적 인식 1개 등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다. 이를 토대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한주민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부정적 요인 2개, 긍정적 요인 1개, 중립적 요인 1개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부정적 요인 2개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남한주민의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인식간의 차이는 긍정적 인

식(1개)보다 부정적 인식(2개)에서 상대적으로 요인의 개수도 많았고, 차이의 크기

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주민은 내집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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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차이는 긍정적 인식과 중립적 인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부정적 

인식의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남한주민이든 북한주민이든 상대

방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에서보다는 부정적 인식에서 인식의 격차가 상대

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집단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내/

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북한주민보다는 남한주민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상

대방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국한시켜 보면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큰 것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여

부를 살펴본 결과,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 예컨대 

결혼 여부, 연령대 등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집단과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서 결혼상대, 세입자, 

친구, 동료 등 4가지 범주를 다루었다. 남북한주민들은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

는 데 대한 태도의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모

든 범주에서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해 남한주민은 북한주민보다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남북한주민간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범주는 역시 결혼상대였다. 

또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식

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대집단, 즉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5가지 요인 

중 부정적 인식 1개, 긍정적 인식 1개가 사회적 관계의 모든 범주에 대해 영향을 미치

며, 영향을 미치는 정도(회귀계수의 크기)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사회적 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인식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사회적 관계 가운데 

3개(결혼상대, 세입자, 단짝친구)는 회귀식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라는 태도와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상대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관계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북한

이탈주민)을 비교해 보면 상대집단의 특성에 관한 인식이 상대집단과 사회적 관계

를 맺는데 대한 태도에 남한주민의 경우가 북한주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남한주민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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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을 비교해 보면 상대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는 양쪽의 인식 격차가 거의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양쪽의 인식 격차가 

결코 작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북한주

민보다 남한주민이 훨씬 컸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인 북한주민이 북한이탈

주민이며, 남한주민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거의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계 자체의 특성 

및 관계를 맺는 주체들의 특성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 경계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으며,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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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utual Awareness of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Moon-Soo Yang, Woo Young Lee, Ha Yeon Lee

This article aims to systematically grasp and organize mutual 
recogni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is problem is addressed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using survey results of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directly investigate North Koreans 
based on current circumstances, so we will replace them with investig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 results show mutual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is very different. These differences are 
due to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ns rather than that of North Korea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the ga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inner group and the perception of the outer group was 
relatively larger in the South than in the North. But when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other group is limited, North and South did not differ.

In addition, in recognition of the mutual perception of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inhabitants 
of South Koreans was not clear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but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about South Korean residents was contrasted by the fact 
that there were few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When comparing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with those of the other 
groups, the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ponent group is 
much more influential on the attitude toward social relations with the 
opponent group than the North Koreans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residents'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s 
did not affect their attitudes toward social relations with South Koreans.

Key Words: Residents of South Korea, Resident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Mutual Awareness, Attitude, Soc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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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한  만  길*

Ⅰ. 서론 Ⅳ.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Ⅱ. 평화통일교육과 통일안보교육 Ⅴ. 결론 

Ⅲ. 통일교육지침서의 변화 분석    

국문요약

지난 2018년 통일부는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을 발간하면서, 공식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통일교육모형을 평화통일

교육, 그리고 통일안보교육으로 구분하고, 정부의 통일

교육지침서를 근거로 통일교육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평화통일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우리

와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현행 지침서에서 종전과 달리 평화

와 평화의식을 핵심 가치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다.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서 ‘평

화의식’과 함께  ‘건전한 안보의식’, ‘균형있는 북한관’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

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특히 평화의 관점에서 안보의식

과 북한관, 통일과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에 부합하려면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또한 평화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현행 지침

서는 ‘북한인식’에서 부정적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북 교류협력, 평화통일의 과정에 관한 내용은 중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남북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하고 북한의 특성과 장점을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태도

를 함양하며, 남북관계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의 경험과 

교훈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화로운 

통일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화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이제 평화통일교육은 분단체제로 인하여 파생한 구

조화된 비평화 요인에 대하여 비판하고 성찰해야 할 과

제를 안고 있다. 통일안보교육이 갖고 있는 체제이념교

육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평화와 평화공존

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침서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와 인

권, 반전과 군축, 갈등해결 등 평화교육의 의제를 통일교

육의 원칙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주제어: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통일안보교육, 평화

의식, 평화공존

*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manngil@hanmail.net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pp. 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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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18년 8월 통일부는 종전의 통일교육지침서(‘지침서’라 약칭함)를 대신

하여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1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통일교육지침서’라

는 제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종전의 지침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평

화·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정부 공식 문서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종전의 통일교육지침서를 개편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화공존과 공

동번영의 통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하

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남북정상은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화해협력을 추구함으로써 평화적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

련하였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분단체제에서 협력과 

공존의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평화체제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

환하고, 상호 적대적 관계를 초래했던 긴장 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

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2라고 규정한다.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협정 등의 법

적·제도적 평화보장’을 통해 한반도에서 실질적이며 공고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

을 것이다.3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현한다면 

남북화해와 협력관계를 안정화하고 지속화함으로써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는 분단체제에

서 파생하는 갈등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지

향하면서 평화통일로 나가는 역사적인 길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

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남북관계를 지

1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이 글에서
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복합적 의미, ‘평화지향의 통일교육’으로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2 박종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박종철, “비
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재조명; 배경, 쟁점,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8, 2016.
5.27.).

3 정성윤·이수형·이무철,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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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면서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4 이처럼 통일교육에서 ‘평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는

데, ‘평화’를 통하여 ‘통일교육’으로 접근한다는 뜻이다. 이는 종전의 보수정부에

서 ‘안보’의 의미를 강조하여 ‘통일안보교육’을 표방한 정책과 대비되고 있다. 따라

서 통일안보교육과 비교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인지 고찰할 필

요가 있으며,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과제를 모색해 본다.  

이 연구는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에 따라서 통일교육지침서가 개편되었기 때문

에 김대중정부 이후 주요 연도에 발행한 통일교육지침서를 분석하였다. 김대중정

부(2002년), 노무현정부(2007년), 박근혜정부(2016년), 문재인정부(2018년)의 

통일교육지침서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평화통일교육의 관점

에서 문재인정부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체계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

였다. 

 

Ⅱ. 평화통일교육과 통일안보교육

1. 화해협력정책과 평화통일교육

지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

였다. 김대중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일명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5으로서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

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장 통일에 주력하기보다는 평화적 공존·공영의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기본 인식이다. 즉 ‘지금은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며, —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6라고 했다. 

2002년도 통일교육지침서7는 김대중정부의 통일교육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

는 데 남북한은 화해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평화공

존의 단계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평화공존의 경험이 없는 

평화적 통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서로간의 적대

4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2018), p. 5.
5 동북아평화연구회,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서울: 밀레니엄북스, 1999), p. 94.
6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2), p. 71.
7 위의 책, p. 83.



138

의식을 감소시키며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

여 ‘남북한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

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수령 중심의 일원적 구조’이지만 

‘평등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부심

을 표현한다.’8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자랑하는 북

한의 특성을 존중하는 이해방식이다.

이어서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하면서 ‘평화번영 정

책’을 표방하였는데, 원칙 가운데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제시하였다. 말하자면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9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우선

이고 통일은 그 다음이었다.10 이와 같이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의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교육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02년 지침서에서 평화공존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을 사실 그대로 장단

점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대북압박정책과 통일안보교육

이명박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면서 추진전략으로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대북압박정책으로 시작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남북간 교

류와 협력, 대북지원 등을 추진하여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미흡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11 그래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

계가 있다고 보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심지어 이명박대통령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 통일

은 아마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12 북한의 세습독재, 핵개발, 인권

8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2), p. 23.
9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서울: 통일부, 2003), pp. 5~12.
10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6).
11 통일부,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8), p. 45.
12 『경향신문』, 2011.6.21.; 정지웅,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 『통일과 평화』, 9집 1호 (2017), p. 170; 

이명박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에서 ‘통일은 밤에 도둑처럼 올수 있다’는 언명과 함께 북
한붕괴에 대비하여 통일을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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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 등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경제침체와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어서 언젠가 북한체제는 붕괴할 것이라는 ‘북한붕괴론’을 언급하였다. 이

런 북한붕괴론은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는 가져왔지

만 북한에 대한 경멸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하여 경계심과 적대관계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평화보다 안보에 

우선하는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하였다.13 

이어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표방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개혁개방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았

다. 더욱이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경제협력이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통일교육 대신 ‘통일안보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14은 국민들 사이에서 반북한 의식을 심화시

키고,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당시 통일대박론은 북

한은 체제위기로 인하여 붕괴할 것을 예상했다는 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흡수통

일론과 유사하며, 이로 인하여 보수정부는 거듭해서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강

조함으로써 ‘반북한 인식 프레임을 강화’15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민들

에게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보수정부의 통

일안보교육은 북한체제의 위협성과 더불어 안보의식을 강조하고, 남한 중심의 체

제통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평화통일교육과 대비되고 있다. 

 

3. 통일교육의 모형과 논의

이상에서 논의한 평화통일교육과 통일안보교육의 두 접근을 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통일안보교육은 남한중심의 국가체제의 통합(통일)을 지향

13 조정기, “통일교육의 성과와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3,4분기 정책보고서 발제문, 
2012.9.20.), p. 6. 

14 2014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통일준비위원
회를 구성하고 북한 붕괴에 따른 통합대책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15 박찬석, “2016년 이후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54호 (2017),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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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에 평화통일교육은 남북한의 공존과 함께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한다. 

말하자면 평화통일교육은 사회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화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우호적인 관계

를 조성하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서 

통일안보교육은 남한체제의 우월성과 함께 북한체제의 열등성을 내세우고 북한의 

위협적인 요인을 강조하면서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통일교육 모형은 지난 2000년에 두 모형을 체제우위모형과 함께 평화공존모

형으로 제안16하였는데, 여기서는 평화통일교육과 통일안보교육 모형으로 정리하

였다. 먼저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과 

공존공영할 수 있는 태도를 학습하는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보면, 

북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며,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으로서 교류협력의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반면

에 통일안보교육의 목표는 북한에 대하여 경계심, 안보의식을 확고히 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북한체제의 문

제점, 남한체제 중심의 통일을 준비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의 미래상에 관련한 내

용을 강조한다.  

               

<그림 1> 통일교육의 모형

모형 평화통일교육 ↔ 통일안보교육

방향 평화공존과 사회통합 ↔ 국가안보와 체제통합  

목표 남북협력과 평화의식 ↔ 북한경계와 안보의식

교육
내용

◦북한이해: 장단점 우호적 인식

◦남북관계: 교류협력 중시

◦통일과정: 평화공존을 통한 공동
번영 강조

↔
◦북한이해: 문제점 적대적 인식

◦남북관계: 압박제재 중시

◦통일과정: 통일준비를 통한 통일 
미래상 강조

 
16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222;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모형은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부 용역연구, 1999)에서 신모형·구모형(p. 208)으로 처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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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일안보교육은 지난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종

전의 반공교육이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제5차 교육과정 

개정(1988년)에서 반공교육은 통일·안보교육(처음 사용하는 용어로 중간·을 넣

었음)으로 전환하면서 북한은 ‘적이면서 동시에 동포’라는 이중성을 염두에 두었

다. 이어서 6차교육과정 개정(1993년)과 함께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

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었다.17 따라서 1993년 당시 통일이후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정부의 통일안보교육과 상통한다. 

한편 평화통일교육은 1998년 김대중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

교육의 첫걸음은 ‘남북한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이해와 화해의식을 형성

하는 것’18이라고 규정하면서 시작하였다. 당시 이론적으로 평화교육의 관점을 통

일교육에 적용하여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평화지향의 통일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방향19을 설정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남북한 ‘문화의 다양성’ 원칙을 

강조하고,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20하는 통일

교육의 신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래서 남북한 평화공존을 전제로 북한을 편견 없

이 바라볼 수 있는 태도, 그리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는 지난 보수정부(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전개되고 있다. 이

제 통일교육은 새롭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21

이라 한다. 나아가 평화체제 이행기의 통일교육은 ‘북한이라는 동반자와 함께 평화

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는 교육’22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북한을 동반

17 당시 통일교육의 방향 전환과 관련한 자료 : 문교부, 『통일·안보교육 지도자료』 (서울: 문교부, 
1988); 문용린 외,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교사를 위한 참고자료』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1988); 문교부, 『통일교육 지도자료』 (서울: 문교부, 1993) ; 통일부, 『통일교육 기본 
방향』 (서울: 통일부, 1995).

18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통일부 용역보고서, 1999). 
19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황인

표, 『평화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20 이우영,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비교사회』, 제4호 (2002) ; 박광기 외, 『신패러다임 통일

교육 구현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21 조정아, “2030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30세대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18년 통일교육원·한국통일교육학회 공동학술회의, 2018.
5.25.), p. 18.

22 한만길, “평화체제 이행기 통일교육의 개혁과제,” 『변화하는 한반도와 통일교육 길찾기』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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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는 

남북이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면서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실상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독재, 억압, 적, 공격, 위협 

등의 단어들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은 어떻게 우리의 동반자

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북한을 어

떻게 존중할 것인지가 절실한 탐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평화연구는 남북한 분단체제의 구조화된 비평화 요인을 

살피고 이를 성찰하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학자 갈퉁(Johan Galtung)은 

‘구조적 폭력’이라 불렀고 독일의 젱하스(Dieter Senghaas)는 ‘조직화된 평화부

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평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다.23 갈퉁은 ‘구

조적 폭력’과 더불어 그것을 정당화하는 문화의 상징적 측면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폭력’을 언급하며 의식과 심성, 그리고 문화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평화부

재의 문화 메커니즘을 지적했다. 이제까지 ‘전통적인 평화교육’이 청소년의 내적 

심성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면 ‘비판적 평화교육’은 ‘구조적 폭력’과 ‘조직화된 

평화부재의 세계’를 인지하고 맞서 싸우도록 하는 실천 교육24을 주창한다. 

이런 관점에서 분단체제에서 사회적 규범과 교육을 통해 내면화하고 있는 적대

감, 갈등요인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비평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군비경쟁, 핵무기 등 평화를 저해하는 직접적 요인25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적대감, 북한을 악마로 인지

하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 즉 ‘법과 제도, 정치문화와 언어, 그리고 사회 관행과 일

상문화 전체에 비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26 

그 동안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주로 체제이념교

육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된 평화부재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고, 반대로 북한

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배격하는 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념교육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러한 통일안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지 

육협의회 주최 통일교육활성화 학술대회 자료집, 2018.11.6.).
23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 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p. 20.
24 위의 책, p. 31.
25 정지웅, “시민사회의 평화교육,” 한만길 외, 『통일을 이루는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2016) p. 102.
26 이동기, 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 전략 연구』,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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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와 인권, 반전과 군축, 갈등

해결 등 범세계적인 시각이 반영된 평화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해체

와 재구성’27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체제에서 파생된 

북한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남한 사회 내부의 맹목적 반북의식, 소위 ‘종북 프레임’

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적 평화교육의 관점을 평화통일교육

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체계를 구성하

는 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평화통일교육이 감당할 과제다.   

  

Ⅲ. 통일교육지침서의 변화 분석

1.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분석

먼저 2002년 지침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로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민족공동체 의

식, 건전한 안보관, 남북한 평화공존 실현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2007년 지침

서는 ‘평화공존’ 항목이 ‘평화통일’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이어 2016년 지침서에

는 ‘평화공존’, 또한 ‘평화통일’ 항목이 삭제되어 ‘평화’에 관한 항목은 사라졌으며 

‘통일준비’ 항목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 항목은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후에 발생 

가능한 혼란을 예상하고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통일준비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2016년 지침서와 비교하여 2018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을 보면 ‘평화통

일’, ‘평화의식’,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항목이며, ‘통일준비’, ‘민족공동체’ 항목

은 삭제되었다. 지난 2007년 지침서에 제시된 ‘평화’ 항목이 2016년에는 제외되

었다가 2018년 지침서에 다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2018년도에 평화통일교육

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평화' 와 함께 다른 항목들이 여전히 병렬식으로 나열

되고 있으며,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각 연도별 통일교육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지침서(이하 생략) 통일교육의 목표: 

자유민주주의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 남북한 평화공존 실현(p.2)

2007년 통일교육의 목표(주요 항목):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민족공동체 의식, 평화통일의 의지, 통일환경의 이해, 건전한 

27 강순원, “분단시대 통일교육에서 평화시대 시민교육으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통일연
구원 주최 2018 KINU 학술회의, 2018.12.12.),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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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p.10)

2016년 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안점(주요항목):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올바른 북한관, 통일준비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

의 가치, 민주시민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형성(p.6)

2018년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p.6~8)

 

종전의 지침서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함께 내용 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해서 2018년 지침서는 ‘방향과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018년 지침

서(p.10~18)는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으로 1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분류하면 ‘통일의 당위성’, ‘평화와 안보’, 북한이해‘, ‘남북관계’, ‘통일미

래’, ‘통일과정’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 당위성: ①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다. ②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

제문제다. ③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

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평화와 안보: ④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⑤통일은 튼튼

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해: ⑥북한은 —– 경계의 대상이면서 —– 협력의 상대이다. ⑦북한 이해는 —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다. ⑧북한은 우리와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남북관계: ⑨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 특수관계이다. ⑩남북관계는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⑪남북한은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미래: ⑫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

설해야 한다. ⑬통일은 —–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 ⑭통일은 점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⑮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 2018년 지침서는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으로서 ‘평화’를 강조하

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지침서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변화이다. 기본적으로 평화

의 관점에서 통일과 안보, 남북관계, 통일미래, 통일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평화는 한반도 통일의 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이러한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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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p.6)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화’의 가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78년 11월 구서독의 11개주 교육부장관들이 합의한 ‘독일 문제에 대한 

교육지침’28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독 교육부는 청소년들이 독일 분단과 

동독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문제의식

을 갖고 동서독의 통일문제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15개 지침을 선정하여 

이를 학교교육에 권고하였다. 이 교육지침은 동서독은 공통의 언어, 역사, 문화로

서 결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민족임을 확인하고, 독일의 통일은 확고한 목표라는 

점, 무엇보다도 동독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국민협약’29과 통일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문

재인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협약안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협약

안은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쟁 사항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으며,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참고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원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이해’ 분석

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

우선 ‘북한 인식’에서 2002년에는 ‘경계와 협력’의 대상으로서 이중성을 명시하

면서도 적대성을 감소하고, 동포애로서 동반자로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에도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로 규정하였는데, 2016년에는 북한은 협력과 경계의 

28 박재윤·백성준, 『독일의 교육통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2), p. 9 : 교육지침의 주요 항목
은 다음과 같다. ①독일문제는 유럽문제이다. ②독일문제는 평화적인 정책으로 해결한다. ③독일 
분단은 여러 원인이 있다. ④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⑤독일의 역사유산은 독일인 
모두에게 관계된다. ⑥독일인은 공통의 언어, 역사,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⑦독일인은 공
동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⑧동서독의 비교는 기본법의 가치척도에서 비롯된다. ⑨동독인들의 
인권보장 주장은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⑩인권에 대한 요구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⑪동독은 폐
쇄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⑫동독인들도 독일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⑬동독인들
도 동독 발전에 긍지를 갖고 있다. ⑭독일 통일은 우리의 확고한 목표이다. ⑮서독이 독일 전체
를 대변하지 않는다.

29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통일과 평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숙의토론회 주요결과 보고』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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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성을 기술하면서 동반자임은 규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중성을 기술하고 있

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2016년에는 안보위협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18년에는 

남북관계를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2년: 북한은 — 경계대상이며 — 협력할 동포 —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 동포애로서 

—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 관계이며 — 객관적 북한을 이해해야(P.19) 

2007년: 북한은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경계의 대상 — 북한을 공존공영의 동반자 관

계로 이끌어가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 –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극복하고.(p.25)

2016년: 북한체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있게 이해해야 한다. 

—– 북한은 협력 대상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p.40) 

2018년: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 상대이다.(p.13) —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

어를 공유하고 있다.(p.14) 

 

북한정치체제

북한정치는 유일 수령체제라는 서술이 2002년에 이어 2007년, 2016년, 2018

년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다만 2016년에는 일당독재체제임을 분명히 규정

하였다. 2016년에는 ‘일당독재체제’로 규정하는데, 2018년에는 ‘유일지배체제’

로 규정한다.

2002: 통치체제는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구조이다.(p.25)

2007: 북한의 통치체제는 수령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유일지배체제이다.(p.27)  

2016: 노동당에 의한 일당독재체제, 수령 1인의 유일독재체제이다.(p.40)  

2018: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지배체제이다.(p.22)  

 

북한의 경제

2007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

해 경제개선조치,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2016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경제·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면

서 제한적인 대외개방만 시도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 2018년에는 

2016년과 비교해서 간략히 서술하고 내용상으로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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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성 — 경제의 순환구조가 마비 상태에 — 경제난 극복

을 위해 — 제도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해결에 접근 못하고 있다. 

(P.30)

2007: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 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개선

조치,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있다.(p.33)

2016: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 —–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제

한적인 대외개방만 시도하고 있다.(p.47)

2018: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나 현실적으로 시장화가 확대되고 있는 이중경제 구

조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시행하지 않은 채 제한적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p.25)

 

북한의 사회

2007년에는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2016년에는 부정적 기술로 변화하

였다. 즉 2007년에 평등주의, 집단주의 가치관에 대한 기술은 2016년에 삭제되었

다. 또한 2007년에는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남한사회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있다.’거나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은 2016년에 삭제되었다. 이어 2018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2002: 북한주민들은 경제난으로 — 공식 규범체계와 — 비공식 규범체계 사이의 괴

리를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중국보다 잘 사는 곳’으로 인정 — 조직생활

을 하고 — (P.21)

2007: 북한주민의 가치관은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긍정적

으로 바뀌고 —– 남한사회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 북한여성의 지위가 높

아지고(p.33) –
2016: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개인주의적·배금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 소득 

불평등에 따라 계층구조가 변화하고 사회적 일탈현상이 증가하고 있다.(p.49)

2018: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 시장화 확산

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계층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p.25)

 

북한 변화 전망과 인권에 관한 서술

2002년 지침서는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통제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으

며, 2007년에는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은 2007년에 없던 내용이 2016년에 추가되었다. 2007년 지침서에서 



148

북한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서술이 2016년에는 삭제되었으며 대신 북한 인권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6년 지침서는 북한 인권에 대하여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

소, 종교 억압,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국제사회는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반면에 2018년에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되었으며 포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은 열

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p.27)라고 서술하였다.

 

2002년(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은 변화하고 —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붕괴하고 — 정
치지배가 이완되는 — 북한당국의 통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P.48)

2007년(변화전망): 경제위기 이후 체제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개방을 시

도하고 — 제한적이지만 대외 개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제

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p.42)

2016년(북한 인권 부분):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 

–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 모든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다.(p.53)

 

3. ‘남북협력과 통일의 과정’ 분석

통일의 과정에 관한 서술을 보면 2002년과 2007년에는 화해협력의 확대를 통

한 평화공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16년에는 안보역량을 강조하다가 다시 

2018년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

화하였다. 

