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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최근 북한의 경제발 의 화두로 등장한 ‘단번도약’은 그 함축 인 의미로

인해 다양한 추측과 망들을 낳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IT 수

과 빈약한 자원을 고려해 볼 때 발 략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산업생산의

효율성 증 를 한 수단 차원으로 보고, 다른 한 편에서는 통산업의 발

을 통해서는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했기 때

문에 IT산업을 략산업으로 하여 집 인 투자를 통해 비약 으로 발 시

키고 이를 경제 일반에 시켜 ‘단번도약’을 이루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이 은 이러한 IT산업 육성정책은 어느 한 일면에 국한하여 보기보다는

국가 경제 발 략과 연계된 산업 발 략이라는 에서 단계별

략으로 구분하여 IT산업 발 략의 형성 배경과 구조, 내용, 그리고 성공요

인을 고찰하고 있다.

김정일 시 의 북한은 1998년 ‘강성 국’ 건설을 국가비 으로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한 구체화된 략으로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제시하고 있다. 재 북한은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달성했고 ‘경제강국’만

달성하면 ‘강성 국’이 건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해 ‘ 명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시정책’을 경제 발 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에서도 장기 인 경제정책 기조로 ‘과학기술 시정책’에 해

언론을 통해 연일 강조해 왔다. IT산업 발 략은 바로 ‘과학기술 시정책’

이란 경제 발 략의 산업 부문 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북한의 IT

산업 발 략은 기본 으로 기술 방식의 도약(leapfrogging)을 통해 경제

일반의 도약을 이루는 발 략이며, 이를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단번도약’ 략산업으로서 IT산업 발 략은 단계별 략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우선 단기 략은 인민경제의 화․정보화를 목표로

기술개건 사업과 생산 경 활동의 정보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기 략은 IT 문인력 양성을 통해 S/W산업 발 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기 략은 단기 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IT 인 라 구축과

H/W산업에 한 진 인 투자를 통해 IT산업을 발 시켜, 이를 토 로 북

한경제 일반을 ‘단번도약’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이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을 성공시키기 해서

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타 해야 한다. 우선 체제 내 조건으로는 부족

한 기술과 자본 도입을 해 외 경제 력의 활성화를 한 경제운 방식

의 개선 차원에서 ‘자력갱생’의 개념을 유연하고 탄력 으로 용해야 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열악한 IT 인 라 등 경제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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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IT 연구개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 조건 역시 IT산업 발 을 가로막는 요한 제약요인이며 동시에

기회요인인데, 특히 미국과의 계 개선은 외 제약조건을 완화 는 타

하는 데 가장 요한 요인이다. 물론 바세나르 정에 따른 략물자 반출

제도도 북한의 해외 기술 력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이 역시 미국의 북

경제 제재의 완화와 보조를 맞춰 유연화될 수 있다는 에서 미국과의 정

치․군사 해결을 통한 외 력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외 조건

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 도입인데, 외국

인 직 투자 방식의 자본도입보다는 국제 융기구를 통한 후진국 차 이

북한에 가장 한 방식이 될 것이고, 기술도입은 외국과의 직 인 기술

교류를 통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과 인 IT산업 발 이 이루어지기 해서 남북 IT경

의 활성화가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IT산업 발 략은 기 략 이외에는 단기 략이나 장기

략 모두 실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은 IT산업 발 략을 통해 ‘단번도약’을 이루기 해서는 제약조건을 완화

하고 기회요인을 확 하는 북한 당국의 유연하고 탄력 이며 실용 인 략

정책 운용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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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산업의 발 은 1990년 이후 로

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의 성숙과 세계화된 경제의 활력의 원천이 되

어 왔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IT산업의 발 은 IT산업 자체의 부신 성장

뿐만 아니라 그 산업연 효과로 산업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체의 효

율을 신장시키는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 IT산업 발 의 효과는

경제 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정부, 자민주주의, 사이버 공동체의 실

을 가능 하면서 정치․사회 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화․정보화 시 에 IT산업의 발 은 세계 으로나 국가 으로, 그리고 경제

으로나 정치․사회 으로 환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을 좁 개별국가의 경제 측면에 국한시켜 볼 경우, IT산업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선도부문(leading sector)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략산업으로 채택하여 육성하고 있다. IT산업에 한 국가 심과 육성․

지원은 체제와 국력, 국가 규모와 지리 치 등을 불문한 일종의 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서 세계 수렴 상(convergence)을 보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IT산업의 발 에 힘입어 여러 나라들이 경

제 호황을 구가해 왔다.1)

를 들면, IT산업은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를 견인하여 장기 호

황 속에 유일 강 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경제 토 가 되어 왔다. 작

지만 강한 국가로 정평이 나 있는 유럽의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국가경쟁력

의 비 역시 에릭슨과 노키아로 표되는 IT기업들의 발 에 힘입은 바 크

다. 10년 만 하더라도 ‘서유럽의 병자’(sick man)로 일컬어지던 아일랜드가

연간 9%에 이르는 고속 성장을 통해 서유럽의 ‘ 틱 타이거’(Celtic Tiger)

로 거듭나는 데도 IT산업 발 을 통해서 가능했다. 아시아의 강소국으로 불

리는 싱가포르와 만도 성장의 동력은 IT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인도 역시

후진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S/W산업의 성장으로 인

도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일본도 1990년 이후 장기 불황으로 인해 ‘잃

어버린 10년’을 보상받기 해 2000년부터 새롭게 IT 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 역시 IT산업의 부신 성장에 힘입어 세계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2)

1) 최근 세계 인 IT산업의 주요 흐름과 국가 경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 의 확 에

한 간략한 논의는 한국 산원(2002, 441-4)을 참조할 것.

2) 1997년 아시아 경제 기 이후 IT산업은 한국 경제의 선도부문으로서 연평균 18.8%의 성장

률을 보 고, 2001년 IT산업의 생산은 GDP의 12.9%, 수출의 2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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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후반부터 북한도 IT산업에 한 국가 심을 높여가고 있다.

김정일 시 의 북한은 ‘강성 국’ 건설을 새로운 국가 비 으로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시정책’을 경제 발 략의 기조로 내세우고 IT산업의 발 을 토

로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려는 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도 역시 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 IT산업의 국가 육성과 지원을 통해 침체한 북한경

제의 돌 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IT산업을 략산업으로 집 육성하여 최단기간에 목할 만한 발 을 성취

함으로써 자본 부족에서 기인한 ‘빈곤의 늪’(poverty trap)을 빠져 나오려는

이른바 ‘단번도약’ 략을 추진 에 있다는 이다.3)

IT산업 발 을 토 로 한 ‘단번도약’이라는 새로운 발 략의 성공 여부

는 김일성 시 에서 김정일 시 로의 환을 마무리하는 요한 환 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1세기

북한의 새로운 발 략 구상이라는 에서 ‘시 환 ’이 될 수 있고,

공업과 경공업 등 통 인 산업에 치 했던 과거와는 다른 첨단산업에

기 한 새로운 발 략이라는 에서 ‘경제 환 ’이 될 수 있으며, 새로

운 지도자 김정일이 주도하는 규모 국가 로젝트라는 에서 ‘정치

환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은 북한 경

제의 조속한 회복과 도약 발 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 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이 략의 성공을 통해 새로운 시 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의 능력

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정치 로젝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는 에서 요한 국가 략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하는― 는 추진하고자 하는―IT산업 발 을 통한 ‘단

번도약’ 략은 재 북한이 처한 내외 조건과 변수들을 고려할 때 성패

여부를 단하기는 어렵다. 2002년 7월 이후부터 북한이 ‘경제 리 개선조치’

나 ‘신의주 경제특구’ 발표 등 일련의 개 ․개방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경제강국’ 달성에 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면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의 성공 가능성을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

제의 회생과 발 을 제약하는 내외 제약요인들이 개선 는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IT산업 발 략의 성공 여부는 여 히 불투명한 상

3)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회생을 IT산업 발 에만 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경

제의 침체 원인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때문(이

선․윤덕룡 1999; 이 훈 2001; 2002)이라는 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해외자본 유치

를 해 경제특구 방식의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김 정부의 햇볕정책에

극 으로 호응하면서 남한과의 경 을 통해 남한 자본의 유입을 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

다. 핵 개발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보장이나 미국과의 상력

강화를 통해 경제회생의 외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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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북한은 왜 경제발 의 새로운 견인차로 공업이나 경공업과 같

은 기존의 통산업 신에 첨단 IT산업을 선택했을까? 어떤 IT산업 발

략을 구상하고 있고, 그 략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IT산

업 발 략을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과 망들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IT산업 발 략에 한 국내의 평가들은 체로 성공과 실패, 가

능과 불가능, 낙 과 비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 IT산업 발

략에 한 지나친 이분법 시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북한은 ‘자력갱

생’으로 컴퓨터화와 정보화를 추진할 만한 조건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IT에 한 심은 거품일 뿐이라는 ‘과소평가’는 북한이 실제로 IT산업 육성

을 통해 경제회생과 경제발 을 이루어보려는 의지가 있음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IT에 한 심이 곧바로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발 략이라고 보는 ‘과 평가’ 역시 지 북한의 IT산업 발 략 추

진을 한 상황과 조건 등 실을 도외시한 지나친 평가일 수 있는 것이다

(김근식 2002, 42).

그 다고 양비론이나 충론 시각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는 북한의 IT산업 발 략을 거시 에서 단계 으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산업 발 략이란 거시 인 국가 는

경제 발 략의 틀 속에서 수립․추진되는 것이고, 발 략은 궁극 인

목표 달성을 해 시기 으로 단기 ․ 장기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 일반 이다. 이런 에서 볼 때, 북한은 ‘강성 국’ 건설을 거시 인 국

가발 략으로 설정해 놓고, 이 거시 략의 하 부문인 경제 부문의

략 목표인 ‘경제강국’ 달성을 해 ‘과학기술 시정책’을 경제 발 략의 기

조로 하면서 IT산업의 발 을 통해 ‘단번도약’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한 최근 북한의 IT산업 육성과 련된 시책들은 단기

성격과 장기 성격의 시책들이 ‘동시다발 ’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

서 북한의 IT산업 발 략은 국가 발 략의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 발

략의 하 부문, 즉 산업 발 략의 측면에서 단계 으로 구분해서 볼 필

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은 이러한 기본 시각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번도약’이란 어떤 의미

이고 무엇을 발 (springboard)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인가? 왜 북한은 ‘단번

도약’을 한 략산업으로 IT산업을 선택했을까? 북한의 IT산업 발 략

은 어떤 단계 으로 어떤 략 목표 하에 구상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

이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의 추진에는 내외 으로 어떤 제약

요인과 기회요인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 2장에서는 북한의 ‘단번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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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IT산업의 이론 ․실제 연 성을 략산업과 도약 략의 에서

고찰한다. 여기서는 북한의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을 기술 방

식의 도약을 통한 경제 일반의 도약이라는 을 제시한다. 한 북한에서

IT산업 발 략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채택되었고 그것이 채택되게 된 경

제 ․정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북한의 IT산업 발 략이 형성된 구조 측면에 해 고찰한

다. 한 국가의 산업 발 략은 경제 발 략의 틀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

가 거시 국가 발 략의 틀 내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IT

산업 발 략을 ‘강성 국’ 건설이라는 국가 발 략과 ‘과학기술 시정책’

이라는 경제 발 략의 하 략으로서 어떤 구조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

는지를 북한 경제 발 략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산발 으로 는 동시다발 으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의 IT산업

련 시책들을 분석 으로 구분하여 IT산업 발 략을 체계 으로 분석하

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IT산업 발 략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

지는 않지만, 지 까지 북한이 제기한 IT 련 시책들과 북한 언론의 발표

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단계별 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의 IT산업 발 략을 단기 ․ 기 ․장기 략으로 구분하면서 인민경

제의 화와 정보화, IT 문인력 양성을 통한 S/W산업 발 을 각각 단

기 략과 기 략으로, 그리고 이러한 단기 ․ 기 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H/W산업 육성과 IT 인 라의 발 을 통한 북한 경제의 ‘단번도약’

략에 해 고찰한다.

5장에서는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이 북한 경제의 ‘번 의 오

아시스’(oasis of prosperity)가 될 수 있는 내외 조건들을 고찰했다. 북

한이 처한 내외 조건과 변수들을 총체 으로 고려하면서, 기존의 일방

인 낙 론이나 비 론보다는 미래의 가능성 차원에서 과연 북한이 IT산업

발 을 통해 ‘단번도약’ 략이 성공하기 해서는 어떤 조건과 변수들에

한 고려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체제내 조건, 외 조

건, 그리고 남북 계, 특히 남북한 IT경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IT

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의 성공과 제약조건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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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단번도약’ 략과 IT산업

2.1 략산업과 도약 략: 개념 고찰

어떤 국가든지 경제발 을 해 모든 산업을 비차별 으로 육성한다면 자

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력을 분산․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산업경쟁력이 상 으로 높은 산업을 선별하여 략 으로 육성한

다(Nester 1991, 15-6). 국가가 략 으로 육성하는 ‘ 략산업’(strategic

industry)은 국가 경제에 한 기여도가 상 으로 더 큰 산업들, 이를테면

수요의 탄력성이 높고 기술 신의 속도가 빠르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들로 선정된다(이경태 1991, 77).4)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략산업은 체로 첨단산업(high-technology industries)을 일컫는

다.5)

첨단산업은 국가경제 발 에서의 략 요성 외에도 선도산업(leading

industry)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첨단산업은 기술경제 패러다임

(techno-economic paradigm)의 환기에 기술경제 진보를 선도하는 성격

을 갖는다. 즉 역사 으로 존재했던 각각의 기술경제 패러다임들은 어느 순

간에는 한계에 착하게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 하게 된다(Freeman

and Perez 1988, 45-9). 이런 패러다임 환기에 첨단산업은 새로운 패러다

임이 기 할 ‘핵심 요소’들을 창출하는 선도산업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심지어 후발국도 국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산업 부문에 조기에 진입

하게 되면 계속 으로 선 의 이익을 릴 수 있게 된다.6)

오늘날 IT산업은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경제를 발 시키는 가장 좋은

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IT산업은 기술변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기술의

성격상 연속성뿐만 아니라 단 성의 특징도 보여 다. 를 들면, 1970년

4) 수요의 크기와 기술 신의 속도가 빠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태 인 시각에서 볼 때

재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비교우 에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집 인 육성을 한다면 비교

우 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단될 때도 략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산업연구원

역 1989).

5) 첨단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신의 속도가 빠르며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

업이다. 뿐만 아니라 입지 자원 약 산업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아 빠른 성장이 기

되고 련 산업에의 효과도 큰 산업이다(첨단산업발 심의회․산업연구원 1989, 2).

6) 그러나 첨단산업은 후발국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후발국은 비교우 ․경쟁우

의 측면 모두에서 상 으로 연구개발 능력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다고 해서

후발국의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 으로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 경쟁에서 열

세에 놓여 있는 후발국들은 국가의 략 역할을 통해서 첨단산업에 성공 으로 진입하

게 된다면, 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진국들과의 경제

격차까지도 좁힐 수 있게 된다(Perez and Soete 1988, 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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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계기로 통신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환되었는

데, 이 두 방식은 기술 으로 거의 단 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서의 디지털 기술은 표 설정의 측면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

에 후발국으로서도 도약 략을 통해 진입할 틈새가 벌어져 있다(Antonelli

1991, 92-3; Hobday 1990, 102-3; 고경민 2001, 61-66).

이런 IT산업의 특성 때문에 선․후발국가를 막론하고 IT산업을 국가발

의 심축으로 설정하여 국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특히 후발국들에게

IT산업은 그들의 통상 인 발 속도를 ‘뛰어넘거나’ 가속화하고 국내 경제

를 진하고 세계경제에 ‘연계’시키는 데 도움을 수 있는 산업으로 간주

된다(Singh 1999, 3). 뿐만 아니라 IT산업은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

도하는 산업이다.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의

심에 IT산업이 치하고 있다(조 ․임기철 2000, 15-9).

북한에서도 IT산업의 첨단․ 략산업으로서의 요성에 한 인식은 마찬

가지이다. 북한은  청년문학  2002년 6월호에서 “첨단과학기술은 략 자

원으로서 세계 경쟁에서 개별 나라들과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 지 를

규정하는 요한 징표의 하나”라며 ‘ 략성’을 첨단 과학기술의 요한 특징

으로 꼽고 있다( 연합뉴스 , 2002.07.03).7) 이러한 인식에 따라 북한은 PC생

산, S/W개발, 정보통신망 확충 등 IT산업을 성장 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

다(통일부 2001, 1 & 49).

한편, 북한 당국이 경제회생의 돌 구나 는 인민경제 반의 비약 발

에 한 의지를 압축 이고 함축 으로 표 하고 있는 용어가 ‘단번도약’

이다. ‘단번도약’은 발 략의 측면에서 볼 때, ‘추격 략’(catch-up strategy)8)

의 의미보다는 ‘도약 략’(leapfrogging strategy)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정형화된 ‘추격 략’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 육

성 략, 축 된 자본을 집 투자하는 화학공업 육성 략, 축 된 기술력

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과 같이 순차 인 산업발 단계에 따라 국가의 략

7) 북한에서 첨단기술은 창조성, 략성, 수익성, 침투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본다. 첨단과

학기술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축 할 뿐 아니라 기술발 방향과 방도를 새롭

게 제시하고(창조성), 노동생산성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막 한 경제 이익

을 가져오게 하며(수익성), 이미 이룩된 산업 분야에 리 침투 돼 기술 발 을

진시키는(침투성)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덧붙여 그러나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은 착

상과 설계, 제작 단계에서는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제품 생산과 매 사이의 불일치

에 따라 실패의 험성이 높은 것도 한 특징이라고 지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02년 7

월 3일자.

8) 사회주의를 후진 인 사회가 정치경제 수단을 통해 발 한 사회를 따라잡으려는 수단으

로 보는 , 즉 사회주의를 발 국가의 추격발 략으로 보는 표 인 논의로 젱아

스(Dieter Senghass)를 들 수 있다(한상진․유팔무 1990). 그리고 이에 한 보다 상세한

이론 논의에 해서는 김근식(1999)을 참조. 한편, 이러한 논의를 토 로 하면서 서재진

(2001b, 187)은 북한의 ‘단번도약’ 략을 한번의 추격 략의 시도라고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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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환하면서 경제발 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반면, ‘도약

략’은 첨단산업을 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간단계의 기술 확보 없이―뛰어

넘어―바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산

업 효과를 활용하여 경공업과 화학공업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산업화

략이다. 이 략은 기술력이 요한 생산요소이며 실패에 한 부담이 큰

략이다.9)

‘도약 발 ’(leapfrogging development)에 한 논의는, 경제체제가 발 하

는 사회의 산업화를 20～30년의 짧은 ‘도약’(take-off) 단계를 통해서 건시

에서 산업화시 로의 특수한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간주했던

Rostow(1960)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성장 열에 늦게 참여한 후

발국이 선발국이 밟았던 성장단계를 그 로 모방하지는 않을 것이며, 후발성

의 이 (advantage of backwardness)을 통해 성장 단계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떤 단계는 뛰어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Gerschenkron(1962)의 주장과

도 맥을 같이한다.10) 그러나 IT분야에서 ‘도약 발 ’이란 개념은 IT가 개발

도상국들에게 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성장 단계를 단축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는 신념에 바탕하여 1980년 에 등장했다(Singh 1999, 4).

‘도약’(leapfrogging)이란 용어는 IT산업에 한 연구에서 3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Singh 1999, 5). 첫째, IT산업이 개발도상국들을 순차 인 발 단

계를 건 뛰어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환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둘째, IT산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발 속도를 가속

화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해 ‘성장 엔진’의 의미로

사용된다. 셋째, 미개척 분야의 기술이나 생산주기를 건 뛰는 것을 나타내

기 해 기술 인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도약’이란 용어는 기술 방식이

나 경제 방식 모두에서 상호 교환 으로 사용된다(Soete 1985). 그러나

부분의 ‘도약’의 모티 는 기술에 있기 때문에 이 에서는 ‘도약’을 기술

방식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기술의 도약 발 이 경제 반의 효율성과 경

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약 략의 궁극

지향 은 경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경제의 ‘단번도약’ 략은 IT산업의 발 을 도약의 발 (springboard)

으로 삼고 있다. IT산업의 속한 발 을 통해 경제 반의 도약, 즉 ‘강성

9) 도약 략을 기술 신 측면이 아니라 자본투자의 측면에서 보는 연구도 있다. 이 훈(2000,

94; 2002, 71-2)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가 실제 투자(actual investment)가 요구되는 투

자(required investment)를 훨씬 도는 상황, 즉 빈곤의 늪에 처했을 때, 인 외자유

치를 통해 자본의 양을 폭 늘림으로써 자생 인 성장과정으로 진입시킬 수 있고,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을 탈출하여 빌린 외자를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선진국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고 하며, 이를 big push 략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10)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의 단계를 ‘leapfrogging’의 의미로 사용한 연구에 해서는

Karunaratne(1982,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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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건설을 목표로 삼는다는 에서 기술 도약을 통해 경제일반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북한의 ‘단번도약’론과 략산업으로서의 IT산업

북한에서 ‘단번도약’이라는 용어는 2001년 1월 7일자  로동신문  정론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에서 처음 공식 으로 사용되었다. 정론은 “오물

쪼물 뜯어 맞추고 남의 꼬리를 따라가는 식으로서가 아니라 단번에 세계최

상의 것을 큼직큼직하게 들여앉히자는 것이 우리의 배심”이라고 하면서, “우

리는 단번도약의 본때를 이미 맛보았다. 인공지구 성 명성1호의 탄생도

그것이었고 토지정리의 천지개벽도 그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론은 한

“최단기간내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경제 강국의 렬

에 풍당당히 들어서자는 것이 한 장군님의 용단이고 명략이다. 이것은

속도에 있어서 빨치산 오의 ‘일행천리’ 술이며 방법에 있어서 단번도약과

같은 통쾌하고 신묘한 지략”이라고 강조하면서 ‘단번도약’을 국가경쟁력 강

화의 요한 략이며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북한의 ‘단번도약’론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은 산업화의 선발국가들의 발 모델이나 략을 따라하는

‘추격 략’보다는 북한식으로, 즉 속도와 방법 양면에서 ‘단번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단번도약’의 발 은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 발

을 통한 북한의 ‘단번도약’ 논리는 ‘기술 방식의 도약’(leapfrogging in

technological way)을 토 로 하고 있다(Sigh 1999, 5). 그리고 북한이 ‘단번

도약’을 한 기술 방식의 략산업으로 선택한 것이 IT산업이다.

김정일 국방 원장은 “20세기는 기계제산업의 시 다면 21세기는 정보

산업의 시 로 될 것”( 로동신문 , 2001.04.20)이라면서 IT산업의 략산업화

의 필연성을 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은 “정보기술 발

계획을 히 세우고 정보기술 발 사업을 국가의 가장 요한 사업으

로 틀어쥐고 나가야”( 로동신문 , 2001.05.23)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과학기술을 반 으로 빨리 발 시키면

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 에 힘을 집 ”하고, 아울러 “오늘 우리 앞

에 요한 과업으로 나선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을 최단기간 내에 높은 수

에 올려 세워야 한다”( 로동신문 , 2002.01.18)고 역설하면서 IT산업 발 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한 “정보산업의 발 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 수 있게

하며 정보산업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 으로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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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므로 구나 다 정보산업의 발 에 실한 리해 계를 가지게 된다”

( 로동신문 , 2001.04.29)는 을 강조하면서 IT산업에 한 국가 ․ 인

민 심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단번도약’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근거는 IT산업의 비약

인 발 가능성에 있다. 북한 스스로 “우리식 사회주의는 정보산업을 발 시

키는 데서 결정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로동신문 , 2001.04.29)고 하면서

IT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여 경제를 단번에 회생시키고 나아가 강성 국

열에 합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단번도약’ 략은 자

본과 자원이 빈약한 북한 실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IT산업을 집 육성

하여 자력갱생의 발 을 마련하고자 하는 ‘ 략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IT산업을 인민경제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박한 과제”라고

하면서 종합 인 ‘정보기술발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로운 자력갱생’, 즉

“오늘의 자력갱생이란 뒤떨어진 것을 창의․고안하는 식의 자력갱생이 아니

라 인 과학기술에 기 한 높은 수 의 자력갱생”( 로동신문 ,

2001.01.30;  민주조선 . 2001.02.06)을 추구하는 발 으로 삼고 있다.

2.3 북한의 IT산업 발 략 채택 배경

거시 으로 볼 때,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의 정치경제 목표는 체

제 유지와 경제발 일 것이다. 체제 유지와 경제발 의 상호 유기 연 성

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제 발 략의 채택에는 경제 요소와 함께 정치

요소도 함께 고려된다(Przerworski 1991, 136, 162; Gourevitch 1986, 19; 고

경민 2001, 3-4). 북한 지도부가 IT산업을 략산업으로 채택하여 ‘단번도약’

을 꿈꾸는 데도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측면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IT산업 발 략 채택의 배경에 한 분석은 정치와 경제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IT산업 발 략은 단기 ․ 장기 경제 발 략 차원에서 수

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단기 인 경제 략’ 차원에서 북한은 연

료․원료․에 지가 부족하고 생산성이 한계에 도달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최선의 안으로 IT산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내외 으로 사면 가에 처해 있다. 내 으로는 식량난으로 인

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고, 력난으로 공장가동률

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산업설비 역시 노후화되고 폐품화 되어 이를

교체하기 한 설비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력난까지 겹쳐 경제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 으로도 경제재건을 해 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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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 자본 유치와 기술 도입이 긴 히 필요한 상황인 데, 미국의 경제제

재 조치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거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이

러한 내부 인 역량과 외 지원이 한계에 착한 상황에서 북한은 IT산

업 육성을 당면 경제난으로부터 최단기간 내에 벗어나기 한 돌 구로 인

식하고 ‘단번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통일부 정보분석

국 2001, 7).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는 방법은 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

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북한은 생

산성 향상 차원에서 각 기업소와 공장에 자동화와 컴퓨터 리체제의 도입

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기술개발을 통해 하

된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외 의존도를 축소함으로써 경제를 회

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략으로 제시한 것이 IT산업 발 을 통한 체 인

민경제의 화․정보화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 효율(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략산업으로 채택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 장기 인 경제 략’ 차원에서 볼 때, IT산업 발 략은 세계

인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어서는 국가의 생존과 발 이

불가능하다는 기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보다 극 인 북한 지도부의 인

식 결과이다. 북한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듯이, 20세기형 기계제산업인

화학공업 주의 산업구조로는 생존이 어렵다. 북한은 제조업 비 이 낮아

산업연 효과를 기 하기 어렵고, 투자여력 한 부족한 상황이다. 단순

히 경제회복만으로는 북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통

인 산업발 방식인 ‘추격 략’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단하고, 단기 경제회생과 함께 장기 을 견지하면서

IT산업 발 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발 이 속하게 진행되는

21세기에 산업화에 주력하기보다 바로 정보화로 뛰어드는 일종의 ‘우회 인’

략 선택이다.

한편, 북한의 IT산업 발 략 채택의 배경에는 체제 유지와 권력기반 강

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정치 고려가 작용했음을 지 하지 않을 수 없

다. 우선 IT산업 발 략은 체제변화( 는 개 ) 없는 경제발 의 수단이라

는 측면이 있다. IT산업은 량 인력이 필요한 통산업과 달리 첨단 과학

기술과 창의 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수정 의 문인력을 통해서 발 이

가능한 분야이다(한국 산원 2002, 409). 북한이 경제개 과 개방에 직면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체제 유지에 한 부담이다. 경제 개 이나 개방을 해

서는 외국의 자본이나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데, IT산업은 이러한 과정에서

유입되는 자본주의 요소의 침투와 같은 체제 요소들을 차단하는

데 효과 인 산업이다. 즉 IT산업은 소수의 문기술자와 과학자들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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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 인 육성을 통해 개방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에서 북한의 정치 상황에 합한 산업이다.11)

한 IT산업 발 략은 김정일 정권의 권력기반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

다는 측면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

약’ 략을 김정일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김유향 2001,

195-6; 서재진 2001b, 197). 북한 지도부와 언론들은 IT산업을 략산업으로

특화하여 경제회생과 ‘강성 국’ 건설을 달성하겠다는 마스터 랜의 주창자

로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 언론은 “내가 직 컴퓨터 기술을 연구하면서 이

부문 과학연구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앙일보 , 2000.06.19)는 김정일의 발

언을 소개하는가 하면, “지 은 자계산기 시 입니다 - 김정일”이라는 구

호를 통해 김정일 주도의 IT산업 선 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의 개 ․개방 욕구를 리만족시켜 수 있는 안 비 으로서, 과학기

술만 발 하면 자력으로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심

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이기동 2001, 286-7). 더 나아가서 북한은 김정일

을 정보산업시 , 디지털시 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 에 걸맞은 비 을 제

시한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데 IT산업 발 략을 활용하고 있다.12)

결국, 북한은 정치 측면에서 IT산업 발 략을 통해 경제난으로 인해

다소 이완된 체제를 공고화하고,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에 따라 김일성의

경제정책 노선과 차별화된 김정일의 경제정책 노선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정

일 체제의 정치․사회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1) IT산업의 발 을 장기 인 에서 볼 때에는 체제유지보다는 체제변화의 매제로 작

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IT의 발 은 지식과 정보가 시․공간을 뛰어 넘어

막힘없이 유통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역할을 통

해서 그 효과가 극 화된다. 그 때문에 북한은 인터넷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북한 내부에

서만 연결되는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IT산업 발 략도 체제에 부담을 가

져오지 않는 부문들에 국한하고 있다.

12) “인류과학발 의 먼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한 지, 해당부문의 문가들도 놀라게 하는

깊은 과학 식견, 한없이 폭넓고 풍부한 지식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질이다. 한 장

군님께서는 자자동화공학으로부터 화학과 생물학, 건설공학에 이르기까지 과학기

술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고 계신다. 첨단과학의 정수로 되는 컴퓨터 분야의 사업에 완

히 정통하시고 우리식으로 로그램을 개발하는 명안을 제시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의 비범성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 자와

우주기술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모든 것에 그 어느 정치가보다 민감한 정치가’라고 높

이 칭송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과학 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 국을 건설하

다.”  로동신문 ․ 근로자  공동논설, 2000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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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IT산업 발 략 형성 구조

김정일 시 의 북한은 권력승계에 따른 체제 안정과 새 시 새로운 지도

자의 국가비 제시, 장기간에 걸친 경제난과 고질화된 경제 비효율로 인

한 생산성 하락, 빵과 자유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해 고향을 등지는 ‘북한

엑소더스’ 등 총체 인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총체 국가 기

에 직면하여 김정일 시 의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 국’ 건설이라는 국가 비

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 발 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통해 ‘강성 국’에 도달할 수 있

다는 국가 발 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계의 북한은 ‘사상강국’과 ‘군사

강국’은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강국’만 달성하면 ‘강성 국’이 건설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 발 략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강성 국 건설 여부가 가름 난다는 에서 ‘강성 국’ 건설의 최우선 과제

는 ‘경제강국’ 건설이다.

북한은 최근 김정일 시 의 략산업으로 IT산업을 채택하고 IT산업의 비

약 발 을 토 로 ‘단번도약’하여 ‘경제강국’의 달성과, 아울러 ‘강성 국’을

건설하려는 국가 발 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북한은 왜 IT

산업을 략산업으로 채택했을까? 여기서는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의 발 으로서 IT산업 발 략이 어떤 국가 발 략과 경제 발 략

의 틀 속에 연계되어 형성되었는지, 즉 어떤 구조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

지를 살펴본다.