 

2002년: 남북 접촉과 대화, 협력의 추구 —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 북한동포의 식량

난 해결 지원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사실상의 통일로서 — 평화

체제 구축 (P.79)

2007년: 남북간의 상호이해, 대화와 협상,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과정 —– 화해협력을 통하여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p.59)

2016년: 통일은 국가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안보역량을 구축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46) 

2018년: 남북간 상호이해,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 상호신뢰를 바탕

으로 화해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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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침서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통일방안이 공통

점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반쪽 분량으로 간단히 소개하였는데 비해서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2쪽 넘게 상세히 서술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취임시 한반

도 평화프로세스를 국정과제로서 발표하였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시행하

지 못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남북교류협력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던 내용들이 2016년에는 

대부분 삭제되었다. 2007년 지침서는 ‘남북교류협력은 — 남북한간의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라고 평가하면서 개성공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였

다. 이런 내용이 2016년에는 삭제되었다. 이어 2018년에는 통일의 과정으로서 

‘통일은 남북간 상호 이해,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룩되

어야 한다’라고 서술하였다. 다시 통일은 남북이 화해협력의 지평을 넓히면서 평화

공존의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1.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현행 지침서(2018년)는 먼저 평화통일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화의 가치

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로서 

동등한 수준에서 평화통일, 안보의식, 북한관, 평화의식,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을 

제시하여, 5개 목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을 평화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런데 평화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고 목표를 제시한다면 평화의 가치 또는 ‘평

화의식’이라는 목표는 다른 어느 목표와 동등한 수준에서 제시될 가치라고 하기보

다는 다른 목표를 관통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치로서 그 위상을 설정해야 할 것이

다. 말하자면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안보의식’, ‘북한관’이라는 목표를 해석하

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평화통일교육의 명칭과 목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지침서는 ‘건전한 안보의식’에서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우리 사회 구

성원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지적하고 있으나 평화의 관점



150

에서 안보의식에 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범위에서 안보의식을 서술한다면 소극적 평화의 관점으로 접

근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권, 자유와 권리, 생명, 환경을 보호하는 적극적 안보의식

으로 확장하는 것이 평화의 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지침서는 ‘균형 있는 북한관’을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을 경계의 대상

이면서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은 경계와 

협력의 이중적인 대상임을 원론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평화의 관점으로 북한을 인식한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바라보는 그들

의 장점과 강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소개한 구서독의 교육지침서(앞의 주28)를 참고한다

면, ‘동독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관한 지침을 찾을 수 있다. 즉 ⑬동독인들도 동독 

발전에 긍지를 갖고 있다. ⑮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구서독의 

교육지침을 보면 우리도 북한 내부자의 관점에서 북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북한을 평화적 공존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동반자 관계로

서 제대로 인식하려면 그들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도 북한 발전(현실)에 긍지를 갖고 

있다’라거나 ‘남한이 한국(조선)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을 통일교육에

서 다룰 수 있도록 검토할 문제이다.

이번 교육지침서가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 목

적이 있다면 보다 탐색적이며 개방적인 방식으로 서술해야 할 것이다. 즉 평화통일

교육은 분단과 전쟁의 문제, 북한이해, 남북관계 등 통일논제에 대하여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평화적으로 토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

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침서의 내용을 보다 체계

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사회적 공론

화 과정을 통하여 수립하려는 통일국민협약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통일국민협약이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이를 통일교육의 방향을 확정하는데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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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고찰 

‘북한이해’ 고찰

‘북한이해’에 관한 교육내용을 비교해 보면 2007년 지침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기술이 발견되는데 비해서 2016년에는 부정적인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정작 

2018년 지침서는 평화통일교육을 지향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변화가 없어 

보인다.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에서 북한은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라고 기술하면서 북한사회에 대한 균형적 이해

를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계의 대상’으로서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주로 기술

하고 있다. 정치군사,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 영역에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

가야 할 협력의 상대’로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은 ‘독재’, ‘인권탄압’, ‘적’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

킬 경우, ‘친북’ 또는 ‘종북’으로 지탄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히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난 2002년 지침서는 김대중정부의 평화통일교육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례로서 북한은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이지만 전체주의로

만 볼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무료교육, 무료

진료, 남녀평등의 실현과 같은 사회주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세운

다’30고 설명했다. 우리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무상의무교육이 무색해졌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 스스로 ‘교육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자긍심을 부정해

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우리와 가치관이나 의식이 다른 사회주의 북한주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얼

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간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심화되어 온 선입관, 편견, 왜곡 등 북한에 대한 허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래서 북한의 진상은 무엇이고 허상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의식은 평화통일교

육에서 여전히 탐구의 대상이면서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 요컨대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우리 교육현실에서 요구되고 있다.

30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2), p. 23.



152

‘남북관계와 통일과정’ 고찰 

2018년 지침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2016년까지의 지침서에서 삭제되었던 ‘남북한 교류협력의 사례’는 2018년에도 

여전히 중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보수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에서 지

침서에서도 교류협력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거의 삭제되었다. 이

제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고 평화적 통일의 과정

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말하자면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와 통일과정을 성찰하

면서 이에 대한 교육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만들었지만 이런 갈

등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력을 위한 분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비록 

분단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역사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왔던 노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사례와 

교훈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평화적 통일 과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심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통일의 과정에서 한 체제로의 통합인지, 아니면 두 체제의 공존인지

에 대한 두 시각이 논쟁하고 있다.31 이런 상반된 주장이 우리사회에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 체제로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일시적이며 급격한 통일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적 공존

의 단계적 통일 과정을 구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성공과 실패, 좌절의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남북의 대화와 

접촉,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남북관계와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미래에 관

하여 풍부한 교육내용을 담아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평화통일교육의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31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숙의토론 자료집,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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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의지

와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파생한 남북간의 상호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반평화적인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

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이념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비방과 

모략의 악습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제 평화체제 이행기에서 남북한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평화통일교육의 과제이다.  

이번 2018년 지침서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서 ‘건전한 안보의식’, ‘균형있는 

북한관’과 함께 ‘평화의식 함양’을 명시하고 있는데, 평화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

이며 일관성 있게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북한관, 안보의식, 남북관계, 통일과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15개 항목은 나

열식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중점 방향이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체계

로서 설정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또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목표와 방향에

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의 가치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인식에 관한 

서술에서 평화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관계, 

통일과정에 관한 서술은 지난 2016년 지침서와 차이가 거의 없다. 북한의 강점과 

장점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다루면서 북한 주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통일의 과정을 전망한다면 교류협력의 수많은 

사례와 경험은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심어주는 데 통일교육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비판적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분단체제의 구조화된 비평화 요인에 대한 비

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사례로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정의)에 대한 비판과 

개정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는 명기되지 않고,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를 대신하여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기하고 있다. 이 같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주

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지

향하는 것처럼 오해’32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여전히 냉전체제에서 체제경쟁의 논리

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재 평화공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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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방식을 

가정하고 있다면, 그런 가정은 평화공존, 또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와 상치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의 시각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신념’33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고발 등)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

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삭제해야 한다.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고집해야 하는가? 왜 통일교육이 수사대상

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러한 제도와 풍토가 우리 사상과 행동을 제한하는가? 우리

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어떠한 교육활동이라도 자유로운 토론이나 비

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통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

다. 우리 의식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분단체제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에 대하여 비판이 필요하다. 통일논제는 교실 안에서, 시민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안보교육의 요인으로 인하여 통일교육은 체제이념교육의 한계를 극

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와 재구성’34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말하

자면 통일교육을 해체하고 평화교육으로 대체하여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와 인권, 반전과 군축, 갈등해결 등 평화교육의 관점에

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재구성을 시도해야 할 시기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맞이

하면서 평화통일교육은 진정으로 평화의식과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핵심 목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 제출: 4월 30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5일

32 정현백·김엘리·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p. 213. 
33 박명림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자유와 평등, 균형발전의 가치를 포괄하지 못하고, 민주

주의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한다. 박명림, “이념대립과 자유민주주의 논쟁,” Christian 
Press 2012.5.6., <https//christianpress.tistory.com>. 또한 한상권교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경쟁과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대한민국 
제헌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건국강령은 공화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담
고 있으며, 제헌 헌법은 이러한 법통을 계승하여 특정계급이 아닌 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
하기 위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상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인 이유, 프레시안, 2019.6.19., <http://www.pressian.
com/news/article>

34 강순원, “분단시대 통일교육에서 평화시대 시민교육으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통일연
구원 주최 2018 KINU 학술회의, 2018.12.12.),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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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Han, Mann-Gil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change in contents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 In 2018,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ublished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Direction and Viewpoint,’ which first used the term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government documents. It is a 
meaningful change in that it has redefined the direction of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is a way for the two 
Koreas to pursue peaceful coexistence and realize peaceful unification.

The current guidelines for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said to be in 
line with the direction, but they lack much in terms of contents. Similar to 
the previous 2016 guidelines, negative perceptions of North Korea are 
mainly made up and only briefly presented abou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refore, it proposed to redefine the system of educational contents, 
focusing on the three main areas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t should include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looking at the experiences and lessons 
of various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to revive 
its achievements. It proposes to revise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nd The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s. The direction and guidelines 
of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set up in a way that leads to national 
consensus through the process of discussion by collecting public opinion.

Now, it is time to try to rebuild unification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and human rights, anti-war and disarmament,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ful education as a universal value, away from 
the ideological education and policy promotion that unification and 
security education have.

Key Words: Unification Education,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Peaceful 
Coexistence, Unified Secur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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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오 삼 언* · 김 은 희** · 김 경 민*** · 박 소 영****

Ⅰ. 서론 Ⅲ. 남북 산림정책 비교

Ⅱ. 남북 산림법 비교 Ⅳ. 결론 

국문요약

남한은 국유림이 전체 산림 대비 25.5%인 반면 북한

의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인 소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 

산림조성과 관리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

라면 남한은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

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 자원의 중요성

을 인정하면서 산림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보호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남북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

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

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

발·이용에 치중하면서 1990년대에 산림황폐화가 본격

화되는 시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남한

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북한은 ‘황폐산림 복구’라는 

각기 다른 산림정책의 목표를 수립, 추진하게 된다.

주제어: 남북 산림법, 남북 산림정책, 김정은 시대, 산림

녹화전투, 치산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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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남한의 산림은 2015년 기준 국토면적 1,002만ha의 63.2%인 663만ha이다. 국

유림은 전체 산림의 25.5%인 162만ha에 해당한다.1 반면 북한은 대부분 국유림

으로 구성돼있다.2 남북의 산림은 이러한 소유관계 뿐 아니라 실태에서도 차이가 

있다. 북한의 산림 면적 등에 대해 최근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2008년 기준으로 

남북을 비교해보면 남북 산림의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다. 2008년 기준 남한의 국

토면적은 998만ha, 산림면적은 638만ha로 국토의 63.9%에 해당한다.3 반면 북

한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영상 분석에 따르면 산림면적은 899만ha로 국토의 

73%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중 산림면적의 32%인 284만ha가 황폐지로 나타났다. 

또한 황폐지의 66% 이상이 침식우려가 높은 경사도 15°이상에 위치해있다.4 

2008년 기준 남북은 모두 국토면적 대비 산림의 비중이 각각 63.9%, 73%로 큰 

편이나 북한은 황폐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5 

북한은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2000년에 ‘산림조성 10년 계획

(2001~2010년)’을 수립하면서 남한과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산림조성 10년 계획’은 원인을 단정키는 어려우나 1990년

대 심화된 식량난, 에너지난의 지속 등으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폐산림복구

를 위한 정책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본격적으로 산림복구 정책과 

제도가 정비,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이 노작6을 발표한 무렵

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주민 총동원을 골자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방

위원회, 인민군 최고사령부 공동결정서가 채택되면서 산림복구전투가 본격적으

1 2019년 3월 현재 가장 최신 자료, 단위 이하 반올림, 2015년 기준으로 국토 면적 10,029,535ha, 
전체 산림 6,334,615ha, 국유림 1,617,658ha, 공유림 467,072ha, 사유림 4,249,885ha이다. 
국토 면적 대비 전체 산림비율은 63.17%이다. 「임업통계연보」, 제39호, 산림청, 2008. 

2 북한 산림법 제2조 (산림과 그 소유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3 단위 이하 반올림, 2008년 기준으로 국토면적 9,982,778ha, 전체 산림 6,374,875ha, 국유림 
1,518,035ha, 공유림 488,388ha, 사유림 4,368,452ha이다. 국토 면적 대비 전체 산림비율은 
63.86%이다. 「임업통계연보」, 제48호, 산림청, 2018. 

4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북한지역 산림황폐지 실태 파악”, 『국립산림과학원보고서』, 국립산림과
학원, 2008.

5 남한의 산림 규모는 2008년 638만ha에서 2015년 663만ha로 늘어났다. 현재 북한의 산림 실태
와 관련해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위성영상 분석 중이다.

6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로동신문』,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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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7 산림 분야에 대한 별도 예산도 2015년

에 처음으로 편성됐다.8

본 연구는 남북의 산림 실태가 차이를 보인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법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산림의 소유관계가 다른 전제 

위에서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한 남북 산림정책

을 시기별로 분석, 정리하고 분기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환경

에 대한 남북의 접근방식과 특징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재개된 남북 산

림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산림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 남한의 산림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 남북 비교 연구 등이다. 우선 북

한의 산림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로는 북한의 산림법과 산림조직 등을 개괄한 

연구9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훑으며 시기별로 북한의 산림

법과 정책 등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신년사

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시대별로 정리한 연구10), 북한 보호림 제도

의 특징과 휴양소 시설 등을 조사한 연구11 등이 있다. 이밖에 통일 이후 북한의 산

지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12에서는 남한의 점진적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지제도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단계별 제도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앞선 연구들과 달리 김정

은 시대 산림정책에 대해 조명한 연구로는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 등을 분석, 정리한 연구13가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림 관련 보도를 

주제별로 분석한 연구14, 김정은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임농복합경영의 배경과 내

7 공동결정서는 주민 총동원을 골자로 하며 강력한 국가적인 산림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
로 담고 있다. ‘국가적인 산림감독기구’는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통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삼언 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8).

8 북한은 2015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서 산림분야에 국가예산을 처음으로 별도 편성
(9.6%증액)했다. 김석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08, 2016.4.17.).

9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서울: 국립산림과
학원 연구보고 08-12, 2008).

10 전범권,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정책 환경 연구-신년사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1 박경석 외, “북한의 보호림과 휴양이용제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2호 (2012).
12 손학기 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 방향 연구』 (전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

구보고서, 2016).
13 오삼언 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14 이종민 외, “김정은 시기(2012-2016) 북한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 산림복구사업 현황 및 한계,” 

『통일문제연구』, 제29권 제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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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 대한 연구15 등이 있다. 이밖에 북한의 산림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산림조

성,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경영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분류, 분석한 

연구16 등이 있다. 

다음으로 남한의 산림관련 법·정책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주제별, 시기별 다양

하게 분포돼있다.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의 성공요인 연구17, 한국의 산림녹화정

책 연구18, 세계 산림녹화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19, 한국 산림의 변천 추이 연구20 

등 시기별 산림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와 1970년대 산림녹화사업을 집중 조명

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 또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1가 있는

데 이 연구는 남한 산림법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 산림법에 대해선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산림법이나 산림정책을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관련 연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짓수가 적은 가운데서도 첫째, 산림정책이 

아니라 소유제도 측면에서 남북을 비교하며 통일 이후 산지제도를 제시한 연구22

가 있다. 이 연구는 체제흡수와 체제인정이라는 각각의 통일방안에 따른 산지제도 

도입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남북한 산지제도 차이에 대해서는 계획적 산지이용이 

가능하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 등을 북한의 장단점으로, 소유자 자율경영이 가

능한 반면 경영규모가 작다는 점 등을 남한의 장단점으로 꼽고 있다. 이 연구는 남

북의 산지 현황과 관리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있으나 소유 개념에 따른 분석에 

무게를 뒀으며 전반적으로 임업 분야가 주된 분석대상이어서 남북의 산림정책과 

법률 등을 비교, 분석하려는 본 연구와는 초점이 다르다.  

둘째, 남북한 산지관리제도를 비교한 연구23가 있다. 이 연구는 산림이 아니라 

산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토 및 산지관리의 기본방향, 산지관리체계, 산지보

15 김수영 외,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 산림관리 변화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6).

16 김성욱, “북한지역 산림법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圓光法學』, 제26권 제2호 (2010).
17 이기봉 외,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의 성공요인,” 『한국임학회지』, 제96권 제3호 (2007).
18 정진승, “한국의 산림녹화정책,” 기획재정부·KDI국제정책대학원, 2008. 
1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세계산림녹화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대전: 산림청, 2004).
20 배재수, “한국의 산림 변천: 추이, 특징 및 함의,” 『한국임학회지』, 제98권 제6호 (2009). 
21 이규창,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22 이광원, 『통일 이후 산지제도』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23 손학기 외,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 비교와 통일 이후 정책방향,” 『북한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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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지이용 등의 분류로 남북의 산지관리제도를 비교했다. 

셋째, 법률적 해석을 기반으로 남북 산림법을 비교한 연구24는 본 연구가 참고할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남북의 산림법제를 비교하며 통일 이후

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의 산림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2005년 산림법 조문을 비교, 단어의 차이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2015년 북한의 산림법과 2019년 2월 기준 북한의 산림정책을 

토대로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징 등을 도출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과는 차별

성이 있다. 또한 남북 산림정책의 변천사를 다룬 연구25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환경정책을 함께 다루면서 남북의 산림보호제도가 원칙과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

는 점 등을 간단하게 짚고 있어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남북의 산림법을 비교분석하여 소유관계의 차이 외에 공통점과 차이

점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정리하여 북한의 산림법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북한 

산림의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남

북의 산림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시기별 주요 정책특징을 도출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남북 산림정책의 기조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산림협력의 

분야 발굴 등에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남북 산림법 비교

1.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산림을 국유화했다. 1946년 

3월 5일과 8일 토지개혁에 대한 원칙과 세부규정을 결정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과 ‘토지개혁 법령에 관한 세칙’이 제정, 공포됐다. 이 규정에 의해 ‘일본제국주의

자들과 민족반역자 및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이 

정해졌다. 산림도 ‘농민이 가지고 있는 적은 산림’만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화됐다. 

그러나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벌어지자, 1947년 3월 22일 인민위원회 

결정 제12호 ‘산림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 ‘묘지 및 집터에 속한 적은 산림’만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음을 명기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임야관리 및 경영을 위한 행정

24 송진호 외, “남북한 산림법제의 비교 및 통합방안 연구,” 『統一과 法律』, 제10권 (2012).
25 윤여창 외,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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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를 정비했다.26 

이후 1977년 4월 29일 제정된 토지법에 산림의 조성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조문

을 담았으며 산림법은 1992년 12월 11일에 제정했다. 산림법에 토지법, 환경보호

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이 보완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3차례 개정됐다. 남한

은 1961년 12월 27일 제정된 산림법을 통해 산림을 관리해왔으며 2001년 산림기

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2006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산림법을 

대체했다.27

남북한 산림법을 비교해보면 남한에 비해 북한이 국가 차원의 계획과 통제가 이

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은 산림자원법 제4조에 따라 산림이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28으로 구분되며 2015년 기준 산림의 63.1%가 민유림(공유림, 사

유림 포함)이다. 반면 북한은 대부분 산림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보호와 산림이

용 등에서 차이가 생긴다. 북한은 산림법 제2조를 통해 산림 개념에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을 포괄하며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29 이렇듯 남북

의 산림법은 산림의 조성, 산림의 관리 및 경영, 산림자원의 이용, 유통, 산림경영에 

대한 감독 등에 있어 구조적인 차이가 깔려있다.  

구체적으로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산림의 조성과 관리, 감독 

등의 영역에서 북한은 국가주도 방식이며 남한은 국가에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

하는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주도하에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를 부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산림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산림담당구역을 정하여주고 ㎡당 관리제를 실시하여 산림조성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30돼있다. 그러면 해당기관은 산림면적을 끊임없이 늘리고 산

림풍경을 개선하며 산림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31 산림조성을 집중적으

26 북한은 1946년 6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규정 제30호 ‘임야관리경영’을 발표해 국유 및 
민유 임야관리 및 경영을 위한 행정관리체계를 정비했다.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
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27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07-1호.
28 남한 산림자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의 구분) 1.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제1
호와 제2호 외의 산림.

29 북한 산림법 제2조 (산림과 그 소유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안
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30 북한 산림법 제5조 (산림조성원칙).
31 북한 산림법 제10조 (전망적인 산림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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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기 위하여 식수월간을 정하며32 국가계획기관은 나무심기, 심은 나무 가꾸기 

계획을 세워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배분해야한다. 계획을 받은 기관, 기

업소, 단체는 나무심기를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며 심은 나무 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33 나무를 심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심은 나무 가꾸기, 덧심기

를 진행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보장해야한다.34 산림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내각의 지도 아래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

도를 하고,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하며 산림경영

사업을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소유자에게 산림 조성을 상당 부분 맡기고 국가는 산림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만들면서 감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

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하며, 사유림 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35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산림 소유자가 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한다.36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

되, 정부나 지자체가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37 정부나 지자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등 대행

하도록 위탁시행할 수 있다.38 이와 같이 남한은 민간의 자율적인 산림관리경영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은 둘째, 산림자원의 유통과 관련해 북한은 원칙적으로 유

통을 금지하는 반면 남한은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산림법에 

제34조에 의하면 벌채한 나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에 의해

서만 실어갈 수 있고”, 임업기관에서 생산한 나무는 “국가계획에 따라 임업기관과 

기업소의 공급지도서와 판매송장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으며, “분기 1차씩 판

매 수량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해줘야 한다. 남한은 산림자원의 유통이나 

32 북한 산림법 제11조 (식수월간). 
33 북한 산림법 제12조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 
34 북한 산림법 제16조 (나무심기설계의 요구준수, 심은나무의 사름률보장).
35 남한 산림자원법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36 남한 산림자원법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37 남한 산림자원법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38 남한 산림자원법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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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자원법 제40조에 따라 “임산물의 

수급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

림청장이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39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은 셋째, 남한이 산림기본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 법률

을 제정한 것과 달리 북한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법을 구체화하는 별도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남한의 산림 관련법은 산림기본법, 산림자원법, 산림보호

법, 산림휴양법, 산림복지법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40 이와 달리 북한은 산림법41

을 중심으로 토지법42, 원림법43, 환경보호법44, 도시경영법45, 국토환경보호단속

법46 등이 산림법을 보완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법률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이탈과 

갈등 등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조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92년 북한 산

림법이 제정된 이유도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찰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산림자원

의 이용질서가 문란해지고 조림 및 육림 계획에서 왜곡이 발생하자 산림관리에 대

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47 또한 원림법과 도시경

영법 등이 제정됐지만 아직 남한처럼 산림의 활용이 휴양 및 복지로 확대 및 분화되

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40조, <http://www.law.go.kr>. 

40 남한 산림기본법은 8장 32조, 산림자원법은 6장 79조, 산림보호법은 7장 57조, 산림휴양법(산
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8장 38조, 산림복지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7장 66조로 
이뤄졌다.

41 북한 산림법은 모두 5장 48조다.
42 토지법은 1977년 4월 29일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의 보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로 제정됐다. 특히 토지법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30~50년 전망) 수
립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9가지 중 하나로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이용과 이로운 동식물
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규정됐다. 토지법은 1999년 6월 일부 수정됐다.

43 원림법은 2010년 제정됐으며 2013년 개정됐다. 원림법에 의하면 ‘원림’에는 공원, 유원지 녹지
와 도시풍치림, 환경보호림, 동식물원, 온실, 양묘장 등이 포함된다.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
미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림계획에 의해 원림을 조성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할 수 없게 했다.  

44 환경보호법은 1986년 제정됐으며 2015년 개정까지 7차례 개정됐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
를 정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45 도시경영법은 1992년 제정됐으며 2015년 개정까지 6차례 개정됐다. 도시경영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46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은 1998년 제정됐으며 2005년 개정됐다. 이 법에 의하면 위반자에게 벌금
을 비롯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며 기관 및 기업소에서 위법행위가 무거울 경우, 
국토 자원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47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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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을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 비교48 

남한 북한

소유
-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으로 구분
- 산림토지를 비롯한 동식물자원 등은 

국가만이 소유

산림조성, 
관리 및 

감독

- 소유자 자율성 기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간접 감독 및 지원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산림조성 및 이용, 관리 감독에 있어 
국가주도 방식
(국가주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산림자원 
유통

- 산림자원의 유통이나 수출 자율성 인정
- 수급조절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의 특정

한 사유가 있으면 산림청장이 제한 가능

- 국가계획에 따라 기업소 공급지도서 
및 판매송장에 의해서만 공급

- 목재반출시 나무반출증 필요

기본법의 
하위 법률

- 산림기본법, 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 
산림휴양법, 산림복지법 등

- 없음 (토지법, 원림법, 환경보호법, 도
시경영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등이 
산림법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음)

출처: 남북 산림관련 법을 토대로 작성. 

한편, 남한의 산림관련 법을 중심으로 남북의 대응 법률을 <표 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산림 관련 남북 대응 법률49 

48 북한 산림법은 2015년 기준, 남한의 산림관련 법은 2019년 2월 기준이다. 
49 남한 법은 산림청 소관 법률로 한정했다. 

남한 북한

산림관련 
기본법

- 산림기본법 - 산림법 

산림보호
관련

- 산림보호법
- 산림법 제3장 산림보호
- 국토환경보호단속법
- 토지법 제37조~제39조, 제71조

산림자원 
조성 및 

이용 관련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법 제2장 산림조성, 제4장 산림자
원의 이용,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
한 지도통제

- 토지법 제4장 토지보호 제31조~제36
조, 제40조, 

- 제6장 토지관리 제70조

산림휴양 
및 복지 

관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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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북 산림관련 법을 토대로 작성. 

더불어 산림의 분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산림의 분류를 살펴보면 산림의 휴양 

기능이 북한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 북한의 특별보호림, 땔나무림의 기능이 남한

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 북한의 산림법에 산림의 휴양 기능이 

규정돼있지 않은 점은 북한이 산림에 대해 보존 및 경제적 이용의 대상으로 무게중

심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한은 ‘수원의 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 보전, 목재 생산, 산림 휴양, 생활환경 보전’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다.50 

반면 북한은 목적에 따라 ‘특별보호림(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

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것), 일반보호림(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한 

산림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산림으로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구분하고 있다.51 

기준이 다른 남북의 산림 분류를 <표 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남한 북한

- 수원의 함양 
- 산림재해방지 
- 자연환경 보전 
- 목재 생산 
- 산림 휴양 
- 생활환경 보전 등 기능별로 구분

- 특별보호림(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
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함) 

- 일반보호림(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한 산림 및 자연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산림으로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구분. 

<표 3> 남북 산림의 분류 비교

출처: 남북 산림관련 법을 토대로 작성.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8조, <http://www.law.go.kr>.

51 북한 산림법 제3조 (산림의 분류) :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
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눈다.

남한 북한

국립·자연

공원 및 
기타 공원,

도시림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원림법
- 도시경영법 제5장 원림조성

산림교육
관련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법 제5장 제43조 산림부문의 교육, 

과학연구사업

기타
- 산림조합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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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

남북 산림법에서는 차이점만이 아니라 공통점도 찾을 수 있다. 공통점을 정리해보

면 첫째,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산림토지의 이용허가는 산림법 제30조에 따라 “산림토지

를 리용하려는 목적, 규모 같은 것을 따져보고” 내각 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52 나무베기와 함께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 등 산림자원의 채취 또한 허가 사

항이다.53 남한 또한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라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및 채

취”에 대해 시·군·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54 입목벌채 등 허

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55

이와 함께 남북한 모두 산림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를 인정한다는 것도 공통점

이 다. 북한은 2015년에 금지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등 산림법을 개정했다. 

2015년 3월 11일 개정된 북한의 산림법은 제25조 ‘산림구역에서의 금지사항’에

서 금지행위를 자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제47조 ‘행정적 책임’에 대해

서도 행위별 처벌규정을 추가하는 등 산림조성 등에서 규율과 질서를 더욱 엄격히 

했다. 더불어 4장 ‘산림자원의 이용’ 및 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분야

에서 이전에는 임업기관의 역할로 규정된 부분을 지방인민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56 지방인민위원회에 산림에 대한 권한과 함께 책임까지도 부여한 것이

다.57 남한 또한 산불, 산물 절취 등 각종 법 위반에 대해 벌칙58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은 둘째,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산림보호는 특히 산불과 산림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고, 산림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도로와 건물 등을 건설

52 북한 산림법 제30조 (산림토지의 리용허가).
53 북한 산림법 제32조 (나무베기허가), 35조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의 채취).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36조 제1항, <http://www.law.go.kr>.
55 남한 산림자원법 제36조 제9항 내용이다. 위 확인 및 점검 업무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자원 조성, 육성에 관련한 비영리법인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36조 제10항, 
<http://www.law.go.kr>. 

56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합법력 연구』 (통일부 용역보고서, 2017).
57 지방인민위원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은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중앙에서부터 군 단위까지 

구성, 추진하는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삼언 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
의 특징.”

5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6장,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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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지하자원 개발, 산림자원의 채취, 동물 수렵 등이 금지돼있다. 또한 자연보

호림구 등으로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도록 했다.59 남한은 산림보호법에서 병해

충 예방60, 산불방지의 복구,61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62 대해 세세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은 셋째,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협력과 

관련해 남한은 “지구의 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대비에 필요한 

산림시책을 조사 연구해야한다”63는 규정을 뒀으며 북한은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64, “국가는 환

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65고 규정

해놓고 있다. 북한의 조림사업 등에 남한을 포함한 국가들의 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66 또한 북한이 산림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을 <표 4>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 비교67 

남한 북한

산림자원
이용

국가
(지자체)

허가

- 입목 벌채 및 임산물 채취는 
시․군․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
장의 허가 필요

- 산림토지 이용허가는 내각 또는 해
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 필요

위반사항 
제재

- 각종 법 위반을 규정
(산림보호법 제7장 벌칙) 

- 금지 및 처벌 행위 추가
(2015년 산림법 개정) 

산림자원 및 
산림보호 강조

- 산림보호법으로 규정 - 산림법으로 규정 

국제협력 강조 - 산림기본법으로 규정 - 산림법, 환경보호법으로 규정

출처: 남북 산림관련 법을 토대로 작성. 

59 북한 산림법 제25조 (산림구역에서의 금지사항), 제26조 (사방야계공사, 그 시설물의 보수정비), 
제27조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 보존과 동식물자원보호). 

60 남한 산림보호법 제20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제2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
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61 남한 산림보호법 제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제43조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62 남한 산림보호법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63 남한 산림기본법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64 북한 산림법 제9조 (산림경영 분야의 교류와 협조). 
65 북한 환경보호법 제8조 (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66 송진호·한철웅, “남북한 산림법제의 비교 및 통합방안 연구,” 『統一과 法律』, 제10권, 2012.  
67 북한 산림법은 2015년 기준, 남한의 산림관련 법은 2019년 2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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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 산림정책 비교

1. 1945~1990년대 남북 산림정책

남북의 산림정책은 모두 2000년대를 전후로 크게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다. 남한

은 1997년 3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마무리한 뒤인 1998년부터 산림휴양서비

스 제공 등 산림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시기로 접어들어 정책기조에서 큰 변화를 

하게 된다. 북한 또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심각한 산림황

폐를 겪은 후 2000년부터 산림복구 정책을 수립하는 등 산림정책의 변화를 보인

다. 이렇듯 남북 모두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변화 기조가 뚜렷함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정책 흐름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은 해방 직후 모두 일제강점기 산림수탈로 인한 황폐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한국전쟁으로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남한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공포했으며 1955년 1,038

개소의 보호림구를 설치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 9월 ‘림업사업 강화

대책에 대하여’, 1956년 2월 ‘식수조림사업 및 산림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

하여’ 등 법령을 제정해 전후복구사업을 진행했다.68 

이후 남한의 주요 산림정책을 먼저 살펴보면 1961년 산림법을 제정하고 1973

년 농림부 산하의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기구를 개편했다. 행정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친 치산녹화 10개년계획-제1차 치산녹화계획

(1973~1978), 제2차 치산녹화계획(1979~1987)이 성과를 내면서 산림녹화와 

화전정리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남한의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1978년에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일반조림의 경우 100만ha에 21억본의 나무를 

심는 계획이었으나 1973년부터 1978년까지 6년만에 108만ha에 29억본의 나무

를 심는 성과를 냈다.69 뒤이은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1차의 성공으로 내

무부 계획이 아니라 산림청 계획으로 축소됐다. 목표 또한 산림녹화가 아니라 산지

에 새로운 국민경제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조림체제를 

정착화하고 경제조림 확대 및 대단지화, 지역별 완결조림원칙 등을 방침으로 했다.  

68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69 이경준,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성공사례 연구: 산림녹화행정(정책집행과정과 사후 감독제도를 

중심으로),” 한승희·최대용·이혁우·이경준, 『거버넌스 사례연구』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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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또한 ‘녹화 치중→경제림 조성’, ‘정신계도 위주→기술보급 위주’, ‘타율적 참

여→국민총력 참여’, ‘규제 위주→개발지원 위주’로 바뀌었다. 80개 대단위 경제림

단지 32만ha를 포함한 97만ha 조림 완료, 천연림과 유령림의 지속 관리, 사방사업 

실행 등의 성과를 남겼다.70

제3차 계획은 산지자원화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

됐다. 산림녹화 성공 이후 녹화정책에서 자원화정책으로 전환한 것인데 산지소득

개발과 공익기능증진을 목표로 했다. 정책도 ‘보전 우선→경영 우선’, ‘규제 위주→

조장 위주’로 기조를 변화시켰다.71 

다음으로 북한의 주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복구와 중

공업우선 경제발전정책으로 원목 수요가 급증하자 산림정책의 무게중심에 목재를 

최대한 생산·공급하며 산림의 부존자원 또한 개발·이용하는 것에 뒀다. 1958년 

농림부 산하에 있는 산림부, 임산부, 임업부를 정무원 건재공업부 산하에 임업성을 

설치하여 이관했다.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관리하던 지방림도 농림성으로 이관

하는 등 북한은 생산위주의 산림관리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1962년 원목 생산을 

높이기 위해 ‘공훈벌목공, 공훈유벌공’칭호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에 매년 10월 첫

째 일요일을 ‘임업노동자절’로 지정했다. 1956년 당시 기존 4월 한달이던 식수기

간을 4월 1~15일까지로 변경했으며 10월 10~25일까지를 ‘애림기간’으로 선포, 

집중적인 조림사업을 전개하도록 했다.72 1971년에는 애림기간을 폐지하고 4월 

6일을 ‘식수절’로 제정, 3월 중순~4월 중순, 9월~10월 중순까지를 식수기간으로 

정했다. 1999년부터는 식수절을 3월 2일로 변경했다. 

또한 1963년 8월부터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산림을 적당한 구역으로 가르고 그 

구역을 순환하면서 계획적으로 채벌하는 방법인 순환식 채벌방법을 시행했다. 순

환식 채벌방법은 임산사업소를 하나의 단위로 몇 개의 순환작업구역을 설정한 이

후, 원목이 최적의 상태까지 성장하기를 기다려 집중적으로 벌채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집중적으로 조림하는 방법으로 임목의 성장에 따라 15년, 20년, 25년, 30년

을 순환주기로 설정했다.73 

70 산림청,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산림기본계획 1차~5차』 <http://www.forest.go.kr> 
(검색일: 2019.4.25.).

71 산림청,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 『산림기본계획 1차~5차』 <http://www.forest.go.kr> (검색
일: 2019.4.25.).

72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73 김수영 외,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 산림관리 변화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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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70년대 말부터 ‘자연개조 5대방침’과 ‘4대 자연개조사업’이 진행됐다. 

자연개조 5대방침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있는 40만 정보의 밭에 관개 실시, 경

사도가 16°이상74에 달하는 15만∼20만 정보의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조성, 토지

정리사업과 토지개량사업 진행, 큰불피해를 막기 위한 치산치수사업, 1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75 4대 자연개조사업은 ‘새 땅 찾기’란 

명칭으로 간석지 개간과 다락밭 건설사업을 지속하는 것이었으며 각각의 목표량

도 증대됐다.76 자연개조 5대방침과 4대 자연개조사업은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해 

산림황폐화가 확대된 결정적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

이밖에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취해졌다. 1980년대 들어서면

서 소년단림, 사로청림, 여맹림 등 대중조직으로 담당림제가 확장됐으며 각 협동농

장에는 100정보 정도의 담당림이 의무적으로 주어졌다. 협동농장의 담당림은 보

통 70~80명 정도로 구성된 조림작업반이 담당했다. 퇴직한 노동자와 전업주부들

을 조직하여 상시적으로 산림보호 및 관리업무에 참여시키는 ‘산이용반’ 제도로 

운영됐다. 보통 산이용반은 군의 산림경영소를 통해 일정한 구역의 산림을 지정받

았으며 하나의 산이용반에는 약 90~100명이 포함, 1985년 당시 전국적으로 

2,300여개의 산이용반에 약 22,700명이 포함됐다.77 1977년부터는 ‘모범경제림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학교 칭호제도’와 1991년부터 ‘모범산림 시, 군, 구역제’

가 시행되면서 전국적 차원에서 사회주의경쟁78이 벌어졌다. 1996년에는 모범 산

림군이 폐지되고 ‘국토환경보호 모범군(시, 구역)’ 칭호로 확대됐다. 1990년대까

지  남북의 주요 산림정책을 시계열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제2호, 2016.
74 일부 자료들에서 경사도와 관련해 15도와 16도가 혼재돼 쓰이고 있으나 16도 이상이 정확한 

수치다.
75 1976년 10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연개조오대방침,” <http://ency
korea.aks.ac.kr/> (검색일: 2019.4.25.).

76 1981년 10월 당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는 5대 방침에 이어 4대 자연개조사업을 제기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대자연개조사업,”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19.4.25.).

77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78 사회주의경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학 기술의 진보와 노동 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노동대중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동지적으로 행하는 집단 경쟁”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회주의경쟁,”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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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45~1990년대 남북 산림정책 비교

남한 시계열 비교 북한 

1951년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공포 1950년대 1958년 정무원 산하 입엄성 설치 

1961년 산림법 제정 1960년대
1962년 ‘공훈벌목공’ 칭호 및 
임업노동자절 지정  

1973년 산림청 내무부 산하 개편
1973~1978년 1차 치산녹화계획

1970년대 1976년 자연개조 5대방침

1979~1987년 2차 치산녹화계획 1980년대 1981년 4대 자연개조사업 

1988~1997년 3차 산지자원화계획 1990년대
1991년 모범산림 구역제 시행
1992년 산림법 제정

 

출처: 남북 산림정책을 토대로 작성. 

 

남북의 2000년대 이전 산림정책을 비교, 정리해보면 남한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 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목재 및 산림자원 이용에 치중하면

서 산림황폐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겪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남한은 

치산녹화 계획을 시작으로 황폐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

제발전을 위한 목재 및 원목생산과 다락밭 건설을 장려했다.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남북의 산림정책 차이는 1990년대 말에 이르러 

남북 산림이 확연히 다른 면모를 갖게 된 배경이 됐다. 

 

2.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 

2000년대 이후 남북 산림정책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남한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북한은 ‘황폐산림 복구’라는 각기 다른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1970~1980년대 치산녹화에 성공한 남한은 2000년대 

산림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산림의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1998년~2007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 초기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으나, 산림기본계획 후반기인 2003년~2007년에는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으로 변경해 생태와 산림환경 보존으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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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수정했다.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산림휴양포털사이트 

구축, 자연휴양림 확충, 등산로 정비 등으로 산림 환경의 문화・휴양 서비스를 확

대한 것이 이 시기 주요 정책이다.79 

2008년~2017년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 

및 관리,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

다. ‘종자-조림-숲가꾸기-갱신-이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양묘체계 개편, 고품질 경제림 육성 등을 과제로 했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도 강조했다.80 

즉, 1998년 이후 남한의 산림정책은 조림과 육림 등 치산녹화 시기를 넘어 쾌적

한 국토환경 마련 및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에 맞춰져있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산림복지 개념으로 이행하

는 과정을 목표로 삼았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며 심각한 산림황폐화를 겪은 후 

2000년대부터 황폐산림 복구를 목표로 한 정책을 실시했다. ‘산림조성 10개년 계

획(2001~2010년)’ 및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년)’등 장기 산림녹화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산림녹화조성목표(2013~2022년)를 수립하고 168만2천ha를 목

표로 연간 14~17만ha 조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81 임농복합경영 산림복원 10

개년(2013~2022) 계획은 진행 중에 있으며 묘목 생산을 위한 대규모 양묘장 및 

채종림 건설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의 산림복구전투와 관련한 

노작 발표82를 분기점으로 북한은 지역별로 2024년까지 ‘산림조성 10년 전망계

획’을 세우는 등 산림복구전투에 돌입해있다.83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의 특징은 둘째, 남한은 ‘전문적 산림경영 관리’, 북한은 

‘대중동원에 의한 조림 및 관리’의 양상 차이를 띈다는 점이다. 남한은 저비용·고효

율의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관리에서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79 산림청, “제5차 치산녹화 10년계획,” 『산림기본계획 1차~5차』 <http://www.forest.go.kr> (검색
일: 2019.4.25.).

80 산림청, “제5차 치산녹화 10년계획,” 『산림기본계획 1차~5차』 <http://www.forest.go.kr> (검색
일: 2019.4.25.).

81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주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국제워크숍’ 북한 발표자료(중국 심양, 2014.7.).

82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로동신문』, 2015.2.27.

83 오삼언 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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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산림관리 인력을 산림관리와 산림기능 분야로 분류하여 전문화 교육이 진행

된다.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임업기능인도 육성된다. 

남한 현실에 맞는 임업기계 개발 및 시스템 보급, 기계화 영림단 기술교육 등도 진

행 중이다. 

북한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림조성 및 보호·관리를 위한 대중동원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식수기간 및 국토환경보호기간을 이용한 집중식수 방식을 

운영하며 모든 기관·기업소·단체·학교 구성원들의 식수작업이 진행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산림복구사업을 ‘산림복구전투’로 명명하여 전군, 전당, 전민 동

원운동으로 산림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의 특징은 셋째, 산림의 복지 기능과 산림의 경제적 기

능을 두고 강조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남한은 국민 삶의 질 강화를 위해 휴양 

및 문화, 복지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등산 및 산악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등산로 조

성 및 관리가 강조되고 자연휴양림, 도시숲, 산림공원 등 국민 활용이 많은 산림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숲 체험 등 시민 참여 및 문화기능 활성화도 중요시 된다.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석탄 및 석유 

등 가정용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땔나무림, 경제림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

름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고 쓸모가 있는 나무종류들로 경제림을 조성하고 산

과일, 산나물, 약초 등 야생원료기지들과 과수원과 뽕밭”조성이 중요시된다.84 

즉,“목재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밤나무림, 팔프 및 종이원료림 등 산림을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에 적극 복무할 수 있게 조성”하는 방향이 축이 되고 있는 것이

다.85 도시건설 및 개건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필요한 목재 공급지로서 산림의 역할

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주민들의 산림부산물 채취와 연결된 임농복합경영도 확대되는 추세다. 2016년 

2월 『로동신문』은 현실성있는 임농복합경영을 도입해야한다면서 기존에 땔나무

만을 심었다가 잣나무, 밤나무, 단나무로 바꿔심고 경사각 20°이상인 곳에서는 나

무 심는 간격을 변경한 수안군 사례를 자세히 보도했다.86 또한 2018년 2월 『로동

신문』은 “현재 각지에서는 림농대상지들에 약초와 약나무, 공예작물을 심어 단위

84 신광수, “우리나라 산림조성사업의 특징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4호 (2017).
85 김일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

대학-부문별사회과학연구』, 2016.10.23. 
86 “현실성있는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 『로동신문』, 201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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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당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식의 림농복합경영방법에 대한 연구사

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87 2000년대 남북의 주요 산

림정책과 특징을 각각 <표 6>과 <표 7>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 비교 
 

남한 시계열  북한 

1998~2007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 2000년대 2001~2010년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2008~2017년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10년대

2013~2022년 산림녹화조성목표 및 
임농복합경영 산림복원 10개년 계획 
2015~2024년 지역별 ‘산림조성 10
년 전망계획’수립 

출처: 남북 산림정책을 토대로 작성. 

 

<표 7>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 주요 특징 비교 
 

남한 특징 북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표 황폐산림 복구 

전문적 산림경영 관리 양상 대중동원에 의한 조림 및 관리

산림의 복지 기능 강조 강조점 산림의 경제적 기능 무게 

출처: 남북 산림정책을 토대로 작성. 

 

Ⅳ. 결론 

남한은 전체 산림 대비 국유림이 25.5%인 반면 북한은 국유림이 대부분으로 소

유관계의 차이가 극명하다. 이에 따라 산림법과 정책 전반에서 남한에 비해 북한이 

국가 차원의 계획과 통제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법을 살펴

보면 산림조성과 관리, 감독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라면 남한은 

87 “산림복구전투에서 통장훈을,” 『로동신문』, 2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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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유통과 관련해선 북한은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남한은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더불어 남한이 구체적

인 하위 법을 제정한 것과 달리 북한은 별도 법률이 없으며 토지법, 원림법 등이 

산림법을 보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산림의 휴양 기능이 북한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혁명전적지 등을 이유로 특별보호

림88을 지정하고 있으며 임산연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땔나무림을 주요 산림분류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이 남한과 차이점이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림 자원의 중

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 보호 등을 강조하는 것도 남북 산림법이 유사하다. 산림경

영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산림정책에서는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치중하면서 1990년대

에 산림황폐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겪었다. 1970년대 남한은 치산녹화계획을 중

심으로 황폐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목재 

및 원목생산과 다락밭 건설이 장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남한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북한은 ‘황폐산림 복

구’라는 각기 다른 산림정책의 목표를 수립,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남한은 

전문적인 산림조성·보호관리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해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복지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북한

은 산림의 경제적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산림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산림조성·보호관리 측면에서 역량 강화 및 대중화 등의 숙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북한의 산림정책 방향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발굴, 제안한다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남북 산림협력의 

88 북한의 산림보호제도는 1) 각종 보호림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과 2) 자연보호구로 지정하는 것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림은 산림의 목적에 따라 보호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산림으로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땔나무림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 특별보호림은 1977년 토지법
과 1992년 산림법에 의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으로 
정의되고 있고, 일반보호림은 국토관리기관 등에서 특성에 맞게 지정한 보호림을 의미한다. 자
연보호구는 200~300년 이상의 원시림이거나 풍경이 수려하여 문화휴식터로 의의가 있는 곳이
며, 백두산, 오가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금강산 등이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경석 
외, “북한의 보호림과 휴양이용제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제2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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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동력 또한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과 공통점, 남북 산림정책의 주요 특징 등에 대한 비교, 분

석을 통해 남북 산림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1970~80년대 진

행된 남한 치산녹화사업과 2015년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산림복구전투를 비교, 분

석해 함의를 찾아보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다.

■ 제출: 4월 28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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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orest Laws and Policies 
in North and South Korea

 
Sam Un Oh, Eun-hee Kim, Kyoung-min Kim, So Young Park

South Korea’s national forests account for 25.5 percent of the total 
forest land, while North Korea’s forests, on the other hand, are mostly 
national forests. This is due to differences in ownership structures; in the 
field of forestation and forest management, North Korea has adopted the 
state-led method and South Korea has adopted the state supervision 
method. 

There are differences in how the two Koreas conduct forest act, but 
similarities can also be found.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require users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for the use of 
forest resourc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orest resources and forest 
protection. Both countries also recogn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orest management is essential.

The 1970s can be regarded as a turning point for inter-Korean forest 
policy. South Korea effectively succeeded in reforestation in the 
1970s-1980s and entered stabilization period in the 1990s, while North 
Korea suffered a period of deforestation in the 1990s as they focused as a 
consequence of focusing on the excessiv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imber and other forest resources in the 1970s-1980s. As a result, South 
Korea has pursue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ince the 2000s, and 
North Korea has established and promoted forest policies concentrating 
on reforesting their deforested forests.