3.1 국가 발 략: ‘강성 국’ 건설

권력승계라는 정치 과도기를 마감하면서 공식 개막된 김정일 체제는 새

시 에 새로운 지도자를 한 국가 비 을 담은 발 략이 필요했다.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체제의 외형 인 틀을 갖추었고, ‘선군정치’로 체제 유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김정일 정권은 ‘사회주의 강성 국’ 건설을 국가

비 으로 공표했다. 따라서 ‘강성 국’ 건설은 김정일 체제가 체제의 안정

운 과 구조화된 경제난 해소라는 정치경제 과제를 달성하기 해 새로운

국가발 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강성 국’은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 “강성 국”을 통해 공식

천명되었다. 정론은 강성 국 건설을 북한사회주의 역사발 의 필연성을 바

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비 임을 강조하고 있다.13) 그리고 강성 국의 목표를



17

자주․자립․자 가 실 되는 강한 국가, 사회 모든 부문이 자주 이며 창조

인 나라, 즉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1세기 강성

국 건설의 략으로 수령 심의 사상과 군 를 토 로 경제발 을 이루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14) ‘강성 국’ 건설이 공식화된 이후 북한의 모든 정

치․경제 략들이 ‘강성 국’ 건설의 틀 속에서 수립되어 정당화되어 왔

다. 그 다면 북한은 어떻게 ‘강성 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강성 국’

건설이라는 국가 발 략의 하 략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강성 국’ 건설의 구체 인 략은 세 부문으로 나 어진다. ‘강성 국’이

란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 될 때 사회주의 강성 국이 건설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

다.15) ‘강성 국’ 건설을 한 보다 구체화된 략은 2000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 국 건설의 3 기둥’으로 발표되었다. 공동사설은 “우리는 사상

시, 총 시, 과학기술 시 로선을 틀어쥐고 올해 총진군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상과 총 , 과학기술은 강성 국건설의 3 기둥이다. 사상이 견결하

고 총 가 력하며 과학기술이 발 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강성

국이다”16)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강성 국’ 건설을 한 이러한 부문

별 하 략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강성 국’ 건설의 근본은 사상과 군 이다. “사상과 군 를 틀어쥐면 주체

의 강성 국 건설에서 근본은 틀어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강성 국’

건설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사회주의 경제도 “사

상의 힘에 의해서 진하는 경제”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사상이 발휘하는

힘은 무한 ”이기 때문에 사상을 근본으로 할 때 “21세기는 주체의 강성

국이 건설”된다는 주장이다( 로동신문 , 1998.08.22). 2002년의 신년 공동사설

에서도 ‘4 제일주의’를 통해서 변함 없이 ‘우리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17)

북한이 ‘강성 국’ 건설에서 ‘사상강국’을 강조하는 것은 사상이 체제 유지

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사상강국’ 건설을 ‘강성 국’ 건설의 근본으로 보는

것도 사상의 변질이 곧 체제 이완의 시발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13) “주체의 강성 국 건설, 이것은 한 장군님께서 선 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 앞

에 다지신 애국충정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 한 설계

도이다. 강성 국건설은 주체의 기치 에 진해온 우리 명의 새로운 력사 단계의

필연 요구이며 한없이 거창하고 스러운 민족사 성업이다.” “강성 국,”  로동신

문 , 1998년 8월 22일자.

14) 조동호(2001, 51)는 강성 국론을 북한식 부국강병론으로 해석하면서, 선군정치는 ‘강병’,

국가경제력 제고는 ‘부국’에 해당하는 략이라고 보고 있다.

15) “당의 도따라 강성 국 건설 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로동신문 , 1999년 9월 9일자.

16) “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 조선인민군 ․ 청년   공동사설, 2000년 1월 1일자.

17) “ 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 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 조선인민군 ․ 청년   공동사설, 2002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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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북한 당국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라는 체험 교

훈을 통해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체제 유지가 김정일 정권의

가장 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21세기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 국’ 건설에서

‘사상강국’ 건설은 가장 요한 토 가 된다.

‘강성 국’ 건설의 다른 근본인 ‘군 ’는 북한체제를 유지시켜주는 마지

노선 역할을 한다. ‘군사강국’ 건설은 김정일 정치의 특징으로 선 되고 있는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노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선군

정치’를 군 시의 정치로서 “군 를 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 힘

을 넣는 정치”18)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가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이

유는 당면한 내외 기를 극복하는 데 인민군 만큼 효율 인 것이 없

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민군 는 국가 는 체제 보 의 보루이

며,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끌어들이기

한 외 상력 강화의 수단이고, 경제건설 과정에서도 가장 믿을만한 조직

이기 때문이다(이기동 2001, 279).19) 나아가 북한에서 인민군 는 사회의 다

른 모든 부문에서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이다.20)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시정책’에서도 과학기술이 가장 발

한 부문이 군사 분야이고 ‘과학기술 시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모범

인 집단도 군 이기 때문에 더욱 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한호석

2001, 4). 따라서 인민군 는 내외 차원에서 국가 는 체제보 의 보루,

외 상력 강화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경제건설을 한 선진 인 과

사고방식을 사회 기풍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첨병인 것이다.

재 북한 스스로 평가하는 강성 국 건설의 단계는 그동안의 ‘고난의 행

군’과 ‘선군정치’를 통해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루었고 ‘경제강국’만 달

성하면 북한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강성 국을 이룰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21) 특히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성 국’ 건설을 한 ‘경

18) 고상진, “ 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 1999년 1호(평

양: 과학백과사 종합출 사, 1999), p. 17.

19) 인민군 의 역할에 한 평가는 “인민군 를 강화하며 군사를 시하는 사회 기풍을

철 히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군 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없으

며, 이런 의미에서 군 는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김정일의 발언

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 앙방송 , 2000년 1월 24일.

20) 체 인민이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근본 인 신을 이룩하자면” “인민군 의 투쟁정신과 기

풍을 극 따라 배우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한다.  로동신문 , 2001년 1월 4일 1월 9일자.

21) “경제건설은 강성 국건설의 가장 요한 과업이다. 우리의 정치사상 , 군사 력에

경제 힘이 안받침될 때 우리 나라는 명실공히 강성 국의 지 에 올라설수 있다”(1999

년 신년 공동사설). “사상강국, 군사강국을 건설하기 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이미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제 경제강국만 일떠세우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강성 국

의 지 에 올라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로동신문 , 2000.04.09). “불패의 군력과 정치사상

력은 반드시 강력한 경제력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정치의 원리

이다”(2001년 신년 공동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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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국’의 구체 요소로서 ‘국가경제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따라서 향

후 강성 국 건설의 은 당연하게도 ‘경제강국’ 건설이 되는 것이며, 재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최고의 목표이자 청사진이다(조동호 2001, 51). 따라서

국가 발 략의 심에 바로 경제 발 략이 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북한의 IT산업 발 략 형성 구조

‘강성 국’ 건설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 ⇧  
수령제/주체사상 선군정치 과학기술 시정책

 

IT산업 발 략

북한의 ‘강성 국’ 건설은 체제 유지와 경제발 이라는 정치경제 국가목

표를 달성하기 한 국가 발 략이면서, 특히 그 에서도 체제 유지에

한 자신감(‘사상강국’, ‘군사강국’)을 바탕으로 경제발 의 문제(‘경제강국’)를

강조한다는 에서 경제 발 략이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의 ‘강성

국’ 건설이라는 국가 발 략은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경제 발 략을 통

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강국’ 건설은 ‘과학기술 시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2 경제 발 략: ‘과학기술 시정책’

북한의 이른바 ‘자립 민족경제’ 노선은 1950년 경제건설 과정에서 채택

되어 근본 인 수정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정책 기조

이다. ‘자립 민족경제’ 노선은 이데올로기에서의 주체사상, 정치에서의 수령

제와 함께 북한체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경제체제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따

라서 여기서 북한의 경제 발 략 ‘변화’란 ‘자립 민족경제’ 노선의 근본

인 수정이나 포기를 의미하기보다는 단지 투자 우선순 의 조정, 즉 주력부

문이나 략산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1993년 김정일이 국방 원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자립 민족경제’ 노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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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표 1> 참조). 북한 당국은 제3차 7개년 계획

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완충기의 발 략으로서 ‘3 제일주의’, 즉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천명했다. 물론 이 새로운 발

략의 제시에서 ‘인민경제 선행부문’―석탄공업, 력공업, 철도운수부문―에

한 강조가 빠지지는 않았지만,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가 보다 선차

으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4년 신년사에서 이른바 ‘ 명 경제

략’이란 이름으로 공식화되었다.

<표 1> 북한의 경제 발 략 변화

구분 1950～1992 1993～1997 1998～ 재

경제정책 기조 자립 민족경제 노선 명 경제 략 명 경제정책 과학기술 시정책

발 략 유형
불균형 발 략

( 공업우선주의)

추격 략

(3 제일주의)

불균형 발 략

(농업과동력우선)

도약 략

(강성 국 건설)

성장패턴( 략) 외연 성장 내포 성장

략(주력)산업 공업 농업, 경공업, 무역 농업과 동력 IT산업

* 필자 작성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1998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마

감하고 ‘사회주의 강행군’을 주창하면서 부강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극

의미의 ‘강성 국’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1998년 이후의 경제

발 략은 ‘ 명 경제 략’에서 ‘ 명 경제정책’으로 환되었다. ‘ 명

경제정책’은 ‘ 명 경제 략’의 핵심내용이었던 ‘3 제일주의’ 신에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속공업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3 제일주의 에서

는 단지 농업만 강조하는 정책기조로 바 었다. 이러한 투자 우선순 의 재

조정은 당시 북한이 처한 식량난과 경제난 타개를 겨냥하여 농업과 동력을

우선으로 하는 단기 성격의 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정일 시 의 북한은 장기 이고 미래지향

인 ‘과학기술 시정책’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1998년 이후 과학기술에

한 강조는 매년 신년 공동사설에 비 있게 등장했고,22) 2000년에는 과학기

술을 ‘사회주의 강성 국의 3 기둥’ 수 으로까지 격상시키면서 ‘경제건설

의 모든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23) 사회주의 강성 국의 3 목표가 ‘사

22) 1999년에는 “강성 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2000년에는 ‘강성 국’ 건설의 3 기

둥으로, 2001년에는 “국가경제력 확보의 선차 과제”로서 “인민경제의 기술 개건은

시기 경제사업의 심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박한 과제”로, 그리고 2002년에는

“나라의 륭성번 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하여 안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반 으로 빨리 발 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 에 힘을 집 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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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임을 감안하면 “사상도 견실하고 총 가 굳건

한 상황에서 이제 과학기술만 발 시키면 강성 국을 이룰 수 있다”24)는 주

장에서 보듯이, 향후 경제 발 략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 없이는 강성 국을 건설할 수 없으며 과학은 단순한 기

술 수 이 아니라 조국의 운명과 강성 국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한

문제”( 조선 앙방송 , 2001.03.03)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달려 과학기술 발 에서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 에 올라서야 합니다”( 민주조선 , 2001.02.02)라는 주장에서 볼 때,

과학기술은 북한의 도약발 의 요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25)

과거에도 북한에서 과학기술에 한 강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박찬모

2002, 4-5 참조). 그러나 최근에 와서 ‘과학기술 시정책’으로 더욱 강조되게

된 계기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이 가시화되고 권력 승계가 완료되던 시

인 1998년 8월 인공 성 ‘ 명성 1호’의 시험발사 이후부터라는 것이 일반

인 평가이다. 인공 성 시험발사의 성공은 북한 지도부로 하여 과학기술

에 한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고 과학기술에 한 인식 환의 계기가 되었

다는 것이다.26) 그 후 북한에서는 “과학기술발 에서 새로운 환을 일으켜

야 강성 국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27)며 과학

시를 김정일의 사상으로 내놓았다(배성인 2001a, 151).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시정책’은 과학 시사상이 과학정치로

그 성격을 강화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장군님의 주체의 ‘과학정치’가 정보산

업의 휘황한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다”( 조선 앙방송 , 2001.05.19)는 주장

처럼, 과학정치가 김정일 체제의 새로운 통치논리로서 두되고 있다. 이는

과학정치를 통해 사회 으로 과학기술 열풍을 조성하려는 측면과 함께,

정보화를 한 선진기술 설비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상 이완

23) ‘우리는 사상 시, 총 시, 과학기술 시 로선을 틀어쥐고 올해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사상과 총 , 과학기술은 강성 국건설의 3 기둥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 가

력하며 과학기술이 발 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 국이다’라고 주장해 경제

강국 건설의 토 가 과학기술이고 경제발 이 곧 과학기술 발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 2000년 1월 1일자.

24) “과학 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 국을 건설하자,”  로동신문 ․ 근로자  공동논설, 2000

년 7월 4일자.

25) ‘과학기술 시정책’은 그동안 노동과 자본의 증가를 통한 성장에 을 두었던 외연

성장 략에서 기술 신에 의한 생산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내포

성장 략으로 환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을 제로 할 때 IT산업에

한 강조는 비약 인 기술 신과 집 인 문인력 양성을 통한 ‘도약 략’을 선택했다는

에서 기존의 발 략들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6) 서재진(2001a, 318-23)은 북한의 ‘과학기술 시정책’ 선택의 시 과 내용을 볼 때, 소련의

페 스트로이카 정책의 향을 받은 흔 이 보인다고 지 한다.

27) “과학 시사상 구 하여 강성 국의 앞길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 1999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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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동요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28)

북한의 ‘과학기술 시정책’은 특정 부문(sector)에 국한되는 정책이 아니라

인민경제 반에 용되고 있다. 북한은 내각의 성을 비롯, 각 공장․기업

소 등에 정보기술을 보 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IT산업 련 교육기 을 신

설하고 있으며 IT인 라 구축을 해 통신시설의 확장과 화,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인민경제의 자동화와 화에 주력하고 있다(김 윤 2002,

64-5). 이를 단기 , 그리고 장기 으로 구분해서 보면, 단기 으로는

생산공정의 화 추진, 장기 으로는 IT산업 육성․발 을 한 토

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은 우선 단기 으로 기술개건을 통해 생산공정의 자동화(

화)를 추진하는 시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민경제의 기술 개건에 해

2001년 신년 공동사설은 “ 시기 경제사업의 심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박한 과제”라고 표 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 으로 ‘과학기술 시정

책’은 인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공장 기업소 등의 생산 장을

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력난․식량난 등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해서

는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 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개발과 이의 생산 장에의

보 이 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장기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은 IT산업의 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추진의 기폭제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과학기술 발 을 통한 경제

도약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2000년 7월 4일자  로동신문 과  근로자  공동

논설인 “과학 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 국을 건설하자”에서 보여지고 있

다.29) 여기서 과학기술의 비약 발 을 해서는 당과 국가가 얼마나 극

으로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을 강조하면서, 김정일 국방 원장은 과학

발 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높은 명

성 더하기 과학기술, 이것이 사회주의를 성공에로 이끄는 길”이라고 주장하

며, 과학기술에 해 당과 국가, 그리고 지도자가 극 인 정책 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발 략의 한 방식으

로서의 ‘과학기술 시정책’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최수 2001, 177).

28)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북한동향 (제540호), 2001.05.19～05.25.

29) “우리 당의 과학 시사상은 우리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 수 에 올려 세울데

한 담하고 통이 큰 과학 명사상이다. …… 과학기술을 발 시키는데서는 단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들이 걸어 온 단계를 순차 으로 답습하기만 한다면 언제 가

도 남을 따라 앞설수 없다. 우리 당의 과학 시사상은 기성 례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과학기술발 에서 비약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들이 몇백년동안에 한 일을 짧은 기

간에 이룩하며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인것을 창조해 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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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IT산업 발 략: 단계별 략

최근 북한 경제발 의 화두로 등장한 ‘단번도약’은 그 함축 인 의미로 인

해 다양한 추측과 망들을 낳고 있다. IT산업의 비약 발 을 토 로 한

북한 경제의 ‘단번도약’론에 한 국내의 평가들은 체로 IT산업의 ‘육성 목

표’와 ‘발 망’에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 북한의 IT산업 육성정책의 목표와 련하여, 경제회생을 한 일시

인 시책인가 아니면 장기 인 발 략인가의 논란이 있다. 한편에서는 북

한의 IT산업 육성 의지는 북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한 일시 이고 증

요법 인 시책이라는 주장을 한다. 북한의 IT산업 육성은 열악한 기술 수

과 빈약한 자원을 고려할 때 기존 산업 시설의 효율성 증 를 한 ‘수단’

차원에서 주로 공장 자동화를 통해 낙후된 생산력을 증 하기 한 시책이

라는 주장이다(최신림 1999; 2002; 김유향 2001; 김상훈 2002; Hayes 2002).

다른 한편에서는, 경공업이나 공업 같은 통산업의 발 을 통해서는 북

한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어렵다고 단하여 IT산업이라는 첨단산업 육성을

경제발 의 새로운 략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군사

부문과 기 기술부문에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 기술 력

해외 자본 도입을 통해 IT산업 발 을 장기 발 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김근식 2000; 2001; 2002; 박찬모 2001; 배종렬 2001; 최신

림 2001; 홍순직 2001; 배성인 2001b).

한편, 다른 논쟁의 한 축인 IT산업의 발 망과 련해서는 ‘낙

망’과 ‘비 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 편에서는 북한이 IT산업을 발

시킬 만한 기술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자립 민족경제건설 노선이 근

본 인 수정이나 포기 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첨단분야에 투

자를 집 하겠다는 략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

망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과 자원이 빈약한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경제

가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길은 IT산업의 육성이라는 길밖에는 없기 때

문에 김정일 국방 원장이 직 나서서 이를 독려하고 있고, 최근 들어

IT 문인력 양성과 외 인 기술 정 교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에서 IT산업 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낙 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논쟁의 축은 각각 하나의 으로 통합될 수 있다. IT산

업의 육성 목표를 북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한 일시 이고 증요법

인 시책이라는 주장은 발 망에서도 북한의 취약한 경제 조건과 상황

때문에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 망을 하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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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IT산업의 육성 목표를 북한 경제의 ‘단번도약’을 한 장기 략이라는

주장은 발 망에서도 IT산업은 김정일의 지 한 심을 바탕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며 이를 해 정책 인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북한 IT산업의 도약 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비

교 낙 인 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엇갈리는 논의들은 ‘단기 비 론’과 ‘ 장기 낙 론’

이라는 별되는 두 주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 , ‘ 장기 낙

론’의 입장은 IT산업 육성을 북한 경제의 발 을 견인할 장기 발

략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주장이고, 반면 ‘단기 비 론’의 입장은 IT산업 육

성을 북한 경제의 도약발 을 한 략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뒤떨어진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한 수단 의미로 인식하는 주장이다.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 시정책’ IT산업 육성과 련된 정책들은 단기

성격의 시책들과 장기 성격의 정책들이 ‘동시다발 ’으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효과 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력갱생’의 개념까

지도 유연하게 용하면서 외 인 기술 인재 교류 등을 극 으로 추

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다양한 평가들과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과 IT산

업 육성정책의 동향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단번도약’이라는 ‘강성 국’ 건

설의 비 을 설정해 놓고, 이 비 의 경제 부문 비 인 ‘경제강국’ 달성을

해 ‘과학기술 시정책’을 경제 발 략의 기조로 하면서 이에 기 한 표

인 산업 발 략으로서 IT산업의 발 을 단계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

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요컨 , 북한 경제의 ‘단번도약’을 한 IT산업 발 략을 단계 으로 구

분하면, ‘단기 발 략’ 차원에서는 기술개건 사업과 인민경제의 화․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려는 정책들을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기 발 략’ 차원에서는 S/W산업 등 일

부 비교우 (가능) 분야를 외화 획득원으로 육성하기 해 IT 문인력 양

성과 외국과의 극 인 기술 교류나 정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 ․ 장기 략들은 분리시켜 단계 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병

행 으로 추진하면서 단기 략의 성공을 통해 당면 경제난을 타개하여 경

제 반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다. 즉 북한의 IT산업의 발 략

은 첫 단계를 완결하고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완결 이행’이라기보다는 단

기와 장기 략의 시 지 효과를 높이기 해 병행 으로 추진하는 방식

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 ․ 기 략의 성공을 바

탕으로 이를 장기 략으로 연계시켜 단계 인 IT산업 발 의 시 지 효

과를 극 화함으로써 ‘단번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기 발 략’의 방

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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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단기 략: 인민경제의 ‘ 화’와 ‘정보화’

북한은 80년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에 따른 외 경제여건이 악화되

기 시작하면서 식량난과 에 지난이 거의 만성화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1990년 마이 스 성장을 시작하여 1996년까지 9년 연속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빈곤의 늪’(poverty trap)에 빠져 있다(이 선․윤덕룡

1999; 이 훈 2001; 2002).30) 1999년 이후 북한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부시행정부의 등장이라는 외 변수와 인민경제 선행부

문의 침체라는 국내 변수로 인해 낙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

황에서 북한은 IT산업 발 을 통해 우선 ‘단기 ’으로 ‘인민경제의 화․

정보화’31)를 달성하는 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21세기 정보산업시 를 맞아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정보화하는 데서 요한 것은 정보과학과 정보기술을 발 시키는 것”이며

“조선식 사회주의는 정보산업발 에서 짧은 기간에 세계 수 에 올라 설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IT산업의 략 추진

을 암시하고 있다. 요컨 , 인민경제의 ‘ 화’는 공장․기업소들의 노후설

비를 보수․정비하거나 새로운 기술로 교체하는 것으로, ‘공장 정상

화’를 통한 ‘생산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민경

제의 ‘정보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산과 경 활동에 정보기술

을 도입하는 ‘생산의 자동화’와 ‘경 의 컴퓨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인민경제의 화와 정보화’를 달성하기 해 시책

으로 인 ‘기술개건’ 사업을 개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인민경제의 화와 정보화’를 단기 략으로 설정

하고 ‘기술개건’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폐

30) <표 2>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단 : %)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성장률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자료: 한국은행(2002).

31) 북한에서 화와 정보화는 서방사회에서 보편 으로 쓰이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1년 5월 17일자에 따르면, 인민경제의 화․정보화는 “고도로 발

된 과학기술의 최신성과에 기 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함으로써 ‘경제강국’을 건

설하고 인민생활을 획기 으로 높여 나가기 한 필수 요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면서 “인민경제의 화는 사회주의건설의 략 로선”으로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정보기술에 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정보화는 그 상을 화

의 높은 단계로 설정하면서 “생산과 경 활동의 정보화”1)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 화’는 ‘정보화’와 결합될 때 그 물질기술 토 의 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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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의 회생문제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1998년부터 북한 경제

정책의 기조로 채택된 ‘ 명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시정책’을 병행 추진

하는 데서 문제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지 한 바처럼, 재의

북한 경제상황에서 가장 선무는 고질 인 식량난과 에 지난, 그로 인한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

략으로서 IT산업의 육성은 경제회생을 해 인민경제의 화와 정보화

를 통해 경제 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

이 바로 공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 정상화된 생

산시스템을 가동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산과 경 활동에 정보

기술을 도입하는 ‘생산의 자동화’와 ‘경 의 컴퓨터화’인 것이다.

북한은 ‘인민경제의 화와 정보화’를 달성하기 한 시책으로 ‘기술개

건’ 사업을 극 개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건설의 심과업을 “ 존 경제토 를 정비하고 그 력을 최 한 높이

면서 인민경제 반을 기술로 개건하기 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기술개건 사업은 “ 시기 경제사업의 심

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박한 과제”라고 표 하면서 북한경제의 회

생을 한 선차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인민경제의 화와 정보화는 북한이 단기 으로 성취해야 할 시 한 과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기술개건 경향은 공장․기업소들을 상으로 산업 장에서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해 인 정보기술 보 을 강조하고 있

다. 북한은 모든 생산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조작되는 최신 설비를 갖춘 ‘본

보기 공장’을 각 지역별로 건설하고 이 경험을 인근 공장들이 따라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개건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북한은 공장의 기술개건과

함께 력난․식량난 등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해 빠른 시일 내에 실

용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개발과 이러한 기술의 생산 장에의 보 을 독려

하고 있다(양문수 2001a, 186-7).

북한은 한 기술개건의 일환으로 사회 인 IT마인드 확산을 해 과학

기술과 정보기술의 요성을 방 인 선 과 교육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

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부터 IT시 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고, 료들에게도 과학기술 무장을 구하고 있으며, 생산

장에서도 공장이나 기업소의 근로자들이 IT와 련한 지식을 빨리 배워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계획 업무의 정보화를 경제부처와 기업소에 구하고 있

다. 사회주의 경제의 경 활동 반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경 의

공정인 계획업무부터 정보화해야 경 활동의 정보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7

( 연합뉴스 . 2002.04.18). 한 공장ㆍ기업소의 기술개선사업 추진을 해 외

국 선진기술을 극 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도 강조되고 있다.32) 최근 신

설되는 공장ㆍ기업소의 설비와 생산라인을 외국에서 사들여오거나 기존 설

비를 으로 개선하는 데서 외국 선진기술을 극 도입하는 정책을 펴

고 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외국의 선진 산업기술을 도입, 활용하기 해

각종 산업부문별로 표단을 견하고 문가들의 해외 기술연수를 방

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 리들은 외국방문 기회를 이용해 선진기술

을 도입하기 한 해외연수를 해당국가에 극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02.04.28).

4.2 기 략: IT 문인력 양성을 통한 S/W

산업 발

IT 분야 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S/W 개발 분야이다(한국

산원 2002, 410). 북한은 IT산업을 당면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돌

구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열악한 기술․자본 여건 하에서는 본격 인

IT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단하고 IT 인 라나 H/W에 한 투자보다는

S/W산업을 육성하기 해 우선 으로 IT 문인력 양성 사회 인 IT

마인드 조성에 치 하는 략을 추진하고 있다(통일부 2001, 49). 북한이

재 추진하고 있는 IT 문인력 양성을 통해 S/W산업 발 을 추진하는 노력

은 IT산업의 성격상 기 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S/W 개발을 통한 IT산업 발 노력을 기

략이라고 보는 이유는, 단계의 북한 S/W 개발 수 이 바로 규모

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

인력 양성도 1～2년 안에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은 어

렵기 때문에 어도 4～5년 정도를 내다보는 기 략이라고 단하는 것이

다. 실제로 S/W산업의 발 은 연구개발(R&D)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 한 가장 직 인 투자는 S/W 련 문 인력을 양성

하는 것이다. 즉 문 인력이 양성된 후, 그에 한 집 인 연구개발 투자

가 이루어질 때 매몰비용(sunk cost) 없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이다.

32) 과거의 기술개건이 일부 문제 있는 설비와 생산라인을 개조하거나 “터진 곳을 깁는 식의

소극 인 기술개건”이었다면 재의 기술개건은 “하나를 건설하고 생산해도 항상 내일을

내다보고 화의 수 을 최상의 높이로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실 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연합뉴스 , 2002년 4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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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S/W산업 발 을 IT산업 발 의 기 략산업으로 선택한 데에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일반 으

로 S/W산업은 지식집약산업이자 고도 성장산업으로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 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산업으로서, 특히 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한국 산원 2002, 454). 정태

비교우 론에 입각할 때,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IT산업 에서 S/W산

업은 비교우 품목이면서, 북한 IT산업의 수 을 고려해 볼 때도 비교

짧은 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 상황과 제약조건을 고려해 볼 때 S/W산업은 략산

업으로서의 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IT 산업의 다른 부문, 즉 인 라

나 H/W 부문은 북한의 기술과 자본 문제 때문에 육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

다. 그러나 S/W산업은 이들 부문과는 달리 우수한 두뇌와 창의 인 아이디

어만으로도 발 이 가능한 분야인 데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교육의 기

과학 시에 따라 우수한 과학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그동안 조선컴퓨터센터, 평양 로그램센터 등을 심으로 S/W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일부 제품은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수 이 높아

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집 육성한다면

비교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이 S/W산업이다.33)

33) 북한의 S/W 에서도 가장 표 인 것으로 ‘음성인식’에 한 연구는 상당한 수 에 올

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박찬모 2002, 7). 재 북사업을 추진 인 남한의 7개 IT업

체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북한의 S/W 가운데 ‘음성인식’에 한 선호도

(4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2002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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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1～2002년 과학기술 련 행사 개최 황

일 시 행 사 명

2001. 1. 30

2001. 4. 23～26

2001. 4. 20～23

2001. 5. 2~3

2001. 5. 4

2001. 5. 5

2001. 5. 14~17

2001. 8. 16~29

2001. 8. 28

2001. 8. 30

2001. 9. 6

2001. 9. 12~16

2001. 9. 21~10. 8

2001. 10. 2

2001. 10. 22~25

2001. 11. 1

2001. 11. 19~20

2001. 11. 26~30

2001. 11. 28~29

2001. 11. 29~30

2002. 2. 21～4. 30

2002. 4. 2～5

2002. 4. 29～30

2002. 6. 5

2002. 6. 10～14

2002. 7. 18

2002. 8. 20

2002. 8. 26

2002. 8. 30～9. 3

2002. 9. 4～5

2002. 9. 2～10

2002. 9. 2～10

2002. 9. 11～13

2002. 9. 17～20

2002. 10. 1～9

2002. 10. 15

2002. 10. 21～24

2002. 10. 22～24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앙 제28차 원회의 확 회의

제16차 앙과학기술축

모범기 창조발단 40돌기념 공구․부속품 시회 국기술 신 축

제3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김만유병원 창립 15돌 학술발표회 과학기술 시회

정보산업시 에 한 주체 사상이론에 한 앙연구토론회

국지질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물표본 시회

제2차 국교육부문 로그램 경연

청년 10돌 즈음 국청년과학기술 시회

국학생소년궁 회 과학기술부문 소조원 경연

국학생소년궁 ․회 소조원들의 수학 컴퓨터 경연

제2차 국교육부문 로그램 시회

제12차 국 로그람 경연 시회

독일국경 즈음 독일과학기술도서 시회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시회

국양어부문과학기술발표회

국산림분야 과학기술발표회

국제1고등 학생들의 과학착상경연

국 자자동화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국수의축산부문과학기술발표회

제7차 국 발명 새기술 시회

제17차 앙과학기술축

평양 의학과학토론회

감자역병에 한 국학술토론회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 람회

국 건축건설과학토론회

국 청년정보기술성과 시회

국 청년컴퓨터기술경험토론회

국 학생소년궁 회 과학기술경연

과학원창립 50주년 기념 국과학기술발표회

제2차 국 학부문 과학연구성과 시회

제3차 국교육부문 로그램 시회

국 농기계 시회 기술 신 발표회

평양 국제경제기술 하부구조 람회

제13차 국 로그램 경연 시회

제7차 보건부문 발명 새기술 시회

제3차 국의학과학기술축

제1차 국가설 착상발표회

자료: 통일부(2001, 52);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북한동향 (제615호), p. 18.

북한은 매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 을 강조하면서 IT

문인력 양성의 요성과 교육체계 정비, 학․연구소의 신설 개편 등 인

재 육성을 한 기반조성에 주력해 왔고,34)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과학기술

34) 북한의 IT 문인력양성시스템에 한 상세한 논의는 김유향(2001, 20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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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개최하여 부문별 연구개발 실 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표 3> 참조). 북한은 언론을 통해 연일 IT 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IT와 직․간 으로 연 된

시스템으로 개편․신설 는 강화하고 있다. 이는 S/W산업이 북한 경제의

‘단번도약’을 한 실 인 당면목표 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S/W산업을 략산업으로 선택한 데는 외국의 S/W산업 육성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최근 개발도상국들의 정보산

업 발 황을 소개하면서 “발 도상 나라들에서 과학기술 발 이 에 띄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은 발 된 나라들을 따라 앞서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로동신문 , 2002.06.10). 그 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국가로

인도를 거명하고 있다. 북한은 인도의 정보기술이 세계수 에 이르고 있다면

서, 이는 인도정부가 토 가 약한 자국의 제조업 사정을 고려해 컴퓨터 로

그램 개발과 인터넷 문가 등 정보기술부문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온 결과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02.06.19).