Key Words: Inter-Korean Forest Act, Inter-Korean Forest Policy, The Era of 
Kim Jong-un, War on Deforestation, Erosion Control and Greening





>>> 183

북한 핵프로그램의 시작과 성장: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김  보  미*

Ⅰ. 서론 Ⅳ. 1965년 이후: 전군 현대화와 핵기술의

Ⅱ. 1950년대: 경쟁적 핵확산의 시대    진전

Ⅲ. 1960-1964: 대외위협인식의 고조와    Ⅴ. 결론

안전보장수단으로서의 핵무기

국문요약

1950-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 하에 우호국들에 대한 정치적 호혜로서 

핵기술을 경쟁적으로 전파하였다. 북한 역시 소련으로

부터 핵기술 지원을 받는 국가 중 하나였으며 두브나에 

세워진 핵연합연구소의 창립 멤버로서 원자력 기술 습득

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북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위협인식은 점차 고조되었고 북한은 에너지

원이 아닌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수단으로

서 핵무기를 강력히 희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과의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소련은 북한의 안

보 불안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동맹국의 방기 

위협에 대해 적절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북한

의 낮은 영향력, 강한 친중적 성향, 국제사회에 대한 폐쇄

성과 낙후된 경제력 등은 소련과 소련의 위성국들이 북

한에 핵기술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

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인식에 대한 몰

이해는 북한의 호전적 성향을 강화시킨 셈이 되었다. 북

한은 경제발전에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국방

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병진노선을 주창하였

다. 중국,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거절이 있을 때

마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자주노선에 힘을 싣게 되었으며 

제한된 지원과 자체적인 능력에 의존하여 핵무기를 개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주제어: 북한, 핵무기, 소련, 중국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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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

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생존수단이자 협

상무기로 활용되었고 한국전쟁의 재발, 제3세계로의 핵확산, 동북아 군비경쟁 등

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1982년 4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미국의 정찰위성이 평안북도 영변에 원자로와 유사한 시설을 발견

하면서 최초로 제기되었고, 사회주의권의 분열과 외교적 고립으로 인한 북한의 생

존위협인식이 원인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필요성은 언제

부터 자각하여 왔던 것인지, 어떠한 경로로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한국전쟁 시기부터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려왔고 필연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1951년, 한국전쟁 중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총 26개의 원자탄 사용을 승인해줄 것을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

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했고, 맥아더의 해임 뒤 그 자리를 이어받은 매튜 리지웨이

(Mattew Ridgeway) 장군 또한 똑같은 요청을 되풀이했으나 무산되었다. 1953

년 초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역시 군사정전협정이 교착상태에 머무르면서 원자

탄 사용을 고려한 바 있었다.1 

그러나 이 같은 핵위협에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는지 북한의 초

기 핵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1950년대에 모스크바 근교의 두브나(Dubna)에 위치한 

핵연구소(United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UINR)에 연구 인력을 파견

하였으며, 핵물리연구를 위한 연구기관들을 건설하고 1965년에 작은 실험용 원자

로를 지원받았다는 것이 알려진 전부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50-1960년대 북한

의 초기 핵프로그램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정치적 사건들은 냉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에는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핵연구 분야에서 이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은 북한의 핵무장에 일정 정도 기여

하였다. 살롱타이(Balázs Szalontai)는 당시 중국의 핵프로젝트가 동아시아에 미

1 돈 오버도퍼·로버트 칼린 저, 이종길·양은미 역, 두 개의 한국 (고양: 길산, 2014),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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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파급력에 주목하였다. 그는 중국의 핵프로그램이 미국의 극동 아시아 동맹들(대

만과 한국)의 핵프로그램 착수를 부추겼고, 이를 지켜보던 북한의 핵보유 야욕에 

강한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보았다.2 오버도퍼(Don Oberdorfer) 역시 유사한 견

해를 나타낸다. 그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관심이 시작된 시기를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라고 말한다.3 반면 래드첸코(Sergey Radchenko)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발전과정에서 소련의 영향에 주목한다. 그는 중소분쟁이 격화되던 

시기(1962-1963)에 소련이 불신임하고 있던 북한에 핵기술 지원을 해 준 이유를 

이데올로기에서 찾고 있다.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핵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진

영의 화합을 과시하고자 하였으며, 중소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유인책으로서 핵기술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 도지인의 

연구는 앞선 연구들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데, 그녀는 1962년에

서 1964년까지 시기에 있었던 중국과 소련의 핵을 둘러싼 갈등과 소련과 미국의 

핵협력이 북한의 핵자립(nuclear independence)의 형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

다고 말한다.5 

위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이 북한이 핵무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냉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집중한다. 본 연구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냉전적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다. 연구는 특히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단순 설명하기보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이 에너지원에서 

군사적 용도의 원자력 연구에 무게를 두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개발의 영향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북한의 위협

인식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흔히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한 시기는 1980년

대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핵무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국제사회로부터 관련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는 북한

이 원자력 에너지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데 매우 결정적이

2 Balázs Szalontai and Sergey Radchenko, “North Korea’s Efforts to Acquire Nuclear 
Technology and Nuclear Weapons: Evidence from Russian and Hungar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53 (August 2006), p. 3. 

3 돈 오버도퍼·로버트 칼린 저, 두 개의 한국, p. 383.
4 Szalontai and Radchenko, “North Korea’s Efforts to Acquire Nuclear Technology and 

Nuclear Weapons,” p. 29.
5 Jein Do, “Nuclear Weapons as Ideology: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ndependence, 1962-1964,”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8, No. 2 (2015),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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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50년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평화적 핵에너지의 이용에 기반을 

둔 기초적인 원자력 연구에 집중하던 북한은 점차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력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갈망하게 된다.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 전쟁과 중소분쟁과 같은 대외적 환경은 자체적 

군사력 증강의 당위성을 높이고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북

한이 4대 군사노선 중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더욱 심화 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

의 핵심 주장이다.

이 연구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북한의 1차 문헌들과 냉전시기 외교문서들

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오랜기간 동안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오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많은 부분이 외교문서에 의존하고 있

다. 논문에 인용된 외교문서들은 주로 구소련과 헝가리, 폴란드, 동독 등 동유럽에

서 발굴된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공개한 구소련 외교문서들은 영어로 번역되어 

본 논문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자료들은 상당수가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국제냉전사프로젝트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이다.6 

 

Ⅱ. 1950년대: 경쟁적 핵확산의 시대 

1. 소련의 핵개발과 북한 핵프로그램의 시작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이후, 스탈린(Joseph Stalin)은 미국이 

더 이상 고립주의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7 핵무기는 스탈린의 

세계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제 핵무기가 힘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

고 보았다. 1945년 8월, 스탈린은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독과점을 무너뜨리기 위

하여 모든 국가자원을 동원할 것을 명령하였다.8 1943년까지 소련의 원자력 프로

젝트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스탈

린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정책은 소련 군사력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으며 소련 경

6 본문에 활용된 자료들은 우드로윌슨센터의 국제냉전사프로젝트의 아카이브(https://www.wilson
center.org/digital-archive)에서 확인가능하다. 

7 Vladislav Zubok and Constantine Pleshakov,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From 
Stalin to Khrushchev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 43.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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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과 조직적 발전을 이끌어냈다. 수 십 만톤의 우라늄

광을 채굴하고 우라늄 가공처리 발전소, 원자로와 플루토늄 공장을 건설하고, 흑연

료를 확보하며 핵무기의 디자인과 조립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소련의 열정은 북한과 같은 작은 사회주의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련은 1945년 말부터 원자폭탄 생산을 위한 우라늄 확보를 목표

로 북한에 자국의 지질학자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당시 

소련의 원자력 프로젝트의 수장이었던 쿠르챠토프(Igor Kurchatov)의 보고에 따

르면, 북한에 매장된 우라늄광의 품질은 그다지 우수한 편이 아니었다. 1940년대 

후반까지도 북한의 우라늄광에 대한 소련 지질학자들의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됐

으나 긍정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9 그렇지만 김일성은 핵원료 물질들을 소련

에 판매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전쟁에서 사용될 공격용 무기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 북한은 1949년 말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농축된 모나자이트, 탄탈럼, 나이오븀, 그리고 약 9천 톤의 우라늄 광석을 소련에 

수출하였다. 이는 1949년부터 1950년까지 평양에 납품된 소련의 군사장비와 무

기에 대해 지불해야 될 비용을 일부 상쇄하였다.10 

북한이 이처럼 한국전쟁 이전까지 다량의 핵원료 물질들을 소련에 판매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당시에는 김일성이 매장된 

자원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서 

싸워 이길 무기들이 더 절실했던 김일성으로서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광물자원

의 판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을 것이다. 둘째, 김일성은 핵원료 물질들을 

소련에 제공함으로써 그가 충성스러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스탈린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스탈린에게 인

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소련의 핵프로그램에 북한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소련의 핵능력은 나날이 증가하였고 핵무기를 둘러싼 미소 간의 경쟁

에도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

9 Szalontai and Radchenko, “North Korea’s Efforts to Acquire Nuclear Technology and 
Nuclear Weapons,” p. 26. 소련은 북한의 우라늄뿐만 아니라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여러 광물
을 채취한 상태였다. 

10 Alexandre Mansourov, “North Korea’s Road to Atomic Bomb,”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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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Semipalatinsk)에서 플루토늄 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 1952년 10월에는 

미국이 열핵장치를 테스트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스탈린이 사망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인 1953년 8월 12일, 세계 최초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미소간에는 끊임없는 핵경쟁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핵에너지를 둘러싼 미소의 외교경쟁 또한 심화되

었고 친소국가인 북한 역시 미소 간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당시에는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이라는 명목하에 미소 양국이 자신들이 보유

한 핵기술을 경쟁적으로 전파하였다. 핵기술의 확산은 순전히 기술적인 목적 아래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소가 진영 내의 국가들, 혹은 새

롭게 진영으로 유인하려는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정치적 호혜에 가까웠다. 1957년 

1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유럽원자력공동체(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가 발족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소련은 1958년에 중

국과 체코슬로바키아, 1960년에 동독을 지원하여 실험용 원자로 건설을 도왔

다.11 심지어 소련은 현대수정주의자로 공격을 받고 있던 유고슬라비아를 사회주

의 진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실험용 원자로의 건설을 지원하였다. 헝

가리는 1958년 5월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에 대해 소련과 회담을 진행하였

고, 체코와 동독은 1958년과 1960년에 각각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착수하였다.

북한 역시 1950년대 중후반 소련의 핵확산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이때까지 북

한의 핵기술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소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

실하였다. 북한과 소련은 1955년 2월 5일,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5개년 협약에 서

명하게 된다. 여기에는 “공동 핵연구”를 비롯하여 기술경험과 데이터의 교환, 기술

문서의 이전, 기술전문가 교환, 기타 형태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과학기술협력 

등 원자력 협정 체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12 또한 북한은 원자력 연구

11 앞서 소련은 폴란드에서 핵 연구소의 건립을 도운 바 있다. 노동신문, 1956.4.19. 헝가리는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의 사용에 관한 협력을 소련(1959년), 폴란드(1960년), 동독(1960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1965년)와 체결하였다.

12 Otnosheniya Sovetskogo Soyuza s Narodnoy Koreyey, 1945-1980. Dokumenty i 
materialy (Relations of the Soviet Union and the People’s Korea, 1945-1980. 
Documents and Materials), Moscow, 1981, pp. 109~110; Mansourov, “North Korea’s 
Road to Atomic Bomb,” p. 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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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기초학문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55년 7월 1일 김일성종

합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학에서 핵물리연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 분야의 과학자

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하겠습니다”라며 원자물리에 대한 연구를 개척할 것

을 요구하였다.13 이후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 강좌가 개설되고 1956

년 과학원 수학물리연구소에 핵물리 실험실이 설치되었다.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자국의 과학자들과 정치인들로 이루

어진 대표단을 소련 두브나(Dubna)에 위치한 다국적 핵연합연구소(United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UINR)에 파견하였다. 북한은 소련, 헝가리, 

몽골, 폴란드, 동독, 중국, 루마니아,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1956년 

3월 26일 당시 이 연구소의 창립 멤버 중 하나였다.14 북한은 핵연합연구소 건립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출신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실습을 통해 핵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전자물리학, 방사화학, 고에너지 물리학 등에 관심을 갖게 되

었다.15 

이어 1958년 4월, 북한은 주 소련대사 리신팔(李信八) 등을 통해 소련의 외상 

그로미코(Andrei Gromyko)에게 핵의 평화적 사용을 전제로 한 원자력 개발을 

요청하였다.16 이때는 시기적으로 조소관계가 악화되기 전이었고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수차례 반복한 터라 소련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17 따라서 1959년에 원자력 분야의 협력에 관한 조·소 정부 간 협정

13 김일성, “대학의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
생들과 한 담화, 1955년 7월 1일),” 김일성전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57.

14 북한의 정식 가입일은 1956년 12월 3일로 되어있으며 정식명칭은 ‘련합원자핵연구소’이다. 조
선중앙년감 1966-6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p. 520. 각 사회주의 국가들은 핵연합연
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은 화학공업상 정준택이 전권 대표로 
임명되었다. 로동신문, 1956.7.15. 

15 Valery I. Denisov, “Nuclea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in James 
Clay Moltz and Alexander Y.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P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0), p. 21. 
북한과학자들은 소련 이외에도 일본, 동독과 서독 등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중국의 핵센터에서 
실습을 받기도 했다. 

16 북한은 고에네르기 가속 장치와 핵실험 기구에 대한 국제학술회의에 물리학자들을 발표· 참여시
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신문, 1959.10.4.

17 From the Journal of Gromyko, Record of 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 Ri 
Sin-P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ril 28, 195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VPRF, Fond 0102, Opis 14, Delo 4. 



190

이 체결될 수 있었고 양국의 공동 핵 활동을 위한 사업소도 설립되었다. 조·소 양국

은 이 협정에 근거해서 지질학 연구, 원자력연구소 건립과 북한 전문가의 실습과 

같은 협력 분야에 관해 언급한 “9559 계약(contracts)”에 서명하였다. 양국 전문

가들의 공동 지질학 연구 결과, 북한 관료들은 원자력연구소의 건설부지로 영변을 

선정했으며 이 연구소는 “9559 계약,” 또는 “가구공장”으로 불렸다.18 

1959년, 북한은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연구용 원자로 건설에도 성공하였다. 그

러나 연구용 원자로는 소련이 중국에 지원해준 원자로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이었다. 

모든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소련으로부터 똑같은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 북한이 소련의 우방국이기는 하였지만, 사회주의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치

나 보유하고 있던 자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소련의 원자력 기술의 수혜자 

명단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어려웠다. 소련의 관심은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있

었으며 북한의 낮은 전략적 가치와 열악한 경제적 환경 등은 소련이 우선투자대상

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핵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었다. 북한은 핵연합연구소의 

창립 멤버였으나 연구소의 건설 및 유지비 부담액이 0.05%로 알바니아, 몽골과 

함께 참여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9 북한에는 핵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같은 시설들을 유치한

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 확실했다. 따라서 소련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기술 지원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이유는 없었다.20 

문제는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 누구보다 높은 안보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는 점이었다. 휴전 후에도 북한은 1955년 1월 2일 미국의 래드포드 합창의장의 

‘강력한 보복 전략’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 아이젠하워의 전술핵 사용 가능 

언급 등 꾸준히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핵확산 정책의 수혜

18 Georgiy Kaurov, “A Technical History of Soviet-North Korean Nuclear Relations,” 
in James Clay Moltz and Alexander Y.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P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0), pp. 15~16. 

19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중국, 몽골,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가 북한
과 함께 유지비를 분담하고 있었다. 소련(47.25%)로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중국(20.0%)과 
독일(6.75%), 폴란드(6.75%)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문에는 연구소 성원국
들의 부담액이 성원국의 연구소 과학 및 행정 사업 참가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없다
고 표명하고 있다. 노동신문, 1956.7.15.

20 그러나 소련은 1960년대에 핵 과학과 실험에 관한 인프라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소련 
전문가들은 영변의 핵시설 건설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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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미국의 극동전략에 따라 1960년 11월에 실험용 원자로의 건설을 마무리하

였다. 뿐만 아니라 1958년에는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다. 이는 소련과 중

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핵무기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는 소련의 지

원을 기대하는 것 외에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소련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들은 소련으로부터 핵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자립경제와 자주외교

의 입장을 고수해오던 루마니아는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핵에너지 개발 지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루마니아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자본주의 진

영으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21 그러나 루마니아의 사례는 북한이 고

려할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반제투쟁의 입장이 확고한 북한이 서방국가들로부터 

핵기술을 전수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중소갈등으로 1959년 소련전문가들이 철

수하면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통해 핵폭탄 생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에

는 핵무기의 자체적 생산을 위한 어떠한 능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북한으로서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진영 내 국가

들의 지원을 통해 핵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 

 

Ⅲ. 1960-1964: 대외위협인식의 고조와 

안전보장수단으로서의 핵무기

1. 국방에서의 자위와 핵무기 필요성 강화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김일성은 남한에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

도 문제를 국제이슈로 만들려 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 미국과 일본의 신조약 체결, 1961년 1월 출범한 미국 케네디 정부의 강력

한 반공정책, 5·16 군사쿠데타를 비롯한 남한 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한일 관계정

상화 추진, 쿠바 미사일위기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점차 평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고 북한의 안보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김일성은 당

21 Szalontai and Radchenko, “North Korea’s Efforts to Acquire Nuclear Technology 
and Nuclear Weapons,”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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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국제정세를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국주의자들이 베를린이나 대만, 남한

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국방력 증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

론에 도달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점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모든 모순들에 군사

적 해결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시작하였다.22 

날로 강화되는 북한의 반제투쟁 의지는 국방력 강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1960년대 초반부터 북한 사회 전체가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었다. 1962년 봄

부터 북한의 거리 곳곳에는 “전민 무장화”라는 슬로건이 등장하고 있었으며 북한

은 끊임없이 갱도를 건설하고 많은 공장들을 지하시설화하였다. 핵무기에 대한 위

협인식이 고조되면서 김일성은 당시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그것은 재

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은 핵전쟁의 가능

성에 대비하여 상당 시설들을 지하에 구축하였다. 추후 완공된 평양 시내의 지하철

은 몇몇의 갱도와 연결되었으며 비상시 평양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김일성은 전 국토를 요새화하는 이 같은 조치들이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한 것임

을 밝혔다.23 

또 한편으로 이 시기 김일성은 정권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립

하는 데 가장 확실한 안보수단은 핵무기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1960

년대 들어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거나 전술핵무기 배치 혹은 

소련의 핵우산 등을 통하여 핵위협에 맞서고자 하였다. 소련의 지원은 자체적인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결합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은 원자력 관련 

기초과학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데 소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중소분쟁이 

심화되면서 소련이 북한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핵기

술 협력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24 

북한은 1961년 원자력 관련 중추 지도기관인 원자력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62년에는 핵프로그램의 진전을 위해 평북 영변과 박천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운 

데 이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에 핵물리학원을 설립해 핵과학자와 기술

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영변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소를 세우는 데 들어간 총조

22 “Conversation between Soviet Ambassador in North Korea Vasily Moskovsky and 
German Ambassador Schneidewind,“ September 20, 1962,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VPRF, fond 0102, opis 18, papka 93, delo 5, listy 65-66. 

23 Charls K. Armstrong, Tyranny of the Weak: North Korea and the World 1950-1992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p. 132.

24 Mansourov, “North Korea’s Road to Atomic Bomb,”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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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용은 1962년 당시 가격으로 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 시설은 1965년에

야 완공되었는데 2MW (th) IRT 연구용 원자로, 방사능 화학 또는 동위원소 생산 

실험실, K-60000 코발트 시설, B-25 베타트론, UDS-10 제염 배수구, 폐기물 저

장장소, 특수 세탁시설, 시간당 40톤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공장 등으로 구

성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소련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약 30명의 소련 전문가들이 

시설 건설과 가동 준비과정에 참여하였다.25 

또한 협력기간 내내 300명 이상의 북한 핵전문가들이 모스크바 공업물리학교, 

바우만 고등기술학교, 모스크바 에너지연구소 및 기타 소련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습하였다. 일부 핵전문가들은 두브나와 오브닌스크(Obninsk)에 있는 핵과학연

구단지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26 두브나의 핵연합연구소를 졸업한 2명의 박사와 

25명의 석사들은 북한의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에서 높은 직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영변에 핵과학기술센터, 영변핵물리연구소, 영변원자력에너지연구소, 박

천에 원자력에너지연구소 분소, 영변방사선화학실험실, 김일성대 핵물리학부 및 

핵연료공학부 등에 임명되었다.27 이처럼 북한이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을 주장하

였을지라도 소련의 지원 없이 핵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핵과 관련한 이론적인 지식과 기초

적인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전술핵무기 배치나 새로운 전투 

장비의 제공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은 얻지 못했다. 본래 북한 지도부는 모스

크바로부터 직접적인 핵무기 개발지원은 허가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따라서 1962년 8월, 북한 지도부는 모

스코프스키(Vasily Petrovich Moskovsky)가 신임 소련대사로 부임하자 북한은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핵개발 정보를 서독

에 판매함으로써 핵확산을 주도하며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사용할 가능성 또한 매

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남한에 다수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듯이 북

한에도 핵무기가 배치되어야 하며 비대칭적인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한반도 점유 

야욕을 구체화한다고 강조하였다.28 

25 Kaurov, “A Technical History of Soviet-North Korean Nuclear Relations,” pp. 16~17.
26 Ibid.
27 Obyedinenniy institut yadernykh issledovaniy (Dubna: United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1994), pp. 4~5; Mansourov, “North Korea’s Road to the Atomic Bomb,” 
p. 30.

28 Conversation between Soviet Ambassador in North Korea Vasily Moskovsky and 



194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의 증폭과 함께 중소분쟁의 열기가 사회주의진영 전체로 

확장되면서 북한은 안전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은 과거

와 달리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소

련에 강력히 어필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고 미국의 핵확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안전보장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소련 지도부는 사회주의 진영의 모국으로서 소련은 항상 작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북한에는 굳이 별도의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

다는 논리를 들어 군사지원 요청을 거절하였다.29 

소련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지원 거부 결정은 극동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대한 전

략적 판단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1960년대 초반, 중국과 소련의 관계 악화는 

극동지역의 원자력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련 지도부는 중소

분쟁 이후로는 소련의 어떠한 핵기술이나 노하우가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흘러들

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친중국가인 북한에 핵기술을 전수해

야 한다는 점에 회의적이었다.30 실제로 북한은 1963년 4월, 극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소련의 미사일들이 북한과 중국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

기도 하였다.31 북한의 요구에 대한 소련의 반대입장은 명백했다. 소련은 1962년 

11월, 북한의 MiG-21, 잠수함, 지대공 미사일부대 지원 요청은 거부하였으나, 동

맹국이 아닌 인도에게조차 MiG-21을 비롯한 기타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뿐

만 아니라 소련은 1960년대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

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다.32 

결과적으로 이 시기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원자력 연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핵무기 개발에 큰 동력을 마련하진 못했다. 또한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을 얻는 데도 실패하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북한의 이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Pak Seongcheol, 24 August 1962, AVPRF, Fond 0102, 
Opis 18, Papka 93, Delo 5, Listy 22-23. 

29 Ibid. 
30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August 1962, MOL, XIX-J-1-j Korea, 11. doboz, 24/b, 002304/1/RT/1962. 
31 Conversation between Soviet Ambassador in North Korea Vasily Moskovsky and 

Czechoslovak Ambassador Moravec, 15 April 1963, AVPRF, Fond 0102, Opis 19, 
Papka 97, Delo 4, List 140.

32 Sergey Radchenko, Two Suns in the Heavens: the Sino-Soviet Struggle for 
Supremacy, 1962-1967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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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을 촉진시켰다. 

 

2. 중소분쟁의 여파

1962년 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에 편승하

기로 결정하였다.33 한편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활로를 지속적으로 모색

하였다. 북한이 핵기술 확보를 위해 택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동유럽 

대사관을 통하여 핵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둘째, 본국에 남아있는 소

련기술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조소관계가 냉각되면서 소련을 지지하던 사회주의 형

제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소원해졌지만, 북한 지도부는 평양주재 동유럽 대사관, 

특히 동독대사관을 통해 국방기술과 무기획득의 활로를 모색하였다. 북한 지도부

가 동독대사관에 접촉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당시 동독이 소련

의 막대한 군사원조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소련의 위성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

의 군사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베커(Otto Becker) 

동독대사를 통해 독일의 대학과 연구기관들로부터 핵무기와 원자력 기술발전 관

련 정보를 수집하려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금철(朴金喆) 역시 동

둑 외교관들과 접촉하여 교류를 확장시킬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

는 동독으로부터 원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동독대사관은 북한이 사

회주의 형제당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소련공산당과의 협상에서 유리

한 위치를 점하려 한다고 보고 교류증대 제안을 거절하였다.34 또한 김일성의 핵무

기 개발 지원 요청을 당시 독자적인 핵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중국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련대사관에 보고하였다.35 

33 북한은 케네디가 7월 26일 조약의 가조인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방송연설을 한 데 대해 강한 어
조로 비판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PTBT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들, 특히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핵무기 소유 및 발전을 저지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신문, 
1963.7.31.