실제로 인도의 S/W산업 성공은 북한에게 매력 인 벤치마킹 상일 수

있다. 인도는 컴퓨터 보 률이 0.5%에도 못 미치고 인터넷 사용자 비율 역

시 0.37%에 불과한 IT 인 라의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 후반 들

어 IT 분야의 세계 인 유망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S/W산업을 심으

로 인도의 IT산업이 속한 발 을 이루었기 때문이다.35) 한 아일랜드의

성공사례 역시 북한의 S/W산업에 한 집 인 육성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S/W산업의 성공을 통해

유럽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면서 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재는 세계 소 트웨어 10 기업 7개가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어

‘유럽의 소 트웨어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도약 발 했다.36)

결국 북한은 앙기 의 인 지원 하에 학․연구소 등 교육기

강화, 각종 과학기술행사 개최 등에 역 을 두면서 북한이 을 두는 분야

가 S/W개발 등 일부 비교우 부문에 치 되어 있다는 , 인재육성 사업은

장기 인 시각으로 근해야 한다는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북한

당국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에 미치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

된다. 따라서 IT 문 인력을 통한 S/W산업 육성정책은 어도 4～5년을

염두에 둔 기 인 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35) 인도 S/W산업 성공에 해서는 송민선(2001)을 참조.

36) 아일랜드 S/W산업 성공에 해서는 권남훈(2000); 김득갑(200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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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기 략: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재 북한의 낙후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공업, 경공업 수 을 고려할

때 새로운 발 의 안으로 삼을 만한 부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북한은 그동안 공업, 농업, 경공업, 무역, 동력 부문 등 다

양한 부문에 한 집 투자를 시행한 바 있지만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 직면한 북한은 새로운 탈출구로서 과학기술 련

산업에 새로운 심과 기 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은 한 국가

의 경제를 ‘ 명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정보화시 의 흐름에 새롭게

편승하면서37)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 받고 있는 IT산업의 육성․발 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IT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은 후발국이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임에도 북

한은 IT산업에 자본과 기술을 집 투자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북

한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단번도약’ 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다

면 북한은 어떻게 IT산업 발 을 통해 ‘단번도약’하겠다는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단기 ․ 기 략이 비교 목표나 방향이 명확한 데 비해 장기

략은 목표나 발 방향이 가시 으로 드러나지 않아 불명확하고 따라서

그에 한 측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북한의 IT산업 정책의 본심이 장기

략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장기

에서 IT산업을 비약 으로 발 시킬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인지도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IT산업 발 략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단기

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기 인 발 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나는 발 략이라는 것은 미래의 경제발 비

을 의미한다. 그 기 때문에 단기 보다는 장기 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류상 2001, 17-8). 그리고 그것이 재 산업여건이나 생활여

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장기 략의 을 회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1960～70년 의 압축성장도 열악한 산업여건과 환경 속에서

국가의 집 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일궈낸 성과이다. 사실, 어떤 산업을

략산업으로 결정하는 데는 재의 발 상태도 요하지만 국가가 집

인 육성을 한다면 비교우 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단될 때 이미 그 산업은

37) 북한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 에 한 인식은 다음의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며 지식에서 민족 자존심이 나온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면 정보산업 시 인 21세기에는 지식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투

쟁하여야 한다. 지식의 빈곤은 허무주의를 낳고 남에 한 의존심을 낳는다.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 체 자존심이란 있을 수 없다.” “민족 자존심이 강한 인민은 불패이다.”

 로동신문 . 2001년 6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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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산업연구원 역 1989).

다른 하나는 ‘단번도약’에서 ‘단번’이란 시간 개념으로서 지 상태에

서 바로 IT산업을 집 육성하여 1～2년 는 3～4년 안에 도약하겠다는 의

미보다는, 발 략 개념으로서 경공업이나 공업 등 통산업의 발 을

통한 단계 발 , 즉 추격 략보다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도약 략’을 이루

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T산업 발 을 통한 북한경

제의 ‘단번도약’을 장기 략의 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IT산업 발 을 한 사회 역량 결집을 해 기회 있을

때마다 IT산업 발 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 은 2002년 1월

18일자에서 ‘경제강국’ 건설 과정에서 “오늘 우리 앞에 요한 과업으로 나

선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을 최단기간내에 높은 수 에 올려 세워야 한다”고

지 했다. 한 “첨단과학기술의 목표를 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나

라의 도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에게 간 한 문제는

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한 ‘경제강국’, 과학기술 국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

혔다. 그리고 ‘과학기술발 5개년 계획’ 추진과 련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과학기술 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명 규율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38)

북한이 장기 략 차원에서 IT산업의 비약 발 을 추진하기 해서는

첨단기술력의 축 이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북한

의 체제 특성에서 연유하는 난 에 착해 있다. 그러나 재 북한이 추진

하는 단기 략으로서 인민경제의 화와 정보화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 에 도달하고, 기 략인 IT 문인력 양성을 통한 S/W산업의

육성정책도 성공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북한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요한

문제는 첨단 기술의 도입과 규모 자본의 유치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첨

단 IT기술을 산업화하기 해서는 선진 외국과의 기술 교류․ 력이 필요하

다.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기술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후

발국의 과학기술 진흥정책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한 북한이 스스로 자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 조달 창구

인 외경제 력은 필수 이다.

최근 북한의 IT 련 해외 동향을 보면, 북한 당국이 장기 차원의 IT산

업 발 을 한 외 력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6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특별총회에서 정보통신 기술 련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 기술 지원에 극 나설 것을 구했다.

한 북한은 2002년 상반기 러시아, 독일, 말 이시아, 호주 등 5개국의 연구

38)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강성 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 2002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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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비롯한 련 단체와 모두 8개의 과학기술 정을 맺었고, 유럽 국가들과

의 기술 력 문제에 극 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국가간 양자

력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을 늘려가면서 최신 정보수집 선진기술

도입에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2002.06.28). 그리고 최근 북한은 지역

을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 화 사업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 ( 로동신문 , 2002.05.12), IT 인 라 조성에도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39)

IT산업 발 을 통해 북한 경제가 ‘단번도약’에 성공하기 해서는 IT산업

자체의 발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산업연 효과가 여타의 산업부문에

되어 생산성을 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에서 북한의 IT산업

발 략은 단기 에서의 인민경제의 화와 정보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 에서의 IT 문인력 양성을 통한 S/W산업 발

으로 연구개발 능력과 수출경쟁력을 높이며, 그리고 장기 에서 IT

인 라의 확충과 H/W 부문을 발 시키면서 IT산업 자체의 역량 강화와 동

시에 북한 경제 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IT산업 발 을 한 장기 략은 단기 략과의 병행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장기 략 차원에서의 성공

여부는 러시아나 국 등 통 우방국가들과 서방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기술 교류․ 력․지원 등을 통해 IT 련 첨단기술 축

과 이들로부터의 자본 도입이 성패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5. 북한 IT산업 발 의 조건과 망

북한이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 체

제 내 으로나 외 으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듯하다. 단 으로 말하면, 북한이 재의 경제난 해소와 더 나아가 ‘단번도

약’을 이루기 해서 체제개 과 외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

한은 개 ․개방에 해 체제의 근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는 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섣부른 개 은 체제 이완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은 체제 유지를

제로 하는 제한 ․ 진 인 개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40) 이러한 기본

39) 북한은 지난 1991년 라진-선 자유경제무역지 설립을 계기로 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했으며 1998년에는 평양-신의주간에 400km 이블을 설치한 것 등 IT 인 라의 확

장에도 꾸 한 심을 갖고 투자해 오고 있다.

40) 최근까지 북한이 개 ․개방을 본격 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국내 정치 ․국내 경제 ․

외 정치경제 제약요인과 개 ․개방 조건의 변화 망에 해서는 양문수(2001b,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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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에서 IT산업 발 략의 성공조건에 한 논의를 개한다.

5.1 체제 내 조건

5.1.1 ‘새로운’ 자력갱생과 외 경제 력

북한 IT산업 발 을 한 체제 내 조건 에 가장 근본 이면서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 ‘자립 민족경제’ 노선이다. ‘자립 민족경제’ 노선이 체

제 원리 차원의 경제정책 기조라면, 집권 계획경제, 폐쇄주의 자력갱생

등과 같은 경제운 방식 역시 ‘자립 민족경제’ 노선을 토 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IT산업 발 략이 성공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이러한 경

제원리와 경제운 방식의 변화, 즉 경제체제의 개 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자립 민족경제’ 노선이 북한체제의 근본과 련된 불

가침의 역이라고 본다면, 결국 경제운 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사실, 북한의 경제운 방식의 변화는 그동안에도 꾸 히 진행되

어 오고 있는 사안이다. 를 들면, 공업 우선주의에서 명 경제 략으

로의 변화, 그리고 다시 명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시정책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운 방식은 이처럼 경제 상황의 고비 때마다 략

인 변화를 모색하는 부문도 있지만, 앙집권 계획경제와 자력갱생처럼,

북한 체제 형성 이후 지 까지 고수 일변도의 부문도 있다. 앙집권 계획

경제가 경제운 에서 갖가지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이는 생산성의 정체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정체를 래한다는 문제 이 있음에도 거의 변

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의 근본 수정이나 포기는 북한 스스로 체

제 유지라는 정치 목표․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 되고 체제이완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변화를 기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자력갱생은 비교 유연하고 탄력 으로 운 할 수 있

는 경제운 방식인 듯하다. 자력갱생도 북한체제 형성 이후 거의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41) 그러나 북한의 행정 결정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붙이는 식의, 외견상 충동 인 외연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실용성

41) 컨 , 2000년 신년 공동사설은 “세계화의 바람이 휩쓰는 속에 남의 나라식을 모방해 발

목을 잡힐 것이 아니라 조선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경제 쟁과 국력의 결에

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방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02년 신년 공동

사설도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끄덕없이 자기의 곧바른 길로 확신성 있게 진해 나가

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진보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고무 기치로 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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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내외에 공표하는 이

데올로기 담론과 실제 인 사회경제 이행 략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에흐 1995, 44).

실제로 북한의 자립경제 원칙은 당 기 지와 료들의 주장과 달리 실

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탄력 으로 운용되면서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정우

곤 2001, 12). 즉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를 발 시킨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조선 ,

2001.04.22)고 밝히면서 외국의 선진기술에 한 과감한 도입을 강조하고 있

다( 연합뉴스 , 2002.04.26). 이런 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운 방식으로서

자력갱생은 ‘폐쇄 ’ 자력갱생에서 ‘개방 ’ 자력갱생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심규석 2000, 83; 통일부 2001, 49), 따라서 상당한 정

도의 개념 탄력성 내지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외 경제 력, 특히

기술 자본 도입을 한 유연한 처가 상된다.

북한의 경제운 방식 면에서 IT산업 발 략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자력갱생’ 개념을 보다 새롭게 더욱 극 으로 재해석 할 필요

가 있다 이다. 자력갱생의 개념을 보다 더 탄력 으로 유연하게 실용

으로 용함으로써 극 인 외경제 력을 통해 첨단기술 습득과 자본 도

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하다.

5.1.2 경제 상황․조건의 개선

재 북한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상이 동시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

나는 ‘북한 엑소더스’라고 할 수 있는 잇단 탈북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

른바 ‘7.1 경제 리 개선조치’,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등과 같은 경제개 의

시동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상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주민들이 ‘먹는 문제’에 한 어려움 때문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사태가 을 잇는 것이고, 경제를 살려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탈북사태를 막기 해 개 ․개방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재 북한에서 ‘먹는 문제’와 직 으로 련된

농업과 동력의 문제는 IT산업 발 략 만큼이나 체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엄 하게 보면, 북한은 IT산업 발 보다 이러한 ‘먹는 문제’에 체제의 사활

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제에 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굶주림

을 면하기 해 국경을 넘는 나라에서 산업생산의 정상화보다 더 요한 문

제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체제 유지에 한 자신감 속에서 새로운 발 략에 한 추진력도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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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IT산업 발 략 추진에서 가장 시 히 해결해야 할

체제 내 제약조건은 바로 이러한 산업생산의 정상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이 처한 경제 상황․조건 에서 북한의 IT산업 발 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다른 문제가 낙후한 IT 인 라 문제이다. IT 인 라에 한

투자는 IT산업 반의 육성을 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토 설비이다.

특히 IT 인 라에 한 수요는 재의 경제발 수 뿐만 아니라 장기 인

경제성장에 의해서 더 크게 좌우된다. IT산업의 발 은 통산업뿐만 아니

라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경제발 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윤창호․이 수 2000, 48-9).

재 북한의 IT 인 라 황은 한 수 에서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인 평가이다. 북한의 IT 인 라 수 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낙후

한 국가군에 속할 정도의 조함을 보이고 있다.42) 북한의 한 IT 인

라 수 을 감안할 때, 인 IT 인 라 구축에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43) 여기에는 자체 기술과 자본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의

정보통신 설비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의 IT 인 라는 장기 인 IT산업 발 략에 필요한 정보통

신 기반의 취약성을 나타내 다. 따라서 북한이 IT산업을 ‘단번도약’ 략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장기

인 IT 설비 투자와 련된 인 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1.3 IT 연구개발체제의 개편

IT산업과 같은 최첨단산업은 특성상 연구개발(R&D)에 한 투자가 성공

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자율 으로 기능하는 시장이 없는 북한에서 연구개

발은 ‘당연히’ 북한 당국의 몫이다. 북한 당국이 IT산업 발 을 한 보다 효

율 이고 효과 인 연구개발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기 해서는 IT산업

의 집 육성에 합한 제도를 구축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그 에서도 IT산업은 신기술 도입과 기술 신을 통해서 발 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가 효율 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북한의 연구개발체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에서 IT산업 발 을

42) 한 로, 2002년 5월 UN 공공경제․행정단(UN Division for Public Economics and

Public Administration)과 미국행정학회(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가

공동으로 190여 UN 회원국을 상으로 2001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정부 구

수 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UNPAN 2002).

43)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 기간통신망을 구축하는 데만 52억 달러 정도의 자 이 소요되

며, 이 에 도시 경제특구 지역만을 상으로 하더라도 26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윤창호․이 수 2000, 66).



37

해 비효율성을 드러낼 수 있다(이춘근․김계수 2001 참조). 첫째는 북한이

처한 경제난 해결에서 기술개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경제 문

제 해결에 연구개발 조직들이 지나치게 동원되는 문제 을 보이고 있다. 기

술의 첨단성이 강조되는 IT산업에서 산업이 연구개발체제를 선도해야 하지

만, 기존의 체제에서는 역으로 연구개발체제가 산업을 선도하는 본말이 도

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 경제에 종속되는 연구개발체제에서 미래에

비한 연구나 통산업의 기술도약, 신산업 창출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둘째, 북한 최고의 국가연구기 인 과학원이 미래지향 연구보다 장

심의 연구활동에 치 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이다. 이는 부분 으로

기술 신 운동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소수의 우수한 연

구자보다 생산 장 기술자들의 집단 인 신노력을 요시했고, 학교수와

과학원 연구자들도 생산기술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요시해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의 첫 번째 문제와 상승효과를 보이면서 기술 신에 한 의지가

약화되고 그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생산 장에 근 한 연구개발체제는 경제체제의 문제 이 그 로 연

구개발체제에 이되는 문제 을 낳게 된다. 컨 , 공업우선주의 정책으

로 인해 산업구조가 균형을 상실하고 효율성 하로 나타났는 데, 이로 인해

연구개발체제에서도 불균형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다. 공업에 한 우선

인 연구개발 자원 배분은 기술과학 심의 연구체제로 나타나게 된다. 한

경우에 따라 농업과 선행부문에 한 경제정책의 강조가 있을 때 역시 불균

형 인 구조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 으로 장 심의 연구는 첨

단기술보다는 생산 장에 시 하게 필요한 기술 연구 개발로 나타나

연구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원 산하연구소 운 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1999년도

국 과학원의 산하연구소 115개 다. 재 북한 과학원 산하에는 약 120개

정도의 연구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규모 면에서 국과 비교

가 안 되는 북한이 국과 등하거나 더 많은 수의 과학원 산하연구소를

두고 있는 것은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에서는 세분화의 타당

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기술간 연계의 요성이나 연구소 리의 효율

성의 측면에서 난립상태라 할만하다.

북한의 과학기술이 개방 자력갱생을 통해서 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감

안한다면, 연구개발체제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IT 기술발 을 통한 도약

략의 성패도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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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 조건

북한의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의 성공을 한 외 조건은

발 략의 수 과 차원을 높여갈수록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내

부자원의 고갈과 미 계의 악화, 외교 고립상황 등 외 계의 구조

제약으로 인해 발 략 구사시 최선의 략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종

석 2002, 4). 따라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보장, 미국을 포함한 국․러시

아․일본․유럽과의 경제 기술 력, 그리고 남북 IT경 등이 북한의 IT

산업 발 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한 외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외 조건과 변수들 에서도 가장 요한 조건이

미 계이다. 미국과의 계개선 없이는 서방국가들과의 경제 력도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남북 IT경 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바세나르체제도 개선의

여지도 다. 물론 최근 북한이 심 을 기울이고 있는 EU 국가들과의 계

개선과 경제 력을 통해 IT산업 발 의 모티 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바세나르체제를 우회해서 EU

국가들과의 기술교류나 정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

다.

5.2.1 미국의 북 경제재제와 바세나르 정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의 계개선은 체제 유지와 경제발 을

해 요한 선행조건이다. 탈냉 시 의 북한의 미 계는 북한의 국제정치

경제에서 북한의 활동 범 와 방법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T산

업 발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외 제약도 미국에

의해 형성되고 해제될 수 있다. 따라서 재 북한의 상황에서 미 계 개선

은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한 처방이 된다.

1990년 들어 미국의 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모두 군사 문제와

련되어 이루어졌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1995년 핵문제에 한 제

네바 합의나 1999년 미사일 시험발사 유보선언에 따른 베를린 미사일 상

으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제

재 완화조치로 일부 미국 기업들이 투자에 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 경

제운 의 불투명성이나 측 불가능성 때문에 사 조사 단계 는 보 인

교역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경제제재 완화조치(<표 4> 참조)

이후에도 성국교역법, 수출 리법, 통상법 등의 법규에 따라 북한과의 무

역․산업․ 융거래를 지하고 있으며, 미국내 북한자산도 아직까지 동결하

고 있기 때문에 실질 인 북․미 교역으로 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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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북경제제재 완화 조치

일시 법 근거 완화 조치 내용

1989.

1. 3

해외자산통제

규정 개정

∘체육, 학술, 문화 등 비상업용 분야에 한 미 여행사의 여행알선

승인

1989.

2. 2

해외자산통제

규정 개정
∘출 물의 수출입과 이와 련된 융거래를 허용

1989.

4. 24

수출 리법

개정
∘식량, 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 물품의 수출 허가

1995.

1. 20
행정명령

∘북․미간 화, 통신의 연결과 이와 련된 거래 허용, 개인 인

여행, 이와 련한 신용카드 사용 허용. 언론사의 지국개설 허가

∘북한이 미국에서 발생 는 종결되지 않은 거래를 결제하기 해

미국의 융기 사용 허가. 북한정부의 자산이 아닌 동결자산의

해제

∘미국 기업이 내연제로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기본합의문 이행을 한 조치들: 북-미 연락사무소의 개설 활

동과 련된 거래 허용, 경수로 건설과 련된 거래비용

1997.

4. 7

해외자산통제

규정 개정

∘인도 지원을 해 국제연합 국제 십자에 기 을 제공하는

것과 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해 기본 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

과 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2000.

6. 19

∘북한산 원자재를 포함한 부분 상품의 미국시장으로의 수입허용

∘미국산 소비재와 융서비스 북한 수출 허용

∘농업, 업, 석유, 목재, 시멘트, 수송, 도로건설, 산업 분야에

서 미국 기업의 북한 투자 허용

∘미국 거주 민간인들의 북한 친지 개인에 한 송 허용

∘미국국 의 선박․항공기에 의한 일반화물(비민감물자)의 북한 수송허용

∘미국과 북한간의 상업용 항공기 운항 허용

자료: 조동호․김상기(1999); 남궁 (2001, 199-200).

이러한 북미간 경제 계의 상황은 북한이 군사 이슈의 제기를 통해 미

국으로부터 경제 보상을 받으려는 외교 략의 근본 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량살상무기 개발을 완 히 단하지

않고, 요 부품의 북수출이 북한의 군비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기 까지는 북한을 공산국가, 테러지원국가 규정을 그 로 유지할

것이고, 따라서 북미간 획기 인 계 진 은 요원한 일이다. 특히 여기에

북인식에 해 강경함을 보이는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양국 계는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북 경제제재 온존과 완화의 바로미터는 북․미간 정치․군사

긴장 정도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실질 인 계개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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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 는 철회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핵 개발

의 투명성 문제와 미사일 련 기술의 수출 문제에 한 자구 해결을

통해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최근 북한은 2000년 들어 속도로 진 되던 미국과의 계개선이 부시행

정부의 등장으로 답보상태에 머물게 되자, 한편으로는 EU 국가들과의 계

개선에 나서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과 러시아와의 계강화 작업에

나섬으로써, 미 상력 강화와 정치․경제 지원을 확보하려는 양면 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외교 략은 장기 인 에서 ‘단번

도약’을 비하는 북한 경제를 해서 근본 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외

자본과 첨단기술 도입, 국제경제기구 등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이 필수 인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군사 해법을 통해 미국과의 계를 개선

하면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T분야 외 력을 가로막는 다른 국제 제약요인은 ‘다자간

수출 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정(Wassenaar Arrangement)이다. 바세나르 정

은 1996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출범한 이후 33개국

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이 정은 1994년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한

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해 결성되었던 COCOM( 공산권수출통제 원회)

이 해체된 이후, 이를 체해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 불량국가들에

한 제재를 해 새로이 등장했다.

동 정이 북한의 IT 외 력에 제약을 가하는 부분은 수출 통제 리스트

이다. 특히 그 에서도 민수용으로도 군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 용

도 품목 기술 리스트’(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가 IT

련 품목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44)

북한이 장기 략으로 삼고 있는 H/W 분야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고 IT

인 라 분야도 이블 구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본 부족, 기술 문제 등

으로 여 히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부진 이유 의 하나는 략

물자 수출 통제 체제로 컴퓨터를 비롯한 H/W 분야의 설비 수입 기술습

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기술 비 자본투입을 크게 필요로 하

지 않는 S/W 분야는 상 으로 어느 정도 수 에 도달해 있다.45) 그러나

44) ‘이 용도 품목 기술 리스트’는 제품의 기능에 따라 신소재(Advanced Materials), 소재

가공(Materials Processing), 자(Electronics), 컴퓨터(Computers), 통신 정보보안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Security), 센서 이 (Sensors & Lasers), 항법

항공 자공학(Navigation & Avionics), 해양기술(Marine), 추진기술(Propulsion) 등 9

가지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http://www.wassenaar.org/list/tableofcontents-01web.html#Ftnote

45) 박찬모(2002, 5)는 바세나르체제에 의한 략물자 수출제한 규정 등의 제약 때문에 H/W

부문에 주력하기보다는 S/W 부문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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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분야 역시 상당부분이 략물자로 분류되어 있다.46) 결국 북한이 IT산

업을 장기 발 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해서는 외 력이 반드시 필

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외 력이 북한의 경제 발 략에 실질 인 도움이

되기 해서는 바세나르 정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가능하다. 특히 남한도

동 정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제도를 운 하고 있다. 이는 재 남북 IT경

을 제약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 으로 바세나르 정체제는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조치와는 직

인 계가 없다. 그러나 국제 다자간 의체제에서의 미국의 상과 향

력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북한 경제제제 조치의 향방에 따라 바세나르

체제에 따른 북한 규제의 정도가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황동언 2000,

73). 북한으로서는 남북 IT 경 에서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외 기술

력을 해서도 바세나르 정의 수출 지 상 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

무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의 계개선을 통해 근본 인 문제 해결에 근

할 수 있는 것이다.

5.2.2 외국의 기술과 자본 도입

북한이 기술과 자본을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북․미 계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세계의

북한 경제제재를 완화 는 해제시켜 나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서방국

가들의 자본이 북한내로 유입되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으로써 외국인 직 는 합작투자나 국제 융기구로부터 자 지원을 받는

것이다(통일정책연구소 2001, 226). 첫 번째 방안에 해서는 앞에서 살펴봤

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번째 방안에 을 맞춰 살펴본다.

북한은 이미 1990년 반의 나진․선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 로 지정

하여 외자 유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특구 방식의 외자유치

정책은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결과 으로는

보 수 의 가능성 타진 수 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일반 인

평가이다. 나진-선 지역에 한 외자유치가 실패한 이후 이를 개선하거나

체할 어떠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최신림

2002, 85-6).

체로 남북정상회담을 후해서 북한의 새로운 외 계의 변화의 모습

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외 계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46) 공개된 분야에서 일반 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 트웨어 분야는 통제 상이 아니지만,

략물자 수출입공고에서는 자분야에서 내장형 로그램 제어용 장비 련 소 트웨어를

비롯, 정보․보안 련 소 트웨어, 항공 자분야의 GPS 련 소 트웨어 등 범 한

분야를 통제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연철 2001,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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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계의 확 이다.47) 주로 유럽 국가들을 심으로 하는 외교 계 수립

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48) 유럽 국가들을 징검다리로 해서 서방 계

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 된 조치들이다. 한 북한이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방 외교를 추진한 것은 국제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북

한의 부정 이미지, 이른바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한 포석

도 담겨 있다. 북한이 서방국가들을 상으로 한 외경제 활동의 폭을 넓히

는 것은 향후 북한의 외경제 계의 변화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정 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질성이 결여되어 있고 형식성 차원에 그

치고 있는 수 에 있다(최신림 2002, 8).

사실, 외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한 투자의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이 북한에 한 투자에서 심을 갖는 부분은 두 가지

이다. 하나는 북한이 어떤 서방 자본도 본격 으로 투자하지 않은 투자의 미

개척지라는 에서 ‘시장선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를 숙련시킬 경

우 임 으로 기능과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 임 효과’ 때문이

다. 따라서 북한이 외국자본 유치를 한 특별조치가 없는 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의한 기술 도입과 자본 조달 가능성은 ‘단기 ’으로는 희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규모 경제개발 자 을 도입할 수 있는 최선

의 안은 국제 융기구의 지원자 이다. 이 지원자 은 최장 40년 정도에

걸친 장기 분할상환 조건에 이자도 무이자이거나 리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회생과 발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IMF, IBRD, ADB 등의 국제 융기구의 지원을 받으려면 미국의

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외신인도 면에서 세계 최악이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불량국가’ 이미지도 여 하다. 북한이 최근 들어 극 으로 추진하

고 있는 유럽 동남아 국가들과의 기술 정이나 다양한 경제교류도, 이들

국가의 입장에서는 단기투자나 는 투자 가능성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의 미래에 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기

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새로운 국제 이미지 구축과 함께 분명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47) 북한은 2000년 1월에 이탈리아와 국교를 수립한 것을 시발로 2000년 말까지 호주, 필리

핀, 국 등과 수교했고, 2001년 들어서는 5월 말까지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라질, 뉴질랜드, 쿠웨이트, 바 인 등 11개국과 수교했고 EU

와도 수교 계를 맺었다.

48) 정치 측면에서 북한의 유럽 국가들과의 수교 확 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북인식이

부정 이고 북정책도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 문제로 인한 미국

과의 갈등해결의 ‘우회통로’의 확보 차원에서 나온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200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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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남북한 IT 경제 력

남북경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요한 제조건은 경 을 통한 상호

경제 는 정치 이익의 증진일 것이다. 남북한 상호 경제 이익의 증진

이란 남북한 각각이 우 에 있는 요소를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경제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남북한 상호 정치 이익의 증진은 남북

한의 정치․군사 갈등요인을 경 을 통해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정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북경 은 단순히 단기

인 경제 이익만을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 을 통해 교류 력의

기회를 비정치 인 부문으로 확 함으로써 남북간 긴장과 갈등 계를 해소

하고 진 인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 이 있는 것

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유화국면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출범, 서해

교 등으로 인해 다시 정체 내지는 경색국면으로 환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계의 경색, 북․일 계의 교착, 남북 계 정

체 등으로 북한의 체제 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

인 핵개발 시인으로 2000년 들어 북한은 최 의 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요하면서도 필요한, 그리고 가장 쉽게 양측이 서로에게

근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경제 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에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 사업은 쉽게 확 되지

못하고 정체를 되풀이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외 인 것이 있다

면, 남북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간주되면서 비교 활성화되

고 있는 IT경 이다(배성인 2001b; 김근식 2002; Bae 2001).

남북한 IT 교류 력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표 5> 참조). IT 분야에서의 경 활성화는 남북 양측의 이해 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북측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바세나르 정 등으로 인해 첨

단기술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과의 IT분야 교류를 통해 기

술이 과 외화획득을 통해 신산업기반 구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남측은 경쟁력 있는 일부 북측 IT 기술의 즉각 활용이라는 면과 렴한

IT 문인력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

다(유승훈 2001, 108-9; 배성인 2001b,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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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IT교류 일지

일자 IT 교류 력 내용

2000. 6. 13～15

2000. 7. 18

2000. 8

2000. 9

2000. 9. 21

2001. 1. 30

2001. 1. 30～2. 3

2001. 2. 21～24

2001. 3

2001. 2. 7～11

2001. 3. 27～31

2001. 3. 28

2001. 4. 21～25

2001. 4. 27

2001. 5. 2

2001. 5. 9

2001. 5. 10

2001. 7. 24～28

2001. 7. 27

2001. 7. 28～31

2001. 8. 1

2001. 7. 31～8. 4

2001. 8. 2

2001. 10

2001. 11

2001. 11

2001. 11

2001. 11. 24～27

2001. 12. 20

2001. 12. 29

2001. 12. 31

2002. 1. 8～12

2002. 4

∙남북정상회담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남북 합작 ‘코리아남북교역센터’ 설립( 국 단둥)

∙통일벤처 의회 창립총회(서울)

∙엘사이버, 평양 로그램교육쎈터 설립(평양)

∙ 북 IT교류 민간 문가 모임 ‘통일IT포럼’ 창립(서울)

∙남한 하나로통신과북한 삼천리총회사간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계약

∙조 정 비트컴퓨터 사장, 북한 IT 문가 상 강연(평양)

∙제5차 코리안 정보처리국제학술회의( 국 지)

∙남북, 평양정보과학기술 학 설립합의(평양)

∙남북IT교류 력사업 제1차 방북단 평양 방문

∙남북IT교류 력사업 제2차 방북단 평양 방문

∙북한, 통일 IT포럼 IT도서 기증 요청

∙남북IT교류 력사업 제3차 방북단 평양 방문

∙남북IT민간 력 의회 창립(서울)

∙통일부, 하나비즈․엔트랙 남북 력사업승인

∙포항공 -평양정보쎈터 과학기술 공동연구 정 체결( 국 단둥)

∙남북 첫 IT합작사 ‘하나 로그람센터’ 설립( 국 단둥)

∙남북IT교류 력사업 제4차 방북단 평양방문, 통일IT포럼 북한에 1차 IT도서

달

∙다산인터네트, 삼천리총회사와 평양시내 네트워크 시범구축 합의(평양)

∙홍창선 KAIST원장, 조 화 KISTI원장, 김 호 산자부장 , 김진경 연변

과기 총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평양 방문

∙민족네트워크, 평양정보쎈터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합의

∙평양 ‘고려정보기술센터’ 입주 정 1차 IT기업 표단 방북

∙하나 로그람센터 부설 ‘하나소 트’와 ‘교육원’ 개소( 국 단둥)

∙삼성 자-조선콤퓨터쎈터 공동개발 ‘통일워드’ 시범버 출시

∙아이엠알이, 평양공장서 생산한 PC모니터 북한내수 매개시(평양)

∙통일IT포럼, 북한에 2차 IT도서 달

∙북한 e메일 계 사이트 ‘실리뱅크’ 오 ( 국 선양)

∙평양 ‘고려정보기술쎈터’ 입주 정 2차 IT기업 표단 방북

∙하나 로그람센터 1차 북한인력 IT교육과정 완료( 국 단둥)

∙통일부, 훈넷 남북 경 력사업자․ 력사업 승인

∙남한 훈넷과북한 조선장생무역총회사․범태, 인터넷복권 합 회사 설립

∙남북IT교류 력사업 제5차 방북단 평양방문, 통일IT포럼 북한에 3차 IT도서

달

∙훈넷․조선장생무역총회사, 인터넷 복권 사이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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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IT교류 일지(계속)

일자 IT 교류 력 내용

2002. 4. 20～22

2002. 5

2002. 5. 13

2002. 5

2002. 6. 4～8

2002. 6. 12

2002. 6. 14

∙북한, ‘제1차 조선콤퓨터 쏘 트웨어 시회’ 개최( 국 베이징)

∙팝컴네트, 북한 백산컴퓨터합 회사와 이산가족 인터넷 상면회소 설치 합의

∙하나 로그람센터 2차 북한 기술․교육인력 국 단둥 도착, 업무 착수

∙훈넷․조선장생무역총회사, 평양에 첫 PC방 개설

∙남북 첫 통신회담 개최, CDMA․국제 화 사업 공동추진 합의(평양)

∙남북 첫 합작 학 ‘평양과학기술 학’ 착공,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정태원

KT 부사장 등 방북(평양)

∙남북 표 정보기술 용어사 증보 발간

자료:  자신문 , 2002년 6월 14일자.