34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between the Czech Ambassador to the DPRK, 
Comrade Moravec, with the Soviet Ambassador, Comrade Moskovskii, and the GDR 
Ambassador Comrade Becker, on 23.Ⅳ.1963. May 16, 1963,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State Central Archive, Prague, File A. Novotny, 
Foreign Affairs, KPDR.

35 Conversation between Soviet Ambassador in North Korea Vasily Moskovsky and the 
German Ambassador, 26 August 1963, AVPRF, Fond 0102, Opis 19, Papka 97, Delo 
5, List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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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체류 중인 소련전문가들을 통해 핵기술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는 일조

차 녹록치 않았다. 1962-1963년 동안 북한과 소련의 원자력 협력은 재개되었으나 

소련전문가들의 활동은 중국을 의식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36 북한은 

우라늄광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핵무기를 개

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37 그러나 소련의 지질학 팀들의 소견은 북한산 

우라늄광은 품질이 극도로 나쁘고 양도 매우 적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높은 생산비

용이 요구되며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개발비용을 감당할 수조차 없을 것으로 평가

되었다.38 

무엇보다도 북한에 소련전문가들을 파견한다면 그것은 곧 중국의 핵무기 개발

을 도와주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련 지도부의 판단이었다. 소련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광석을 중국의 원자

로 가동을 위해 공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은 북한측에 이미 

생산된 우라늄광을 소량으로 구입만 해도 북한의 경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이라며 별도의 우라늄광 채굴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득하였다.39 

군사 분야에서 소련의 비협조적인 자세는 어김없이 북한 매체의 소련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미 1963년 봄부터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는 소련에 대한 비난이 자주 

쏟아져 나왔으나 이러한 비판은 점차 격화되어 갔다. 소련의 핵개발 지원 거부가 

있고 나서 얼마 뒤인 1963년 10월 28일자 로동신문에는 ｢사회주의진영을 옹호

하자｣라는 제목의 논설이 게재되었다. 논설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분열 원인을 

현대수정주의에 돌리고,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에 대한 소련의 간섭과 군

사협력에 있어 소련의 소극성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특히 소련이 “원조에 빙자하여 

형제 당, 형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경제 및 군사원조를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맹공하

36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은 북한에 핵기술 전문가를 잔류시키는 것이 중국의 핵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소련이 아마도 중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기술이었
기 때문에 이들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Szalontai and Radchenko, “North Korea’s Efforts 
to Acquire Nuclear Technology and Nuclear Weapons,” pp. 24~30. 

37 Conversation between Soviet Ambassador in North Korea Vasily Moskovsky and 
Soviet Specialists in North Korea, 16 October 1963, AVPRF, Fond 0102, Opis 19, 
Papka 97, Delo 5, List 185. 

38 Conversation between Soviet Ambassador in North Korea Vasily Moskovsky and 
Soviet Specialists in North Korea, 27 September 1963, AVPRF, Fond 0102, Opis 19, 
Papka 97, Delo 5, Listy 161-162.

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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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40

1964년 10월 16일, 중국이 드디어 신장의 뤄부포(Lop Nor, 羅布泊) 지역에서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마침 이 날은 북한에 핵무기 제공을 강력히 반대하던 흐루시

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에서 실각한 날이기도 했다.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크게 

고무된 북한은 핵실험을 주도한 중국과학원에 축전을 보내고 핵실험의 성공은 중

국 인민의 혁명적 의지와 자력갱생 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추켜세웠다.41 노동

신문은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대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의 

호의적 반응을 게재하고 미국의 핵위협 정책에 심대한 타격이 된다고 강조하였

다.42 이어 김일성은 베이징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북한의 핵개발 지원을 요청하였

다. 그는 마오쩌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국과 북한은 혈맹인 만큼 핵무기 제조기술 

또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혁명에서의 중국의 선도적 

역할 및 북한의 중국 편승 등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은 중국이 핵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중국 외교부 또한 북한과 같은 작

은 국가에는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43 중국은 핵실험 성공 

이후 핵확산 금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중

국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였다는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가

들 간에 협상을 통하여 핵무기의 완전한 금지 및 완전한 파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부분적핵실금지조약에 반대하였던 중국이 전면적핵실험금

지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우언라이는 전면적핵실험금지를 위해 국가 수뇌

자 회의를 소집할 것을 각국 정부들에 제안하였고 김일성이 참석하기를 원하였

다.44 이 시기 북한은 소련의 군사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는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45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 지도부가 소련과의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 지도부는 정세가 한층 더 긴장되어 가고 있으며 북한과 아시아 

40 노동신문, 1963.10.28.
41 노동신문, 1964.10.21.
42 노동신문, 1964.10.22. 
43 돈 오버도퍼·로버트 칼린, 두 개의 한국, p. 383. 
44 노동신문, 1964.10.22.
45 이에 대해 소련 지도부는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 기밀사항을 중국에 요청했던 것이 조중관계의 

냉각에 촉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Information on the Korean Workers’ 
Party,” October 1966, AQPPSH, MPP Korese, D 10, V.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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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서 전쟁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내다보았다. 따라서 흐루시초프의 실

각 이후 소련을 대하는 북한의 자세는 중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마오쩌둥은 핵실험 

성공을 통해 중국이 강대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선전하고 그동안 불평등하다고 여

겼던 중·소관계를 대등하게 재설정하려 하였다. 또한 그는 흐루시초프 실각의 의

미를 수정주의 노선의 실패라고 간주하였으며 자신의 투쟁이 결국 승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북한은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코시긴(Aleksei N. 

Kosygin) 집단지도체제가 새롭게 등장하자 소련과의 전통적인 연대를 회복하기

를 희망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군사원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흐루시초프의 실각 이후 북한의 대소접근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 뿐, 이념적인 

공감대의 형성이나 사회주의 연대로의 복귀는 아니었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은 핵우산을 비롯한 군사적 안전장

치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던 만큼 북한은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군사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동시에 국방력 증강을 위해는 경제적 지원이 뒤따라야 했다. 안전

보장과 경제성장,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상대는 오직 소련뿐이었

던 탓에 북한은 다시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Ⅳ. 1965년 이후: 전군 현대화와 핵기술의 진전

1. 전군 현대화 속의 핵능력 증강 노력 

당시 중국과 북한은 모두 핵무기 보유의 당위성을 현존 핵보유국의 위협으로부

터 찾고 있었다. 북한과 중국은 핵을 가진 국가에 똑같이 핵을 가짐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핵무기의 비대칭성이 적에게 침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차이라면 소련에 대한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소련까지 중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국가라고 보았으나 북한은 계속해서 소련을 동맹국으로 인지하였으며 잠

재적인 핵기술 지원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북한은 새로운 소련 지도부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4대 군사노선에서 ‘군의 현대

화’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신 지도부는 외교경험이 부족한 탓에 북한·베

트남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경제·군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관계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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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조소관계의 경우 

1965년 2월 12일, 코시긴이 이끄는 소련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의 군사동

맹 유지와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방위와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전환이 일어났다. 소

련은 1965년 5월, 1억 5,000만 루블 상당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북한에 무료로 제

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은 4~8사단이 쓸 수 있을 정도의 고사포와 57mm 곡

사포, 해안방어를 위한 무기들을 추가로 소련에 요구하였다. 소련은 북한의 대소태

도변화에 대한 보상으로 1965년 5월 31일 북한과 군사협정까지 체결하였다. 동 

조약에 따라 소련은 북한의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MiG-21, 예비부속품, 제트

연료, 지대공 미사일 등의 공군력 증강에 일차적 목표를 둔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

하기로 합의하였다.46 

북한이 주장하는 군의 현대화는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하는 것만

이 아니었다. 군사기술과 군사과학을 신속히 발전시키는 것 또한 군의 현대화에 

해당되었다. 김일성은 모든 군인들이 자기 무기에 정통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

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전투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7 1966년경 조

선인민군의 규모는 약 50-55만에 달하였으나 군사개념은 1930년대 항일무장투

쟁과 한국전쟁에서 얻은 중국식 게릴라 전투전략과 전술에 기초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을 방문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사연락관들은 조선인민군이 미사일, 

핵무기, 또는 다른 군대들의 경험 등은 인정하지 않은 채 현대화에 크게 뒤져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자체적인 기술력이 낮고 병사들은 무기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최신식 무기를 보유한다 해도 군사력이 빨리 소모된다고 분석하

였다.48 

소련은 조선인민군의 현대화를 위해 북한이 원하는 무기들을 무조건적으로 제

46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Soviet Deputy Foreign Minister Vasily Kuznetsov 
and the North Korean Ambassador to the Soviet Union Kim Pyeongchaek, 21 May 
1965, AVPRF, Fond 0102, Opis 21, Papka 105, Delo 32, List 21. 

47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차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 1967.12.16.),” 김일성전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 441; 조선중앙년
감 196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9), p. 23.

48 또한 군사기술과 군사학습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현
대화가 10-12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최소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8 May 1967, XIX-J-1-j Korea, 1967, 60. doboz, 40, 
002128/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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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보다는 자국의 군사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방

법을 선호하였다. 덕분에 이 시기 즈음하여 조선인민군은 다른 형제국가들, 특히 

소련군의 경험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수 상황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동반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한때 한반도의 지형적 조건이 핵무기를 사용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소련의 권고로 1967년에는 핵전쟁에 

대비한 훈련까지 실시하였다.49 특히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에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모든 우연적 요인들까지 포함시켰으며 핵전쟁에 대한 대비

를 강조하였을 정도로 위협인식이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계기가 작용하여, 북한이 군의 현대화에 핵기술을 진전시키는 것까지 포

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초, 소련 기술자들은 북한에서 평양화력발

전소와 실험용 원자로 건설 등을 도와주었으며 이는 소련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였다.50 뿐만 아니라 코시긴은 1965년 5월, 영변에 

있는 IRT-2000 연구용 원자로의 커미셔닝을 최종 승인했다. 코시긴은 또한 과거 

원자력 지원 관련 북한의 부채를 비롯하여 각종 오랜 부채들의 상환을 연기하고 

경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산업융자를 연장해주는 양국 정부간 협정에도 서명하였

다.51 

 

2. 원자력의 이중적 용도와 병진노선 전개 

196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원조 프로그램들이 종료된 이해 북한 경제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1960년대 말 심각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1968년, 북한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수력발전소를 매일 교대하

여 가동하였으며 수력발전소보다 돈이 덜 드는 화력발전소의 건설 또한 계획하였

다.52 북한은 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비책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활용 방법을 강구하

였다. 1960년대 후반 원자력 과학 및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연구소와 실험실을 건립하였으며 이는 원자력 에너지 연구개발의 근간이 되었

다.53 그러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49 Ibid. 
50 MNL, XIX-J-1-j Korea, 1965, 73. doboz, Ⅳ-103, 001823/1965; 박종철·김보국·박성용·

정은이, 헝가리의 북조선 관련 기밀해제문건 (서울: 선인, 2013), p. 50에서 재인용. 
51 Mansourov, “North Korea’s Road to the Atomic Bomb,” pp. 37~38. 
52 MNL. XIX-J-1-j Korea, 19; 박종철·김보국·박성용·정은이, 헝가리의 북조선 관련 기밀해제

문건, p. 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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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만 했다. 

1967년 초, 내각 제1부수상 김일을 수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관료 대표단

이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소련

의 지원을 요청하였다.54 당시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핵기술 협력은 원자

력의 이중용도(dual-use) 성격으로 인해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일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69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

부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5차 회의에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요청하

였다. 

북한은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사회주의 형제국가에도 기술지원을 부탁하였

다. 1967년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의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의 부위원장(vice chairman)과 원자력에너지연구소(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Atomic Energy)의 주요부서의 장 등이 동독에 방문하여 원자

력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을 토의하였다. 북한대표단은 동독의 국가계획

위원회와 접촉하여 핵과학 분야와 연계된 여러 산업발전소, 광산, 고등교육기관, 

여러 연구기관 등을 시찰하였으며 핵 기술과 관련하여 동독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

원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북한은 동독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원자로 운영 경험 공유 여부와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에 요구되는 장비들의 구입 여부를 타진하였다.5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소련은 북한의 원자력발

전소 건립 요청을 거절하였다. 소련의 요청 거부는 우선 과거 소련의 기술지원에 

대한 북한의 폐쇄적 대응자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말, 결국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실험용 원자로인 2MWt IRT-2000을 영변에 건설하는 데 성

공하였다. 영변에 핵시설이 완공되면서 30명의 소련전문가들은 북한을 떠났다.56 

53 Denisov, “Nuclea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p. 22. 
54 동행한 이는 내각 부수상 리종욱, 민족보위상 오진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오동욱, 내각

사무국 국장 최재우, 소련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 김충원이었다. 노동신문, 1967.2.14.
55 이밖에도 북한은 핵물리학에 필요한 측정도구들과 핵연구에 사용되는 비밀장비를 요구하고 서

구 저널에 실린 원자력 연구에 관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과학자들의 인적교류까지 희망하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February 
29, 196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OL, XIX-J-1-j Korea, 
1968, 58. doboz, 2, 001872/1968. 

56 Kaurov, “A Technical History of Soviet-North Korean Nuclear Relations”,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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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것이 곧 조소 핵협력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련은 원자로

에 대한 핵연료를 공급한다는 명목 하에 북한의 베타트론과 코발트 시설 작동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다.57 그러나 소련은 북한의 원자로의 

작동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소련의 광범위한 개입을 견뎌야만 했으나 북

한은 핵시설의 완공 이후 소련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였다.58 

북한의 이러한 폐쇄적 자세는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는 것 외에 소련

이 반대하였던 무기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병진노선

을 실행하였다. 당시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당시 갖고 있던 북한의 안보위협인

식에 대한 몰이해는 북한의 호전적 성향을 강화시킨 셈이 되었다. 1968년 푸에블

로호 사건 이후에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모든 우연적 요인들까지 포함시

켰으며 핵전쟁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였을 정도로 위협인식이 극대화된 상황이었

다. 때문에 위와 같은 원자력발전소 건립 지원 요청은 궁극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북한은 1969년 6월 12일, UN 총회에서 채택

된 핵확산방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대해서도 소련과 

달리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제투쟁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북한은 NPT의 

창설이 약소국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 권리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거부 의사는 분명하였고 대다수의 사회주의 형제국가들 또

한 소련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다. 동독은 북한의 지원 요청을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

다고 밝혔다. 동독은 소련을 비롯한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핵기술

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는 소련의 동의하에 이

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동독은 북한의 제안이 정부 차원의 서면 형식의 

과학-기술협정이 아니라 구두요청에 불과하였단 점도 문제 삼았다.59 

결국 북한은 원자력 기술을 자체적으로 증강시키면서 소련의 위성국이 아닌 국

57 북한은 완성된 원자로를 변형시키려 하였으나 영구적으로 소련의 공급과 통제에 의존하여야 하
기 때문에 소련의 간섭과 통제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Mansourov, “North 
Korea’s Road to the Atomic Bomb,” p. 41. 

58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March 13, 196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OL, XIX-J-1-j 
Korea, 1967, 61. doboz, 5, 002126/1967. 

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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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법을 택해야만 했다.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김

일성은 핵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 인민들의 창발성과 지혜를 신뢰함으로써 당의 대

중노선을 따를 것을 주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결정서는 “인민경제발전

과 국방력강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광종들을 더욱 늘이”라고 지시함과 동시

에 열핵반응영역에서 북한만의 과학적 연구를 시작할 것과 최대의 효율성으로 보

유한 핵원료 물질들과 장비들에 기초하여 원자력 산업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라

고 지시하였다.60 또한 북한은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을 활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일부 지원을 담보 받았다. 덕분에 당시 비밀스럽게 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

던 유고슬라비아로부터 군용장비와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1973년 

8월 폴란드의 과학기술협조대표단이 방북하였을 때 원자로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인력을 4개월간 파견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61 

결정적으로 북한은 1970년대 미중 데탕트의 부수효과로 IAEA 회원국이 아니었

던 중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이전까지 불가능하였던 많은 군사적 지원을 약속

받게 되었다. 미중·미소 데탕트가 이루어지면서 7·4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

관계에도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었으나, 조선인민군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목표

로 제시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았다. 조선인민군은 군사작전을 제외하

고 어떠한 방법도 통일 달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한반도에서의 다음 전쟁은 재래식

이 아닌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하였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중국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무기와 여러 전투 장비 등을 제공해야만 했다. 

북한은 1973년 말 중국으로부터 방어적 미사일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

할 수 있었다.62 더불어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의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중국

이 일부 전술핵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까지 논의되었다.63 

60 Mansourov, “North Korea’s Road to the Atomic Bomb,” p. 41;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1971-1976)계획에 대하여(1970. 
11.12.),” 조선중앙년감 197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1), p. 113.

61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30 
July 1975, XIX-J-1-j Korea, 1975, 83. doboz, 81-10, 002835/8/1975. 이 내용은 1973
년 8월 17일 체결된 북한과 폴란드 정부 사이의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년감 1974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4), p. 696. 

62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22 
November 1973, XIX-J-1-j Korea, 1973, 69. doboz, 81-20, 00804/7/1973.

63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30 
July 1975, XIX-J-1-j Korea, 1975, 83. doboz, 81-10, 002835/8/1975. Obtained and 
translated for CWIHP by Balázs Szalon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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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950-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 하에 우호

국들에 대한 정치적 호혜로서 핵기술을 경쟁적으로 전파하였다. 북한 역시 소련으

로부터 핵기술 지원을 받는 국가 중 하나였으며 두브나에 세워진 국제 핵연합연구소

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였다. 당시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거의 

전무하였고 소련의 핵기술 지원 대상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국제정

세에 대한 위협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희망하게 되었다. 

북한의 대외위협인식은 날로 증가하였으나, 소련은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정확

히 이해하지 못했다. 1950년 말부터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무게를 실으면서 동맹국

의 방기 위협에 대해 적절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소련은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 자세가 미소관계의 개선에 장애가 될

지 모른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핵기술 지원 제한으로 이어졌다. 또한 

당시 중소분쟁을 겪고 있던 소련이 중국으로의 핵기술 이전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친중국가로 선회한 북한에 대한 핵기술 지원 역시 제한되었다. 결국 소련은 중국으

로의 기술이전과 북한의 모험주의적 성향이 미소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여 

북한의 핵기술 발전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를 거부하였다. 

결국 1950-1960년대까지 핵프로그램에 커다란 기술적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

다. 북한은 당시 그 누구보다 미국에 의한 핵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는 국가였음에도 

동서경쟁에 의한 핵확산의 혜택은 크지 않았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북한의 낮은 영

향력, 친중적 성향, 폐쇄성과 낙후된 경제력, 지나친 모험주의 경향 등은 소련과 소

련의 위성국들이 북한에 핵기술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였다. 핵무기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따라서 북한과 같이 작은 나라에는 굳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중국과 소련의 평가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 오히려 소련은 NPT를 가

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IAEA의 안전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면 핵물질과 기술 장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핵확산 국가의 등장을 철저히 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호전적 성향을 강화한 셈이 되었다. 

당시 소련은 북한의 위협인식을 과소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자

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북한은 

이 시기에도 에너지난을 겪고 있었으며,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후복구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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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종료되면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기술적 역량의 부

족이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국방력을 우선으로 강화할 것임을 선언하고 병진노선을 주창하였다.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거절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자력갱생과 자주노선에 힘을 

싣게 되었으며 북한은 제한된 지원과 자체적인 능력에 의존하여 핵무기를 개발하

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 제출: 4월 28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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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e Beginning and Growth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 the 1950’s and 1960’s
 

Bomi Kim

In the 1950s and 1960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competitively spread nuclear technology to friendly countries under the 
name of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North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receiving nuclear technology aid from the Soviet Union and was 
given a chance to acquire nuclear technology as a founding member of the 
United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built in Dubna. During the 1960s, 
threat perceptions of North Korea towar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re 
gradually escalating and it became strongly longing for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as security measures to deter the U.S. nuclear threat, not 
as a source of energy. However, the Soviet Union, whose primary goal was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 at the time, was not successful to correctly 
understand security anxiety of North Korea and did not implement proper 
corresponding measures against fear of abandonment of its small ally 
gradually worsening bilateral ties. In addition, a weak influence of North 
Korea in the socialist bloc, its strong pro-China stance, unfriendly attitude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ragile economy have been 
important reasons for the Soviet Union and its satellite states to hesitate to 
provide nuclear technology aid to North Korea. However, the socialist 
bloc’s lack of understanding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 has 
strengthened its belligerent tendency. North Korea has made it clear that 
it will overbearingly strengthen its defense capabilities in spite of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dvocating Byeongjin Line. Whenever 
there was a rejection of economic and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Soviet 
Union, China, and other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was forced to 
reinvent itself and develop nuclear weapons, relying on limited aid and its 
own capabilities.

Key Words: North Korea, Nuclear Weapons, Soviet Union, China



>>> 209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변화와 특성

권  혁  희*

Ⅰ. 서론 Ⅲ. 비물질문화유산 개념의 법제화와 

Ⅱ. 북한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정책적 특성

정책의 흐름 Ⅳ. 결론 

국문요약

그동안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역사 유적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무형문화재인 비물질

문화유산 분야로 관심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북한

에서는 1980년대 후반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중요한 통

치 이데올로기로 선명화된 이후 민속명절 복원과 같은 

진흥정책이 확산되었으며, 2012년에는 비물질문화유

산 관련 법률을 만들어 일부를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시키기도 했다.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고도화

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북한체제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안정적인 지배담론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최근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는 음식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그 수가 두드러지게 급

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음식문화가 사회주의 문화

에서 배척할만한 계급적 의식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인민

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된다. 향후 비물질문화유산에 관심은 북한의 체제유지

를 위한 정책의 일면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북한 주민들

의 일상생활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관점이 요

구된다. 따라서,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상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행위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북한 사람들이 형성해온 문화 그 자체에 대한 현상적 이

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비물질문화유산, 문화유산정책, 조선민족제일

주의, 음식문화, 고난의 행군, 세계무형문화유산

*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pp. 209~228



210

Ⅰ. 서론

최근 북한에서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과 정책의 수립이 매우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일컫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국가단위 문화유산의 지정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까지 등재하

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은 

유적이나 유물, 건축물과 같은 유형적인 문화유산과 대비되어 한국인의 문화적 관

습과 생활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남한에서는 무형문화유산 혹은 무형문화재로 

지칭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과 

김치만들기가 있으며, 2018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한 씨름이 있다. 그 외에도 

비물질문화유산에는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등이 망라되어 있

어,1 비교적 넓은 범위의 문화유산 개념을 법제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해 개성 만월대 

유적 공동발굴 등 유형문화재에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강했다. 관련 연구에서도 

대부분 북한 문화유산과 관련된 법적 제도의 특성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1994)이나 문화유산법(2012)의 해설 등 법제와 행정에 국한된 

방식의 선행연구가 다수였다.2 일부는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비교하거나 남북한 

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는 정도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을 자

세히 소개하고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공

동등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등3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의 법제도와 개념을 소개하는 것에 국한되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약칭: 북한 민족유산보호법)」 (시행 2015.6.10.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 제2조,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
Article.do〉 (검색일: 2019.4.15.).

2 관련된 연구로는 지병목, “문화유물 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文化財』, 제36호 (2003), 
pp. 39~67; 정철현,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37집 제2호 (2006);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통일인문학논총』, 제53집 (2012), pp. 223~251; 
정은찬·문철훈,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권 제1호 
(2017), pp. 91~113 등이다.