북한은 남북경 에서 어도 IT 분야에서 만큼은 극 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상 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

에서 남한과의 IT경 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바세나르 정으로 자유로운

외경제 활동이 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IT기술 습득의 ‘돌 구’ 역

할을 할 수 있다.

남북 IT경 의 발 단계는 <그림 2>처럼, 서비스 부문, 생산 부문, 하부구

조 부문으로 진화하면서 발 한다고 한다(양승원 2001; 구해우․ 병

2002, 13). 제1단계로 서비스 부문의 IT경 은 정보 제공과 개, 그리고 북

한 물품의 자상거래 매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2단계의 생산

부문의 경 은 남측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측의 렴한 노동력이 결합되

는 임가공 형태와 북한이 나름 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S/W 분야에 한

공동개발로 구성된다. 제3단계의 하부구조 부문의 IT경 은 북한의 화망

과 인터넷망 같은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2> 남북 IT경 의 발 단계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하부구조 부문서비스 부문 생산 부문

∙정보 제공과 개

∙ 자상거래

∙임가공

∙공동 개발

∙통신망

∙인터넷망

이와 같은 발 단계에 따를 때, 남북 IT경 은 아직 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T 하부구조에 한 경 은 아직 시도된 이 없고 주로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 부문에서는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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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이 유력한 경 상으로 떠오르면서 선호하는 분야로 등장하고 있

다. 특히 S/W부문은 북한이 높은 심을 표명하고 있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상 으로 기술력이 높고 투자 장소 선정도 상 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남북 IT경 발 단계는 체로 북한의 IT산업 발 략의

단계별 구분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 략이 주로 기술개건

사업을 통해 생산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 략은 S/W 개발,

그리고 장기 략은 IT 인 라의 발 을 목표로 한다는 에서 남북 IT경

은 북한의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에도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표 6> 경제 력 사업 IT분야(S/W) 승인 황

기업 사업 상자 사업내용 지역 액 사업승인일

삼성 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 개발 북경
72.7만 달러→

154.4만 달러

2000. 3. 13→

2001. 6. 16 변경

(주)하나비즈

닷컴(합 )
평양정보센터

남북 로그램 공동

개발
단동 200만 달러 2001. 7. 18

(주)엔트

(합 )
명성총회사

공동제품 개발을

한 가칭

‘고려기술개발’

평양 400만 달러 2001. 8. 22

(주)훈넷

(합 )

범태, 조선장생

무역총회사

인터넷 게임 S/W

공동 개발 서비스
평양 20만 달러 2001. 12. 29

자료: 통일부; 김삼식(2002, 35) 재인용.

최근 IT경 사업과 련하여 북한의 략은 당면한 실 목표인 선진

기술 습득과 IT인력 양성을 해 남한의 다양한 부문과 주체를 최 한 이용

하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김근식 2002, 46-7). 남한은

어도 IT분야에서는 평균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IT강국의 치로 도약했다. 그만큼 세계 으로도 한국의 IT와 련된 기술

력은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IT산업 발 수 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일본․유럽 등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남북 IT경

이 훨씬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바세나르 정과 략물자 반출

제도의 제약에 따른 남한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3국을 이용한 공동 연구개발이나 합작회사의 설립, 가상공간을 이용한 긴

한 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식의 합작 투자와 사업을 벌일 수가 있다.

최근까지의 경향을 볼 때, 남북 IT경 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업은 S/W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IT산업을 성장 략사업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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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이 사업에 밝은 망을 던져 다. 2001년

승인된 경제 력 사업 5건 가운데 4건이 S/W 공동개발을 비롯한 IT분야

다(<표 6> 참조).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에는 남북경 이 남한의 기술

과 북한의 렴한 노동력을 이용하 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탁가공이 주

는데, S/W 공동 개발은 북한이 기술을 제공하고 남한이 자 과 상품화 기술

을 제공하는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박찬모 2002, 7).

S/W산업을 심으로 한 남북한 IT경 은 남북 양측에 실질 인 이익이

되는 이른바 ‘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 S/W분야의 IT경

은 S/W 는 로그램 개발의 성격상 은 투자기 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남한 내의 인건비 상승이 부담요인을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으로

체함으로써 상당한 시 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각

받는 경 품목이 되었다(김연철 2001, 158; 김삼식 2002, 35-6).49) 북한의

입장에서도 S/W 분야의 력을 통해 IT 선진국인 남한으로부터 신기술을

습득하고 인민경제의 화와 정보화를 한 S/W 개발이나 더 나아가 수

출용 S/W 개발을 통한 외화획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극 으로

력에 임하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

하면, 최근까지 IT 분야의 경 사업은 총 6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한

남측기업들의 북투자 규모는 2002년 8월말 재 약 100억원(873만7천 달

러)수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밝히고 있듯

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S/W 분야를 심으로 민간차원의 경 사업이 비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사업의 기단계라고 평가된다”고 밝히

고 있다( 연합뉴스 , 2002년 9월 15일자).

따라서 보다 근본 으로 남북 IT경 이 양국 모두에 실질 인 시 지 효

과를 창출하고 북한의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의 도약 로 작용할 수

있기 해서는 장기 인 에서 북한의 극 인 IT경 의지의 표명과

함께 이를 한 정책 지원을 집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 을 기본 으로 성공한 남한기업이 북한 동포를 지원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능한 한 당국을 배제시키려 하고 시장경제에

합한 비즈니스 마인드도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남북 IT경 이 북한의 정치

의도가 개입된 일회 인 그리고 시효과 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

49)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재 북사업을 추진 인 7개 IT업체들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익성이 높은 북 IT 분야로는 소 트웨어 공동개발(43%), 하드웨어

탁가공(14%), 이동통신(14%), 인터넷(14%), 이블과 화선(14%) 등이었고, IT업체들

은 교류 력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정치분야 등 경제외 불확실성(43%), 높은 물류

비용(29%), 제도 미비(14%), 남남갈등(14%)등을 지 했다.  연합뉴스 , 2002년 9월 30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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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경 은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도 IT경 이 신뢰에 기반해서 남한을 장기 인 력 트 로 인

식하면서 ‘실질 ’ IT경 으로 발 하기 해서는 남한 투자자들에게도 공정

한 경제 인 가를 지불함으로써 양측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6. 결 론

‘사회주의 강성 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IT산업 발 략은 ‘경제

강국’ 건설을 한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일반의 효율을 진작시키면서

단번도약을 이끌어내려는 략이다. 이 발 략은 IT산업의 첨단․선도산

업 특성을 고려한 북한의 략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IT산업은 도약

발 의 표본산업이다.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이란 IT산업의 ‘기

술 도약’을 발 으로 북한경제 일반을 도약시키겠다는 략이다. 이러한

략은 IT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의 국가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북한의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은 로벌 스탠더드의 흐름

속에서 악할 수 있는 ‘보편 발 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략 선택에는 북한체제의 특수성도 고려되었다. 정치 측

면에서 북한의 IT산업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기술이나 외자를 도입하더라

도 자본주의 요소나 체제 요소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산업이

다. 북한에서 양성하는 IT 문인력들에 한 선별 인 사상교육 강화나 IT

산업 육성을 한 단지화를 통해 사상의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통

치자의 입장에서는 IT산업이 세계 으로 각 받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김정일 시 의 새로운 발 략을 통해 북한 인민들에게 김정일을 ‘비 의

지도자’로 각인시키고 체제를 공고화할 수 있는 상징 효과도 발휘할 수 있

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은 북한체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특수한’ 발 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발 략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지도부의 IT 략은 나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 선택의 합리성은 IT산업 발 략의 성과에 따라 비합리

선택으로 귀결될 수 있는 험성도 안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국가 략 으로

추진하는 IT산업이 향후 몇 년 안에 가시 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체제를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으로써 결과 으로 비합리

선택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이 국가 ․ 인민 역량을 총동원

해서 육성하는 산업의 성과가 보잘 것 없다면, 북한 인민들의 김정일에 한

지지가 이반될 것이고 이는 체제이완으로 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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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은 IT산업 발 략의 성공을 해 자구 역량 동원과 함께 해외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한 다양한 외교 략들을 동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단계별 발 략은 재 북한이 처한 내외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한 한 목표들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 략은 인민경제의

화와 정보화를 기술개건 사업과 생산과 경 활동의 정보화를 통해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략이다. 기 략은 가장 실 가능성이 높은

략으로 교육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IT 문인력을 집 으로 양성하여 S/W

산업을 발 시키고 S/W산업의 성과를 생산과 경 활동의 정보화에 시

킨다는 략이다. 이 략은 아일랜드나 인도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모델로

서 북한도 이들 국가의 발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최

근에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기술발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표 인 나라로

인도의 S/W산업 발 을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장기 략은 단기 ․

기 략의 효과, 즉 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생과 S/W산업의 발

효과를 토 로 외국으로부터 IT 인 라 설비와 H/W 기술, 그리고 외자유치

나 국제 융기구로부터의 차 도입을 통해 IT산업을 발 시켜, IT 효과가

경제 부문에 되도록 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단번도약’을 노리는 략

이다.

이러한 IT산업의 단계 발 략에서 어도 단기 발 략은 북한

이 IT산업 발 에 얼마나 국가 인 역량을 집 시키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

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산업 발 의 일차 성패는 단기

략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IT산업의 발 만으로는 ‘단번

도약’을 한 산업연 효과를 확산시키기 어렵고 북한 당국이 여 히 ‘먹는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IT산업 발 에 정책 역량을 집 시키기 어려울 것

이기 때문이다. 기 략은 재 북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평가 받고

있고, 내 으로 IT 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

으며, 아직 보 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기술인력이나 료들의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부문보다 남북경 에 극 으로 임하고

있는 부문이 IT경 이다. 이런 에서 기 략은 비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성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기 략에 한

단이 유보 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술개건을 통한 공장․기업소의 생산성

향상 경제 체의 효율성 정도와 ‘7.1 경제 리 개선조치’의 효과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으로 북한의 IT산업

발 략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북한의 총량 인 경제 성

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략에 한 평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여 히 유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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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고, 이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에는 북한의 IT산업 발 을 한 장기 략의 추진을 제약하는 정치경제

딜 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장기 략은 북한의 정보화를 수

반하게 되는데, 그 정보화의 범 가 산업․행정․군수 부문의 정보화로 제한

될지, 아니면 정보화로 확 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어도 시

에서 볼 때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해서는 정보화를 막아야 하지만 경제발

IT부문의 비약 인 발 을 해서는 사회 정보화를 진행시켜야

하는 딜 마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IT산업 발 의 장기 략의 효과가 지연되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

이 있다. IT 인 라에 한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투자시 부터

그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규모의 매몰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 한

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생산성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성 하락

(productivity paradox)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유향 2000,

142). 이러한 기 IT 인 라 투자를 북한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도 북

한의 장기 략 성공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IT산업 발 의 단계별

략에 한 평가는 S/W산업을 외로 한다면 단기 력이나 장기

략 모두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추구하는 IT산업 발 략은 내외 으로 많은 제약조건에 처해

있다. 그 에서도 미국 변수는 결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바세나르 정 역

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략물자 반출제도의

폭과 범 가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제약 때문에 EU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에 심을 돌리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 인 해결책은 될 수 없

다. 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해서는 역시 미국이라는 제약조

건을 뛰어넘어야 된다. 바로 여기서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은

정치 ․군사 해결책이 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도 분명하

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고 신 량 살상용 무기들을 개발,

생산 수출을 단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다.

한편, 북한이 IT산업 발 략을 보다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남북

IT경 이 요하다. IT경 의 제는 남북한 상호이익이다. 이를 통해 경

의 단계를 서비스 단계에서 생산단계, 나아가 인 라 단계로 확 ․발 시켜

나가는 것이 요하다.

결론 으로, 북한의 IT산업 발 을 통한 ‘단번도약’ 략의 성패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제로 한 단계별 략의 충실한 이행과 미국

과의 계개선을 통한 경제제재 완화 여부와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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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남북 IT경 의 활성화, 특히 양 측면 뿐만 아니라 질 수 에서의 활

성화를 통해 북한의 IT산업 발 략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IT산업 발 략은 단계별 략이기는 하지만, 단계별 ‘완결 이

행’을 통한 략 추진이 아니라 세 단계 모두를 병행하는 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IT 경 에서는 북한이 IT산업 발 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실하게 필요로 하는 문제, 즉 기술과 자본 문제 해결을 한 실질

인 력이 필요하다. 기술의 경우, 특히 기존의 S/W 산업의 력체제를 더

욱 확 하고 더 나아가 공동 기술개발 로젝트를 제3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 인 기술 도입을 제약하는 바세나르

정의 제약 타 를 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본의 경우는 국내 기업

들의 투자 활성화를 해 기존에 행해지기 시작한 경 자 출을 확 하

고 북 진출 기업의 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IT진출 기업들에게

인센티 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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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재의 남북한 계가 화해와 냉각 사이를 오락가락 하지만 큰 틀에서 결

국 화해와 력 그리고 통일로 나아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계없이 남한 사회에서의 통일에 한 회의

감 한 만만치 않다. 상되는 막 한 통일 비용과 그것을 감당하기 버거운

재 남한의 경제 상황, 빈부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의 실 등이 회의감의 주원인인데, 이것들을 고려해본다면 통일

에 한 이런 감정은 오히려 정상 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런 에 주목하여 ‘토지가치 공유론’의 에서 지속 인 남

한의 경제 발 과 북한의 경제 부흥, 그리고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한 통일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가 기존의 것과 다른 은 통일을

향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변화의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 게 보았을 때 토지가치 공유는 하나의 합일 으로 좋은 지향 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제안한 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는 ‘토지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명제의 타당성 입증과, 이것

이 통일 한국의 합일 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당 성을 도출하기 하여,

토지 가치를 사유화하는 행 토지 사유제에 한 규범 검토로부터 논의

를 시작하 다. 로크(John Locke), 노직(Robert Nozick), 칸트(Immanuel

Kant) 그리고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등을 통해서 노동 가치

존 , 개인의 자유 확 , 공동체성의 증진 등의 소유권의 기본조건들을 도출

하여 토지 사유제와의 정합성을 검토해 본 결과, 앞의 조건들과 토지 사유제

는 상충됨을 확인하 다.

두 번째로 토지에 한 사 소유권을 거의 시하여왔던 남한의 경제

발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향을 끼쳤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남한에

서의 토지 사유제는 남한 경제에서 흔히 지 되는 ‘고비용․ 효율 구조’와

‘경제력 집 ’의 요한 원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토지가치 공유라는 규범 조건도 만족시키면서 재

의 남한 토지 소유권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소유권 토지의 사용권과 처

분권은 인정하지만 수익권은 조세로 환수하는『지 조세제』를 통일을 향

한 남한의 변화 방향으로 제안하 다.

세 번째로 통일 후 북한 토지에 해서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 다.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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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통일 후 월남자들 에 토지 소유권 주장자에 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것인데, 이에 해서 연구자는 일반 으로 제안되는 반환과

보상은 규범 ․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의 소유 형

태인 재 국유화가 타당하다는 것을 논증하 다. 두 번째로, 통일 이후 북한

의 토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서는 여러 조건에 비추어 보아

『토지 임 제』가 가장 하다는 것을 제시하 다. 이를 실제 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에서 북한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비 으로 검토

해 보았다.

남한의『지 조세제』와 북한의『토지 임 제』는 제도 형태는 달라도

시장을 통해 배분한다는 것과 토지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작동의 교란요소인 토지가치사유를 근 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자유시장경제의 실 이라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주의 내용과

자본주의 정신간의 새로운 통합이라는 체제 의의도 지니고 있다. 이 정책

은 통일 이후는 물론이거니와 통일 에도 남과 북 각각에게 그리고 서로에

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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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목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 과제이자 당 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

다. 그러나 북한을 어두고라도 남한에서 통일에 한 기 와 반응은 ‘당 ’

라는 말을 무색 할 정도이다.1) 그것은 통일이 재의 남한 자본주의 체제

를 더 못한 상황으로 추락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재 남

한의 경제 상황, 빈부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

는 북한과 그에 따르는 막 한 통일 비용2) 등을 고려한다면 통일에 한 회

의는 어 보면 당연하다. 특히 통일에 해서 우리에게 귀 한 시사 을 주

고 있는 독일의 경우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선진국에 속하는 서독과 사

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발 한 동독의 결합이었지만 통일의 과정이 순탄치

않고 있음을 상기할 때, 한반도 통일에 한 회의감은 오히려 정상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에 해서 근할 때 ‘우리는 하나’라는 감상

명분만을 앞세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통일을 통해 지속 인 경제 발 과 사회 통합 그리고 공동체

성의 증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에서 보았을 때 북한을 재의 남한 심 체제로 흡수한다는 것

은 험하다. 왜냐하면 재 남한은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주

기 인 불황과 날로 심해지는 빈부 격차로 사회 불안이 높아가고 있으며

결과 으로 공동체라는 의식은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고 통일

한국이 이미 역사 평가가 내려진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를 모델로 할 수

도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무조건 인 남한 심의 흡수 통

일을 반 하고 통일을 남한과 북한이 어떤 합일 을 향하여 동시에 변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이 게 보았을 때 쟁 이 되는

1) 본 논문에서는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을 력해야 할 트 로 본다는 취지에서 남을

‘남한’ 북을 ‘북한’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 남한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하나는 통일비용이다. 를 들어 독일과 같은 경

우 1991-96년 사이 사회간 시설분야에만 서독에서 동독으로 2,700억 마르크(135조원)의

공동투자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복지 을 포함하면 2조 1,000억 마르트(1,050조)에 달한다

고 한다(Klaus Topfer 1997: 92). KDI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과 한반도의 경제력의 차이,

구동서독의 경제력 차이 재의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통일 후 한국

정부가 통일로 인해 추가로 제출해야할 총 액은 약 5,000억 달러(600조원)로 추정된다고

한다(배진 1997: 221).

3) 표 으로 리 희는 ‘남한은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북한은 시장 경제를 수용하여 사회의

기본 성격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 한국이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 시장 사회주

의 등을 제시하 다(이풍 199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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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 합일 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정당한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본 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토

지가치 공유를 심으로 하는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4)

지 까지 토지에 한 통일 련 연구들은 남한을 변화의 주체로 북한을

객체로 간주하여 왔다. 다시 말해 남한의 토지 사유제5)에 한 것은 논외로

한 채, 국유화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사유 재산제로

안 하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에 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토지

와 련해서는 남한도 변화 상에서 외일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남한의

토지 사유제는 이미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 왔고 앞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하기만 하다.6) 따라서 연구자는 토지와 련해서 남과 북 모두 그 변화

의 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 변화의 내용과 방법이 통일을

향한 공동체 합일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의 3요소 하나인 토지의 가치 공유는 기본 으로 사회주의 요소

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 속의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과거의 사회주의에서

토지는 무상으로 국유 자본에 의해 사용되던 형태 다면,『토지가치 공유

제』는 토지의 가치인 지 를 조세로 액 환수하여 사회화하자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과거의 사회주의보다 더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남한과 북한은 토지 정책에 해서 상반된 입장을 취해 왔

다. 남한에서 토지는 사 소유의 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 까지 최고의

부의 증식 수단이었고7), 북한에서는 생산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 다.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북한도 토지가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고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간단한 이유로, 토지와 자연 자원에 임 가치

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히 토지와 자연자원은 낭비되지 않을 수 없

었다( 강수 1998: 127-8). 이러한 이질 모습에서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라

는 목표를 향해 남한의 토지 사유제와 북한의 토지 국유제를『토지가치 공

4) 여기서 ‘토지가치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3요소 노동의 임 과 자본의 이윤은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므로 사유의 상으로 삼고 토지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기 때

문에 이에서 나오는 가치인 지 는 조세로 환수해서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이것을 처음으

로 제시한 학자는 19세기말의 헨리 조지(Henry George)이다. 그는 자신의 서 Progress

and Poverty를 통해서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그리고 그것이 경제불황의 근본원인을 밝

내고 있다. 계속되는 논의에서 밝 지겠지만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바로 그의 아이디

어에 기 하고 있다(Henry George 1997).

5) 본 연구에서 토지 사유제라고 함은 토지의 가치를 개인이 유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6) 재 서울 강남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가격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

이 크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문제에 기인한바 크다.

7) 이진순은 이런 상을 일컬어 ‘토지신화’라고 하 다. 그가 말하는 ‘토지신화’의 내용은 첫

째, ‘국토가 좁아서 토지가 부족하다는 신화, 둘째, 지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신화, 셋째, 토지투기를 근 하기 한 정부의 정책은 무력할 것이라는 신화’인데, 그는 이

것을 인즈의 미인투표모형으로 설명하 다(이진순 1995: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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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는 내용으로 통일시키고 각각의 체제 특성을 고려하여 남한은『지

조세제』, 북한은 『토지 임 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토지 정책을

환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공동체 통일방안의 주된 내

용이다. 이것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토지 소유 제도의 유형과 본 논문의 방향

토지 사유제

( 재의 남한)

토지가치 공유제
토지 국유제

( 재의 북한)
지 조세제

(남한의 변화방향)

토지 임 제

(북한의 변화방향)

소유권

구성요소

사용권 개인 개인 개인 국가

처분권 개인 개인 국가 국가

수익권 개인 국가 국가 국가

배분방법 시장 시장 시장 계획

자료 : 김윤상(2002) p. 9에서 일부 인용

1.2 연구 방법 의 구성

본 연구의 기본 인 연구 방법은 추상 수 의 규범론과 구체 수 의

제도와의 결합이다. 연구자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토지 문제는 소유

권과 깊은 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 이고 실제 수 에만 논의를 한정했

을 때에는 해결 없는 당한 충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

이다. 이 같은 난제에 한 해결책의 실마리는 ‘어떤 것이 효율 인가?’ 보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라는 규범 검토를 통해서 찾아질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통일을 향한 토지 제도 변화의 당 성을 모색하고, 그것과 함께

구체 수 에서 제시한 정책이 경제 효율성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 연구자는 ‘토지가치는 공

유되어야 한다’는 명제의 타당성 입증과, 이것이 통일한국이 지향해야할 합

일 이 되어야 한다는 당 성을 도출하기 해, 행 토지 사유제에 한 규

범 검토를 실시한다. 이를 해 소유권이 만족시켜야 할 기본 인 가치인

노동 가치 존 , 개인의 자유 확 , 공동체성의 증진 등을 로크(John Locke),

노직(Robert Nozick), 칸트(Immanuel Kant) 그리고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논의에서 도출하고, 토지 사유제가 바로 이런 가치들과

양립하는지 혹은 상충하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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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거의 시하여 왔던 남한의 경제 발 과정에

서 그것이 어떤 향을 끼쳤는지 추 해 본다. 비록 앞의 2장에서 정당한 토

지 소유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한 잠정 인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

고 이 게 한 장을 할애한 이유는, 토지 사유제가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제도라서 그것의 폐해를 구체 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

각 때문이다. 그리고 3장의 결론으로 2장의 결론과 남한의 행 토지 소유제

도를 고려하여 사용권과 처분권은 인정하지만 수익권은 조세로 환수하는

『지 조세제』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통일 후 북한 토지에 해서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한다. 첫 번째

는 통일 후 월남자들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것인데, 이에 해서 연구자는 일반 으로 제안되는 반환과 보상은 규

범 ․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의 소유 형태인 재

국유화 형태가 타당하다는 것을 논증한다. 두 번째로, 통일 이후 북한의 토

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서는『토지 임 제』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부분의 학자들은 통일 후 북한 토지에 해서 임 제를 거친 장기

의 사유화를 제안하지만, 연구자는 구 『토지 임 제』가 사유화보다

효율 이고 경제 일 뿐만 아니라 규범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재 실행되고 있는 국의『토지 임 제』에서 북한

이 얻을 수 있는 시사 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5장으로 끝을 맺는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범 와 기본 제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비록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인『토지가치 공유제』속에는 자본의 이

윤과 노동의 임 은 노동의 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에 한 것은 논외로 한다.

둘째로, 본 논문의 정책 제안이 토지 련 조세에 집 되어 있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세의 가 여부이다. 만약 토지세가 다른 조세와 마찬

가지로 가된다면 2장에서 토지가치를 사유화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될지라도 3, 4장에서 제시하는 정책 제안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토지세의 가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 물음에 한 답으로 결정된다. 첫

번째는, ‘이윤과 지 를 분리할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지 가 가격의 원

인인가 결과인가’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윤과 지 를 분리할 수 있고 지

가 가격의 결과라고 보아 토지세는 립 이며 효율 이라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8)

8) 이 논의에 한 자세한 설명은 (이재율 1999). 토지세의 가와 립성 여부에 문제를 제

기하는 로는 (김정호 1997: 187-233), 양 입장을 공평하게 서술한 것으로는 (이정

1995: 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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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사유제에 한 규범 검토

2.1 소유권의 기본 조건들

생산의 3요소로 구분되는 토지, 자본, 노동에 해서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 소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토지의

지 , 자본의 이윤, 노동의 임 이 그것의 소유권자의 것임을 합법 으로 인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재의

사유 재산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 의 정치․경제 자유주의 운동과

함께 형성되어 온 역사 산물이다.

소유권에 한 논쟁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그것의 본격 인 논

의는 근 의 정치․경제 자유주의의 발흥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본

주의 기에는 사 소유의 정당성 차원에서 소유권론이 필요했고, 그 이후

에는 자본주의 발 과 함께 동반하는 빈곤의 문제와 그로인한 각종 사회 문

제를 규범 ․실제 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소유권 논의는 활

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논의는 재에도 마찬가지이며 아마 인류가 지속되

는 한 계속될 것이다.

소유 제도가 하나의 권리로서 의미 있는 것이 되기 해서는 물리 강제

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강제력은 근 이후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 왔지

만, 이것이 궁극 정당성을 갖기 해서는 국가가 보호하는 소유권이 인간

과 사회에 한 기본 인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소유제

도에 한 국가의 법 집행은 합법 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당하다고

는 말할 수 없다. 소유권이 갖추어야 할 기본 인 조건에는 학자마다 학 마

다 다양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에서 로크, 노직, 칸트, 그리고 헤겔의 논

의를 통해 소유권의 몇 가지 기본 조건들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9)

2.1.1 로크: 소유의 근거는 노동이다.

로크는 개인의 생명권은 인정하지만 재산권을 국가에 탁해야 한다는 홉

스(T. Hobbes)와는 달리 최 로 근 의미의 소유권 이론을 체계화한 학

9) 그러나 혹자는 소유권론의 기본 조건을 논할 때, 네 학자 뿐만 아니라 소유권론에서

요한 치를 하고 있는 자유주의 평등주의자인 롤즈(John Lawls)와 사회주의의 맑스

(Karl Marx)의 주장을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롤즈와 맑스의

소유권 주장의 제가 되는 결정주의 인간 (롤즈)과 잉여가치론(맑스)를 받아들이지 않

는다는 것을 밝 둔다. 이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이재율 1995: 197-98, 233-60;

Robert Nozick 1997: 340-2, 383-4; John Rawls 1985: 325-26; Joan Robinson & John

Eatwell 1981: 36-7; John E. Roemer 198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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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다. 로크 당시에는 세 념인 ‘신에 의한 인간의 자연공유’가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떤 방식으로 사

유 재산이 가능한가를 논증하 다.10) 그의 소유권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

다.

첫 번째로 그의 소유권론은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라는 자기 소유권

(self-ownership)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신체에 해서는 본인 외에

아무도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J. Locke §. 27). 이 명제는 논증하기

불가능한 자연권 개념으로서 자유주의 평등주의자인 롤즈의 것과 비

되는 주장이다.11) 하지만 연구자는 이것이 인간 자유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로크는 노동력 자체도

그의 소유 의 하나로 간주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공유물로 주셨다’는 것이다.(J.

Locke §25) 이것은 로크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세로부터 이어져 내려

오던 당시 소유권론의 제 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공유물인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첨가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12) 그것의 범 는 자연의 산물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도 포함되어 있었다(J. Locke § 29, 30, 32).

그러나 로크에게 있어서 자신의 노동을 통한 소유권 정당화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 로크의 단서(Locke's proviso)라고 불리는 이것의 내용은 ‘공유

물인 자연이 다른 사람을 해서 충분히 좋은 것들로 남아있을 때’(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에만 소유

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J. Locke § 34). 즉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공

유물을 사유화함이 다른 이의 권리의 침해나 손해 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

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로크의 단서는 인구가 자연 자원에 비해 희소한 자연 상태에서는

그 로 용될 수 있지만, 자연 자원이 희소한 상태에서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로크는 자신의 단서를 ‘자연의 사유화로 인해서 더 많은 효용이 증가

하면 된다’(John Locke § 37)로 바꾸게 되는데 로크와 련된 논쟁은 부

분 여기에서 유발된다.

이와 련해서 김남두는 변화된 로크의 단서에서는 어도 재산 형성에

10) 로크 당시 그로티우스(Hugo Grotius)와 푸펜도르 (Samuel Pufendorf)는 세의 연장선

상에서 자연의 ‘공유’라는 념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통한 사유재산권을 주장했다. 그

러나 동의는 언제나 새로운 동의에 의해 재검토, 수정이 가능하므로 그 성을 보장받

을 수 없는 불안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크는 ‘동의’라는 념을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 다(김병곤 1996: 189-99).

11) 롤즈의 주장에 한 연구자의 생각은 주석 9번 참조.

12) 김병곤에 따르면 원래 로크의 ‘Property’라는 단어는 원래 신체, 생명의 의미에서 출발하

여 외부의 물질로 확 되었다고 한다(김병곤 199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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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모든 이에게 동일한 조건이 주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사유재산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공유지를 사유화해야 하는 사람과 이미 사유화된 조건

아래서 자신의 사유 재산을 획득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가 결코 같을 수 없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는 로크의 자연 상태 설정을 통한 소유권 정당

화 논리가 왜 권리로서의 도덕 기 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지를 논증하

다.(김남두 1990: 170-71)

그리고 맥퍼슨(C. B. Macpherson)도 로크의 단서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의 구조를 헤치면서 그를 비 한다. 그는 화폐의 도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량의 토지 유’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었고, 그 기 때문에 무

제한 토지 유는 ‘다른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 된다’는 조건으로

변화하 다고 해석하면서13), 이런 시각으로 로크가 다가오는 부르주아 독재

의 사상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C. B. Macpherson 1991:

288-90).

그러나 의 두 사람의 로크에 한 비 은 로크의 주장을 입체 혹은

단계 으로 평가해보면 극복될 수 있고, 그것에서 소유권론의 핵심 원리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로크가 그의 단서를 ‘자연 자원에 한 불공평이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악

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로 바꾼 것은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사회 구성원들

의 후생 증진이 양립 가능하다는 확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의

토지 소유권이 소유 자체보다는 이용에 있다는 그의 주장에서 어느 정도 엿

볼 수 있다.14) 만약 로크가 주장한 토지 소유권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

람의 노동 생산물을 지속 으로 침해 는 착취한다면, 그것은 노동 소유권

론, 더 나아가서 자기 소유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고 로크는 생각하 을 것이다. 이 게 생각

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토지 소유권이 그 자체를 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산물을 보호하기 한 것에 있다고 하는 데에서 발견된다.

지에 한 소유권도 자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획득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한 인간이 개간하고, 종하고, 개량하고,

재배하고, 그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가 그의 소유

이다. …… 하나님께서 세계를 모든 인류에게 공유로 주셨을 때,

13) 실제로 로크는 당시 미국의 공유 상태와 국의 사유제를 비교하여 국의 날품팔이가

인디언 추장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한다고 했다(John Locke 1996: &41).

14) 로크는 토지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것이 소유에 의한 생산력 증가와 그에 의한 가치의 창

출인 만큼, 그것이 유되고서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산출되지 않고 버려진 채, 그 안

에서 자연물들이 썩어 간다면, 그것의 소유 권리는 사라지고 타인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자세한 내용은 John Locke, 앞의 책, §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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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간에게 한 노동할 것을 명했고, 인간은 자신이 처한

궁핍한 상황으로 인해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성은 인간에게 지를 정복할 것, 곧 삶에 이익이 되

도록 그것을 개량하고 그것에 그 자신의 것인 그의 노동을 첨가

할 것을 명하셨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여 토지의 일

부를 경작하고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소유인 무

엇인가를 그 토지에 첨가한 셈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그것

에 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J. Locke

§ 32. 강조는 필자)

이처럼 그의 토지 소유권과 단서는 노동 소유권, 더 나아가서 자기 소유권

의 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요컨 로크의 소유권의 단계는 자기 소유권

에서 노동 소유권으로 다시 노동 소유권에서 토지 소유권으로 나아가는 일

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권론에서 가장 요한 것은 자기 소유권에

서 확 된 노동 소유권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소유권론에 입각할

때 다음에서 논해질 토지소유권에 한 규범 검토는 바로 노동 소유권론

으로 회부되어 평가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미시 분석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2.1.2 노직: 잘못된 취득은 교정되어야 한다.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자(libertarian)로 불리며 롤즈와 비되는 의 정

치철학자이다. 롤즈의 정의론을 주 공격 상으로 설정한 그의 주 Anarchy,

State, and Utopia의 핵심 주제는 소유권에 있다. 그가 최소 국가론(minimal

state)을 설정한 것도 자신이 주장한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생된

것이다(황주홍 1989: 138). 그는 비록 로크를 비 한 도 있었지만15), 자신

의 소유 권리론(entitlement theory)의 논거를 로크의 그것에 두고 있다. 그

가 말하는 정당한 소유권리는 소유물의 최 취득과 이 과정이 올바른

차를 따랐을 때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실의 소유 상태가 이 두 원

리에 의거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불의를 시정하는 원리가 필요하다고 보았

다. 이것을 ‘취득의 원리’, ‘이 의 원리’, 그리고 ‘교정의 원리’라고 부른다(R.

Nozick 1997: 236-37). 그는 만약 국가가 이 원칙 외에 다른 원리를 용시

켜 재분배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자유를 억압하

15) 를 들어 노직은 로크의 노동 혼합에 의한 상물의 사유화 원리에 해 회의를 표시하

다(Robert Nozick 1997: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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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 라고 생각하 다.

그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원리 가장 요한 원리는 ‘취득의 원리’이다.

노직은 취득의 원리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로크의 논리를 활용하 는데 로

크에서 건이 되는 ‘단서’를 ‘타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

기 한 것’(R. Nozick, 1997: 222)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 다.

여태까지 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사물에 한 항구 이고도

유증 가능한 소유권을 통상 으로 발생시키는 과정이라도, 만약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그것으로 인해 그 사물을 더 이상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악화된다면, 그런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R. Nozick 1997: 273).

그에 따르면 자연의 공유 상태에 비해 어느 구의 처지도 악화되지 않는

다면, 자연의 사유화는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의 사유화

가 이 단서를 반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배상한다면 그의 사유화는 허용되지만 그 지 않고 그가 배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화는 취득에 한 ‘단서’를 반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 다(Robert

Nozick 1997: 273).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부의 축 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노직은 재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 축 이 정당한 취득이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지만16), 연구자의 생

각으로 이것은 미시 에서 분배 구조를 분석했을 때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직은 롤즈가 ‘차별 원리는 모든 상황에 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

직 사회의 기본 구조에만 용된다’(J. Rawls 1985: 276)고 한 것에 해 ‘차

별 원리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용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 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단이 틀리거나 실수임을 발견하는 것에는 미시 차원

에 기 를 두고 있는 원리들의 엄격한 용에 의해 그 단을

복시켜 가는 것이 확실히 포함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리들을 미시 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제외시킴으로써 그것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R. Nozick 1997:

309)

16) 이것은 그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를 가하는 행 라고 하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는 재분배 정책은 ‘사람의 신체를 나 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

다(R. Nozick 1997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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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 게 롤즈를 비 한 것처럼 그의 소유권론은 철 한 미시 분석

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 게 했을 때 취득이나 이 의 과정의 잘못이 분명

히 드러나고 그것을 ‘교정의 원리’로 회부할 수 있게 된다. 노직의 주장에

해 라이언(Cheyney C. Ryan)은 ‘노직이 주장하는 소유 권리론이 다수자의

자유에 한 지속 인 침해를 내포하는 것임이 입증될 경우, 노직의 논변은

자신이 옹호하고자 하는 자기 소유권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 제와도 상충

되는 치명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Cheyney C. Ryan 1981: 324, 336)고

하 는데, 연구자는 2 에서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소유권을 침

해하는지의 여부를 미시 차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1.3 칸트: 소유의 실 은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켜야 한다.

칸트는 소유권 문제를 인간의 계 속에서 그리고 도덕 철학 에서

다루었다. 소유권 문제에서 그가 가장 시한 것은 인간의 자유이다. 사회․

경제 토 가 없는 인간의 자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칸트는 경제 부

의 축 을 부정 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에는 반 했다. 소유권과 자유를 연 지어서 생각한 표 인

는 그가 토지 소유를 논할 때 잘 나타난다.

칸트는 토지 소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때에는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의 유한

성이라는 사실로부터 체 인류의 체 토지에 한 근원 유, 다시 말해

서, ‘인류 체가 토지 체를 처음부터 공동으로 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고 있다(이충진 2000: 59). 그러므로 칸트에서 체 토지의 근원 공

동 유는 일인의 근원 토지 획득 행 가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

는 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일인의 근원 토지 유 행 는 직 으로는 근원 공동 의지의

토지 유권을, 간 으로는 공동 의지의 한 구성원인 타인의 토지 유권

을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토지에 한 소유는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 다(이충진 2000: 61). 를 들어, 갑이 자신의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

려면 배제 당하는 을이 이에 해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견하거나 이것을 피하기 하여 어

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측면을

보여주었다.17) 하지만 그가 소유권 문제를 인간의 자유의 차원에서 다루었고

17) 를 들어 그는 토지 소유의 양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공개성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제시하 지만 이도 구체 이지는 않다. 자세한 내용은(이재승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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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와 련해서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사상은 이후의

소유권 논의에서 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김상용 1995: 84).

2.1.4 헤겔: 소유의 실 은 공동체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헤겔은 소유 자체를 비 하던 청년기와는 달리 나(Jena)18) 시 이후로

부르조아 사회의 소유권을 정 으로 바라보면서 소유를 자아실 의 도구

로 생각하게 되었다.19) 그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에서 소유를

악한다.20) 그에 따르면 의지의 생명 활동이 추구하는 자유는 스스로에 립

하고 있는 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의해 실 된다. 즉 어떤

상에 해서도 그것에 자기 의지를 투입하여 그 상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지는 자신의 자유를 확인한다고 하 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의지의 자유로부터 소유가 필연화 되는 과정’인 것이다(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989: § 41, 44).

그러나 헤겔의 소유권 이론은 그가 청년시 때 비 하던 개체화되고

편화된 개인주의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는 소유권 이론에서 ‘어떻게 하면

사 이익이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데까지 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

다. 헤겔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노동과 욕망 충족에서의 상호 의존과 응 계

속에서 주 이기심은 어느덧 모든 타인, 만인의 욕구 충족을

해 기여하는 데로 - 즉 특수 인 것의 보편 인 것으로의 매

개라고 하는 변증법 운동에로 환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이제는 구나가 자기를 해서 획득하고 생산하고 향유하면

서 바로 그럼으로써 한 그는 타인의 향유를 해 생산하고 획

득하기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다(Hegel 1989: § 199).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 하면 사 소유권과 인륜의 조화 혹은 헤겔 식으

로 말하면 변증법 종합으로 볼 수 있다. 이 게 보면 그의 사 소유권은

개인의 배타 의지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단지 개인의 자유의 실 이라는

미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 차원의 보편성의 실 , 즉 공동

체성의 증진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했을 때 사 소유권은 궁극 이고 실

질 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보고 있다.

18) 독일 부 튀링겐주(州)에 있는 도시

19) 소유권에 한 헤겔의 지 흐름에 해서는 (임화연 1990) 참조

20) 칸트의 소유 이론과 헤겔의 소유 이론과의 계에 해서는 (윤병태 199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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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종합

연구자는 토지 사유제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소유권 이론을 평가할

수 있는 거틀을 마련하기 하여 로크, 노직, 칸트, 그리고 헤겔의 소유권

론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먼 연구자는 로크와 노직에게서 자기 소유권에서 생한 노동 소유권

론21)이 가장 요하다고 보아 이를 하나의 원리로 추출하 다. 만약 어떤 소

유권이 노동 소유권을 침해 내지는 부정(不正)하게 만든다면 로크에서는 ‘자

기 소유권’ 그리고 노직에서는 ‘교정의 원리’로 회부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칸트에게서 소유권은 인간의 자유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과

특히 토지 소유권에서는 사용을 배제 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헤겔에게서 자아실 의 하나인 소유권이 개인의 편 자유가 아닌

인륜, 즉 공동체성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해 내었다. 그러면

이러한 기 들을 토지 사유제가 만족시키는지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2.2 노동소유권론과 토지 사유제

2.2.1 노동 소유권은 지 의 사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로크에 따르면 노동 소유권론이란 만일 한 사람이 어떤 상에 노동을 투

여하면 그 결과물은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생산된 상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유통된다. 그리고 가격은 보통 생산비(costs)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 이다.

다시 말해 생산비의 정도에 따라 가격의 높낮이가 결정되고 가격의 높낮이

는 결국 노동의 양과 질로 측정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가

격은 0 이다. 왜냐하면 토지는 로크의 말 로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

가 인류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 의 토지가 있게 된 것에

해서 인류는 어떠한 노동을 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노동 소유권론에 따르

면 그것이 노동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자체를 소유의 상으로 삼는

것은 원칙 으로 부당하다 할 수 있다.22) 그리고 이것의 부당함은 토지의 가

21) 한 가지 밝 둘 것은 본 연구에서 말하는 노동 소유권론은 맑스의 노동가치론과 다

르다. 맑스의 그것은 이윤이 노동 착취라는 명제이지만, 본 논문의 노동 소유권론은 오히

려 자본의 이윤이 정당하다는 입장에 있다.

22) 그러나 재의 토지 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의

토지는 시장에서 정한 가격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구입비용은 나의 노동의

가 기 때문에 내 토지는 나의 노동의 산물이다’라고. 이 주장은 토지 사유제를 당연시

하는 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타당하지만, 근원 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즉, 학자들

이 가정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당하지 못하다.



73

치인 지 의 사유화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토지를 사 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의 가치인 지 를 유한다는 것이

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것을 활용하여 부를 축 하게 되면 그 부에는

지 가 포함되어 있고, 만약 자신이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

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정기 으로 지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만일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여 부

를 축 한다면 그 부(wealth) 안에는 기계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사

람에게 여한다면 임차인에게 이윤을 이자의 형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 으로만 유사하다. 자본의 이윤은 노동의 산물에 한

사용 가이기 때문에 정당한 반면, 토지의 지 는 토지가 노동의 산물이 아

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23) 그러므로 토지의 개인 소유, 더 나아가 지

의 사 소유는 노동 소유권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발 하는 사회에서 지 의 개인 소유는 타인에게 어떤 향을 끼

칠 것인가? 이제 동태 에서 지 의 사 소유의 효과를 살펴보

도록 하자.

2.2.2 토지 사유제는 노동소유권을 부정한다.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자본과 구별되는 토지자체의 특징에 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토지의 가치 증가는 다른 자본의 속성에서 발견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토지 시장에서 상당한 향력을 행사

하기 때문이다. 자본과 구별되는 토지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본 논문과 련 있는 성질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토지의 공 은 고정되어 있다. 자본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그것

에 따라 공 이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는 인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게 할 수가 없다.24) 그러므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 하는 사회에서는

토지 수요가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토지는 다른 어떤 자본보다 큰 외부 효과를 가진다. 외부 효과를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끼치는 혜택 내지는 피해라고 정의하는

데, 만약 어떤 토지가 개발이 된다면 인 한 토지의 가치는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그와 반 로 오 시설이 생길 경우에는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성질이 있다(이정 1995: 54). 한 지역에 도로, 항만 등 사회간 시설이 생

기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바로 토지의 외부 효과 때문이다.

23) 여기서 말하는 지 는 순수한 토지 자체의 지 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량한

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여기서 제외된다.

24) 해수면을 막아서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명백한 물리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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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토지는 시간당김 효과를 가진다. 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개발 소

식이 해지면 지가는 실제 개발되는 시 에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

소식과 동시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25)

이 같은 토지의 특성에서 어느 정도 상할 수 있지만 부분의 경우 토

지가치 증가는 토지 소유주의 노력과 무 하다.26) 다시 말해 토지 가치의 상

승은 인구의 집 , 산업의 발달, 사회간 시설의 확충에 의해 발생하는 것

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공동체의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게

증가한 지가와 지 가 노동의 산물을 부정한다는 데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

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발생한다.

첫 번째로, 노동소유권의 부정은 공 차원에서 발생한다. 국가가 도로나

학교와 같은 공공 시설을 설립하기 해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될 때 재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보상

액은 어디서 조달하는가? 부분의 국가에서 그것은 국민들에게 징수한 세

으로 구성되고, 세 의 상당부분은 지 가 아니라 노력의 산물인 임 과

이윤에서 갹출된 것이다.27) 이 게 보면 국가는 국민들의 임 과 이윤의 일

부로 구성된 세 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라는 미명하에 재분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 는 엄 하게 말해서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

고 다른 불특정 다수의 소득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 시킨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노동소유권 부정은 개인들간의 토지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만

일 어떤 개인이 토지를 이용하기 해 임 받거나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공동체의 역할로 증가한 토지 가치 때문에 높은 임 료와 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게 되었을 때 거래하는 방은 시장에서 법한 차를 거친 것이

지만, 토지 매도자 혹은 임 자가 받는 토지 가치 상승분은 그의 노력의

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 소유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공동체의 것을 강

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인 이션을 통해서 발생한다. 앞에서도 언 했지만

지가는 시간당김 상과 외부성 때문에 실질 지 가 상승하기 이 에 높아

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게 되면 거품 지가가 형성되어 인 이션이 발생

하기 쉽다. 인 이션은 일반 으로 실물의 양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폐의 양이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상이다. 그러므로 인 이션을 발생시

25) 이 환은 시간당김 상으로 빚어지는 지 상승은 실제로 생산에 이용되기 에 오르는

거품이기 때문에 인 이션의 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이 환 1994: 89-93).

26) Nicolas Tideman은 토지의 가치를 ①자연과 결부된 가치, ②공공서비스의 공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 ③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는 가치로 나 고, 이 세 가지 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통상 인 토지가치의 거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 다(Nicolas

Tideman 1994: 130).

27) 물론 국가에 따라서 세 에서 지 가 차지하는 비 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남한의 경

우에 세 에서 지 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룬다.



75

키는 거품 지가는 그것의 소유자가 재의 생산물을 다른 소비 주체와 나

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거품 지가로 인한 인 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은 자신이 가진 화폐로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이 게 토지 사유화는 정태 분석에서 노동 소유권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발 하는 사회에서는 노동소유권 부정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토지 사유제를 인정하는

부분의 국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2.3 인간의 자유와 토지 사유제

주지하다시피 근 자본주의 발흥은 인간의 신분 자유와 토지의 사유화

와 함께 진행되었다. 세에는 근 와는 달리 신분 으로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토지에 한 소유권 체계는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었

다. 이런 분 기를 근 으로 반 시킨 역사 사건 에 가장 두드러진 것

이 바로 엔클로져(enclosure) 운동이다. 이 운동은 15세기에 시작하여 18세기

까지 지속된 국사회의 일 사건이었던 것으로, 세의 장원제도 하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세 농민을 합법 으로 몰아내는 과정이었다.29) 쫓겨난 농

민들은 노동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 다. 국의 자본주의 발흥을

분석하 던 맑스(K. Marx)도 이 때의 과정을 ‘농 주민으로부터의 토지 수

탈’로 요약하 으며 이것을 일컬어 ‘시 축 ’이라고 하 다.30)

이 듯 근 토지 사유제의 성립은 인간의 노동의 자유와 주거의 자

유를 박탈하여 엄청난 양의 산업 비군을 양산하는 것을 동반했고, 이것은

임 을 통한 자본 축 에 활용되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사유제가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28) 이것에 해 이진순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거품 가격의 실 은 제로섬 거래 활동에 표

인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미래에 요구할 것을 오늘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 다

(이진순 1995: 16, 59). 김태동은 ‘정해진 GNP를 임 , 이자, 임 료, 이윤 등으로 나 는

분배 과정에서 임차료의 비 이 커지는 만큼 다른 생산 요소의 몫은 어들고 특히 경제

약자인 근로자의 몫이 제일 많이 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 다(김태동 1990: 38).

29) 엔클로 운동으로 농민이 수탈된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J. F. C. Harrison 1989:

117-22) 참조.

30) 맑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 축 이 차지하는 비 은 신학에서 ‘원죄’가 하는 역할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한다(Karl Marx 1994: 897). 톰슨(E. P. Thompson)도 엔클로 운동

을 ‘재산 소유자들과 법률가들의 의회가 제정한 재산에 한 공정한 규칙과 법’에 따라

행해진 계 강탈 행 ‘에 다름 아니라고 평가하 다(E. P. Thompson 200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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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토지 사유제는 개인의 창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회 존재인 인간의 경제 활동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직장에 임 노동자로 편입되는 것이지만, 부분의 인간에게는 임

노동자보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창의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자

본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자유에 한

갈망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바람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조건 가장 요한 것은 창업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이다. 만약 창업하기

해서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창업 비용의 정도는 신규

기업의 진입, 다시 말해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업의 주된 비용은 토지 혹은 사무실 임 료, 자본재 구입비, 인건비(임 )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토지 사유제와 이런 비용과의 계는 어떠한가?

먼 토지 사유제는 토지 혹은 사무실의 임 료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하 듯이 토지 사유제 하에서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

면 지가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토지 사유제는 자본재의 구입비를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지가가

상승하면 자본재를 생산하기 한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토지 사유제는 인건비(임 )를 상승시킨다. 물론 정부가 노동

억압 정책을 취하면 임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시장에

방임하게 되면 토지 사유제 하에서 임 상승은 충분히 상할 수 있다. 왜

냐하면 높은 지가는 노동자들의 주거비를 상승시켜 결국 임 상승으로 귀

결되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토지 사유제는 창업에 필요한 토지와 임 료, 자본재 가격, 그

리고 임 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2.3.2 토지 사유제는 개인의 사회․경제 자유를 제한한다.

엔클로져 운동에서 확인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 자유가

없는 개인의 자유란 무의미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경제 자

유를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에 표 인 것이 바로

임 의 가처분 소득액과 주택 구입 비용이다. 임 이 상승하여도 물가와 주

택 가격이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 임 노동자들의 구매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되고, 따라서 다른 삶의 역에 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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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토지 사유제는 임 의 가처분 소득

액과 주택 가격에 어떤 향을 주는가?

앞에서도 언 하 듯이 발 하는 사회에서 토지 사유제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특히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31) 물가 상승의 요인

으로 작용한다. 물론 자본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 증가가 지가 상승분을 상쇄

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토지 가치 공유제 보다는 훨씬 높은 물

가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하다.32) 이런 과정을 통하여 토지 사유제는 물가를

상승시켜 그만큼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이게 된다.

그리고 토지 사유제는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일반 으로 주택 가격의

50%는 지가가 차지한다고 한다.33) 더구나 부분 토지 사유제가 잘 지켜지

고 있는 국가에서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임 상승률을 항상 상회한다

는 것을 고려할 때,34) 토지 사유제가 인간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남한에서 1980년 말에 엄청난 토지

투기와 주택 가격 세값의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 다. 이 듯 토지 사유제는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액과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노동자들의 사회․경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4 공동체성의 증진과 토지 사유제

술하 듯이 헤겔은 소유권을 인간의 자유의지의 실 으로 보았지만, 그

에게 있어서 소유권은 편화된 자유의 실 이 아니라 인륜, 다시 말해 공동

체의 증진이라는 거시 지향 을 가지고 있다. 하여 본 에서는 토지 사유

제가 과연 소유권의 기본 가치 하나인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지를 살

펴보도록 한다.

개인의 소유권 실 이 인륜과 조화를 이루는가의 여부는 개인의 경제

부의 축 과 공동체성의 증진이 양립하는 가에 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

면 토지 사유제는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 물론 토지 가격의 상승은 자본과 임 의 가격도 높인다.

32) 『토지가치 공유제』는 국가에 토지를 사용한 만큼만 지 를 조세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

문에 토지를 구입하는 데 목돈이 필요치 않고, 지 과 같은 거품 지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원가 감과 물가 안정 내지는 하락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4장 3 참조.

33) 물론 지가는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들의 가격과도 계가 있지만 여기서 그 계는

생략하도록 한다.

34) 남한이 표 이다. 이정우는 연구에 따르면 남한의 주택 가격은 1980년과 1988년을 비교

했을 때 3배 이상이 증가했고 내 집 마련의 기간은 1980년이 5년 이고 1989년이 8.2년으

로 조사되었다(이정우 199: 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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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토지 사유제 하에서 한 개인의 부의 축 은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

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의 발 에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일부인 토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양

이 편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흐리게 할뿐만 아니

라 일반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까지 꺾어 놓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

두 번째로, 첫 번째와 반 방향으로 한 사회의 발 , 를 들어 인구의

증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건설, 그리고 도로 확충 등은 토지 가치를 증가

시키는데, 토지 사유제 하에서는 그 가치가 부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

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시설들의 확충은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것과 함께 토지 가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혜택은 토지 소유

자에게 더 집 된다. 만약 토지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 이 같은 혜택의 편

상은 발생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토지 사유제 하에서는『토지가치 공유제』하에서보다 자본과

노동간의 립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사회의 발

은 지가 상승을 래하여 일반 임 생활자들의 주거비를 상승시키기 때

문에 노동자들은 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만, 자본가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에 한 높은 지가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의 요구에 쉽게 응할 수 없다. 이 게 되면 결국 두 계 간의 상의 여지는

좁아져 마찰의 빈도는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토지 사유제는 토지의 최 의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토지

사유제 하에서는 마치 한 개인이 자기의 자본을 방치하거나 비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토지를 그 게 사용할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토지는 다

른 자본처럼 마모되지 않는 자본이므로 방치하거나 비효율 으로 사용해도

큰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 사유제 하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보다 가치의 장 수단이나 투기 목 이 많

기 때문에 이러한 상은 흔히 목격된다.35) 만약 그 토지를 최 의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사람

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토지의 비효율 사용은 토

지의 조방 한계(extensive margin)를 확 시켜 지 상승을 가능 하고, 따

라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부분의 노동자들의 주거비용을 높이며 창업의

기회를 제한한다(Henry George 1997: 383-88). 이 듯 토지 사유제는 개인

과 공동체의 발 이 상충되는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결론 으로 2장에서 토지 사유제는 노동 소유권론에 의해 지지되지 않을

35) 이것과 련하여 개 니(Mason Gaffney)는 토지 사유제는 개발업자를 비교 지가가 싼

교외 지역으로 어내는 스포롤(sprawl) 상을 래한다고 하 다(Mason Gaffney 199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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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기제로 작동

되고 개인의 사회․경제 자유를 제한하며 공동체의 발 과 상충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서 우리는 토지 가치는 사유의 상이 아니라 공유해야 하

며, 이를 남한과 북한에 용해야 하는 당 성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소유권의 기본 인 조건들과 상충하는 토지 사유제가 비교 잘

유지되어 왔던 남한 사회의 경제 발 과정을 토지의 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3. 남한의 토지 사유제의 실제 검토와 변화

방향

흔히 한국 쟁 이후 남한의 경제 발 의 성과를 일컬어 ‘기 ’이라는 말로

표 한다. 기 을 나타내는 표 인 수치로 경제 성장률을 들 수 있는데,

남한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1960년 후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인 만과 홍콩보다 앞선다. 남한을 필

두로 한 경제 발 은 경제 발 에 목말라하던 제3세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론을 연구하는 학계에도 커다란 경이와 도 이었다. 이 국가들의 발 으로

한 시 를 풍미했던 종속이론은 수그러들고 다시 근 화론은 화려한 부활을

비하 다.36)

그러나 남한의 경제 발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정 인 모습이 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한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여타의 자본

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많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의 주제인

토지 사유제라는 에서 보았을 때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흔히 남한의 경

제 구조의 문제 을 한마디로 ‘고비용․ 효율 구조’(이진순 1995: 8)와 ‘경제

력 집 ’으로 집약되는데, 본 장에서는 토지 사유제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

하고 2장의 결론에 근거한 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3.1. 지가구조와 토지 련 조세 그리고 각종지표

3.1.1 지가 구조

36) 이것을 체 으로는 근 화론의 부활로 볼 수는 있지만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이 근

화론의 발 방식인 선진국과의 자유 교역으로 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

의 근 화론의 단순한 부활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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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인 자본의 가격은 그것을 통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재 시 으로 할인한 것의 합계이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

런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가격 결정에서 다른 자본과 다른 독특

한 은 그것이 감가 되지 않는 자본이라는 데 있다.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

다. 그뿐만 아니라 공 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가 오르는 경향

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지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소득 자본화 방법

(income-capitalization approach)이라고 한다(이정 1995: 69). 이것을 수식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37)

P 0= R 0+
R 1

(1+ i 0)
1 +…+

R t

(1+ i 0)
t …= ∑

∞

t= 0

R t

(1+ i o)
t
--(식 3-1)

P 0 : 시 0 에서의 지가, R t : 시 t 에서의 지 , i 0: 시 0 에서의 이자율

일반 으로 지 가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여 지가 P 를
R
i
로 나타내

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지 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에, 이런 을

고려하여 지 가 매년 r 의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시 t 에서의 지

는 다음과 같다.

R t= R 0 (1+r)
t ----------------------------- (식 3-2)

이 식을 (3-1)에 입해 보면 최종 지가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P 0= ∑
∞

t=0
R 0 (

1+ r
1+ i 0

)
t

= R 0
1+r
1+ i 0

------------ (식 3-3)

여기서 만약 r < i 0 이면 지가는 R 0
1+r
1+ i 0

로 수렴하지만 r≥ i 0가 되

면 ∞로 발산한다. 우리는 (식 3-3)을 통해서 지가는 미래의 지 상승률과

재의 이자율의 함수이고, 지 상승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자율이 낮을수

록 지가 상승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가는 실제로 보유 비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식 3-3)에서 그 비용

을 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가는 토지 보유 비용의 재 가치만큼 어든

다. 를 들어 t 년의 토지 보유 비용이 그 해의 지 에 비례한다고 가정하

고 이를 k R t
라고 할 때 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지가 = 미래 지 의 합 - 토지 보유 비용

37) 본 연구에 사용한 지가 계산 공식(3-1, 2. 3, 4)은 (김윤상 2002: 210-12)를 이용하 다.

이것과 거의 유사한 공식 으로는 (이정 1995: 22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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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 ∑
∞

t= 0

R t

(1+ i 0)
t - ∑

∞

t= 0

kR t

(1+ i 0)
t = ∑

∞

t= 0

(1-k) R t

(1+ i 0)
t
-- (식 3-4)

여기에서 k=1이면, 즉 지 와 토지 소유 비용이 일치하면 지가는 0이 된

다. 를 들어 조세로 지 의 액을 환수하게 되면 이론 으로 지가는 0이

되는 것이다.38)

3.1.2 지가 변동의 원인은 토지 련 조세율의 높고 낮음에 달려 있다.

김흥린의 연구에 따르면 1953년에서 1990년까지 남한의 지가는 국 평균

2,200배가 올랐다고 한다(김흥린 1993: 103). 같은 기간의 일인당 GNP증가가

100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가 상승은 가히 천문학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남한의 지가를 흔히 거품 지가라고 하면서 그것이 생기게 된

배경에 해 여러 연구가 있었다. 먼 그 연구들에 해서 에서 도출된

식을 근거로 하여 비 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로, 손재 은 지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통화량 증가를(손재

1993) 둘째로, 정희남․김창 은 경제 성장률(정희남․김창 1997)을 지목

했다. 융 부문을 장악한 남한의 통화 기조는 인 이션 정책이었다. 손재

의 연구처럼 막 한 차 과 축률을 상회하는 투자를 기조로 한 통화 정

책은 공 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 수요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지가가 폭등했

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할 수 있다. 정희남․김창 의 주장처럼 인구 성

장과 경제 성장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토지의 가치 증가분과 토지 자체의 가치를 상당 부분 조세로

환수할 수 있었다면 통화량 증가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지가 상승은 발생하

기 어려웠을 것이다. (식 3-4)에 따르면 요인들은 미래 지 의 합을 증가

시켜 당연히 지가를 상승시키지만, 이것과 함께 실제 지 R t
의 상당부분

을 조세로 환수하 다면, 다시 말해 k 를 1에 근 시켰다면 지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높은 지 에 비해서 토지 련 조세율이 상당히 낮았

기 때문에 증가된 통화량이 토지 자산으로 집 되고 결국 지가 폭등을 래

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 (식 3-4)에 따르면 통화 팽창과 경제 성장은 지

가 폭등의 결정 변수로 보기 어렵고 하나의 매개 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두 번째로 이진순은 남한의 거품 지가의 원인을 치 융과 토지 련

38) 이에 해 김정호는 토지 보유 과세를 높이면 즉, k 를 1에 근시키면 지방 재정이 증

가하여 실제 지 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확언할 수

없다고 하 으나(김정호 1997: 109-18), 연구자는 증가한 실제 지 에도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면 지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82

조세의 합작품에서 찾았다. 치 융 하에서 이자율 정책, 통화 팽창 정

책으로 시장에서는 만성 과 수요가 존재하 고 융 시장에서 한

자산 증식 기회를 찾을 수 없는 자 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지가 폭등이 발생했다고 그는 설명한다(이진순 1995: 76-80).