3 신현욱·박영정,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
안,” 『한국민요학』, 제41집 (2014), pp. 139~147; 전영선·신준영,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pp. 86~91;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문화재』, 제50권 2호 (2017), pp. 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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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교류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

의 드러나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 2012

년이 아닌 정권 수립 이후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

으며, 이후 1986년 이래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거쳐 체계화되고 제도로서 정착되었

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 통치전략의 변

화와 함께 어떻게 정교화되어갔는지를 1980년대 후반 민속명절 복원이나 ‘민족료

리’ 개발 그리고 민속놀이 진흥에 이르는 전통문화의 창출과정과 2012년 비물질문

화유산 관련 법률 제정과 연결시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이 차지하는 의미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 그에 따른 정책적 실천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중에서

도 필자는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등록이 음식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

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이 김정은 시기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정책화시키고 이를 실행

하는데 있어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그 동안 남북 문화재 관련 교류가 역사 유적

과 고고학 발굴과 같은 유형문화재에 치중되었던 것에 벗어나 북한의 생활문화나 

무형문화재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는데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북한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흐름

1.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교시 중심의 정책(1947~1980년대 중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남한의 문화재

보호법과 비교하거나 북한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의 변동을 

다루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관련된 문화유산 역시 유적 중심의 문화재가 다수

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47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문화예술이나 민족체육(민속놀이) 같은 분야에서 이와 관련

된 정책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정권 초기 유적이나 유물 등과 같은 

물질문화관련 정책들 속에서 비물질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방해왔다. 먼저 북한은 1948년 내각결정 제 58호를 통해 기존 북조선 

중앙고적보존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라는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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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민속유물의 조사발굴과 수집을 전문으로 하

는 민속학부를 조직했으며, 1950년대 중엽 이후에는 사회과학원 내 고고 및 민속 

연구소와 조선민속박물관이 만들어져 현지조사와 같은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4 따라서 이 시기 비물질문화에 대한 정책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정보

다는 사회과학원 내 민속학 연구소 중심의 현지연구와 민속놀이와 같은 과거 전승

문화 중 사회주의 문화에 맞는 것을 진흥시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후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하는 시점인 1967년부터는 사회주의에 맞

는 역사성과 계급성을 반영하는 논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기조가 선명하게 

반영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박물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의 대표적인 박

물관인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민속박물관에서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요구

에 맞게 전시체계를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 원칙’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나타난다.5 이와 같이 주체사상 확립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북한정권의 인식은 1971년 홍기문이 『조선문학』에 게재했던 글에서도 잘 나

타난다. 이 글에 의하면,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새 문화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계급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복무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는 것만큼 그 계승발전에서 비판적 태도 즉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유

일한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6

여기서 ‘계급적 립장’을 유적과 유물과 같은 유형적인 문화유산에 적용시키게 

되면, 과거 유산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호한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내포하

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봉건잔재의 청산에 대한 해석에서 유적과 유물은 다소 

중립적이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민족적 감수성을 더할 수 있는 여지를 강하

게 함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질문화유산이 사회주의 현실에서 체제유지와 

동떨어져 있던 반면 비물질문화유산은 봉건잔재로서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대립되

는 요소들이 상존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맞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물질문화유산과 달리 문화적 관습이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

4 본사기자, “민속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07년 4호 (2007), 
pp. 3~4.

5 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평
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pp. 154~155.

6 홍기문, “민족문화유산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
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 『조선문학』 1971년 제5호 (197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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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화와 같은 비물질문화유산은 조금 더 복잡한 해석의 문제를 담지하고 있었다. 

가령, 1970년대 초 “민간명절행사에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과 함께 얽혀 있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가려내어 이를 오늘의 근로자들의 구미에 맞게 비판적

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7 설명과 같이 전통 명절과 민간전승 놀이나 세시풍

속 등은 그대로의 전승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변용의 요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8 

한편, 이러한 지배체제의 확립과 문화유산정책과의 관계가 함축적인 교시가 아

닌 좀 더 체계화된 정책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은 1976년이다. 1976년 주체사상의 

확산 속에서 북한의 정무원이 「력사적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는

데, 이 규정에는 “지난날 우리 인민이 창조하여 놓은 원시유적, 옛성, 옛 건물과 건

물터, 옛 무덤, 옛 비석, 옛 구축물, 생산도구 및 생활도구, 옛날의 무기와 조형예술

품, 민속자료, 민족고전 등”을 보존하고, “복고주의적 경향과 민족허무주의를 없애

며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밝혔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9 이 원칙은 1980년대 중반까지 큰 변화없이 수용되어 왔던 것으

로 나타난다. 여기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은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 대한 배격

이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과거 그 자체로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문화에 맞게 변용시켜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

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기존에 견지했던 강한 계급성의 원칙에 민족의 개념이 

점차 문화유산에도 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국

제정치적 충격과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등장 이전까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비물질문화유산은 보존이나 전승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봉건시대 문

화를 사회주의적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재창출시켜야 하는 과업이 더 중요했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주로 민속놀이나 연희, 연극, 무용 등의 분야로 

집중되어 나타났다.10 비록 비물질문화유산 제도가 물질문화와 대비되어 독립적

7 엄영찬, “18~19세기 우리나라의 민간명절행사,” 『고고민속론문집』, 1973년 5집;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1994), pp. 447~448에서 재인용.
8 이와 관련하여, 주체사상의 확산기 비물질분야인 민속관련 연구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요

는 노동 계층에서 전승해온 강한 계급성을 담지하고 있는 장르였다는 점과 대중 선동이나 노동력 
강화에 필요한 예술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사와 연구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군, “북한의 민속전통 계승의 실제와 의미,” 『동방학』, 제22집 (2012), p. 100 참고.

9 독고철남,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06년 제3호 (2006), pp. 8~9.

10 가령, 1964년에 발간된 조선의 민속놀이의 서문에 의하면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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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념으로 정책화되지는 못했지만, 문예와 민족체육, 민속놀이 등의 카테고리로 

분산되어 복고주의를 배격하고 계급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민족허무주의를 없애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해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민족주의의 추구

가 아닌 그에 대한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정도의 정책은 주체사상 시기 북한정권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압도적인 민족주의의 

재현과 조선민족의 우월성을 토대로 하는 정책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시대에 이르

러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2.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정책화와 비물질문화유산(1980년대 후반~2012년)

196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문화유산에서 전통명절이나 의식

주, 생업기술, 전통의료, 사회적 관습과 같은 생활문화 전반은 특별히 언급되는 영

역이 아니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시대로의 전환을 통해 이러한 영역의 활성화는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986년 김정일에 의해 주창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체

제위기 속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환기를 불어넣었다. 사회 전면에서 나타났

던 전통의 창출을 통해 명절의 부활과 전통 옷과 음식, 역사적 유적이 복원되는 등 

민족을 우위에 둔 새로운 지배담론의 강화가 전면화된다. 추석이 가장 먼저 부활되

었으며, 1989년에는 음력설과 단오, 한식이 부활되어 4대 명절로 지정되기에 이른

다.11 이후 한식과 단오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민족 고유성을 갖지 못한 명절

로 이후에는 제외되고 청명과 정월대보름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1990년대 초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의 선명화로 

나타나는데, 가령, 김일성은 1991년 8월 담화에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

자”를 통해 “협소한 리해관계와 편견에 사로잡혀 계급적 리익을 민족적 리익 위에 

올려 세우거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치

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12을 강조한 것은 오랫동안 계급이 차지했던 지배담론을 

민족으로 교체하는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이어 추진된 단군릉과 동명

왕릉의 발굴과 복원은 평양중심의 역사관과 민족주의를 실증해주는 대상으로 국

서 한 보고에서 “선조들이 남겨놓은 아름답고 진보적인 모든 것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한 것을 토대로 인민성이 뛰어난 ‘씨름’, ‘그네뛰기’와 같은 민속의 
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의 민속놀이 (서울: 푸른숲, 1989). 참고. 

11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403호, 1998.10.5.;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379호, 1998.4.22.
12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범민족련

합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동경: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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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여기서 유적 발굴과 관련하여 복고주의와 허무

주의를 반대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으로

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3 즉 과거 역사

를 재창출하는 수준의 변화를 정당화하고 평양을 민족의 수도로 하는 정책은 전면

적인 과거의 문화적 관습들을 재평가하는 작업과 병행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1994년 법제화된 북한 최초의 문화유산보호 법률이 탄

생되는 배경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 단계까지는 비물질문화유산에 해당되

는 분야가 법률 속에서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4대 전통명절의 복원과 이로 

인한 전반적인 조상의례의 허용, 명절에 행해지는 민속놀이와 전래음식의 장려 등 

활발한 전통의 창출이 점차 전개되어가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북한의 비물질문

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은 명절의 지정과 민속놀이, 세시풍속 등을 중심으로 확산시

켜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방향은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혹

독한 사회변화 곧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 더욱 더 강화된 논조와 구체적인 정책과

제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 사회를 단속하고 민족적 일체성을 자각

시키기 위해 비물질적 요소 혹은 문화적 관습과 고유 전승문화에 대한 진흥정책이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전통명절에 대한 공식화 속에서 조상의례는 물론 의

식주와 같은 일상생활문화에서도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조상전래의 풍속과 례의도

덕’ 그리고 ‘민족옷을 입는 것도 장려’하고 ‘민속명절과 민속놀이를 적극 장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우리식의 음력설을 크게 쇠고 정월대보름, 수

리날과 한가위도 뜻깊게 맞이하도록 하고, 씨름 윷놀이, 그네뛰기 연뛰우기, 제기

차기 등 민속놀이를 다채롭게 즐기도록”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들이 지역과 직장 

단위 전반에 일어났다.14 일년 내내 세시풍속에 맞는 민속놀이와 조선 고유의 옷차

림과 민족료리 등을 복원시키는 전면적인 민속의 창출이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나

타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온 사

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좋다”15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의복과 음식

에서도 조상전래의 방식을 개발하여 보급시키는 등 전통의 활용과 일상생활에의 

13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p. 176. 
14 김광진, “백두산 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2003년 2호 (2003), p. 10.
15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pp.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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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전면화되기에 이른다. 

이후 고난의 행군을 거쳐 차차 경제난을 회복하는 과정인 2010년 전후 시기에는 

체제수호의 방식으로 선군사상을 강조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과제를 보다 대중

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인민들의 생활에 적용시키고 

이를 교양화하여 대중에게 계몽될 수 있는 시각장치를 건설하게 되는데, 바로 평양

민속공원과 사리원 민속거리 건설 사업이다. 당시 『로동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은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평가하고 있다.16 또한, 김정일은 2008년 사리원시 민속

거리를 현지지도 한 후 평양 대성산지구에도 민속공원을 건설할 것을 지시한 것으

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이 “민속공원을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거점의 하나로 훌륭

히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적 계몽의 장으로서 민속

공원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7 민속공원 건립은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

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구호와 연동되어 민족의 “고유한 민속전통을 외면

하고 소홀히 여길 때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도 막아낼 수 없고 종당에는 민족

의 존재마저 유지할 수 없다”는 체제유지의 강한 언술임을 드러낸다.18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이래 2010년 무렵까지 20여 년의 기간은 체제수호에 

대한 강한 내부적 일체감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화시켜갔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교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물질문화유산

과 연관된 정책의 입안과 실천이 그러한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제정에 최초로 비물질문화유산의 개념과 보

호제도를 포함시키고, 이후 단기간에 많은 비물질문화유산을 등록시키는 과정은 

바로 조선민족제일주의 노선이 정책적으로 정교해질 뿐만 아니라 명절과 휴식, 의

복과 음식을 통해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고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로동신문』, 2008.12.12.; 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p. 181.

17 김현, 위의 책, pp. 186~187.
18 박승길,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시며,” 『민족문화유산』, 2011년 제1호 (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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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물질문화유산 개념의 법제화와 정책적 특성

1. 비물질문화유산의 공식화와 진흥 정책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19에 명기된 비물질문화유산 제도의 정립 이후 북한 당

국은 국가등록 제도를 대외적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업과 동시에 

진행시켰다. 이에 대한 성과로 2014년 ‘아리랑’, 2015년에는 ‘김치만들기’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어서 2018년에는 씨름을 남북이 공동으로 등

재시키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왕성한 국가등록제도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의 연관성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가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에 기인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2012년에 아리

랑과 김치만들기를 비물질문화유산 제도가 만들어지자마자 등록했으며, 같은 해 

추가적으로 막걸리 담그기, 장 담그기, 치마저고리 차림풍습을 등록했다. 그리고 

다음해 곧바로 평양냉면, 연백농악무, 씨름을 등록하게 되면서 그 확산 속도가 매

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법률이 유적과 유물중심의 문화유

산보호체계였다면,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은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등록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물질문화유산이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실천에 있어 가장 활발한 분야로 

부상되어 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군릉을 들 수 있다. 1994년 복

원된 단군릉이 북한 역사를 평양중심의 민족주의를 표상하는 장소로 설명한다면, 

2016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단군제례’는 의례라는 형식의 제의가 문화유

산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20 단군릉과 단군제례는 북한 정권이 1980년

대 후반 조선민족제일주의 기치를 내건 이후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 분

야의 통합적인 정책추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군제례가 등록된 해인 2016년에

는 ‘사회적 관습과 례식 및 로동생활풍습, 전통의술, 전통음식과 식생활풍습에 해

당되는 자료들로 산삼리용기술, 단군제례, 고려인삼재배, 침치료술, 쑥떡만들기, 

록두지짐풍습, 과줄가공법, 동지죽풍습, 오갈피술양조방법을 비롯해,21 북청사자

19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을 비롯해 사회
적 관습과 례식, 명절행사를 비롯해 자연과 우주에 관련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등 매우 광
범위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unilaw.go.kr〉 (검색일: 2019.4.15.).

20 『뉴시스』, 2016.7.2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
725_0014245103&cID=10301&pID=10300〉 (검색일: 2019.4.15.).

21 김옥경, “민족의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들,” 『천리마』, 2016년 제8호 (2016),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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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 그네뛰기, 윷놀이, 활쏘기, 조선화, 봉산탈춤, 오유혈침치료법’이 비물질문

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22 2017년에는 ‘백자 제조술’ 등 23개의 대상

이 새로 국가 및 지방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다고 북한의 언론에서 소

개하고 있다.23 이즈음 국가 및 지방 비물질문화유산들을 발굴 고증하고 심의 평가

하는 사업을 적극화하여 100여 개의 대상을 등록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24 이러

한 일련의 정책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와 담화 등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행하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국제기구와의 교류

사업, 해외 공동연구, 학술토론회 개최 등이 포함하고 있다.25 

국가지정으로 등록된 비물질문화유산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졌는데, 평양랭

면을 비롯한 음식문화 관련은 물론, ‘치마저고리차림 풍습’과 같은 복식, ‘연백농악

무’와 ‘소년농악무’와 같은 민속놀이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을지문

덕 전설’, ‘견우직녀 전설’, ‘금강산 전설’과 ‘강감찬 전설’과 같은 구비전승 문화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야금 제작기술’과 ‘저대(대금) 

제작기술’, ‘장고 제작기술’ 등 민속 악기 제작기술과 ‘누에치기’와 ‘고려종이 제조

기술’등 전통적인 노동기술과 생업을 비롯해 ‘고려약물 찜질’과 같은 전통적인 의

료기술을 포함하고 있다.26 이는 남한에서 1962년 이래로 시행된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수준으로 범위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관련단체들이 부분별로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실행했음을 

의미한다. 그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치마저고리

차림 풍습’은 인민들의 일상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꾸준하게 전개

된 조선옷입기 정책은 전시회와 품평회를 거쳐 진화되었으며, 일상에서 여성들을 

22 저자없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여리는 뜻깊은 올해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자,” 『민족문화유산』, 2016년 제 1호(2016), p. 3.

23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방송 주요내용, 중앙통신,” 〈http://nkinfo.unikorea.go.kr/nkp/
argument/viewArgument.do〉 (검색일: 2019.4.15.). 

2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北, 김정은 저작 발표 3주년 관련 성과 선전,” 〈http://nkinfo.unikorea.
go.kr/nkp/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9.4.15.); 『통일뉴스』, 2017.10.25., 〈http://
www.tongil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22559〉 (검색일: 2019.
4.15.).

25 『매일경제』, 2014.10.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4/10/1369573/〉 
(검색일: 2019.4.15.).

26 『통일신문』, 2017.1.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
399〉 (검색일: 2019.4.15.); 『연합뉴스』, 2017.5.19., 〈https://www.yna.co.kr/view/AKR201
70519128400014?input=1195m〉 (검색일: 2019.4.15.); 『통일뉴스』, 2018.10.28. 〈http://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86〉 (검색일: 20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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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외출복과 의례복은 물론, 평상복으로 상당히 확산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옷입기 정책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초기에 시행된 사업으로 음식문화와 비교하

여 먼저 가시적 효과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민족옷”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는 피복공업

부문의 공장들과 편의양복점들의 기술자, 기능공들, 녀맹원들이 만드는 일상

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을 비롯한 남,녀 조선옷들과 계절옷 1,100여점

이 출품되였다. (중략) 그는(연설자) 모든 참가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

을 지니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조선옷을 더욱 발전시킬뿐 아니라 널리 보급선

전하며 시대적 요구에 맞는 옷차림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7 

요컨대,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주된 담론은 계급성을 중심으로 비

판적 관점을 유지하다가 점점 체제유지에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변모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활용의 대상과 적용방식은 유일영도체계에서 주체사상, 조선민

족제일주의로 이어지는 체제유지의 오랜 역사와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계급성과 우위를 다투는 민족성의 강조는 김정일 정권부터 가속화되

어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평양중

심의 역사적 유적이 오래된 민족의 역사를 표상해준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민족으로서의 표상은 비물질문화유산을 통해서 일상의 영역

과 서로 만나고 있다. 이 시기부터 조선옷과 조선료리의 진흥이 본격화되어 북한 

전역의 단위에서 일사분란하게 전개되었으며,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공식적인 

제도의 시행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음식문화를 통해 본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특성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에 의하면 유적과 유물은 물질유산으로 구분되고 이 외

의 것을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보고 있어 마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이분법적으

로 구분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물질문화유산 역시 음식과 의복, 생업

27 저자없음, “제 14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진행되였다,” 『민족문화유산』, 2007년 제1호 (2007),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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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나 민속놀이나 공예기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을 수반하고 있어 물질과 

비물질을 원천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용어 자체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참고했을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적 관습과 같은 무형의 대

상을 기존에 있었던 물질문화 개념과 대비해서 비물질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은 계급을 뛰어넘은 전승문화

이지만 상층 문화보다는 민간의 생활문화를 상당 부분 지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일부는 소멸하거나 거의 전승되지 않아 정책적으로 발굴하거나 복원해서 문

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물질문화는 과거에 국

한된 문화의 의미보다는 과거와 연결되는 현재성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북한이 비물질문화유산을 단기간에 발굴하고 진흥한 뒤 등록을 거치는 일사분란

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도 현재성에 기초한 변화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중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는 분야가 음

식문화 분야이다. 비물질문화유산 등록제도가 시행된 첫 해와 다음 해에 즉시 ‘김

치만들기, 막걸리 담그기, 장 담그기, 평양랭면’이 등록되었다. 이후 관련 북한의 

문헌과 관련보도들에 의하면 ‘쑥떡만들기, 록두지짐풍습, 과줄가공법, 동지죽풍

습, 오갈피술 양조방법, 단군술 양조기술’이 등록되었으며,28 2017년 1월에는 ‘수

정과’, ‘자라요리’, ‘약밥’, ‘신선로’, ‘함경도 단고기장(보신탕)’, ‘함흥 농마(감자녹

말)국수’가29 5월에는 명태매운탕, 숭늉이 등록되었다.30 2018년에는 ‘추어탕’

과31 ‘고려약 음식요법’, ‘건뎅이젓 담그기’, ‘자라내기’32 등이 추가되어 음식관련 

분야가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2015년 이후 지정 건수가 급증했는데 

이 시기는 북한이 2012년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을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개정한 시기이며, 비물질민족유산의 세부 구분을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의 구분

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등33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시기라고 

28 김옥경, “민족의 우수한 비물질문화유산들,” 『천리마』, 2016년 8호 (2016), p. 94.
29 『통일신문』, 2017.1.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

6686〉 (검색일: 2019.4.15.).
30 『연합뉴스』, 2017.5.19.,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9128400014?input

=1195m〉 (검색일: 2019.4.15.).
31 리광훈,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추어탕,” 『조선녀성』, 2018년 제10호 (2018), p. 55.
32 『통일뉴스』, 2018.10.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

=126686〉 (검색일: 2019.4.15.).
33 정창현,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p.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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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음식문화의 비물질문화유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던 기반은 전문

식당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음식에 대한 발굴과 진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요리경연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한 메뉴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경우

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연대회 중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민족음식전시회’이

다. 이 대회는 인민봉사총국을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각 도 급양봉사단위들에서 선

발된 150여개 단위의 요리사 600여 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대규모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선보인 음식들로는 ‘평양랭면, 고기쟁반국수, 함흥농마국수, 신

선로, 전골, 록두지짐, 룡정어생각즙짐, 자라탕, 차돌메기회, 잉어청주찜, 넙치회

국수, 타조불고기, 왕개구리구이, 소갈비국, 단고기국, 추어탕, 백김치’ 등 인데34,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비물질문화유산에 등록된 메뉴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진흥정책은 다음과 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굴의 

대상이었던 ‘민족음식’,‘토배기료리’의 계발과 연계되어 있다. 

 

민속료리를 발전시키는 데서 도별로 자기 지방 토배기료리의 특성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토배기료리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자면 해당 

지역에서 오래동안 살아온 늙은이들을 적극 계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

리는 선조들이 창조한 민속음식들을 우리 대에 빠짐없이 찾아내고 시대적 요

구와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민족의 향취가 흘러넘

치게 하여야 합니다.35

 

위와 같이, 민족음식 발굴사업은 2000년대 초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시행된 

‘지방 토배기 료리’ 발굴사업을 통해 진행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인 

경연대회를 거쳐 비물질문화유산화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한

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적인 예능이나 기술을 비롯해 공동체적 신앙 등이 먼저 

지정되었던 현상과 다른 방식으로 음식이 비물질문화유산제도의 진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추론될 수 있는데, 무엇

보다도 남한과 비교하여 덜 산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민속의 배경이 되는 

촌락공동체가 집단농장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면서 각 마을마다 있었던 공동체적 

34 허상봉, “민족료리를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
으로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 『조선료리』, 2016년 제1호 (2016), pp. 8~9.

35 김정일,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pp. 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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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나 두레, 그에 동반되는 풍물을 비롯해 다양한 생업기술이 단절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또한, 탈춤이나 연희, 민속놀이 또한 북한 정권의 노선과 문화예술정책에 

맞게 조정되면서 전승기반이 상실되었을 것이다. 북한 정권 수립 이전인 일제시기

에만 해도 단오와 같은 세시풍속이 지역마다 매우 왕성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를 주도했던 지역단체나 시장의 상인회 등이 역시 소멸되면서36 자연스러운 전승

은 힘들었을 것으로 추축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의 음식문화는 사회주의 문화에서 배척할만한 계급적 의식과 무

관하게 일상에서 인민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민족제일주의

는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과 겹치게 되면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강한 

이데올로기로 강화되어가는 추세였다. 이 과정에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식재

료와 조리방법을 통한 먹거리 문화의 강조는 조선민족제일주의뿐만 아니라 기근

에 처한 인민의 식량위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령, 『조선녀성』과 같은 잡지에서 식생활을 책임지는 여성들이 ‘살림을 깐지게 해야

한다’든가 남새나 산나물을 장려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37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는데서 갖가지 나물을 리용한 민족음식을 장려하고 발전

시키는 것은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적은 쌀을 가지

고 쑥을 넣어 만든 쑥떡은 식생활을 분한있게 또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선조

들이 창조한 민족음식이다.…우리녀성들은 이것을 꼭 명심하고 옛선조들이 

창조한 민족음식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책임성과 역할을 다

하자.38

 

어려운 경제적 위기 시대에 민족음식에 대한 강조39는 선군시대로 그대로 이행

되어 민족음식을 발전시켜 전문화와 표준화,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40 나아가 

선군시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있다.41 이를 진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36 권혁희, “20세기 북한지역 단오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식민지 시기 단오의 양상과 6.25 
이후 사회주의적 변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62호 (2015), p. 163.