먼 이것은 지가 공식 (식 3-4)에 근거했을 때, 첫 번째의 주장보다는 더

본질에 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술했다시피 보다 일차 인 요인은

토지 련 조세의 낮음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토지 련 조세율이 높

았다면 높은 지 차액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이자 정책으로 투자 처를

찾지 못했던 자 이 토지 시장으로 몰리는 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의와 련해서 권미수의 논문은 여겨볼 만 하다. 그는 남한의

토지 련 조세에서 양도소득세와 토지 보유세가 지가에 미치는 향에

해서 분석하고 남한의 지가 형성에서 두 조세가 설명할 수 있는 범 는

1-14% 라고 하 다. 물론 그의 논문에서 손재 이 언 한 요인인 통화량의

지가 설명 범 가 20-60%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남한이 세계 으로 가장 낮

은 토지세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

라 생각된다.39) 그는 토지 련 조세 토지 보유세가 지가에 미치는

향은 즉각 이었다고 하 는데, 이에서 우리는 만약 토지 보유세가 상당히

높았다면 지가에 미치는 그것의 향은 거의 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

다(권미수 1997).

요컨 지가 변동은 통화량, 경제 성장률, 인구 변화, 이자율, 토지 련

조세율 모두에 향을 받지만, 보다 선차성을 갖는 요한 변수는 토지 련

조세의 높고 낮음이다.

3.1.3 지가 상승은 고비용․ 효율 구조와 경제력 집 의 원인이다.

필수 인 생산 요소로서 토지는 각종 경제 지표에 큰 향력을 미친다. 본

에서는 고지가가 고비용 구조인 고물류비용, 고임 , 고 리와 효율 구

조인 취약한 융 시스템과 기업의 비효율 투자, 그리고 경제력 집 의 원

인이 되는 것에 해서 분석해보도록 한다.

첫째로, 고지가의 원인은 앞에서 언 했듯이 토지세율의 낮음에서 비롯된

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고임 에 해서 해리슨(Fred Harrison)은 고지가로 인한 주택가

격과 임 료 상승이 고임 의 직 원인이라고 주장하 다(Fred Harrison

39) (표 3-1)에 따르면 남한의 토지 보유세는 토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1/1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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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61-9). 하지만 토지 투기로 인한 고지가의 향력이 가계를 압박하는 것

은 주택 가격 상승만이 아니다. 고지가가 형성되어 그만큼 상품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 상승은 어 보

면 자연스러운 상이다.40)

셋째로, 토지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은 고물류비용의 원인이 된다. 한 국

가의 산업이 발 하기 해서는 도로와 항만 같은 각종 사회간 자본에 막

한 공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가가 높다면 도로와 각종 사회간

시설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은 당

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토지 투기로 인한 고지가는 고 리의 원인이 된다. 이 계에

해서 개 니(Mason Gaffney)는 토지 가치의 투기 상승이 융 기 의 토

지 담보 출의 행을 만들어 낸다는 에 주목하여 다음 몇 가지 요한

사실들을 밝 냈다.

첫째, 토지 담보 출이 일반화될 경우 토지 가치와 출은 상호

진 인 계에 놓이게 된다. 즉 토지 가치의 상승은 출을 증

가시키고 출의 증가는 다시 토지 가치를 상승시킨다.

둘째, 출 은 종종 더 많은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셋째, 출은 한계 생산성이 아니라 담보의 안정성에 기 하여 이

루어진다. 이것은 자 배분의 효율성을 해한다.

넷째, 토지 가치의 변동에 의존하는 출의 흐름은 매우 불안정하

여서 거시 경제 불안정성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한다.(Mason

Gaffney 1994: 89-94. 강수․한동근 pp. 131 - 32에서 재인용)

이런 과정을 거쳐 융이나 생산 부분으로 유입되어야 할 자본이 토지로

몰리면 융 부분에 자본 공 이 어 리가 높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효율 구조인 취약한 리 시스템과 기업의 비효율 투자는

의 설명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은행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장래성을 보

고 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담보 능력을 기 으로 출할 경우, 토지 가

치가 상승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토지 가치가 갑자기 폭락하는 시기

에는 융 기 의 부실화는 필연 이다. 그리고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고 연

구 개발하는 데 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함께 지 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심

지어 이윤보다는 지 를 추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진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을 통한 이윤 추구보다 지 추구가 훨씬 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40) 이와 련하여 정희남․김창 은 지가 변동에 가장 큰 향을 받는 변수로는 물가 수

에서 특히 생산자 물가라고 하 다(정희남․김창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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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지가는 경제력 집 을 가속화시킨다. 고지가와 고이자는 일

단 신규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반면에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산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게 할 수 있는

것은 개 니가 말했듯이 융 기 들이 토지 담보 출을 하기 때문이다. 이

런 연결 고리를 거쳐 고지가는 소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기업의 생장에 장

애가 되고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한다. 지 까지의 논의를 도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토지 세율과 고비용․ 효율 그리고 경제력 집 과의 계

3.2 남한에서 토지 련 조세의 내용과 그것의 향

3.2.1 남한의 토지 련 조세의 실과 국제 비교

남한에서 토지에 한 본격 인 심은 경제 성장이 한창 진행 이던

1967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정희남의 지 처럼 높은 경제 성장은 생산 요

소로서의 토지 수요의 증을 가져왔고 그 결과 지가는 폭등하 다. 이 때문

에 정부는 토지 투기 때마다 억제를 한 많은 조치들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다. 그 동안의 정부의 정책은 투기 억제와 부동산 경기 부

양이라는 상반된 정책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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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토지 련 조세의 높고 낮음이 지가의 결정 변수라고 보아,

실제로 남한에서 토지의 성장 차익을 환수하는 양도소득세와 토지 보유세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3.2.1.1 양도소득세를 통한 개발 이익 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도소득세는 1967년 “부동산 투기 억제에 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부동

산 투기 억제세로 제정되었다가 74년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로 개편된

이후 수 차례의 법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본

래의 목 인 투기 억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것이 일반 이다

(김태동․이근식 1991; 이진순 1990; 이욱 1988; 김지 1985). 그런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범 한 비과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과세 감면이 범 하게

허용됨으로써 조세 회피 통로가 워낙 넓고, 더구나 융 거래의 실명화가 이

루어지지 않아 세무 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포착하기 어려웠다. 부동산 경기

의 침체기에 비과세 감면 제도는 빈번하게 확 되어 왔고, 비 칭 으로 부

동산투기 붐의 시기는 주로 행정 규제 강화로 응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시키지 않았다. 이런 결과 양도소득세의 투기 억제 기능은 제 로 작동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토지의 실거래가액 악이다. 그러나 거래 가액

의 악은 내무부( 행정자치부)의 과세지가 표 액을 기 으로 하 는데,

실제로 이것은 거래가액의 20% 수 에도 못 미치는 수 이었다(김 추

1989: 58-9). 이런 이유는 비과세의 범 가 넓은 것에서도 기인한다. 범한

비과세 감면 제도는 세무 당국의 과세 상 포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거

래 가격 상호 검증 메커니즘을 약화시켜 과세 표 의 과소 신고 포착을 사

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남한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30%에서 최고 60%이며, 특별 부가세

의 세율은 25%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갖가지의 비과세

감면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고 과표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 세제는 실제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 다(김태동․이근식 1991: 139). 이는 75년에 양도소

득세로 흡수된 것이 약 40억원으로 총자본 이득의 3.3%만이 환수되고

96.7%는 환수되지 않았다는 것과, 부동산 투기 붐의 정기 던 78년 양도

소득세수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 은 1.5%에 불과하 다는 데에서 잘 드

러난다(이형호 1985: 17). 결국 남한에서 양도소득세를 통한 개발 이익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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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토지 투기 억제는 실 되지 못한 것이다.41)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본래의 목 과는 다르게도 작용하 다.

토지 거래에 의해서 실 된 증가분에 하여 과세하고 발생된 증가분에

하여는 과세를 유보하기 때문에 토지의 장기 보유를 유인하고 토지 공 을

제약하여 지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래하기도 하 다.

3.2.1.2 실제 토지 보유세율은 상당히 낮다.

권미수의 지 처럼 토지 보유세는 시행 여하에 따라 근본 지 와 개발과

사회 발 으로 인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환수하여 지가를 안정시키는 데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효과 이다. 그러나 남한의 토지 보유세는 양도소득세

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첫째로, 낮은 과표 실화율을 들 수 있다. 이우택에 따르면 우리 나라 토

지세제에 있어서 과세 실화율은 실제 가격의 13.7%밖에 되지 않는다. 그

리고 무엇보다 지가 표 액의 상승률은 실제 지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기 때

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과표와 실제 가격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져 토지 보유

세의 본래의 기능을 더욱 축소시키게 된다(이우택 1993: 151).

두 번째 원인으로 낮은 공휴지 세율과 폭넓은 비과세 조항을 들 수 있다.

남한의 공휴지 세율은 턱없이 낮기 때문에 토지 장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

가 없으며 특히 200평 미만의 토지에 하여는 공용 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아 도시 지역내의 부분의 택지에 한 투기가 오히려 조장되는 결과를

래하 다. 한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비과세 조항은 기업들

로 하여 토지 보유세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세

기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김태동. 이근식 1991: 145).

마지막 원인으로 남한의 토지 보유세의 명목 기본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남한의 토지분 재산세는 명목 기본세율이 0.3%로서 국제 으로 단히 낮은

수 이다. 이것은 국제 으로 재산세의 명목세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지 되

고 있는 일본의 고정 자산세의 명목 기본세율 1.4%의 1/4 수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진순 1990: 61). 더더욱 낮은 명목세율과 비 실 과

세표 을 종합해서 계산해보면 시가기 실효세율은 0.02% 안 에 불과하

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41) 이우택에 따르면 1990년도에 양도소득세의 자본 이득 환수율은 0.6%에 불과하 다(이우

택 199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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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남한과 다른 국가들의 토지세율과 지가의 비교

술했다시피 토지 가격에 가장 향을 많이 끼치는 토지세의 항목은 토지

보유세이다. 남한의 낮은 토지 보유세 비율은 (표 3-1)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표 3-1) 각국의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1987년)

국가 남한 미국 일본 만 서유럽

실효세율 0.027% 1-2% 0.2% 1.5-7% 2%

자료: 김창호(1991), p. 45; 류 열(1989), p. 89( 만)

일본의 1/10밖에 되(표 3-1)을 보면 남한의 실효세율은 토지 문제로 심각

한 문제를 겪어 왔던 지 않고 다음에서 경제력 집 문제를 비교할 만과

의 차이는 무려 75배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낮은 토지세 비율은 곧바로 지

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확연하게 나타내주는 지표는 지가총액
GNP

지수이다.

(표3-2) 각국의
지가총액

GNP

남한 일본 랑스 독일 국 미국

1975 1.7 1.0 0.6

1977 2.3 0.9 1.1 0.9 1.0

1985 8.0 2.9 0.9 1.1 1.6 1.1

1989 9.2 6.5 2

자료: 이진순(1995) p, 32, 96; 김태동(1990) p. 32(남한 1985, 89)

이진순에 따르면 1990년의 남한의
지가총액

GNP
은 9.6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

하고 있다고 한다.42) 일반 으로 1980년 말의 남한 경제 수 이 일본의 70

42) 김태동은 이 같은 지수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그것은 량의 유량에

한 비율이므로 그 경제의 량화 정도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에 비하여

높은 것이 정상이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물론 국, 덴마크 등 소한 국토를 가진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이 비율이 2배를 넘는 나라는 없다. 둘째, 식을

지가총액

GNP
=

지가총액
국토면적 /

GNP
국토면적

으로 보면 이 비율이 타국에 비해 높다는 것은 단

면 당 지가를 토지 생산성에 비해 비싸게 지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의 토지

비용을 높이고, 제조업 등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의 수익성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번째로 이 식을
지가총액
GNP

=
지가총액

인구 /
GNP
인구

로 놓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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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 이라고 하는데, 당시 일본의 지가는 GNP의 2배 정도에 불과하

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남한의 지가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풀려진 지가는 거의 불로소득이다. 다음의 (표

3-3)에서 그 불로소득의 규모가 확인된다.

(표 3-3) 지가 련 지표와 불로소득의 규모

주요도시지
가 상승률

국
지가총액
(단 : 조원)

A B C
A/C
(%)

B/C
(%)

1980 17.0 413.5 40.3 15.9(12.6) 36.7 43.3

1981 7.2 428.0 28.8 8.8(6.1) 45.5 19.3

1982 5.6 451.0 23.1 5.5(4.1) 52.2 44.2 10.5

1983 31.7 534.0 83.5 13.1(11.7) 61.7 1.35 21.2

1984 21.6 605.0 70.5 18.4(17.1) 70.1 1.00 26.2

1985 7.8 647.0 42.4 13.7(11.4) 78.1 0.54 17.5

1986 6.4 694.0 47.2 11.2(9.7) 90.6 0.52 12.4

1987 13.9 796.0 102.0 16.4(14.6) 106.0 0.96 15.6

1988 29.8 1,014.0 219.0 40.3(35.7) 126.2 1.73 31.9

1989 30.5 1,339.0 324.5 53.5(47.7) 141.8 2.28 37.7

1990 1,614.0 274.8

주: A = 발생 자본 이익; B = 실 자본 이득, 호는 도시 실 자본 이득;

C = 경상 GNP; B, C의 단 1조원

자료: 주요 도시지가 상승률 = 이진순(1990) p. 63

국지가 총액, A = 김태동(1993) p. 62

B, C = 이정우(1991) p. 338

(표 3-3)에서 발생 자본 이익이란 지가의 상승으로 발생한 차액을 말하며

실 자본 이익이란 발생 자본 이익이 거래를 통하여 실 된 것을 말한다.

1980년 는 지가 성장 정체기와 폭등기가 혼재하던 기간이었는데, 정체기에

도 실 자본 이익은 GNP의 10%가 넘었고 폭등기에는 무려 40% 정도가

되었던 데에서 우리는 불로소득의 규모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사람에게 평균 으로 돌아가는 땅값이 1인당 소득에 비해 높아서 주거용으로 토지를 구입하

려 할 경우 남한국민은 외국인에 비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태동 1993: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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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고비용 구조의 내용

3.2.2.1 임 과 리의 국제비교

(표 3-4, 5) 에서 보는 것처럼 남한의 노동 비용은 1990년까지는 비교 국

가들에 비해서 낮았지만, 1995년에는 경쟁 국가인 만, 싱가포르, 홍콩보다

높게 나타난다. 리는 1990년 이후로 다른 국가보다 상 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강수․한동근의 연구에 따르면 지가와 임 그리고

지가와 리의 변동은 연동(聯動)됨을 알 수 있다.43)

(표 3-4) 노동 비용의 국제 비교

남한 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미국

1985 1.23 1.50 2.47 1.73 6.34 13.01

1990 3.71 3.93 3.78 3.20 12.80 14.91

1995 7.40 5.82 7.28 4.82 23.66 17.20

주 : 제조업 노동자 기 , 시간당 임

자료: 강수․한동근(2000) p. 141 재인용

(표 3-5) 남한과 각국의 리 비교

남한 만 싱가포르 국 일본 미국

1990 16.4(7.8) 7.75 11.1(1.6) 6.9(3.8) 7.7(2.3)

1995 13.8(9.3) 7.1 5.63 6.8(3.4) 1.8(1.8) 5.4(2.6)

주 : 호 안은 실질 리, 남한의 경우는 회사채 3년, 싱가포르는 은행간

리(SIBOR), 다른 국가는 국채 5년물 기

자료: 강수․한동근(2000) p. 141 재인용

3.2.2.2 물류비용의 국제 비교

지가의 폭등이 고물류비용의 직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물류비용이란 화물 유통 즉 운송, 보 , 포장, 하역, 정보 일반 리

에 필요한 제반 경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운송 비용이 체 물류

비용의 65%를 차지한다고 한다(이용재 1996: 6). 그러므로 물류 비용을 약

하기 해서는 기업의 자구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간 자

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상품의 원가가 높아져 결국 국가

43) 자세한 내용은 ( 강수․한동근 2000: 142, 145)의 그림 4와 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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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에 지장을 래하게 된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사회간 자본 시설 확충 에서 도로 건설 비용은 고

지가로 인해 그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6) 고속도로 건설비용 상승 추이 1969-1993

고속도로 명 공사비(1억 원/km) 공연도

경 부 선 1.0 1970

동 1.4 1975

부 마 15.0 1981

부 29.0 1987

교 - 구리 103.4 1992

서 해 안 214.0 1993

구리 - 퇴계원 270.0 1993

자료: 정희남(1994) p. 29에서 부분 인용

이진순에 따르면 용지 보상비가 고속도로 체 건설비에서 차지하는 비

은 경부고속도로가 10%에서 최근 수도권의 경우는 9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진순 1995: 13). 고지가로 정부의 사회간 시설 건설 비용이 증가하게 되

면 정부는 그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게 되면 기

업의 물류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음의 표에서 잘 드러난다.

(표 3-7) 물류비용의 국가간 비교 (1994)

남한 일본 미국

매출액 비 물류비용 14.3 8.84 7.72

자료: 이용재 (1996) p. 11에서 일부 인용

더욱 심각한 사실은 다른 선진국과 남한의 수출 경쟁국의 경우 물류비용

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데 비하여 남한은 거꾸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이용재의 조사에 따르면 남한의 총 물류비용은

1984년 11조 3.000억 원에서 1994년 47조 7,000억 원으로 약 4.2배 연평균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용재 199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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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효율 구조의 내용

자본은 스스로의 규모를 키우는 것 즉, 축 이 지상 사명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축 방법은 부분 이윤 추구지만 지 를 추구하는 것이

손쉬울 때는 이윤과 지 를 함께 혹은 이윤보다는 지 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는 지 가 이윤보다는 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토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남한에서 이런 상은

흔히 목격된다.44) 이런 사실은 남한 기업이 토지에 한 투자를 증가시켰다

는 것과 보유 토지에서 비업무용 토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서 입

증된다.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체 제조업의 자산 규모는 1978년에 비하면

16배 증가한데 비해 토지 자산은 30배로 증가했고, 토지에 한 투자는 체

투자 비율의 상승보다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기업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체 토지에 한 비율은 무려

43.3%가 된다고 하는 데서(정희남 1993: 373), 우리는 남한 기업의 부분이

이윤과 지 를 동시에 추구했음을 엿볼 수 있다.45)

그리고 개 니가 지 했던 것처럼 남한의 토지 신화는 은행으로 하여

토지 담보 출을 선호하게 했고, 역으로 은행의 이런 행은 기업의 출을

한 비업무용 토지 보유 경향을 진하는 결과를 낳았다.46) 이런 상호작용

때문에 융시스템은 더욱 취약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제불황으로 토지가치

가 폭락했을 때 융기 의 피해는 막 하 다.

44) 정희남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에서 1977-90 동안 오직 생산에 투자한 사람은 3.3배의 축

을 이룩한 반면, 같은 기간 토지에만 투자한 자는 21배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었

다고 한다(Hee-Nam Jung 1993: 163).

45) 이를 시정하기 해서 남한 정부가 1990년 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

지에 해서 강제 매각 방침을 발표했을 때, 기업 표들은 그 방침을 완화시키기 해서

많은 로비 활동을 했다고 한다(Hee-Nam Jung 1993: 373-5).

46) 정희남에 따르면 융 기 의 담보 출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나, 1990년 에도

출의 50%는 담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담보물 에서도 특히 토지 등 부동산을 선

호하고 있다고 한다(정희남 199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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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남한에서 자산과 투자의 증가 경향, 1978-90

(1978 = 1.00)

자산 증가 배수 투자액 증가 배수

체자산 토지자산 체투자액 토지투자액

체 제조업 16.1 30.0 13.4 21.5

기업 14.1 26.0 11.6 16.0

기업 36.1 65.6 34.5 104.9

수출산업 11.2 20.3 10.8 13.0

내수산업 18.8 35.1 14.5 25.4

화학공업 20.8 38.2 15.3 24.1

경공업 11.1 22.8 10.3 19.0

자료: 정희남(1993) p. 136 재인용

3.2.4 고지가와 경제력 집 : 만과의 비교

흔히 남한의 경제발 을 ‘ 융 부분을 틀어 쥔 국가가 목표(target)를 달성

하기 하여 정책 으로 일부 기업(재벌)을 육성한 결과’라고 요약한다.47) 국

가는 자신의 정책에 호응하고 따라오는 기업에게 각종 융 세제상의 특혜

를 주었고, 그 기업은 재벌로 성장하 다. 반면에 국가의 심에서 벗어난

소기업과 신규 기업은 그만큼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남한에서 발견되는

경제력 집 은 바로 이런 과정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의도 여부와 상 없이 수많은 결과(effects)

를 생시킨다. 그 에서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토지 문제와

련해서 분석해 보면 국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낮은 토지세 정책은

기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의 규모를 더욱 크

게 키우는 데 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은 상 으로 높

은 토지세율을 용시킨 만과의 비교로 더 분명해진다.48)

연구에 따르면 ‘ 소기업의 천국’으로 불리는 만의 기업 구조는 국가의

47) 남한의 경제 발 에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이었다. 사회주의 권에서 발견되는 계획

경제는 아니지만 국가는 경제에 깊숙이 침투하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호응하는

기업을 집 육성하 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가장 막강한 향력을 발휘했던 분야가 바

로 ‘ 융’이었다. 국가와 융간의 계에 한 자세한 분석은(Woo Jung-en 1991)을 참

고하라.

48) 남한과 만은 여러 가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비교 상이 되

어왔다. 먼 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다는 것, 토지 개 , 미국의 향 권 아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와의 치 등의 동일한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수입

체 산업화에서 수출 진흥 정책으로 정책 환한 시기도, 그리고 좁은 국토 면 에 높은

인구 도도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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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한다(임석

1997: 100-102). 이와 련해서 동아시아의 경제 발 을 국가 심 발 으

로 간주하는 웨이드(Robert Wade)도, 만에서 소기업에 한 은행 출

의 기회는 었고, 주로 소기업은 남한처럼 사채 시장(curb market)에 의

존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계는 냉담했으며, 일본처럼

직 고 리들이 사 기업에 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지 한

다(Robert Wade 1990: 161, 256). 더 나아가 박윤철은 ‘ 만 지의 많은 경

제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만 국민당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 혹은

자본에 편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헤치고 있다’고 한다(박윤철 1998:

54).

술하 다시피 신규로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가장 요한 것은 창업

비용의 많고 음이다. 창업 비용은 주로, 공장 부지 구입비 혹은 임 료, 자

본재 구입비, 임 , 그리고 낮은 이자율 등에 향을 받는데, 지가가 높게 되

면 와 같은 열거 항목들의 지표는 높게 된다. 그러면 남한과 만의 토지

세율의 차이와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업 구조를 개략 으로 살펴보자.

우선 (표 3-1)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두 국가에서 지가에 가장 직 인

향을 주는 토지 보유세는 남한이 0.02%인데 반해 만의 그것은 1.5% 이

상이다. 그러니까 만이 남한의 75배가 넘는 것이다. 남한은 개발 이익

을 환수하기 해서 마련한 양도소득세가 자본 이익의 0.6%밖에 환수하지

못한 반면, 만에서 이와 유사한 토지증치세49)는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조세로 흡수했다. 실제로 만에서는 토지세에서 토지증치세가 차지하는 비

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남한과 달리 지방 자치단체가 매년

과표를 시장지가에 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류 열 1989: 95). 이런 결과로

만의 경우는 남한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지가 상승을 보 다. 남한은

1967-82년 사이에 지가가 186배 증가했지만 만은 9배에 그쳤다.50) 그리고

만은 남한에 비해 GNP, 통화량,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 한 지가의 상승

배수도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박 철․김동원 1985: 157). 다음의 (표 3-9,

10)은 남한과 만의 산업 구조가 두 국가가 한참 고도 성장 기간을 거치면

서 역 되는 상을 보여 다.

49) 토지증치세에 한 만의 정책의 기원은 손문의 민생주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손문은

미국의 헨리 조지에 향을 받아 토지가치의 상승이 공동체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

문에 사회의 것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 다. 기본 으로 이를 계승한 만

정부는 토지에 한 권리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평균지권의 원리를 조세에 용시켜왔

다 (박종 1994: 164; 임승권 1988: 33).

50) 지가가 반 되는 표 인 가 주택 가격인데, 이국 에 따르면 만의 주택 가격은 남

한의 1/4에 불과하다고 한다(이국 199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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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500인 이상 고용 기업의 비율(1966-1981)

남한 만

1966 25.7 34.7

1971 35.6 36.1

1976 45.1 26

1981 40.5 27.5

자료: 임성학(1998) p. 115 재인용

(표 3-10) 남한과 만의 소 제조업의 상 인 치(1981)

체기업(A) 소기업(B) B/A(%)

남한 869,854억 원 291,922억 원 33.5

만(제조업) 100057.8억NT$ 92834.6억NT$ 91.78

자료: 여운승(1983) p. 79에서 재인용

1960년 를 지나면서 교차되는 두 국가의 지표는 높은 토지세에서 비롯되

는 지가의 안정이 경제력집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잘 나타내 다. 이

런 상은 1980년 후반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3-11) 국내 총생산에 한 10 기업 생산의 비율(1987)

10 기업 생산비율 나머지

남한 63.5 37

만 14.3 86

자료: 임성학(1998) p. 115 재인용

물론 와 같은 결과들을 모두 토지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만이 아무리 기업 우선 정책을 취했다 하더라도 남한의 그것

보다는 훨씬 약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남한의

기업 우선 정책이 높은 토지 련 조세율과 병행했다면 이같이 극심한 경제

력 집 상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측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토지세로 인한 낮은 지가와 임 료는 소기업과 신규 기업 진

출 자에게 만에서처럼 은행이 아니라 면식 있는 사람들을 통한 자본 조달

을 훨씬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51)

51) 주성환과 웨이드에 따르면 만 소기업의 자본은 은행이 아니라 부분 면식 있는 친

척이나 주 에서 조달했다고 한다. 기업 비 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이 은행에

서의 출 비율은 30%도 안 되었다(주성환 1998: 22-3; Robert Wade 199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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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일을 향한 남한의 정책 변화 방향: 지 조세제

지 까지 2장에서 토지 가치의 사유화는 노동 소유권론, 인간의 자유 그리

고 공동체성의 증진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 고, 3장에서는 토

지가치의 사유화 정도가 가장 두드러진 남한의 경제 발 과정을 토지의

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토지의 본래 인 가치와 토지가치

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 규범 ․실제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남한에서 노직의 ‘교정의 원리’와

칸트의 토지 사용에서 배제 당하는 사람의 ‘동의’의 의미로서의 지 환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구자는 이것의 방법으로 가장 합한 것이 김윤상 교수가 제안한『지

조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앞에서 언 했듯이 헨리 조지(Henry

George)에 의해서 처음으로 창안된 것이다. 조지가 제시한 정책은 토지의

지 를 100% 과세하고 이윤과 임 에 부과하는 조세를 철폐하자는 “토지

가치세(land-value taxation)” 던 반면에, 김윤상 교수의 『지 조세제』는

지 를 모든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두 정책이 지향하

는 바는 같다.52) 이 방법은 제도의 실행 측면에서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소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수익권만 환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새로 제도를 만

들 필요 없이 행 토지 보유세의 세율을 실질 지 를 환수할 수 있는 정도

로 높이면 되는 간편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토지 국유화와 계획

분배가 가져오는 많은 폐단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장에서 언 했던,

노동소유권 존 , 인간의 사회․경제 자유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성의 증

진 등 소유권이 만족시켜야 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제도는 지가를 0으로 만드는 것, 토지 소유자가 지가라는 목돈을 지불하

는 신 분납하는 것, 잠재 지 를 징수하여 토지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다른 조세가 기 때문에 생산의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것 등의 많

은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53)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 조세제』는 남한경제 활성화뿐만 아니

라 통일을 향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새로운 통합이라는 에서 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이 함의에 해서는 4장에서 북한의 토지재

산권 처리 문제와 이후의 개 방안을 논의한 후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52) 자세한 내용은 (H. George 1997: 6권; 김윤상 2001: 41).

53) 지 조세제의 효과와 의문에 해서는(김윤상 2002: 121-24; 김윤상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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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의 변화 방향

통일 후 북한 토지에 한 논의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월남자

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통일 이후의 북

한 토지의 소유 방식에 한 것이다. 연구자는 본 장에서 재의 북한 토지

를 원소유자에게 반환 혹은 보상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과, 북한 토지의 소

유권은 재처럼 국가에 두면서 토지 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규범

측면과 정책 측면에서 가장 합하다는 것을 제안하려 한다.

4.1 원소유자 처리 문제

아마 통일 후 처리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 토지에

한 원소유자들의 요구에 한 것이다. 김민배의 조사에 따르면 월남자의

35.1%가 통일 이후 소유권 반환을 19%가 보상을 그리고 34.2%가 원상회복

을 주장할 것이라는 데에서 견되듯이(김민배 1995: 172), 만약 통일 에

이 문제의 처리 기 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통일 후 많은 어려움이 발생

하리라 상된다.54)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분명한 원칙이 세워

지지 않는 정치 결단의 험성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는 소유권 논

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 ․정서 측면의 큰 손해가 상

되기 때문이다.

원소유권 처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사 소유권의 신성함을 최고

의 논거로 제시하는 반환, 반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한 보상, 그리고 재

국유화가 그것이다.55) 다음에서는 정책 , 규범 측면에서 반환과 보상의

불가함과 재 국유화의 타당함을 논증해보도록 한다.

4.1.1 반환과 보상의 정책 측면 검토

4.1.1.1 원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하다.

54) 그러나 엄 하게 말하면 월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월북한 사람들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소유권 문제는 북한 토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게 보면 통일 이

후에 토지 소유권 분쟁은 남북한 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이승길 2001: 124).

55) 몰수 토지 처리에 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한 로는 (조 진 1999: 886-89) 참

조. 이것에 해 양승종은 체 으로 법학자 계열의 들은 법규범 우선론을 내세워 반

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 손실과 혹은 효율성을 고려한 부분 인 보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과학자들과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재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

인 보상이나 반환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양승종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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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측면에서 반환과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토지 소유권 확인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통일 독일

의 경우를 보면 그 어려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동독은 북한과 달리

토지 개 이 의 등기부를 그 로 보 한 상태에서, 토지 개 을 통해 소유

권을 새로 획득한 사람에 해서는 등기부에 첨기(添記)했을 뿐이었다. 이것

은 등기 변경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다. 동 농장의 집단화 과정도 각 개인

의 토지를 동 농장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서독이나 자유 세계로 떠

난 사람의 재산도 제3자에게 분배하기보다는 국유 재산으로 리해왔다(최

상철․이 성 1998: 22). 이 게 보면 통일 독일의 반환과 보상의 과정은 순

조로울 것으로 상되지만, 결과는 그것과 반 로 엄청난 혼란과 행정 수요

를 유발시켰다. 동독지역은 소유권반환의 원칙에 따라 통일 이후 223만 건의

부동산 반환소송이 제기되었는데, 96년 3월까지 이 가운데 63%만이 처리되

었다. 반환소송의 폭주와 행정처리능력의 한계(1년에 25만건) 때문에 반환소

송들은 2000년 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이상 1998:

61-62). 주지하다시피 이것으로 통독은 큰 경제 ․정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동독보다 철 한 사회주의를 지향한 북한은 등기부를 모두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북한측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인시켜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상 없다. 이 게 되면 토지 소유권의 입증 책임은 으로 원소유자에 달려

있게 되는데, 문제는 원 소유주가 소유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상 토지의

수많은 형질 변경은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들과

동독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반환은 실 으로 어렵다고 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사실은 실제로 자신의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

서를 소지한 사람은 체의 8.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김민배 1995: 170).

이것은 소유권 확인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반면에 행정 소송 건수를 증가

시킬 것을 상하게 하고,56) 이것은 다시 다음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4.1.1.2 반환으로 래되는 북한 주민의 정서 상처와 경제 손실은 막 하다.

반환 원칙은 필연 으로 원소유자와 이용자간의 립과 반목을 가져온다.

동독의 경우 이런 이유 때문에 동독의 마지막 총리 던 드 메지에르

(Maiziere, Lothar de)는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잘못은 토지 재산권 문제의

졸속 처리 다’고 고백한 바 있다(이성희 1998: 49).57) 동독과는 달리 생존의

56) 김민배․최민경은 통일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일 한국에서 최소한 100만 건 이

상의 토지 소유권 반환 청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았다(김민배․최민경 1993: 181).

57) 토지소유권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동독시민들은 서독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의롭지 못한

요구에 엄청나게 시달려서 차라리 옛날 동독치하의 독재가 낫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 다(고 진 199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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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해결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통일에 한 기 를 고려해 본

다면,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오는 북한 주민의 정서 배신감은 상하기 어

렵지 않다. 이런 것에 한 상을 더욱 가능 하는 것은 반환의 규모이다.

정 화에 의하면 토지개 당시 몰수당한 토지는 총 토지면 1,820,000정보

1,008,178정보인데, 만약 원소유자의 몰수당한 토지소유권을 반환하려고

한다면 북한 토지의 60% 이상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정 화 1999: 19).

그리고 반환의 원칙은 의 원 소유주의 처리 과정에서 오는 많은 혼란으

로 투자가 축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통독이 통일 직후에 많은 경제

어려움을 겪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통일 당국은 원소유자 반환을 통

하여 소유권 구조를 일원화하고 동독 지역의 사유 재산 제도를 신속하게 확

립하고자 하 지만, 결과는 오히려 소유권에 한 분쟁을 불러 일으켜 사유

화가 지연되었다. 신탁 리청이 리하고 있는 기업에 해서도 토지 건

물에 한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은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 말려들 것을 염려하여 기업 매입을 주 하게 되었고(양승종 1998:

26-7), 이미 사유화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소유 계가 불투명했기 때문

에 은행으로부터 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고 진 1993: 44).

동독에 비해서 북한지역의 경제 낙후를 고려하면 통일 이후 투자가

실한 상황이다. 국내외의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유리

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반환으로 상되는 수많은 토지 소유권 분

쟁은 투자에 인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4.1.1.3 보상은 조세 항을 불러온다.

원소유자의 반환으로 상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 많은 학자들은 보

상의 원칙을 내세운다. 왜냐하면 보상은 원소유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용

자의 생활 보장 그리고 신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장 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정 으로 조세 항

에 부딪칠 수 있다. 그리고 더 더욱 난감한 것은 정부가 이 항에 직면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왜 과거의 불법 행 를 재의 우리가 보상해야 하는가, 왜 원소유자들의

사유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는 반면, 재 납세자들의 사유 재산은 침해받

아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 했을 때 정부는 딜 마에 빠지게 된다.

이런 항의 가능성을 충분히 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상의 규모이

다. 류해웅의 연구에 따르면 체 보상액은 미화로 환산했을 때 약 1천 4백

6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을 입증



99

할 수 있는 원소유권자의 비율을 체 보상액 규모의 10-30%로 가정해보면

그 규모는 13조-39조 원이 된다고 한다(류해웅 1998: 86). 이런 규모는 통일

비용에 한 부담을 더욱 가 시킬 것이다. 실제로 동구 국가들은 동독을 답

습하지 않으려고 부분 인 보상 원칙을 내세웠으나 이 방안 한 국민의 조

세 항에 부딪쳐 많은 어려움에 착하 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양

승종 1998: 29).

와 같은 정책 측면에서 보면 반환과 보상 원칙에 한 다음과 같은

타 안이 제시될 수 있다. 반환 보상을 시행할 때 래되는 확인 문제,

그것에서 오는 경제 손실, 심리 이질감 확산, 그리고 조세 항을 막는

범 내에서 그 원칙을 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충안은 실제로 많은 학자

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합리 으로 보이는 제안을 극

복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규범 검토가 필요하다.

4.1.2 반환과 보상의 규범 측면 검토

4.1.2.1 반환과 보상은 북한을 통일의 상 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1991년 12월에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한『남북기본합의서』와 2000

년 6월에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6.15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

은 상 방을 국이 아닌 통일을 향한 공동의 트 로 규정하고 있다.58) 다

시 말해 상 방을 독립된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1992년

이후에 둘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항상 의 합의문에 의거해서 반박

해 왔다. 이 같은 정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일 후 북한 토지를 반환 보

상하려는 것은 북한을 등한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요컨 북한을 등한 정부로 인정하는 것과 원소유권의 인정은 양립불가

능하며, 후자의 논리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북한을 괴뢰국 는 강도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두 합의문에 의거했을 때 반환과 보상의 논리는 성립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혹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문』도 역사 ․정치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환과 보상이 근거하고 있는 ‘사유 재산권’이

그것보다 상 의 개념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유 재

58)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1조에는 "남과 북은 서로 상 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 한

다.", 『6.15 공동선언문』 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

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 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 다."로 되어 있다.

http://www.koreascope.org/sub/3/eng.htm;http://www.onekorea.org/resource/

s000615.html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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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의 논리와 반환과 보상의 논리가 과연 양립하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

하다.

4.1.2.2 사유재산권은 반환과 보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2장에서 논의했듯이 소유권의 최종 단의 거는 노동이었고, 여기에서

도출된 노동 소유권론은 토지 사유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것의 근거로 토지

가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과, 토지 사유권을 인정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제한과 노동가치 부정을 가능 한다는 것을 논증하 다. 이런 주장

에 근거했을 때 사유 재산권을 토 로 한 반환과 보상이라는 주장은 원론

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서 어떤 사람은 노동 소유권론에 착안하여 ‘내가 50여년

에 빼앗겼던 토지는 나의 노동의 산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에서 보면 그는 통일 정부에 당시 토지의 가격

만큼 보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언 했듯이 결

국 통일 정부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세 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들은 같은 논리인 사유 재산권론에 입각해서 ‘보상 불가’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유 재산권을 근거로 반환이나 보상을 주장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취약하고 그들의 주장은 같은 근거로 거부당할 수 있

게 된다. 120여년 에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토지 소유권을 비 하면

서 ‘토지의 사유 재산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마치 노 를 나의 노동의

산물로 구입했기 때문에 내가 사 온 노 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주장과

같다’는 언 (H. George 1997: 349)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 으로 반환과 보상의 원칙은 정책 측면이나 규범 측면에 부 합

하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는 재 국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2 북한 토지소유권 개편 방향: 토지임 시장

원소유권의 처리가 재 국유화가 합하다고 해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재 국유화된 북한의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더

장기 이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이것에 해 논증하기 해 북한 토지

소유권의 개편 방향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에 해서 살펴본 후, 그것과 세

가지의 처리 방안과의 부합 계를 분석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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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북한 토지 소유권 개편 방향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

우선 북한 토지 소유권 개편 방향이 충족시켜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59)

첫째, 북한 토지 소유권은 효율성과 복지 증진을 효과 으로 추구하는 방

향으로 가야 한다. 소유권의 개편 방향이 복지 증진을 도외시한 채 효율성

제고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북한 토지 소유권 개편 방향은 정치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토지 소유권 개편방향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기 으로 발

생하는 토지 투기를 제거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북한 토지 소유권 개편 방향은 북한 주민에게 익숙한 제도를 택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토지 소유권 개편은 정치․사회 불안

정을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 토지소유권 개편방향은 통일비용을 이는 쪽이어야 한다.

4.2.2 가능한 개편 방향과 조건과의 계

통일 이후 북한 토지의 개편 방향에 해서 가능한 방법은 다음의 세 가

지를 들 수 있다. 재 국유화 이후 바로 사유화하는 방법, 임 제를 거친 사

유화, 그리고 2장에서 도출되는 구 『토지임 제』가 그것이다. 이 방법

들과 조건들과의 부합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안인, 재 국유화 이후 바로 사유화하는 방법은 부분의 학자

들에 의해 부정 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경제

의 효율성과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토지 사유제의 갑작스런

확장은 남한에서 이미 토지를 통해 불로소득에 익숙해진 자들에게는 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부분의 토지는 막강한 자 력을 가진 그들의 소유가 되

기 쉽다. 이 게 되면 결국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복지 증

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간 시설의 확충에도 상당한 장애를 래

할 것이므로 통일비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제도는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사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인 임 제를 통한 사유화는 갑작스런 사유화의 충격을 이

기 해서 과도 으로 임 제를 시행하고 안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제도 보

완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사유화하자는 것이다. 부분의 학자들은 갑작스런

59) 첫째, 둘째, 셋째는 (정희남 1997: 3-4)를 참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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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가 북한 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북한의 토지 시장이 발달되

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이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김갑열 1996; 김 윤

1997; 정희남 1997; 이승길 2001). 그러나 이 방안의 궁극 지향 은 사유화

이다. 이들은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체제는 재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 시장

경제이며, 자유 시장 경제는 당연히 토지를 사유화해야 하고, 다만 토지는

다른 자본과 달리 공공성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사유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방안

을 의 조건에 비추어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방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섯 번째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다. 갑작스런 사유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장치를 잘 마련하면

효율성과 복지 증진, 통일비용 축소,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사회 경제 안정

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잘 갖추어진 임 제를 실시했을 때만

가능하고 토지 사유제로 환되면 그것이 지속 으로 두 개의 조건을 만

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방안이 과연 최종 으로 북한 주민에게 익숙

할 것인가도 확언하기 어렵다. 물론 임 기간을 오랫동안 거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유화를 목표로 한 임 기간은 여러 가지 정치 압력으로 짧아질

개연성이 크다.

세 번째 방안은 2장에서 도출한 『토지임 제』이다. 이 방안은 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물론, 제도만 잘 운 하면 토지 투기 방지와 개발 이

익을 액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60) 투자한 통일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

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 것은 이 방안은 재 북한이 개편하려고 하는

방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1990년 들어서 북한은 국을 모방하여 토지

임 제도와 경작권의 사유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가 되는 것이 1993

년 제정된 ‘토지 임 법’이다.61) 이 법은 여러 가지 단 도 내포하고 있지만

임차한 부, 혹은 일부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당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진일보함도 담고 있다(임병윤 1998: 257). 최근에 북한은 논밭을

2003년부터 사용권 기한을 30년으로 하여 개인에게 분배하고 면 에 따라

세 을 농작물로 받을 정일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시장 경제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한겨 신문 8월 6일).

이 같은『토지임 제』에 해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표 으로

정희남은 이 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장 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효율

이고 경제 인지에 해서 몇 가지 조건과 의문을 제기하 다. 첫째로, 임

60) 이와 련하여 최상철․이 성은 ‘임 제는 통일 이후 방 한 사회간 자본 시설의 구축

을 한 토지 비축에 유리할 뿐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에도 용이하다’ 고 하 다(최상

철․이 성 1998: 9).

61) 최수 에 따르면 북한의 토지 임 법은 국의 「도시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재양도

잠정 조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최수 199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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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리 주체가 토지 시장에 한 폭넓은 지식과 임 토지를 효율 으

로 리하는 데 필요한 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로, 토지

시장의 변화에 즉각 으로 응할 수 있는 매우 세심한 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사유화에 비해 외부의 투자를 축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 등이다(정희남 1997: 7-8).

이런 그의 우려가 어느 정도 타당하기도 하지만, 두 세 번째 항목에 해

서 연구자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잘 갖추어진『토지임 제』는 그

토지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

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오히려 어들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보

면 토지 가치에 한 부분만 환수하고 나머지는 사유화 할 수 있도록 보장

해 주는 제도라는 데에서, 처음에 투자할 때 많은 자 을 들여 토지를 구

입해야 하는 부담감도 덜어 수 있다는 데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므로, 토

지 사유화보다 더 많은 투자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이

런 부분은 다음에서 국의 경험을 살펴볼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토지 소유권의 개편 방향에서 가장 합한

것은 세 번째 방안인『토지임 제』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북한 토지 소유권의 개편 방향

효율성
복지

사회․정치
안정

토지 투기
방지

재 북한과의
친화성

즉시 사유화 X X X X

임 제를 거친 사유화 O → △ O → △ O → X △

토지 임 제 O O O O

주: O = 매우 만족, △ = 보통, X = 불만족

다음은 북한보다 앞서서『토지 임 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이 북한의

토지 제도 개편 방향에 주는 시사 에 해서 살펴본다.

4.3 국의『토지 임 제』가 북한에게 주는 시사

4.3.1 국의『토지 임 제』의 실

국은 1978년 개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농 에서 농민에게 사용권을

주고 일종의 조세를 지불하게 하는 임 제를 시행했다. 이것은 홍콩의 토지

임 제를 모방한 것인데, 이를 통하여 국은 엄청난 생산량 증 와 세수의

확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백승기 2001: 148). 왜냐하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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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제는 공동 소유제와 자유 시장 경제를 결합시킨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

은 국가에 있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이용료만 지불하면 생산한 것은 모두 개

인 소유로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성과는 1994년 국 농민의 1인당 소득

이 78년도에 비해 9.13배로 증가했다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최상철․이

성 1998: 3). 국은 이 제도를 농 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로 확 용하 다.

도시의『토지 임 제』는 1984년에 시작하여 1987년에는 사용권의 양도,

매매, 당도 가능하게 하여 사용권 시장 형성의 장이 마련되었다. 국이

농 의 임 제를 도시로 확 한 이유는 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

하기 한 것이다(Weiain Yang Liu 1993: 59). 과거에 도시 국유지는 삼무

(三無)로 불리는 무상 배정, 무기한 사용 양도 지를 시행함에 따라 토

지를 경제 으로 활용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무한 실정이었다(백승기 1994: 688). 도시에서『토지 임 제』실시

로 국의 각 도시는 상당한 액수의 세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1992년에 상해 시는 토지로부터 100억 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주시는 92

년과 93년에 걸쳐 210원의 세입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1992년 국의 토

지 수익은 500여억원에 달했고 일부 지방은 토지를 통한 수익이 재정 수입

의 1/4, 심지어 어떤 곳은 1/2 이상이 되기도 하 다(백승기 1994: 688-92).

그러나 국의『토지 임 제』는 이러한 장 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많은 문

제 을 내포하고 있다.

4.3.2 국의 토지 임 시장의 문제 과 북한에 주는 시사

국『토지 임 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은 이 시장의 존재이

다. 이 시장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는 무상으로 임 받은 국

기업이 그것을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때문이다. 국의 많은 국

기업은 아직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받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당하다. 실제로 비 농업 건설 용지 시장 경제의 원칙에 의해 유상 설정

되는 수량은 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것은 많은 비 농업용 건설

용지와 생산 용지 업 용지가 여 히 무상 배정의 방식에 의해 배정되

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지 의 유실이 매년 3, 4천억 원에 달

하고 있다고 한다(백승기 2001: 165).

이 시장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과표가 실 시장을 반 하지 못함

에서 비롯된다.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 임 료 액이 실에서 통용되는 양

도 액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하면 국고로 환수될 많은 지 가 토지 양도자

에게 귀착된다. 실제로 국은 과표액을 매 2년마다 한번씩 수정하지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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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62) 이런 통로로 부를 축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남한에서처럼 국민들의 상

당한 불만을 사고 있다(백승기 2001: 161). Liu의 주장처럼 이런 이 시장,

즉 지하 시장을 막기 해서는 토지 사용세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상승분을

액 환수해야 한다(Liu 1993: 61).

이 같은 국의 토지 임 시장이 보여주는 장단 에서 통일 후 북한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에 투명한 토지 임 시장을 형성하기 해서 지 를 정확하

고 정 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부과는 양도인이 양수인

에게 받을 수 있는 지하 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조사와 련해서 한가

지 추가할 사실은 북한은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세율

을 곱해서 세를 거둘 필요 없이 국가가 정 하고 정확한 지 만 평가하면

된다.

둘째는 국처럼 여러 가지 외 조항을 두지 말고 모든 토지에 지 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 국은 외자 유치를 해 외국 자본에 해서는 사

용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게 하면 토지 거래시장의 투명

성은 그만큼 확보되기가 어렵게 된다.

5. 공동체 통일을 향하여

지 까지 연구자는 ‘토지가치 공유’를 합일 으로 하는 남북한 통일 방안

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가 기존의 토지에 한 통일 련 논문과 다른

이 있다면, 그것은 남한도 변화의 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

를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연구자는 토지가치 공유가 타당함을 입증하고, 이것이 통일 한국

의 토지제도의 합일 이 되어야 한다는 당 성을 논증하기 하여 토지가치

사유화에 한 규범 검토를 하 다. 검토 결과 토지 사유제는 노동 소유권

론에 배될 뿐만 아니라 인 이션, 국가의 토지 보상 등을 통하여 노동가

치 부정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 다. 토지가치의

사 소유의 이 같은 폐해는 3장의 남한의 경제 발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62) 실제로 천진시에서는 토지의 양도 가격이 2배 미만으로 증가했을 경우 자연 증가 총액에

10%만 과세하고 2배 이상 3배 이하에서는 증가분의 15%, 그리고 3배에서 4배 이상은

20%, 마지막으로 그 이상의 증가액은 증가 총액의 30%를 책정한다. 이런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은 실제로 토지가치의 자연 증가분을 액 환수하지 않는다(김상용

1995: 244-46).



106

남한의 경제 발 과정에서 토지 사유제는 기업이 이윤만이 아니라 지

와 이윤을, 때로는 이윤보다는 지 를 추구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 고, 경

제력 집 과, 고비용․ 효율 구조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에따라 연구자는 토지 사유제는 규범 측면에서 실제 측면에서

부 하기 때문에 남한의 행 토지 제도를 활용하면서 토지 가치를 액

환수하는『지 조세제』로 환하는 것이 남한 스스로와 남북한 통일을

해서 올바른 방향임을 논증하 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에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 소유권자의 처

리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국유화된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것이다.

첫 번째 원 소유자 처리에서는 반환 보상 원칙과 재 국유화 원칙이 있을

수 있는데, 연구자는 반환 보상 원칙이 소유권 확인의 불가능과, 보상에

한 조세 항 혹은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 그리고 소유권 소송으로 인한

투자 기피, 경제 침체, 심리 이질감 확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정

책 측면에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고, 규범 측면에서 그것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원칙에도

맞지 않음을 들어 재 국유화가 바람직함을 논증하 다. 그리고 재 국유화된

북한 토지는 장기 에서 사유화시킬 것이 아니라 국에서처럼 토지

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 특히 복지 증진, 효율성 확

보, 그리고 토지 투기의 원천 방지와 지 의 환수를 통한 통일비용 축소 등

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 다.

북한에서『토지 임 제』실시는 재 그것으로 큰 성공을 거둠과 동시에

많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국을 통해 여러 가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그것 에 가장 요한 것은 정부의 정확한 지 조사와 원천 징수인데,

이것을 통해 정부 재정이 토지의 가치가 개인 소유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지하 시장의 설립 기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모두(冒頭)에서도 밝혔지만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공

동체 발 과정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토지가치공유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남한의『지 조세제』와 북한의『토지임 제』는 많은 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첫째로, 남한에서『지 조세제』는 남한의 산업 발 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토지의 가격이 거의 0에 근하므로 신규 기업의 진입이 용이해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무엇보다 남한의 고질 인 병폐인 주택 가격이 하

락․안정될 수 있다. 지 가 정부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 이 커지기 때문

에 다른 부분의 조세, 를 들어 이윤과 임 에 부과하는 것을 감세 내지 면

세하면 생산의 용수철은 그만큼 더 튀어 오르게 되고 실질 임 상승과 국

민들의 삶의 질은 그만큼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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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북한에서 실시될『토지임 제』는 국에서처럼 투자의 활성화가

상되고,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고용 기회는 확 될 수 있다. 한 토지

를 이용한 생산물에서 일정 비율만 국가에 조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유

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은 큰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토지가치 공유를 통한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그리

고 통일 정부에게 유리하다. 남한의 많은 기업들이 북한의 낮은 임 료의 토

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합한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

게 되고, 이것은 당연히 북한 지역의 지 세입 증가와 고용 증 를 가져 올

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실시로 통일 정부는 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해 도로나 항만과 같은 사회간 시설을 건설하여도 토지 보상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에 한 부담감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되고, 그 비용조차도 국에서처럼 지 환수로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통일 비용의 감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런 의미에서 토지가치 공유를 통한 통일 방안은 ‘공동체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가치 공유를 심으로 하는 남북한의 통일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새로운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제도는 토지의

가치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하자는 것이므로 실질 인 의미에

서 ‘사회주의 ’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그것을 배분하는 방법이 계획이 아

니라 시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

장에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 사유제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

다 낳은 자유 시장 경제의 실 이라고도 할 수 있다.63)

이 외에도 토지가치 공유를 통한 남북한의 통일은 많은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 각각에 그리고 통일 정부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 게임(win-win game)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지 까지 논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3) 이에 한 해리슨(F. Harrison)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일반 상품

거래는 궁극 으로 노동과 노동과의 교환인데 반하여, 토지 투기는 투기자가 토지 사용

을 허락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된 부의 일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교환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토지가

치 공유는 진정한 자본주의의 석이라고 하 다. F. Harrison, 앞의 책,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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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

자본주의(남한) = 正

지 이윤 임

사유 사유 사유

사회주의(북한) = 反

지 이윤 임

국유 국유 국유

토지 임 제지 조세제

공동체 통일 방안 = 合

지 이윤 임

공유 사유 사유

지가안정→주택가격 안정

실질임 상승

신규창업 활발

통일비용 확보 수월

투자활성화 → 국가

재정수입 증
사회간 시설 확충

용이

통일비용 감

지속 경제 발

공동체성 증진

(그림 5-1) 공동체 통일방안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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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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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의 진 인 개 과 개방을 제로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 략을 제시하 다. 재 북한의 사회간 자본은

양 , 질 으로 낮은 수 이며, 이것은 북한의 경제발 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제약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 자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시설과 운 의 불안정과 비효율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 사회간

자본의 개발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효율성의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단계별 발 구도를 고려할 때, 단기 으로는 생산활동의 정상

화와 련된 에 지․교통부문의 개발이 우선 으로 필요할 것이다. 장기 으

로는 북한경제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수 있는 사회간 자본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 심형 제조업, 물류, 등 북한의 새로운 성장산

업의 발 을 뒷받침하기 한 사회간 자본 개발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체제

환국과 우리 나라의 과거 국제 력 경험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의 공 개발원조(ODA), 일 청구

권자 , 국제 융기 의 양허성 차 등을 심으로 한 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의 목표로서 외국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통한 사회간 자본의 정상화, 효율화를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력의 기본방향으로서는 ‘단계 인 국제 력의 확 ․심화’,

‘국제 력의 다각화’를 제시하 으며,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 로 보다 효율

으로 국제 력을 추진하기 한 략으로서 ‘선택 집 략’과 ‘연계 략’을

제시하 다. 이 두 가지 략에 따라 단기 으로는 국, 러시아, 우리 나라

등이 심이 되어 력, 철도, 항만 부문의 국제 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 으로는 국제 융기구의 지원을 심으로 한 국제 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 력은 북한의 지역경제 발 과 남북경 의 활성화, 동북아 경제교류 활성

화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되지만, 국제 력을 성공 으

로 추진하기 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요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력과정에서 나타날 국가간의 정치․군사 이해 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로서는 북한의 국제

력 확 를 지원하기 한 정부 민간차원의 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사

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호혜 력 계 구축

을 지향해 갈 때 안정 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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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북한은 심화된 경제 기를 극복하기 해 최근 ‘사회주의경제 리개선조치’1)

를 시행하 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물자의

원활한 공 이 필요하며, 물자의 원활한 공 을 해서는 에 지, 교통 등 사회

간 자본 부문이 제 기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간 자본의 정비와 개발은

북한이 모색하고 있는 경제 기 극복 노력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요한 과제

이며, 국제사회도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북한 경제재건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2)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은 동북아

경제교류의 활성화 측면에서 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도 교

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경 의 활성화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은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3) 이처럼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은 남북한과 국

제사회 모두에게 요하고도 의미 있는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미약한 북한의

재정능력 때문에 사회간 자본의 정비와 개발을 해서는 국제사회의 력이

필수 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 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가운데 북한경제의 재건

1) 북한은 2002년 7월부터 수매가격을 kg당 80 에서 40원으로 인상하 고, 생산직의 임 을

월 11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 으며, 환율도 달러당 2.15원에서 150원으로 실화하는 등

일련의 개 을 단행하 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의 경제개 조치 실시배경과

남북 계에 미치는 향”(서울, 2002) 참조. ‘경제 리개선조치’라는 용어는 김정일이 2001년

10월 “강성 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 리를 개선, 강화할 데 하여”라는 특별

지시를 한 데에서 연유하고 있다. 김정일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 기에 맞게 우리식의 경

제 리체계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2) 유럽연합(EU)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유럽연합은 ‘제도지원 능력구축’, ‘천연자원의 지

속 인 리 활용’ 등과 더불어 ‘신뢰성 있고 지속 가능한 운송부문(reliable and

sustainable transport sector)’에 한 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EU, The

EC-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ntry Strategy Paper(2001-2004), 2002 참조.

3)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에 큰 심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러시아, 북한, 한국간의 3자간 인 라 력이 3자 모두에게 경제 으로 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

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사회간 자본 확충은 경 과 련한 물류비용의 감과

사업성 제고라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2년 5월 실시한 남북경 교역

업체 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높은 물류비용(42.1%)을 가장 우선 인 애로사

항으로 지 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서울: 한국개발

연구원, 2002년 5월호) 참조.

4) 사 의미에서의 ‘ 략(戰略, strategy)’은 ‘ 쟁에서 승리하기 해 여러 투를 계획․조

직․수행하는 방책’의 의미를 갖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 력을 통해 경제발 을 이

룩해 가는 것이 우리 나라와 국제사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기본 인식 하에 국제사회와의

력을 통해 효율 으로 사회간 자본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 방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에서 제시될 력 략은 기본 으로 북한과 국제사회 양측에 수용 가능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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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시 한 교통, 통신, 에 지부문을 심으로 국제 력 략을 모색하

다.5) 재 북한도 이 부문의 개발을 가장 시 한 과제로 악하고 있다.6)

국제 력을 통한 사회간 자본의 개발은 기본 으로 북한 경제의 개 ․개

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가 단계 으로

개 ․개방해 간다는 경제발 구도를 가정하 다.7) 본 연구에서는 시간 범

를 단기 장기로 구분하 다. 단기는 북한경제가 부분 으로 외개방

을 하며 실험 인 경제개 을 추진하는 단계로 설정하 고, 장기는 북한경제가

외개방의 폭을 넓히고 경제개 의 범 를 확 하는 단계로 설정하 다.

2. 북한 사회간 자본의 과제

2.1 북한 사회간 자본의 실태

2.1.1 교통부문

교통부문은 북한경제의 재건을 한 물자와 인력의 이동을 직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 요성이 매우 높다. 재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은 만성

인 투자 부족으로 인해 양 , 질 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8) 북한은 화물수

송의 약 90%, 여객수송의 약 62% 이상을 철도가 담당하는 등 철도 심의 수송

체계를 구축하 는 데, 철도 노선의 98%가 단선이고, 시설의 노후화로 운행속

도는 평균 시속 40～60km 수 에 머물고 있다.9) 북한의 철도는 철화율이 약

5) 일반 으로 국가기간사회간 자본은 (1) 수송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2) 력․가스, (3)

용수․ , (4) 상하수도․환경시설, (5) 유통집배송단지, (6) 정보통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지청,『사회간 자본론-이론과 정책』(서울, 1994), p.2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간 자

본의 구성요소 가운데 수송시설과 력, 통신 등 세 가지 요소를 으로 다루었다.

6)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철도운수부문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가장 요한 부

문의 하나로 설정하고 노후시설 교체 철길보수 등 철도시설의 개건․ 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력을 석탄공업과 더불어 ‘인민경제의 생명선’ 는 ‘사회주의 건설의

선’이라고 할 정도로 그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 유럽연합은 북한을 세계경제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이북한의 사회경제 발 에 필수 인 조건이

라는 단 하에 사회간 자본에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 등 국제 융기구들도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한 지원시 시장경제화를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사회는 북한경제체제의 시장경제화를 제로 사회간 자본에 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8) 최근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을 해 북한내 철도시설을 실

사한 러시아 계자들에 따르면, 평양-원산-핫산(러시아)에 이르는 구간의 철도는 개보수 보

다는 신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악되는 등 시설의 노후가 심각한 수 이다.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 문가들은 “(TSR과 연결하기 해)북한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일은 무(無)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20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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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높은 철화율 때문에 력부족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국제철도망으로서는 해방 이 에 6개의 국 노선과 1개

의 러시아 노선이 있었으나, 재는 신의주～단동, 남양～도문, 만포～집안

의 3개 국 노선과 두만강～핫산의 1개 러시아 노선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북한간에는 경의선 복원공사10)가 추진 이며, 북한과 러시아간에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이 논의되고 있다.11)

북한의 도로는 자동차의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1～4 도로를 상으로 할

경우, 총 연장이 약 23,633km에 이르고 있으나 운행을 한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해서,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도로구간에서 시속 50km 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12)

북한에는 8개의 무역항과 30여개의 어항이 있으며, 체 항만의 하역능력은

연간 약 3,500만톤 수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3)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 항만

리‧통제기능의 미비 수송정보 부족 등으로 항만의 시설활용도는 흥남항

(91%), 송림항(81%)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분 20～50% 수 에 그치고 있

다.14) 따라서 필요한 물자를 량으로 도입하기 해서는 기존 항만시설의 개

보수와 확충이 시 한 과제이다.

북한의 항공운수는 교통부문 가운데에서도 폐쇄 인 경제체제의 특성이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국제항공노선은 평양～모스크바, 평양～

북경, 평양～모스크바～베를린,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평양～선양, 평양～하

바로 스크, 평양～마카오 등 7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121개 국

제노선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수 이다. 북한에는 총 33개의 공항이 있는데,

이 가운데 민항기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10여 개소에 불과하다.15)

9) 북한에서는 계획경제의 특성상 여객수송보다는 화물수송 주로 운송체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 체 국토의 80%가 산지이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철도 심의 수송체계가 구축되었다.

북한의 공업우선정책도 철도부문이 발달한 주요 요인이 되었는데, 에 지를 많이 소모하는

공업의 특성상 석탄 등 지하 물자원의 개발과 이를 운송하기 한 철도시설의 개발이 집

으로 이루어져 왔다.

10) 2002년 8월 기 으로 경의선 단 구간 총 24km(남측 12.0㎞, 북측 12.0㎞) 남측 구간 연결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북측 구간의 공사는 2002년 11월 재 진행 이다.

11)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02년 8월 23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다. 연합뉴스 2002.8.23.

12) 북한의 도로포장률은 8～10%내외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도로의 폭이 소하고 교량, 터

등의 노후가 심각한 상태이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폭 2.5m 이하인 도로가 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균외,『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1단계)』, (경기도: 교통

개발연구원, 2001), p.36.

13) 이것은 우리 나라의 무역항 28개, 22개의 연안항, 각종 어항 410개 등 총 460개의 항만과 체

항만하역능력 약 4억 3,000만톤(2000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 이다. 북한은 동서해안의 분리

와 미약한 교역 때문에 해운의 수송분담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학소 외, 『통일시

를 비한 한반도 항만개발정책방향』,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p.121.

14) 김경석, “남북 력을 한교통인 라확충 략”,『월간국토 2000년 9월호』,(경기도: 국토연구원), p.26.

15) 북한에서는 순안, 어랑공항 외에는 형기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국제공항은 순안공

항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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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북한의 교통부문은 반 으로 취약한 상태

이며, 기존 시설의 개보수가 시 한 과제이다.