37 본사기자, “녀성들은 식생활을 알뜰하고 깐지게 하자,” 『조선녀성』, 2015년 제12호 (2015), p. 54.
38 김희숙,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는데서 나물의 리용,” 『조선녀성』, 2008년 제8호 (2008), p. 53.
39 전금선, “민족음식을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 『근로자』, 2005년 

제2호 (2005), pp. 53~56.
40 한현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시대 민족음식발전을 위한 료리가공

의 전문화, 과학과, 표준화, 현대화를 위한 투쟁,” 『력사과학』, 2007년 2호 (2007), p. 29.
41 본사기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음식을 더욱 발전시키자,” 『조선녀성』 2015년 제10호 

(2015),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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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는, 민족음식의 발굴과 발전은 물론 이를 인민들의 생활에 적용시켜 일상

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가령, 3.8 국제부녀절이나 남녀평등권법령

발포기념일을 비롯해 여러 민속명절들을 계기로 “민족음식품평회를 조직하고 녀

맹원들이 민족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교육하고, 나아가 일상적인 식생

활에서도 즐겨 먹도록 해야한다”라고42 강조하고 있다. 곧 민족음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애국애족의 정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표현하고 있다.43

물론 이 과정에는 탑다운 방식의 제도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집

단이 참여하게 되는데, 조선료리협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료리협회는 

1990년 『조선료리』 라는 잡지를 창간한 이후 다양한 요리관련 서적들을 발간했는

데, 1994년에는 『조선료리전집』을  출간하여 2013년에 10권 전권을 완간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료리협회는 전국민족음식전시회를 주최하여 평양의 중앙기관

은 물론 각 도 단위의 대표 식당의 경연대회를 조직화하여 우수한 ‘민족료리’를 선

발하고 이를 비물질문화유산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진행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전

문가 집단의 발굴과 진흥과정에서 북한의 지역음식은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음

식으로 그리고 역으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되는 창출과정을 거친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김정은 시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실천에서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산에 음식문화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과 기예 중심의 전승적 기반이 미약한 현실에서 ‘민족료리’

는 발굴과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 실천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에서 그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활성화는 “민속을 버리면 민

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44라는 체제결속의 당면과제와 연결되고 있다. 이는 민족의 

우월 곧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김일성-김정일 사회주의를 지지해주는 사상으로 정

교화 되고 있으며, 현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정치의 담론으로 정착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42 본사기자, “민족음식문화를 꽃피워가자,” 『조선녀성』 2014년 제10호 (2014), p. 52.
43 박윤심, “민족음식문화를 꽃피워가자,” 『조선녀성』 2011년 제2호 (2011), p. 52.
44 박승길,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시며,” 『민족문화유산』 2011년 제1호 (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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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의 정책화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시대적 흐

름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1990년대를 거치면

서 조선민족제일주의로 표상되는 민족성을 전면화시키는 통치체제의 전환과정이 

전통문화의 재창출과 일관성 있는 문화유산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법률로 제도화되면서 비물질문화유

산을 체제유지에 호응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갔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문

화유산법이 2015년에 민족유산법으로 개칭되어 문화유산의 민족적 의미를 강화

시킨 것은 물론, 2018년 들어서는 기금을 만들어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

타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의 설립을 통해 ‘국내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해외동포, 다른 나라 단체와 국제기구, 개별적 인사들로

부터 기부를 받아 유적과 유물, 비물질 유산의 발굴과 고증,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의 보존’ 등의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특히 대외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의 확장에 역사유적이 추가되기는 힘든 반면,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리한 비물질문

화유산은 북한의 대외정책에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동향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 역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제

도를 활용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고도화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북한체제가 

노정해온 지배담론으로서 계급과 민족의 경합이 균형화되었다는 점이다. 정권 수

립 이후 대내외적 정치 질서에 따라 많은 변곡점을 지나오면서 사회·문화적 헤게모

니로서 계급과 민족은 북한 체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온 동인이기도 했다. 사회

주의의 보편적 이념하에 민족적 특수성은 항상 수면 아래 잠재해 있다가 국내와 

국제적인 정치적 파동 속에서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의 

퇴조 속에서 등장하여 30여 년 한 세대에 이르는 시간동안 지속시키고 있다. 여기

서 30여 년의 시간은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사업이라는 대중적 확산에 상당한 시

간적 축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명절의 조상의례를 비롯해 조선옷입기와 세

시풍속과 민속놀이를 비롯해 의식주 전반에 걸쳐 북한 주민의 전 세대에서 중요한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5 『연합뉴스』, 2018.7.12., 〈https://www.yna.co.kr/view/AKR20180712156000014?input
=1195m〉 (검색일: 20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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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정책 행위와 상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냐는 점일 것이다. 비물질문화유산 정책 역시 법률에 근거

하여 당중앙과 관련 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작동되는 체계와 함께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는 정치적 행위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북한 사람들이 형성해온 문화 그 자체

에 대한 현상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비물질문

화유산 정책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음식분야 등록사업이 당중앙과 조선료리협회를 

비롯해 각 지역 단위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한 

음식이 실제 주민들의 음식문화에서 어떻게 전승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음식문화와는 어떠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음식들은 지역의 토배기 음식을 계발시켜 

민족음식화하는 창출을 거쳐 왔지만,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체제 속에서 북한 주민

이 만들어낸 음식문화는 두부밥과 같은 길거리 음식의 등장과 음식소비의 시장화 

현상일 것이다.46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의 보루로 확고해지고 있는 조선민족제일

주의가 의식주와 명절문화, 가정의례 등과 같은 주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갈지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물질문화유산 정책 또한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분석하는 데

에서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되는지를 심도있게 

천착해봐야 할 것이다.

■ 제출: 4월 30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13일

 

46 김수경, “북한이 식량난 대응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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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Policy in North Korea

 
Kwon Hyeokhui

North Korea's interest in cultural heritage has tended to be focused 
on historical sites, but it has recently expanded to include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since North Korea's Nationalism 
(joseonminjokjeiljuui) became an important ruling ideology in the 1980s, 
promotion policies such as the restoration of traditional holidays were 
widespread, and in 2012, the North Korea government created laws related 
to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One of the biggest features of North 
Korea's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is that it is surging in areas related 
to food culture. This trend of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policies 
requires deeper attention in that it reflects the life-culture of North 
Koreans, along with understanding a facet of the ideology to maintain its 
regime. Therefore, the study of North Korea's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should be an opportunity to improve a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itself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transmitting, along with 
analyzing of policy actions at the upper level.

Key Words: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Policy, 
Joseonminjokjeiljuui, Food Culture, ‘March of Suffering’,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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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의도와 실행전략:

방코델타아시아 사례의 제재 효과와 메커니즘*

임  종  식** · 구  갑  우***

Ⅰ. 서론 Ⅲ. 방코델타아시아 사례 분석

Ⅱ.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의 메커니즘 Ⅳ. 단동은행과 ABLV의 사례: 결론에 대신하여

국문요약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 사건은 

2005년 9월에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하

여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 마약 밀매 등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 애국법 제311조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방식

의 금융제재 사례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모든 국제 금

융거래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메커

니즘을 규명함에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제재가 실행될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측면을 포함한 전체적 모습

에 대한 통찰과 적절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분석 틀로서 3축 작동구조

론을 가설로 제시한다. 3축이란 미국 애국법 제311조, 

달러 패권주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율

적 집행력 등으로서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제들이다. 이 기제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재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

를 발생시킨다. 그 효과의 주요 특징은 ‘레버리지 효과’

와 ‘치외법권적 효과’이다. 실제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

콧 금융제재는 3축 작동구조론에 의한 효과와 적절한 실

행전략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주제어: 세컨더리 보이콧, 애국법 제311조, 달러 패권주

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레버리지 효과, 치외

법권적 효과, 닭을 죽여 원숭이 위협하기 전략

  * 익명의 심사자들의 유익한 논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7S1A3A2065782).

 ** (사)남북체육교류협회
*** 북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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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국내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

하여 경제제재를 해 왔다. 그 가운데 중국의 단동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 은행에 

대한 미국의 최근 제재는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s)으로서 그 파장이 적지 않다. 미국은 수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다른 중

국 대형은행에 확대할 의도를 표명하면서 북한 비핵화 및 미·중 무역전쟁에의 지렛

대로 활용하고 있고,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은 현재 자발적 청산(voluntary 

liquidation) 중에 있다. 또 2018년 내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등과 관련한 

국내은행들의 대북제재 위반문제가 거론되자 국내은행들은 관련 컨설팅을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대표적 사례는 2005년 9월에 발생한 마카오의 방

코델타아시아 사건이다. 방코델타아시아가 북한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미

국 재무부로부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자 북한과 거래하던 대부분

의 국제 은행들은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였다. 사실 미국의 제재이론가들은 세컨더

리 보이콧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같은 다자제재 시 다자협력을 저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회피되어야 할 정책수단이라고 권고한다.1 그럼에도 왜 미국

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고 있고,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어떻게 작동하기에 제재를 

당하는 당사자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지어 자발적 청산에 이르는 과정

까지 밟는가가 이 글의 질문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금융제재의 의도와 결과를 방코

델타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와 결과를 연결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의 메커니즘이다. 미국 정부는 이성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부정적 효과를 인

식하지만, 그 효과의 파급성 때문에 의도성을 지닌 ‘감정적 마음’은 세컨더리 보이

콧을 결행하곤 한다.2 이 글의 핵심 내용인 세컨더리 보이콧의 의도와 결과 그리고 

그 과정인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이 제재 관련 당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책을 

1 Richard N. Haass, “Conclusion: Lessons and Recommendations,” in Richard N. Haass, 
ed., Economic Sanctions and American Diplomacy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8), p. 207.

2 특정한 마음체계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국면에서,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와 상상력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로, 주체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의도성’(intentionality)을 담지하고 있는 총체적 
심리의 체계다. 이우영·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
대북한연구, 19권 1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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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실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틀로서 3축 작동구조

—애국법 제311조, 달러 패권주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율적 집행력—를 

제시한다. 둘째,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발생·전개·종결로 나누어 개

괄적으로 서술·분석한다. 이 서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토대로 3축 작

동구조론을 활용하여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작동

구조를 분석·설명한다. 이어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 효과의 한계를 나타내는 

제약 조건들을 분석한다. 셋째, 미국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전략인 ‘닭을 죽

여 원숭이를 위협하기(kill the chicken to scare the monkey)’ 전략과 제재대

상 확대전략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신하여 최근 북한과 관련한 세컨

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사례인 중국의 단동은행과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의 사례

를 분석한다. 

 

Ⅱ.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의 메커니즘

1. 선행연구

일반적인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효과분석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업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컨더

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자레이트(Juan C. 

Zarate)의 ‘국제 안보의 민영화(the privatiza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연구와 피버와 로버(Peter D. Feaver and Eric B. Lorber)의 ‘평판금융제재

(reputational financial sanction)’ 연구가 있다.3 

자레이트에 의하면, 2001년 ‘9·11 공격’ 이후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금융의 힘을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였고, 

이는 세 방면으로 발전하고 있다.4 즉 국제자금세탁방지 체제가 강화되고, 안보문

3 Juan C. Zarate, “Harnessing the Financial Furies: Smart Financial Power and National 
Security,” The Washington Quarterly (October 2009), pp. 43~59; Peter D. Feaver and 
Eric B. Lorber, Coercive Diplomacy: Evaluating the Consequences of Financial 
Sanctions (London: Legatum Institute, 2010).

4 Juan C. Zarate, Ibid., pp. 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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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정부의 금융규제 권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그리고 

초국가적인 안보 위협에 대하여 국제금융공동체 및 민간부문의 중심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중심적 역할 및 영향력 증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였다.  

피버와 로버는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및 2006년의 이란 제재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식의 금융제재로서 평판금융제재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평판금융제재가 전통적인 제재와 다른 첫 

번째 차이점은, 전통적 제재는 직접적(의사결정 주체와 제재 부과 주체가 동일함)

인데 반하여, 새로운 제재는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이다. 즉 의사결정 주체(미국 

정부)는 민간부문 행위 주체의 레버리지에 의존하여 제재의 효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5 

피버와 로버가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차이점은 전통적 제재는 불법행위를 직접 

행한 대상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새로운 제재는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대상에 

대해 부과한다는 것이다.6 민간부문 주체들이 제재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은 무형의 

평판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유형의 벌금 또는 법적 제재 리스크를 회피하는 문제에 

관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된다.7 즉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불법행위를 방조한 금융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국제금융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평판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평판 브랜드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불법행위를 방조

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및 거래를 중단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를 방조한 금융기관

의 자금조달 능력은 감소하므로 당해 금융기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다는 것이다.8 평판금융제재는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금수 조치(embargo)와는 달

리 일단 제재가 실행되면 신속하게 해제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단기적으로 제

재의 효과를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제의 어려움 때문에 비생산적인 측면도 

있다.9 

국제안보문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중심적 역할 및 영향력을 강조한 자레이트

의 연구는 제재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피버

와 로버의 연구는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

5 Peter D. Feaver and Eric B. Lorber, Coercive Diplomacy, p. 32.
6 Ibid., p. 34.
7 Ibid., pp. 35~39.
8 Ibid., p. 6.
9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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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평판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객관적인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즉 동일 의사결정 주체라 하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평판을 중시하기도 하고 반대로 더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평판 손상을 감수하기

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한계조건에 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피버와 로버가 연구한 이란 제재사례와 방코델타아시아 제재사례 간에는 적

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제재의 근거법에 있다. 방코델타아시

아 사건의 근거법은 애국법(US Patriot Act) 제311조이지만, 이란 사례의 근거법

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37, 1747, 1803 및 1929,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 of 1996)과 포괄적 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등이다. 애국법 제311조는 다

른 일반법과는 달리 특정한 행위를 실행하였거나 그 실행행위와 관련된 대상에 적

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한 ‘우려(혐의)’가 있는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사법상의 사전 예고 적정 절차(ex ante due process)를 생략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나 이란제재법(1996) 및 포괄적 이란제

재법(2010)에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애국법에 근거

한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는 피버와 로버가 분석한 평판금융제재의 효과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2.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정의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란 제재 당사자 간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제재의 주체

가 제재의 주 객체(primary target)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1차 제재 방식

과는 달리 주 객체와 거래하는 2차 객체(secondary target)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

하는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방식을 말한다. 그 결과 주 객체뿐만 아니라 

2차 객체의 모든 국제금융 거래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of 2001) 제311조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 패권주의(US Dollar 

hegemony) 그리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율적 집행력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는 이들 세 가지 기제(이하 ‘3축 작동 기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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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들이 결합하여 제재 당사자들에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세컨더

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효과와 관련한 당사자는 제재의 주체와 제재의 객체로 나눌 

수 있다. 제재의 주체는 ‘주 주체’와 ‘2차 주체’로, 제재 객체는 ‘주 객체(primary 

target)’와 ‘2차 객체(secondary target)’로 구분한다. 여기서 중요한 당사자는 

2차 주체이다. 2차 주체란 주 객체와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주 주체로부터 2차 객체

가 될 위험을 회피하고자 주 객체 또는 2차 객체와의 거래를 단절하는 제3의 행위주

체를 의미한다. 

먼저 3축 작동 기제와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살

펴본 뒤에,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 틀로서 3축 작

동구조론을 설명한다.

 

3. 3축 작동 기제

가. 미국 애국법 제311조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제311조의 기원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BCCI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이후 

국제 자금세탁 문제를 국가의 안보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데서이다. 미국 상원 ‘테

러, 마약, 국제작전 소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제범죄, 테러, 부패 행위

와 합법적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 자금 유통의 공생관계’에 대응한 정책 권고안을 

발의하였다. 이것은 애국법 Title III 제311조의 모범이 되었다. 이후 상하원에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2001년 1월 부시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폐기되었다. 그러나 ‘9·11 사태’가 발생하자 부시 행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클린턴 행정부의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전부 수용하여 애국법 Title III 제311조에 

담았다. 

애국법 제311조의 목적은 불법 세탁 자금이 미국 금융시스템으로 몰래 유입되

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세탁 피난처를 관할하는 국가가 국제자금세탁방지표

준을 법제화하도록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국가나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신 및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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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특별조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 장관에게 부여

하였다. 특별조치 사항은 거래기록 관리, 고객 확인 절차, 입출금계좌 정보, 그리고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 금지 등이다.

애국법 제311조는 국제경제긴급사태권한법(the 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s Act)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치·외교적 성격이 약하고 형

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10 그러나 애국법 제311조는 다른 일반 형법과는 달리 

자금세탁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와 관련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자금세탁

행위에 관련된 증거를 제시할 필요 없이 적절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특별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

을 부여한 것이다.11 

 

나. 달러 패권주의

영국의 파운드 기축 통화 시대는 1944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의 

출범과 함께 물러가고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달러 금 

고정환율제인 브레튼-우즈 체제의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12 1960년대 중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

였다. 마침내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였고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하였다. 

이후 게임의 규칙이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었지만, 기축 통화로서

의 달러의 지위는 변함이 없었다. 그 이유는 이미 구축된 기축 통화로서의 관성과 

국제 외환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의 ‘규모의 경제효과’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석유 달러(petrodollar)의 등장13 등의 요인들이 기저에서 

10 변진석, “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은행
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7), p. 164.

11 Bliss Burdett Pak and Jasper Kim,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USA 
PATRIOT Act, Section 311,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X, No. 3 (Fall 2007), p. 180.

12 왕윤종, 달러 패권 (서울: 프리 이코노미북스, 2016), p. 61.
13 Zaw Thiha Tun, “How Petrodollars Affect The U.S. Dollar,” Investopedia (July 29, 2015);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forex/072915/how-petrodollars-affect-us-
dollar.asp> (검색일: 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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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석유생산기구(OPEC)와 협정을 맺어 석유 거래통화

를 달러로 통일시키는 대가로, 회원국들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미 달러는 석유 교역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결제통화로 자리를 굳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에서 상품과 원자재 매매 등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는 준비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달러의 기축 통화

로서의 패권적 위상은 계속 유지되었다. 심지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채권 부

실화로 인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는 양적 완화 정책의 실행

을 통하여 기축 통화의 지위를 변함없이 누리고 있다.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2016에 의하면, 달러화는 모든 외환거래의 88%를 차지하고 있

다.14 

이러한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는 외환 보유고를 

대부분 달러 표시 자산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 세계의 은행들은 국제 자금거래를 

위하여 미국의 대형은행들과 코레스 계약을 체결하고 코래스 계좌 또는 입출금계

좌를 개설하고 있다. 

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율적 집행력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국제자금세탁방지표준의 제정·실행·평가와 불량국가와 

불량은행 및 기타 돈세탁을 조장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실행

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90년에 자금세탁방지와 실행조치의 유효성을 측

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준으로서 ‘40개 권고안’을 제정하였다. 2001년에 ‘9·11 

사태’가 발생하자 테러 자금 지원에 대한 ‘특별권고 8개 항’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2012년 2월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방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업무는 연례 자체평가와 회원국 간 상호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대책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비회원국들이 국제자

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를 채택·이행하도록 하며,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기

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 또는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접

14 “Foreign exchange turnover in April 2016,” BIS Monetary and Economic Department, 
(September 2016); <http://www.bis.org/publ/rpfx16fx.pdf> (검색일: 201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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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블랙리스트(blacklist)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공식적인 제

재 집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적으로 확장추세15에 있는 회원국 간 

합의의 힘과 ‘지정하여 망신주기 전략(name and shame strategy)’을 통하여 자

율적 집행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활동은 ‘평판 브랜드’를 유지하고 강화하도

록 유도하는 국제적인 규범을 창출하였다. 즉 주관적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의 평판

을 객관적, 규범적 차원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회원국과 회원국이 통제하는 금융기

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게 하였다.

4. 세컨더리 보이콧의 당사자 관계

앞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효과와 관련한 당사자는 제재의 주체와 객

체로 나뉘고, 또 제재의 주체는 주 주체와 2차 주체로, 제재의 객체는 주 객체와 2차 

객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2차 주체는 다시 2차 객체에 대하여 제재

를 가하는 ‘2차 주체 A’ 그룹과 주 객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2차 주체 B’ 그룹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그림 1>을 통하여 살펴보자. 이 그림에서 점선은 서로 관련 

있는 당사자끼리 연결하고 있다. <1-1>, <1-2>, <1-3>, <1-4> 등 총 4부류의 당사

자 관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 주체’와 ‘주 객체’는 직접적인 

당사자 관계가 없다는 점과 ‘2차 주체 A’ 그룹과 ‘2차 주체 B’ 그룹도 ‘주 제재 주체’

와 직접적인 당사자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주된 특징

은 제재 주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3의 당사자인 2차 주체 A와 B가 또 다른 새로

운 제재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5 FATF 회원국 수는 원래 16개국에서 1992년에 28개국, 2000년에 31개국, 현재 3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 외에 준회원인 9개 지역협의체 (FSRB: FATF-Style Regional Body)와 OECD, 
IMF, ADB 등 22개 국제기구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FATF의 글로벌 
네트워크 (Global Network of FATF)라고 불리며, 180개국 이상이 FATF 표준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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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컨더리 보이콧의 당사자 관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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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축 작동구조론

위에서 설명한 3축 작동 기제들이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작동하여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는 <그림 2>로 설명할 수 있다. <1-1>의 관계가 발생하면 <1-2>의 

관계로 이어지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1-3> 및 <1-4>의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메커니즘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제는 애국법 제

311조이다. <1-1>은 애국법 제311조가 직접적 영향력이 미치는 당사자 관계를 

나타내고, <1-2>, <1-3>, <1-4>는 간접적 영향력이 미치는 당사자 관계를 나타낸

다. 애국법 제311조의 직접적 영향력이 미치는 <1-1>에서는 제재를 가하는 의사

결정을 한 주체와 제재를 가하는 행위 주체가 같다. 즉 주 주체인 미국 재무부가 

미국은행이 2차 객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나 애국법 

제311조의 간접적 영향력이 미치는 <1-2>, <1-3>, <1-4>에서는 제재를 가하는 

의사결정의 주체와 제재를 가하는 행위 주체가 서로 다르다.16 제재를 가하는 의사

결정의 주체는 정부 기관이나 제재를 가하는 행위의 주체는 민간이다. 

일반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국가와 제재를 당하는 국가 간에 무역·투자·금융거

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재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나 피제재 국가와 거래 

관계가 활발한 당사자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하면 효과가 달라진다. <1-4>가 그것

을 보여준다. 주 객체와 거래하고 있는 잠재적 제재 객체(2차 주체 B)가 주 주체로부

16 피버·로버(2010)는 <1-3>을 제외한 <1-2>와 <1-4>을 상정하고 이를 기존의 전통적 제재와 다
른 새로운 측면이라고 하였다.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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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잠재적인 제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 객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 이는 

제삼자의 힘을 빌려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서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라고 말할 수 있다. <1-3>은 2차 객체와 거래하는 잠재적 제재 객체(2차 

주체 A)가 주 주체로부터의 잠재적인 제재 위험 또는 국제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평판 손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2차 객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

다. <1-3>은 일반 경제제재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고 금융제재의 경우에만 나타

나는 특수한 레버리지 효과이다. 이상과 같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

콧 금융제재는 다른 일반적인 제재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제 3축 작동구조론으로 들어가 보자, 3축 작동구조론이란 한마디로 애국법 제

311조가 발동하면 동시에 달러 패권주의가 가동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

율적 집행력이 가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애국법 제311조는 3축 

작동 기제 중 핵심 기제이다. 먼저 애국법 제311조 발동의 직접적 효과로 미국은행

들은 2차 객체와 신규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이 효과는 미국 영토 바깥의 외국에 소재하는 대상에게 미국법의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보이므로 ‘치외법권적 효과(extra-territorial effect)’라고도 한다.17 국

제법상 미국법의 효력은 미국이 아닌 외국에 소재하는 은행에 미칠 수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치외법권적 효과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달러 패권주의하에서 달

러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자금거래는 미국 환거래은행의 중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

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미국법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구조를 일컬어 치외법권

‘적’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법적으로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애국법 제311조의 간접적인 효과이다. 달러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은행들과의 거래중단은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2차 객체인 금융기관은 부도 위험에 봉착하여 

예금주들의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게 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은 전체 금융시스템

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에 대한 지불유예 조치를 실행한다. 또 감독당국은 애국법 

제311조가 당해 금융시스템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주 객체

의 예치자금을 동결하고 신규거래를 중단시킨다. 

나아가 애국법 제311조의 지정 사유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내

용이 서로 부합하는 경우에는 회원국 은행들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주 

17 Bliss Burdett Pak and Jasper Kim,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USA 
PATRIOT Act, Section 311,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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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및 2차 객체와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는 자율적 집행력이 작동한다. 이는 정치

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특징이며 동시에 자율

적 집행력의 강력한 효과의 원천이다. 자율적 집행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재 

주체의 증가를 통하여 강화된다. 

<그림 2> 3축 작동구조

<1-1>
 2차 객체

애국법 제311조(미국 재무부)

애국법 제311조(미국 재무부)

달
러
패
권
주
의

FATF

2차 객체 주 객체

애국법 제311조(미국 재무부)

달
러
패
권
주
의

FATF

2차 
주체 
A

2차 객체

애국법 제311조(미국 재무부)

달
러
패
권
주
의

FATF

주 객체
2차 
주체 
B

<1-2>

<1-3> <1-4>

직접적 영향력 간접적 영향력 거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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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코델타아시아 사례 분석

1. 사건의 발생·전개·종결

2002년 10월 3일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6자 회담이 출범하였다.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담을 개최한 후 2005년 7월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까지 

이어졌고, 드디어 2005년 9월의 2단계 회의에서 회담 시작 이후 최초의 합의 결과

물인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과는 별도로 2003년 위조 달러 유통 등 북한의 범죄 활동

을 조사하기 위한 범죄행위방지구상(IAI: 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을 추진하

였다. 미국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수행한 일명 ‘로열참앤드스모킹드래건

(Royal Charm and Smoking Dragon)’ 작전은 그 일환이었다. 2005년 9월 15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법집행네트워크(FinCEN)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마카오

의 방코델타아시아가 북한 정부기관 및 산하 회사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특별관계

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방코델타아시아를 북한 불법자금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

로 지정하고, 최종확정 시 미국 금융기관들이 방코델타아시아를 위해서 어떤 계좌

도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임을 공시하고18, 9월 20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는 최종지정이 아닌 예고일 따름이었으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방코델타아시아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들은 앞다퉈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

했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뱅크 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은행 경영자를 교체하고 

예금지불 유예조치를 실행하였다.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 의심계좌 52개의 자

금 2,500만 달러 상당도 모두 동결하였고, 은행은 북한에 금융거래 중단을 통보하

였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방코델타아시아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그 여파는 순식간에 

북한의 해외자금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 마카오지역 은행들은 물론 싱가포르, 스위

스 등 다른 지역의 은행들19도 미국을 의식하여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했다.20 

18 Treasury Designates Banco Delta Asia as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JS-2720, 2005.9.15.,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
-releases/Pages/js2720.aspx> (검색일: 2017.8.15.).

19 China, Japan, Vietnam, Mongolia, and Singapore 등을 포함 20여 개. Testimony of Daniel 



242

심지어 북한과 거래가 없는 은행들도 방코델타아시아와의 환거래계약을 해지하였

다.21 미국 재무부의 관리들은 마카오,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등지를 방문해 

현지 은행들에게 대북한 거래 관계를 끊으라고 재촉했다.22 

이어서 미국의 또 다른 제재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

일을 발사하는 등 대결국면 끝에 2007년 ‘2·13 합의’를 도출하여 해결단계에 접어

들었다. 2007년 3월 14일 미국 재무부는 최종적으로 방코 델타 아시아를 자금세탁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축출하였다.23 그리고 3월 19일 

마카오 통화 당국의 협조로 방코 델타 아시아의 북한 예치금 전액을 동결 해제하고 

반환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24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자금은 최종적으로 뉴

욕 연방준비은행 및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6월 25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의 막이 내렸다.

2.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의 효과분석

앞에서 설명한 3축 작동구조론을 적용하여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

이콧 금융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를 분석해 보자. 먼저 방코델타아시아에 대

한 제재의 최초 실행 및 그 이후의 과정을 앞의 ‘사건의 발생·전개·종결’의 서술적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 

Glas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Terrorist Financing and Financial Crime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September 12, 2006,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
leases/Pages/hp93.aspx> (검색일: 2017.12.19.). 

20 스튜어트 레비는 이를 ‘눈사태 효과(snowballing avalanche effect)’라고 칭하였다. Christian 
Caryl, “Pocketbook Policing,” Newsweek, Apr. 10, 2006; <http://www.newsweek.com
/pocketbook-policing-107643> (검색일: 2017.8.30.).

21 수협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의 예가 있다. “남한 수협은행, 북한 불법행위와 연루된 마카오 은
행과 거래 중단,” 자유아시아방송, 2006.2.10., <http://www.rfa.org/korean/in_focus/sk_
federation_fishery_stop_working_bda-20060210.html?searchterm:utf8:ustring> (검색일: 
2017.8.25.).

22 마이크 치노이, 북핵 롤러코스터 (서울: 시사IN북, 2010), p. 447. 
23 “Treasury Finalizes Rule Against Banco Delta Asia BDA Cut Off From U.S. Financial 

System,” Department of Treasury, Press Release, HP-315, 2007.3.14., <https://www.
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hp315.aspx> (검색일: 2017.8.15.).

24 “Statement by DAS Glaser on the Disposition of DPRK-Related Funds Frozen at Banco 
Delta Asia,” Department of Treasury, Press Release, HP-322, 2007.3.19., <https://www.
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hp322.aspx> (검색일: 2017.8.24.).



>>> 243

ⅰ)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Patriot Act) 제311조에 의거 방코델타아시아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ⅱ) 방코델타아시아의 예금주들은 앞다투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뱅크 

런을 막기 위해 마카오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방코델타아시아의 예금 전부

에 대하여 지불유예 조치를 발동하였다. 

ⅲ) 방코델타아시아는 마카오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

하고 북한의 예금계좌를 동결하였다. 

ⅳ) 마카오 지역 소재 은행들은 물론 스위스 등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북한과

의 거래를 중단했다.

ⅴ) 북한과 거래하지 않는 은행들도 방코델타아시아와의 환거래계약을 해지하

였다.

ⅰ)의 지정행위는 최종 확정적 조치가 아닌 예고적 성격의 조치로서 방코델타아

시아는 아직 미국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미국은행들은 방코델타아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ⅱ)는 애국법 제311조 및 달러 패권주의의 효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방코델타

아시아의 예금주들은 제311조의 지정으로 방코델타아시아가 경영상의 타격을 입

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예금주들의 행동은 

달러 패권주의 세계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퇴출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한 것이다. 마카오 금융당국이 행한 방코델타아시아의 예금 전부

에 대한 지불유예 조치는 마카오 금융시스템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것이다. 

ⅲ)에서 방코델타아시아가 마카오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를 중

단하고 북한의 예금을 동결한 것은 향후 미국 애국법 제311조가 마카오 금융시스

템 전체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수행한 여러 조치 

중 하나이며,25 그 근저에는 달러 패권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

구의 규범력이 작용하였다. 당시 마카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새로이 제

정하고 금융정보부서(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립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한 바 있다.26 

25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의 공시의 내용에 “마카오는 자금세탁 통제에 있어서 시급한 향상
을 요하는 지역”이라는 미국 재무부 스튜어트 레비 부장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Treasury 
Designates Banco Delta Asia as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JS-2720,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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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ⅳ)와 ⅴ)에서 나타난다. 제2장에서 살펴 

본 레버리지 효과 덕분에 제재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ⅳ)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거래 중임에도 아직 제재를 받지 않고 있거나 북한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한 이유는 향후 

미국 재무부로부터 애국법 제311조에 의거한 조사를 받을 위험 또는 기업시민으

로서의 기존 평판이 손상될 위험을 회피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위험 회피 행위의 

근저에는 달러 패권주의 및 국제자금세탁기구의 ‘지정하여 망신주기’ 전략에 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거래 중인 은행들의 거래중단 행위는 이러한 

소극적 회피 의사 외에 위법자금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

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규범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태도로부터 나온다. 

한국은 2006년 8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옵저버 국가로 가입한 후 노력 끝에 

2009년 정회원이 되었고, 심지어 제재의 주 객체인 북한도 2006년 10월 자금세척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

직 정회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ⅴ)는 금융제재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효과이다. 금융제재가 아닌 일반적 경제

제재에서는 ⅳ)에서와 같이 직접 북한과 거래 중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의 대상이 될 잠재적 위험에 처한 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에서 끝난다. 그러나 

금융제재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코델타아시아

와 거래함으로 인하여 잠재적 제재 대상이 될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자발적으로 거

래를 중단하였다. 이른바 ‘연루의 위험’이다. 이들이 향후 북한과도 거래하지 않을 

것임은 당연지사이다. 2007년 북한 동결자금의 반환 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연루의 위험’ 때문이었다. 애국법에 근거한 지정조치의 원천적 

무효화 또는 취소 없이는 방코델타아시아에 예치되었던 북한자금의 불법적 성격

이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민간 금융기관은 자금반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 마침내 최후의 방법으로서 애국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뉴욕연방준비은

행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7 

26 “Treasury Finalizes Rule Against Banco Delta Asia BDA Cut Off From U.S. Financial 
System,” Department of Treasury, Press Release, HP-315, 2007.3.14.

27 애국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미국의 민간은행들이고, 연방준비은행은 미국행정부로부터 독립
된 연방준비제도의 일부이므로 애국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Steven R. Weisman, “U.S. 
Close to Deal to Release Frozen North Korean Funds,” New York Times, June 12, 
2007; <http://www.nytimes.com/2007/06/12/washington/12bank.html> (검색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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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의 한계 

어떤 이론이나 정책도 이를 제약하는 조건 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방코델타

아시아 사건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제약 조건 또는 한계는 무엇인가. 

방코델타아시아를 제재한 주체는 미국 재무부이다. 만약 미국 외의 다른 나라의 

정부가 행한 유사한 조치의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까? 그 나라가 달러 패권

주의와 유사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영향력의 정도까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정된 은행이 미 달러 표시 국제거래를 하지 않거나 국제거래가 미미한 

지역은행이라면 어떠한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달러 패권주의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코델타아시아는 2005년 9월 현재 마카오의 8개 지

점 및 일본에 대표 사무소를 운영하고 미국, 아시아, 호주, 캐나다, 유럽 등의 유수 

은행에 코레스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달러 이외의 통화로 국제 자금거래를 수행한다면 어떠할까?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규범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애국법 제311조

를 발동하여도 달러 패권주의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코델타아시아 외에 다른 관련 은행은 없었는가? 미국 및 중국 정부의 조사 결

과 방코델타아시아보다 훨씬 더 큰 중국은행(Bank of China)도 관련되었음이 드

러났다.28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중국은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연구 센터 Mr. Asher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방코델타

아시아는 마카오의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는 만약 파산한다고 하

더라도 금융시스템을 파괴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쉬운 목표였습니

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29 방코델타아시아는 전략적으로 선택된 대상이었다. 중

국은행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반발 또는 보복이 예상되므로 

제재 전략상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8.24.).
28 Testimony of David L. Asher, Ph.D., Senior Associate Fellow, The Heritage Foundation 

To A Joint Hearing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archives.financialservices.house.gov/hearing110/htasher041807.pdf> (검색일: 
2017.8.26.); 후나바시 요이치, 김정일 최후의 도박 : 북한 핵실험 막전막후 풀 스토리 (서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2007), pp. 565~566.

29 Donald Greenlees and David Lague, “Trail Led to Macao as Focus of North Korean 
Corruption,” New York Times, April 13, 2007; <http://www.nytimes.com/2007/04/13
/world/asia/13macao.html?pagewanted=all> (검색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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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 금융거래가 미국 정부의 조사망에 탐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어

떨까. 사실 방코델타아시아 제재로 북한이 국제금융거래상 타격을 입은 이유는 북

한의 계좌가 정상적으로 국제금융망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국

제금융망 속에 은닉하여 북한의 자금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아예 정상적인 

국제금융망을 이용하지 않고 우회한다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30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는 정상적인 국제금융망 내에서만 효과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감독하고, 

비회원국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을 채택·실행하도록 유도함으로

써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의 효과가 일반회사의 경우와 비교해 매우 큰 

근본적인 이유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

다. 시스템의 정점에 중앙은행이 있고 개별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시스템 유지기능

에 의존하면서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은행의 파산은 다른 은행들

의 파산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져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금융당

국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고 그것은 제재의 효과

를 강화한다. 개별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제재 객체인 은행이 개인예

금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훨씬 더 커진다. 많은 개인 고객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일반회사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당해 회사 및 관련 회사들에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이상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는 제재국이 미국이 아닌 

경우, 제재 객체를 관할하는 국가의 반발 또는 보복을 감내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제재 객체가 국내업무만 영위하는 경우·달러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국제금융망을 우회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에는 효과가 없거나 제한

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미국 정부의 실행전략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는 실제 북한에 대하여 강력한 효

30 자금을 은닉하는 방법은 대리인 또는 위장회사(front company)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리고 국
제금융망을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물물교환 또는 금·은 등 귀금속이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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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발휘하였다. 북한은 2006년 자금세척방지법을 제정하고, 2014년 아시아·태

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가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2005년 이

후 북한의 달러 위폐 유통, 마약 밀매 등의 행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31

이처럼 제재의 효과가 컸던 이유는 3축 작동구조론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미

국 정부의 제재를 실행하는 전략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실행전략으로

서 제재대상 확대전략과 ‘닭을 죽여 원숭이를 위협하기(kill the chicken to scare 

the monkey)’ 전략을 들 수 있다.

2005년 9월 15일 방코델타아시아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미국 재

무부 공시에 “마카오는 자금세탁 통제에 있어서 심각한 향상을 요하는 지역”이라

는 재무부 스튜어트 레비 부장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32 이는 다음 단계로 

마카오 전체를 애국법 제311조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미국 정부의 전략을 암시한

다. 이 전략은 바로 먹혀들었다. 마카오 당국은 미국 측의 요구에 응하여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을 고용하여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였고, 회계법인

이 수집한 30만 쪽에 달하는 자료 들을 미국 재무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

다.33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

률을 제정하고 금융정보부서(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신설함으로

써 겨우 제재를 면하였다.34

전 미국 국무부 보좌관 데이비드 애셔(David Asher)는 2007년 4월 의회 청문회

에서, “방코델타아시아는 ‘닭을 죽여 원숭이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선택된 상징적

인 목표였고, 원숭이들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던 대형 중국은행들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35 일명 ‘닭을 죽여 원숭이를 위협하기’ 전략이다. 중국은행들은 이 전

략이 의도한 대로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하였다. 

31 함중영, “北韓의 국제조직범죄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68~74, 93~95, 129;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p. 85; Greg Walters, “North Korea’s Counterfeit Benjamins Have Vanished,” VICE News, 
March 16, 2016; <https://news.vice.com/article/north-koreas-counterfeit-benjamins-
have-vanished> (검색일: 2017.12.8.).

32 Treasury Designates Banco Delta Asia as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JS-2720, 2005.9.15.

33 마이크 치노이, 북핵 롤러코스트, p. 446.
34 “Treasury Finalizes Rule Against Banco Delta Asia BDA Cut Off From U.S. Financial 

System,” Department of Treasury, Press Release, HP-315, 2007.3.14.
35 숀 블레이클리, “Financi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plaining the Failure of 

the Banco Delta Asia Sanction,”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 69.



248

결론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는 3축 작동구조론으로 분석되는 강력한 

제재 효과를 내재하고 있으나, 제재 효과의 강도는 ‘전략적 활용 능력’에 의하여 

배가된다고 할 것이다. 셸링(Thomas Schelling)은 “제한된 양의 처벌만을 가하

고 향후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암시함으로써 강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36 

 

Ⅵ. 단동은행과 ABLV의 사례: 결론에 대신하여

앞에서 설명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북한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사례인 

중국의 단동은행 사례와 라트비아의 ABLV 은행 사례를 비교·분석해 보자. 

단동은행은 제재에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ABLV 은행은 자발

적 청산 과정 중에 있다. 두 은행에 대한 제재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앞에서 적시한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 효과의 제약 조건들로 설명할 수 있다. 단동은행은 5개

의 국내지점을 가진 중국 내 소규모 지역은행으로서 위안화 거래를 위주로 하고 

달러 표시 거래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제재의 효과는 3축 기제 중 하나인 국제자금세

탁방지기구의 규범력에 기초한 중국 국내법의 영향이 미치는 정도에 그칠 따름이

다. 그러면 왜 미국 정부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단동은행 제재를 실행하였는가. 그

것은 앞에서 본 ‘닭을 죽여 원숭이를 위협하기(kill the chicken to scare the 

monkey)’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동은행 제재 이후 미국은 틈날 때마

다 다른 중국 대형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확대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북

한 비핵화 및 미·중 무역전쟁에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ABLV 은행은 라트비아 제3위의 은행으로서 룩셈부르크 현지법인, 홍콩 

대표사무소 등을 가진 대형은행이었다. 거래자산도 달러 및 유로 자산 위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은 ABLV 룩셈부르크 현지법인의 폐쇄와 함께 라

트비아 국내법에 따라 ABLV 은행의 청산을 권고하였고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자발적 청산과정 중에 있다. ABLV 은행 사례는 3축 작동구조론이 

작동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 제출: 4월 25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5일

36 Thomas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 3.



>>> 249

참고문헌

1. 단행본

마이크 치노이. 박성준·홍성걸 역. 북핵 롤러코스터. 서울: 시사IN북, 2010. Chinoy 

Mike. Meltdown: The Inside Stor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ew York: St. Martin's Griffin, 2009.  

왕윤종. 달러 패권. 서울: 프리이코노미북스, 2016.

후나바시 요이치. 오영훈 역. 김정일 최후의 도박: 북한 핵실험 막전막후 풀 스토리. 서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2007. Funabashi Yoichi. The Peninsula Question: 

A Chronicle of the Second Korean Nuclear Crisi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October 31, 2007. 

Feaver, Peter D. and Eric B. Lorber, Coercive Diplomacy: Evaluating the 

Consequences of Financial Sanctions. London: Legatum Institute, 2010.

Haass, Richard N. “Conclusion: Lessons and Recommendations,” in Haass, 

Richard N. ed., Economic Sanctions and American Diplomacy.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8.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

Schelling, Thomas.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2. 논문

변진석. “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

적 기반과 한계.” 은행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7.

블레이클리 숀. “Financi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plaining  the Failure 

of the Banco Delta Asia Sanction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들: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의 실패원인 알아보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우영·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북한연

구. 19권 1호, 2016. 

함중영. “北韓의 국제조직범죄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ak, Bliss Burdett and Jasper Kim.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USA PATRIOT Act, Section 311,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X, No. 3, 

Fall 2007.



250

3. 기타자료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일보. 

주간동아. 

한겨레21. 

Investopedia. 

New York Times.

Newsweek. 

The Washington Quarterly. 

VICE News.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Statement by DAS Glaser on the Disposition of DPRK-Related Funds Frozen 

at Banco Delta Asia.” Department of Treasury. Press Release, HP-322, 

March 19, 2007.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

/Pages/hp322.aspx>.  

Testimony of Adam J. Szubin, Director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U. S. 

Department of the Treasury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September 12, 2006.  <https://www.treasury.

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hp92.aspx>. 

Testimony of Daniel Glas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Terrorist Financing and 

Financial Crime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September 12, 2006.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hp93.aspx>. 

Testimony of David L. Asher, Ph.D., Senior Associate Fellow, The Heritage 

Foundation To A Joint Hearing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archives.financialservices.house.gov/

hearing110/htasher041807.pdf>. 

Treasury Designates Banco Delta Asia as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JS-2720. September 15, 2005.  <https://www.

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s2720.aspx>.

Treasury Finalizes Rule Against Banco Delta Asia BDA Cut Off From U.S. Financial 

System. Department of Treasury. Press Release, HP-315. March 14, 2007.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hp315.aspx>.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USA Patriot Act) Act of 2001, Public 

Law 107–56—OCT. 26, 2001. <https://www.sec.gov/about/offices/ocie/

aml/patriotact2001.pdf>.



>>> 251

Abstract

Mechanism of the Effect of Financial Secondary 
Boycott: Focusing on Banco Delta Asia case

 
Im, Jong Sik ․ Koo, Kab Woo 

The U.S. Treasury Department designated Banco Delta Asia SARL as 
a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Section 311 of the USA 
PATRIOT Act on September 15, 2005 because it represented an unacceptable 
risk of money 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This is a so-called 
“secondary boycott” method of financial san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secondary boycott financial sanctions 
and their effect. This study proposes the ‘Three-Axis Operational Structure 
Hypothesis’ as an framework to analyze the machanism of the secondary 
boycott financial sanctions, and hypothesizes that three actuator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all parties involved are Section 311 of the 
USA Patriot Act, US dollar hegemony and the name and shame strategy o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ffect are ‘leverage 
effect’ and ‘extra-territorial effect’. In actual situations, secondary boycott 
financial sanctions are developed by combining the three-axis operational 
structure theory with appropriate execution strategies.

Key Words: Banco Delta Asia, Secondary Boycott, Section 311 of USA Patriot 
Act, The Name Shame Strategy Financial Action Task Force, US 
Dollar Hegemony, Leverage Effect, Extra-territori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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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문:
위의 신문, 1999년 5월 18일.
Ibid., December 25, 1999.

   (4) 인터넷 자료:
위의 인터넷 자료
Ibid.

7. 그림이나 도표의 경우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각주와 같다. 출처와 
각주가 반복될 경우에는 재인용의 예에 따른다. 

8.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





『국방정책연구』

 

■ 투고를 환영합니다 ■

국방정책연구는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 자료를 
수록하는 전문학술지로서 2008년 한국연구재단의 국내학술지평가에서 ʻʻ등재학술지ʼ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A.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아니 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B.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보내실 곳: 한국국방연구원 KIDA Press 국방정책연구 담당
주소: 서울 동대문구 청량우체국 사서함 250호(우편번호; 130-650)
E-mail: jdps@kida.re.kr  전화: 02)961-1291 팩스: 02)961-1171

제35권 제1호･2019년 봄(통권 제123호)

• 미래전 대비, 무인기의 군사적 운용 방향 / 강한태

• 국제법상 무력행사와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 노동영

• 핵무기･사드･판문점: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북핵문제 연구

/ 은진석

• 군 사이버 전문인력 운영정책에 대한 제언: 

사이버전문사관을 중심으로 / 심재용, 김병조

• 진성리더십과 성장욕구강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 김경민

•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혁신행동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이상덕, 오상훈, 이성욱

• 공군사관학교 생도의 소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 이규호, 박지영, 정예슬, 손영우



국 방 연 구

『국방연구』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연4회 발간하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국가안보, 남북관계, 통일, 국방 및 군비

통제, 주요국과의 관계 및 주요국의 정책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제62권 제2호, 2019. 6. ▣

• 핵 폐기와 정보의 역할: 리비아 사례 / 이석수

•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선언과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 이병구

•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현상진단과 전망 / 유상범

•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군비통제 분석: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북한의 군비통제제안을 중심으로 / 이미숙

• ‘보통국가’ 일본의 군사적 함의: 집단적 자위권, 적 기지 공격론을 중심으로 / 김재엽

국방연구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시사성 및 학술성을 갖춘 논문으로 순수 창작물이 아닐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이 없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150매 이하)
          홈페이지 http://www.kndu.ac.kr/rinsa 국방연구 원고모집 공고

 보내실곳: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s://rinsa.jams.or.kr)으로 제출
          전화 : (041) 831-6461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 제35권 제1호, 2019년(봄) 통권 104호 ▣

<특집>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의 분석과 제언
객원 편집인: 전재성

• 북한의 대외·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 정성윤

•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 김근식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 황지환

• 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 전재성

•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 임수호

•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 이동률

•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 박영준

•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 이호철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발 간 일: 3/ 6/ 9/ 12월 말일 (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최대 150매 이하)
  ․ 원고접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02) 3700-0702 (김혜경)
이메일 접수: ifes@kyungnam.ac.kr



국 가 전 략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창간되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략과 정책 및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정세 분석과 주요 국가 연구 등의 주제를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 제25권 2호 2019년 여름호 (통권 제88호) ▣ 

【논문】

• 군비통제 관점에서 본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의와 전망 / 한용섭

• 비핵화 대상으로서의 영변 핵시설의 가치평가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방향 / 이상민

• 핵무기 감축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 평가 

  / 문주현

•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이버 외교와 사이버 방위 

  / 이상현

•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동독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김태현

•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턔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강정일

국가전략 원고 공모

▶ 보내실 글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내외의 길이로 제출하되, 어떤 경우에도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 ‘원고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응모시에는 원고와 200자 내외의 ‘논문 요약문’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휴대폰․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50-7614,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 (국가전략 편집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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