2.1.2 통신부문

교통부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통신부문16)에도 폐쇄 인 경제체제의 특징이

그 로 반 되어 있다. 북한은 정책 으로 통신부문을 리해왔기 때문에 일반

인들에 한 통신시설 보 은 극히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국제 기통신연

합(ITU)에 따르면 1998년 기 으로 북한의 화회선수는 110만 회선으로 인구

100인당 4.8회선이 보 되어 있다.17) 이러한 북한의 화보 률은 우리 나라의

인구 100인당 43.3회선에 비하면 1/9수 이다. 북한의 국제 화 회선수는 215개

로 우리 나라의 1만 2000여개에 비해 매우 으며, 제한 으로 인터넷이 이용되

고 있는 실정이다.18)

<표 1> 남북한간 교통․통신․에 지부문 비교

구분 구 분 단 남 한 (A) 북 한 (B) 비교 (B/A)

교통

철도총연장 km 3,123 5,214 1.67

도로총연장 km 88,775 23,633 0.27

항만하역능력 천톤 430,437 35,300 0.08

민용항공기보유 262 20 0.08

통신
100명당 화회선수 회선 43.3 4.8 0.11

국제 화회선수 회선 12,000 215 0.02

에 지

력발 설비용량 천kW 48,451 7,552 0.16

발 량 억kW 2,664 194 0.07

1인당 에 지소비량 TOE 4.10 0.71 0.17

주: TOE: Ton of Equivalent(석유로 환산한 톤단 ), 도로는 5,6 도로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교통 에 지는 2000년 기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2001).

통신은 1998년 기 자료,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1999.

16) 북한에서 사용되는 통신이라는 단어는 각종 보도매체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언 하는 사회간 자본으로서의 통신과 같은 의미의 단

어로서는 ‘체신’을 사용하고 있다. 김상택, 공 일, “남북한 정보통신부문의 교류 력과 통합

에 한 연구”, 『통신교류 활성화와 통신통합방안 수립을 한 Workshop』, (서울: 한국통

신, 2000), p.4.

17) 북한의 국내통신망은 평양을 심으로 도→시‧군→리로 연결된 앙집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18) 북한은 1996년 일본에 조선 앙통신과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 진 회가 홈페이지를 개

설한 이후 여러 개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있다. 북한은 1984년에 인터스 트니크

(INTERSPUTNIK, 공산권 통신 성기구)에 가입하 으며, 1986년에는 랑스와의 기술제휴

로 인텔세트(INTELSAT) 성통신지구국을 평양에 설치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서울, 2000),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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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신시설 화 수 은 정확히 악할 수 없으나, 무선통신분야의 경

우 통신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19) 북한의 통신부문에서는 국내통

신회선의 확장, 통신망의 구축, 국제통신망의 확장, 련기술의 도입 인력

교육 등이 주요 과제인데, 재 바세나르 정(Wassenaar Arrangement)20)과

미국의 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의 정보통신부문에 한 국제투자가 크게 제

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2.1.3 에 지부문

재 북한의 철도수송과 산업생산활동이 크게 침체되어 있는 것은 일차 으

로 심각한 력난 때문이다. 재 북한의 공업 련 업체들은 력부족으로

평균 가동률이 20～30% 수 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정 인 력

생산과 공 은 북한의 경제재건을 해 가장 시 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재

북한의 력생산을 한 주요 에 지원은 석탄(71.7%)이기 때문에 발 소에 석

탄을 공 하는 것도 요한 과제이다.21) 북한이 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총

발 설비용량은 2000년 기 으로 755만kW로서 남한의 1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력생산설비의 노후 등으로 실질 발 설비용량은 총 발

설비용량의 25.7%에 불과한 194만kW 수 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송‧배 망

노후로 인한 력손실 문제도 심각한 상태인데, 1960년 부터 송‧배 선을 지하에

매설하 기 때문에 배선 노후화와 지하습기에 의해 율이 높은 실정이다.

북한의 화력발 소들 가운데에는 구 소련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화력발 소

들이 있으며, 수력발 소들 가운데에는 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발 소들이 있

다.22) 수력발 소의 경우에는 1995년과 1996년의 홍수에 따른 시설 피해 복

19) 경수로사업지역의 경우 평양함흥신포구간이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유엔개발계

획(UNDP)의 지원을 받아 1995년에 평양에서 함흥까지 300km의 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다.

20) 바세나르 정은 북한과 같이 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국가에 해 재래식 무기와 략물

자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재 우리 정부는 신소재, 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련 물자의 북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21) 화력발 소 가동률 제고를 해서는 석탄 공 을 늘려야 하는데, 기석탄공업성 오 홍 부

상은 2000년 3월 ‘석탄이 부족하여 화력발 소가 제 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 함으

로써 석탄 부족을 하소연한 바 있다. 노동신문, 2000.3.9.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경제 리개

선조치에 따라 석탄가격이 인상되고 석탄생산 노동자의 임 이 인상된 이후 석탄생산이 조

씩 증가하기 시작하 다고 한다.

22) 북한의 주요 수력발 소로는 70만kW 시설용량의 수풍발 소를 비롯하여 서두수, 운 ,

원, 허천장, 장진강, 강계청년, 부 강, 태평만, 동강발 소 등이 있는데, 재 6개 정도의

수력발 소가 가동 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 화력발 소로는 발 설비

용량 160만kW의 북창화력발 소를 비롯하여 평양, 웅기, 청천강, 순천화력발 소 등이 있다.

이들 화력발 소 북창화력, 평양화력 웅기화력발 소는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되었

다. 부분의 화력발 소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웅기화력발 소만이 유일하게

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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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아직도 완 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23) 화력발 소의 경우에도 시설

의 노후와 석탄 부족으로 부분의 발 소에서 발 량이 설비용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구 소련과 국의 지원하에 건설된 북한의 주요 발 소

구 분 발 소명 소 재 지
설비용량

(만㎾)
비 고

화력발 소

북창발 소 평남 북창 160 1972년 1단계 완공, 소련의 지원

평양발 소 평양시 평야구역 50 1970년 완공, 소련의 지원

웅기발 소 함북 웅기군 20 1977년 완공, 소련의 지원, 석유화력

수력발 소

수풍발 소 평북 삭주군 70 1941-44년 완공, 국의 시설 확장 지원

운 발 소 자강도 자성군 40 1970년 완공, 국의 지원

태평만발 소 평북 40 1987년 완공, 국의 지원

북한은 심각한 력난 해소를 해 1990년 후반부터 발 소의 개보수와

소형 발 소 건설을 극 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24)

체 으로 볼 때 북한의 에 지부문에 있어서는 력 석탄의 안정 생

산을 한 발 소의 개보수, 송배 시설의 정비, 산의 채굴시설 정비 등이 시

한 과제가 되고 있다.

2.2.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정책

지 까지 북한은 공업 군수산업 심의 경제개발과 ‘자력갱생’을 심으

로 한 경제정책 때문에 항만 공항 등 국제 력과 련한 사회간 자본 개발

이 었다.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정책은 군(郡) 심의 지역개발정책과도

깊은 연 이 있다. 북한은 지역개발 측면에서 군을 가장 효율 단 로 간주하

고 군단 로 농업과 공업생산을 도모하 기 때문에 국 인 규모의 사회간

자본 개발이 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북한이 1980년 까지 추진해 온 사회간 자본 개발정책은 공업을

육성하기 한 철도 력부문의 개발에 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23) 연합뉴스, 2001.2.14.

24) 북한에서는 2000년 기 으로 총 6,585개의 소형 발 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체 소형 발 소의 97%가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최

근 주요 화력 수력발 소의 (給電) 화를 한 송‧배 통제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통일부,『북한동향 제538호』, (서울, 2001),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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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과정

시기구분 주요 경제정책의 목표 주요 사회간 자본 개발

인민경제 복구발

3개년계획
(1954～56년)

․한국 쟁 이 수 으로 인민경
제 복구

․ 공업 공장복구 우선
․주민생활향상을 한 경공업 공
장 신설

․러시아, 국과의 경제 력

․ 공업발 의 기반이되는 철도, 항만인 라 개발

․수풍발 소 복구 확장( 국)

․ 기철도 복구등 운수시설 확충

․항만의 정박설비 재․ 하작업의 기계화

인민경제발 제1차

5개년계획
(1957～61년/2년반

앞당겨 달성)

․ 공업우선 경제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
․주민 의식주문제의 해결

․철도, 도로의 수송능력 이용률 제고

․주요 철도의 철화, 선로 개량

․주요 항만간 정기항로 개설

․주요 하천의 수송사업 강화

․운송부문에서 용 연료 활용

․평양과 각 도간, 시․도간 화망 복구

인민경제발 제1차

7개년계획
(1961～67년/1970년까지

3년 연장)

․ 공업 주의 발 을 기 로
하되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

․기술 신
․문화 명 국민생활수 의

향상

․ 국철도의 철화

․남포, 흥남, 원산, 단천항 등의 화

․도로와 교량의 보수 도로포장

․평양과 각 도간 자동 화 도입

경제발 6개년계획
(1971～76년)

․7개년계획에서 구축된 생산잠
재력을 최 한 활용하여 공업과
농업생산 확

․ 공업 심의 경제개발
․동력공업과 채취공업 육성
․공업의 주체성강화
․공업설비의 근 화
․기술 명 추진

․철도의 철화 지속 추진

․철도시설 개량 궤노선의 표 궤화

․원유수송 담당 부두 건설 재, 장시설 확충

․석유정제공장 건설(승리화학공장, 화화학공장)

․하천운송활성화 해 운하개발

․도로 포장 교량 보수

․주요 도시에 무궤도 차선로 확충
․평양과 각 도간 통신의 다 화, 각 기업간 산업 화망 확충

인민경제발

제2차 7개년계획

(1977년 1년 완충기/

1978～84년)

․경제 리의 과학화
․수송의 근 화
․공업부문의 종합 기계화, 자
동화

․농업의 공업화, 화
․석유화학공업의 발
․생산원가의 인하 독립채산제
강화

․집 수송, 짐함수송(컨테이 수송) 확

․철도, 자동차, 선박의 연 수송 강화, 철도 철화(60%)

․3화수송(삭도화, 콘베이어화, 화) 강화

․물류시설 화

․강계-혜산-무산간 동서철도 연결

․연해 하천 운수 육성

․주요 무역항의 화물처리시설 확충, 서해갑문 완공

․통신시설 화

인민경제발

제3차 7개년계획

(85-86조정기/

1987～93년)

․경제 각 부문의 화
․기술 신의 진
․인민생활수 의 향상
․무역 외경제사업의 확

․발 소 건설
․철도수송의 화 새로운 철도 노선 건설, 주요 노선

복선화

․서해갑문건설 등 해운화물수송 강화

․자동차 수송 확

․국내 국제 화망 확충 추진

완충기
(1994～96년)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철도부문의 강화

․자원개발과 력생산 강화

․나진․선 지역에서의 사회간 자본 투자유치 추진

1997년 이후- 재

․ 력, 에 지, 속, 기계 등
공업 우선

․2002년 경제 리 개선(가격, 임
개 등)

․철도의 개건 화

․발 시설 개보수 항만 화

․정보화(인터넷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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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0년 들어서 북한의 사회간 자본정책에 있어서 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나진․선 에 자유경제무역지 를 조성하면서 본격 으

로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해 외국자본 유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까지 북한은 발 소 건설 등 일부 시설에 해 국, 러시아 등과 력한

사례가 있지만, 나진․선 의 경우에는 교통, 통신, 에 지 부문에서 외국투자

유치를 극 도모하기 시작하 다. 북한은 경제특구 성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나진․선 지역의 사회간 자본 부문에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계획한

바 있다.25)

<표 4> 나진․선 경제무역지 사회간 자본 개발 황

구 분 내 용 시공업체

도 로

ㅇ 1996년 나진-선 간 주요간선도로 포장 완료
ㅇ 나진-원정간 도로확장/포장사업(타이슨사의 투자 단으로 북한이 직 건설

), 1998년 재 50% 공정

타이슨
(홍콩)

ㅇ 1998년 재, 비 도로 건설 ―

나진시

헬리포트
ㅇ 1998년 재, 평양-나진, 연길-나진 취항 신동북아(주)

(홍콩)

부포리
비행장

ㅇ 1997년 합 회사를 설립하여 건설할 정이었음
아이티씨(홍콩)

항 만

ㅇ 나진항

ㅇ 1997년 36톤 크 인을 설치할 정이었음
* 110톤 이동식 크 인 설치 계획

통집단( 국, 연변)

ㅇ 나진항 크 인 설비 개체작업 완료 연변항운공사

ㅇ 나진항 시멘트 장시설 신동북아(주)(홍콩)

ㅇ 나진항 3호부두 설비개선 러시아컨소시움

ㅇ 나진항 1호부두 비료 계창고 건설(1994년 완료, 200만 달러 투자) 조총련계

ㅇ 50년간 청진동항 임차계약 체결

ㅇ 청진-회령간 도로확장공사
선호기업집단
(연변, 국)

ㅇ 나진항 확장건설 의(청진방향으로 4호～12호부두) 허치슨그룹(홍콩)

철 도 ㅇ 나진-두만강구 철로 개선 러시아컨소시움

통 신

ㅇ 1996년 4월 조선체신회사와 동북아 신회사(주) 설립(30년간 체신사업 독 권,

기투자계약액 2,700만 달러)
ㅇ 1996년 ‘국제통신센터’ 건립으로 5,000회선 설치완료, 화카드로 장거리/국제

화 가능

ㅇ 1998년 이동통신센터 완공
* 일반 화 가입비 1,000달러 수

록슬리
(태국)

력

ㅇ 30만kW규모의 화력발 소 건설 (20만kW에서 30만kW 능력으로 확장)

ㅇ 1998년 재 2만kW 1기 발 설비 건설 완료
와실라
(네덜란드)

ㅇ 비 송 변 소 완공 -

25) 북한은 나진․선 지 와 청진항의 개발을 해 총 69억 9,000만 달러의 외자를 도입하겠다

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심의섭, 이 훈,『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망』, (서울: 외경

제정책연구원, 2001),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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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석삼, “ 북 SOC투자의 산업연 효과 분석”, (서울: 한국은행, 2000), p.8.

지 까지 나진․선 지역에서 인 라개발을 한 국제자본의 유치실 은 미

미하지만, 운수․통신 부문에서 부분 인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26) 통신부문

의 경우 태국의 록슬리(Loxley)그룹은 자회사인 록스팩(Loxpac)사를 통해 북

한의 나진․선 경제특구 통신사업에 1,600만 달러를 투자할 정으로 알려져

있다.27) 북한은 1990년 후반부터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을 보다

극 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독일․스 스․싱가포르 등과의 력이 활발하

게 추진되고 있다. 재 북한의 사회간 자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 에

있는 것은 력생산인데, 북한의 력생산정책은 기존의 화력발 소 가동률 제

고와 수력발 소 건설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3 사회간 자본 개발의 평가

북한이 지 까지 추진해 온 사회간 자본 개발정책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당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 철도와 도로, 항만하역능력과 발 설비용량 등은 1970년도 비 1.14～

2.13배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

<표 5>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실

구 분 단 1970년 1990년 2000년 2000/1970

철도연장 km 4,043 5,045 5,214 1.29

도로연장1) km 20,000 23,000 23,633 1.18

항만하역능력 천 ton 30,9802) 34,900 35,300 1.14

발 설비용량 천 kW 3,550 7,142 7,552 2.13

주:1) 북한 도로등 에 의한 1-4 도로연장임.

2) 1980년의 자료임.

자료: 1970, 1990년 자료는 통계청, 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서울 1998).

2000년 자료는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2001).

체 으로 볼 때, 북한은 사회간 자본을 생산과정의 일부 보조수단으로 간주하여

26) 사회간 자본 부문에서는 홍콩기업(도로건설,운수), 국기업(컨테이 수송), 일본기업(해상

수송), 태국기업(국내,국제통신) 등이 주요 력 트 로서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배

종렬, “북한의 외경제정책: 라진‧선 지역 외자유치정책을 심으로”, (서울: 북한경제포

럼, 1999) 참조.

27) 태국의 록슬리(Loxley)사는 1995년도에 나진․선 지역에서 27년간 독 으로 화사업을

할 권리를 북한정부로부터 얻은 바 있다. 록슬리사는 만, 홍콩, 유럽기업들과 공동으로

Loxley Pacific(Loxpac)사를 설립한 후 북한 화사업에 지 까지 1,500만 달러를 투자했는

데, 이번에 1,600만 달러를 더 투자하는 것은 반 으로 북한에서의 사업 망이 좋아지고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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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최소한도로 제한하여 왔기 때문에, 시설이 양 , 질 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처럼 취약해진 북한의 사회간 자본은 재 북한의 경제발 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제약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지 까지 추진되어 온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은 양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 효율성과 국토공간의

균형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사회간 자본시설 배치 운용의 비효율 문제이다. 를 들어서 화력

발 소의 경우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화력발

소가 군사 략 고려 때문에 내륙에 입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화력발 소

가운데 연안지역에 입지한 발 소는 청진발 소, 선 발 소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지경학 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평안북도지역과 함경북도지역

의 교통기반시설이 상 으로 부실한 것도 투자의 비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사회간 자본의 지역 불균형 문제이다. 북한은 교통망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데,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인 라 측면에서 평양을 포함한

평안남도지역과 기타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다.28)

셋째, 미약한 국제 력이 래한 사회간 자본 련 기술의 낙후 문제이다.

련 연구에 따르면 통신기기, 력, 조선 등 사회간 자본과 련한 주요 산업

의 기술수 은 우리 나라의 1960년 에서부터 1980년 반 수 에 머물고 있

다.29)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발 소 등 사회간 자본 건설과정에 외자를 유치

하면서 자본뿐만이 아니라 련 기술의 도입에 따른 국내기술의 발 을 경험한

바 있지만, 국제사회와 거의 단 된 상태에서 사회간 자본을 개발해 온 북한

의 경우에는 련 기술이 크게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북한의 사회간 자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시설유지 가동의 불안정과 비효율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미미한 투자와

력난으로부터 야기된 사회간 자본 반의 기능 하는 교통, 통신, 에 지부

문 운용의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치․군사 고려에 따른 개발이 사회

간 자본 반의 비효율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사회간 자본의

개발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효율성의 확보가 주요 과제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물론 북한의 사회간 자본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 으로 경제

운용의 비효율과 직 으로 연 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 해결을

해서는 경제정책 반의 개 이 불가피 할 것이다.

28) 이것은 인구의 지역 불균형문제와도 연 되어 있는데, 북한 체인구의 31.7%가 체면 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평안남도 지역에 집 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이러한 인구집 의 문제는 다른 시장경제국가에서의 인구집 문제와는 질

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9) 이태식(2000), 국경제인연합회(2001) 등에 따르면 교통부문을 뒷받침하는 정 기계는 1970

년 후반, 통신기기는 1980년 후반, 력부문은 1960년 후반의 수 에 머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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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북한 사회간 자본의 과제

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의 사회간 자본은 향후 경제의 발 단계

별로 여러 가지 과제를 제기할 것으로 상되는데, 먼 북한경제의 단계별 발

구도를 가정한 후 이에 따른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간 자본이 갖

는 속성상 북한 경제의 발 구도에 따라 사회간 자본의 과제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4.1 북한 경제의 발 구도에 한 가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단기에 부분 인 경제 개 과 개방을 시도한 후 장

기 으로 개 과 개방을 확 한다는 경제발 구도를 가정하 다.30) 북한은

단기에 생산기반을 복구하기 한 ‘기술개건’을 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

으며, 생필품의 공 확 를 해 경공업부문의 개발을 우선 으로 추진할 것으

로 보인다. 단기에 북한경제의 발 을 선도할 기업으로는 제조업 부문에서

식품, 섬유․의류, 신발, 가정용 자, 비료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제조업에

서는 산업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31)

장기 으로는 본격 인 경제 개 과 개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의 공업부문에 한 정비가 본격 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으

로 북한경제의 발 을 선도할 기업으로는 제조업부문에서 기․ 자, 력, 철

강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제조업에서는 국제교역 물류산업이 산업

과 더불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경제 력에 있어서 진 이면서도 단계 으로 력을

확 해 갈 것으로 상되는데, 단기 으로 우리 나라, 국, 러시아, 유럽연합

(EU)과의 력을 우선 으로 추진할 것으로 상된다. 미국, 일본과의 력 여

부는 핵과 미사일문제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핵개발 문제에

향 인 자세를 보일 경우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계 개선이 진 될 가능

성도 있다. 북한과 국제 융기구간의 력 계는 북한과 미국간의 계 발

여부에 큰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 북한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심으로 상유지 지향 체제유지․발 략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 호, “북한체제의 개 ․개방가능성 망”, 『안보정책논총(Ⅰ)』, (서울:

국가안 보장회의사무처, 2001), p.287.

31) 북한의 향후 성장산업에 해서는 국경제인연합회(2001), 한국토지공사(1999)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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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북한 경제의 발 단계별 교통․통신․에 지부문의 과제

2.4.2.1 단기

북한 경제의 단계별 발 구도를 종합해 볼 때, 단기 으로는 생산활동의 정

상화, 안정화와 련된 에 지․교통부문의 개발이 우선 으로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본격 인 개 과 개방이 시작되기 이 까지는 기존 주요 공업도시

경지역을 심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기존 발 소의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표 6> 참조). 따라서 이 시기에는 주요 교통시설과 발 시설의 개

보수에 을 맞춘 국제 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약한 북한의 국내 수요를 고

려할 때, 이 시기에는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투자수요를 고려한 사회간

자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4.2.2 장기

장기 으로는 북한경제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수 있는 사회

간 자본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수출 심형 제조업, 물류, 등 북한의 새로

운 성장산업의 발 을 뒷받침하기 한 사회간 자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 시기에 교통부문에서는 간선도로의 확장 철도의 복선화와 함께, TKR과

TSR, TCR의 연계를 고려한 철도망 확충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국제공항

국제항만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 인 에 지원의 확보측면에서

규모 발 시설을 확보하고 연료소비구조의 환(석탄 심→석유 천연가

스 심)을 감안하여 새로운 에 지 공 망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

이다.

<표 6>에서 제시된 과제에 소요될 투자액을 단계에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존 시설의 실태와 향후 개발수요를 악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소요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진행

된 련 연구에 따르면,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 자본에 소요될 체 투자액은

70～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상되고 있다.32) 북한이 발표한 2002년도 산이

100억 달러(11～12조원)에 그치고 있다는 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막 한 사회

32) 건설산업연구원(2000)은 재 북한의 사회간 자본 시설을 남한의 1990년도 수 으로 향상

시키는 데에 2000년 기 으로 향후 10년간 약 7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 다. 교통․

력․통신부문의 련연구들에서 제시한 추정액을 합산할 경우에 략 68～10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통신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북한의 100인당 화회선수를 재의

4.8회선에서 재 우리 나라의 수 과 비슷하게(47.6회선)까지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될 투자

액은 25조원에 이른다. 김 세,『남북통일에 비한 정보통신정책 력방안』, (서울: 외경

제정책연구원, 2001),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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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본의 투자재원은 북한 외부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6> 북한의 단계별 교통․통신․에 지부문의 주요 과제

부 문 단기 과제 장기 과제

교 통

철 도

경지역 개보수

주요 항만 배후철도 주요 공업지

역 철도시설 개보수

주요 간선철도 복선화

동북아 역철도연결

도 로

경지역 도로망 개보수

주요 항만 주요 공업지역 배후 도로

망 개보수

주요 도로 확장 신설

동북아 역도로망 연결

항 만 주요 항만시설 개보수 규모 무역항만 개발

공 항 주요 공항시설 개보수 규모 국제공항 개발

통 신 주요 도시의 통신망 확충
국 인 통신망 구축 국제통신

망 구축

에 지

기존 발 소의 설비 개보수 규모 발 소 건설

송․배 망, 송유 의 개보수
송․배 망, 송유 의 면 개선

동북아 천연가스공 망 개발

주요 채 시설 개보수 면 인 산시설 화

3. 체제 환국 우리 나라의 국제 력 사례

북한보다 먼 개 과 개방을 추진한 체제 환국들도 사회간 자본의 개발

에 소요되는 자 의 조달을 해 여러 가지 형태로 국제사회와 력을 해 왔고,

지 도 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 력 측면에서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큰 체제 환국가의 사회간 자본 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우리 나

라의 국제 력 경험도 살펴보았다.

3.1 체제 환국의 국제 력 사례

국, 베트남, 동유럽국가 등 주요 체제 환국가들의 사회간 자본개발을

한 재원조달방식은 체제 환 방식과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업국가 상태에서 진 으로 체제 환을 추진한 국의

경우에는 주로 내부자본과 일본의 공 개발원조(ODA)33) 등을 심으로 사회

33) 공 개발지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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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본 부문의 재원을 조달한 반면, 국보다는 상 으로 빠르게 체제 환

을 추진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주로 세계은행(World Bank)34), 아시아개발은행

(ADB)35) 등 국제 융기구나 일본의 공 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소요재원

을 조달하 다. 공업화가 일정 수 진행된 상태에서 진 인 체제 환이 진

행된 동부유럽 국가들은 주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36)이나 세계은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 다. 결국 지 까지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체제

환국의 재원조달은 주로 개별국가차원의 공 개발원조(ODA)나 국제 융기구

의 양허성 자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재원조달 사례를 살펴보았다.

3.1.1 개별국가차원의 공 개발원조(ODA) 사례: 국의 하이난(Hainan)

고속도로 확충을 한 일본의 공 개발원조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공 개발원조(ODA)를 하고 있으며,

주로 개발도상국의 력, 가스, 교통, 통신 등 사회간 자본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 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을 통해 제공하는 ODA차 은 율의 이자와 장기간의 상황조건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ODA차 은 80% 이상이 아시아 국가들에 지원되고 있

고,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국의 경

양호한 조건으로 공공자 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본은 국제 력은행(JBIC)을 통해,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4) 1944년 설립된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이 5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부흥개발은행(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개발 회(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는 최빈국(the poorest countries)의 빈곤감소를 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 융공

사(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지원과 기술지원

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투자보증청(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은 개

발도상국에 한 외국인투자의 비경제 투자손실 험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국제투자분쟁지원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는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 해결 기능을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세계

은행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용어를 혼용한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한다. 이상 ,

“북한 SOC재건을 한 국제 력방안”, 『안보정책논총(Ⅰ)』(서울, 2001), p.113의 “세계

은행(IBRD)”은 “세계은행”으로, p.117의 “IBRD의 IDA”는 “세계은행의 IDA”로, p.118의 “세

계은행(IBRD)”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 각각 수정한다.

35) 1966년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의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해 1966년에 설립된 국제 융기 이다.

36) 유럽부흥개발은행(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은

동부유럽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경제개 개발을 지원하기 해 1991년 설립된

국제 융기구로서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 융기구들과도 긴 히 력하고 있다. 이 기 의

지원은 외국인직 투자(FDI)를 유발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기 의 지원사업과

련한 체 투자액은 2000년 말까지 500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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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00년 3월 말까지 일본이 지원한 ODA차 의 45.3%를 교통부문에 투입하

으며, 력과 가스부문이 그 다음으로 20.3%를 차지하 다. 하이난37)동부고

속도로 확장사업(Hainan East Expressway Expansion Project)은 국에서 일

본의 ODA차 을 통해 시행된 교통부문 개발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업에

서는 일본의 ODA차 을 통해 링슈이(Lingshui)와 사냐(Sanya)를 연결하는 기

존의 3차선 고속도로(60km)를 4차선 고속도로로 확장하고 도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도로의 확장 개보수외에도 교차로 교

통 리시설도 건설되었다. 이 사업에는 총 52억 7,000만 엔의 ODA자 이 2.2%

의 이율에 10년 거치 3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되었다.38) 이 사업 외에도 일본은

ODA차 을 통해 리앙핑-창슈 고속도로 건설사업(Liangping-Changshou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240억엔), 하얼빈 력망구축사업(Harbin

Electric Network Construction Project: 60억7,000만엔)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

들을 지원하 다.

북한의 경우에도 국제 융기구 가입이 단기 으로 어려울 경우, 이 사례처

럼 일본의 ODA차 을 통해 도로, 철도 등 시 한 사회간 자본 개발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안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을 해서는 북한과 일본간의 계개

선이 요한 제조건이다.39)

3.1.2 국제 융기구의 개발원조 사례: 세계은행의 ‘남동부유럽 무역

교통 개선사업’

동부유럽의 폴란드, 체크, 헝가리 등은 유럽지역의 다른 체제 환국들에 비

해 상 으로 성공 인 체제 환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남동부유럽의 체제 환국들은 여 히 불안정한 경제상황 하에 있다.40) '남동부

유럽 무역 교통개선 사업(The Trade and Transportation Facilitation in

Southeast Europe Project: TTFSE)은 세계은행의 국제개발 회(IDA)가 특별

투자자 (Special Investment Credit)으로 총 810만 달러를 지원하여 2001년 2

37) 하이난은 국의 남부에 치한 섬으로서 국의 주요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가

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도로가 부실하여 향후 증가할 교통수요에 처하기 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태이다.

38)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DA Loan Report 2000, p.69. 2001,

http://www.jbic.go.jp/english/index.php.

39) 북한과 일본은 2002년 9월 정상회담에서 국교정상화 이후 한 시기에 무상자 제공,

리 장기차 제공 등에 합의한 바 있다.

40) 1989년의 GDP를 100으로 하 을 때 1999년의 실질 GDP지수는 폴란드가 126.1인데 비해서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은 각각, 92.5, 73, 66.8, 77.2에 머물고 있다.

Kolodko, Grzegorz W., "Globalization and Catching-Up: From Recession to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00/1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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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

아, 마 도니아, 루마니아의 세 행정을 개선하고 교통 통신시설을 화하

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동부유럽의 경제개발을 해 1999년 체결된 남동부

유럽 안정화 정(The Stability Pact for South Eastern Europe)에 따라 추진되

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지역조정 원회(Regional

Steering Committee)가 사업의 진행을 체 으로 리하고 있다.41)

<표 7> 남동부유럽 무역 교통개선사업의 내용과 IDA 자 의 활용

사 업
총비용
(백만달러)

총 비용에서의
비율(%)

IDA조달
(백만달러)

체IDA조달액
에서의 비율(%)

통 차개선 0.8 6.1 0.0 0.0

무역 진개발 0.4 3.6 0.0 0.0

통합세 정보시스템 지원 2.3 18.5 1.9 23.5

도로개선 국경지역시설 8.2 66.6 5.7 70.5

사 업 집 행 0.6 5.2 0.5 6.0

합 계 12.3 100.0 8.1 100.0

주: 이 사업에서는 알바니아와 마 도니아간의 경지역에 있는 Qafe Than과 아드리아해에

있는 심항구인 Durres의 통 개선 내륙터미 Tirana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World Bank, Project Appraisal Document on a proposed credit in the amount of SDR

6.2 million to Albania for the Trade and Transportation Facilitation in Southeast

Europe Project, 2000.

이 사업은 국경통 차의 개선, 국경세 시설의 개선, 통합세 정보시스템

의 구축, 무역․수송업무환경의 개선, 인력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

며, 1999년 코소보(Kosovo)사태에 따라 손상된 도로의 개보수 등 알바니아 주

요 경지역 도로의 개선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체 비용

은 1,230만 달러로서 세계은행의 IDA 자 이 65.9%인 810만 달러, 해당 국가

정부들이 23.6%인 29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이 10.5%인 130만 달러를 각각 부담

41) 지역조정 원회(Regional Steering Committee)는 남동부 유럽국가들의 경제 력과 세 력을

진하고 련 정보를 공유하기 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참여국가들인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마 도니아, 루마니아의 유 부처 장 들로

서 구성된다. 지역조정 원회의 사무국 운 은 유엔-유럽경제 원회(UN-ECE)가 지원하고 있

다. 이 조직은 이미 1996년 조직된 남동부유럽 력추진체(The Southeast European Cooperative

Initiative)의 구도 하에 구성되었다. 남동부유럽 력추진체는 지역조정 원회 참여국가 외에

그리스, 헝가리, 몰도바, 슬로베니아, 터키 등으로 구성되었고, 유엔-유럽경제 원회

(UN-ECE),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정부 등이 지원하고 있다. World Bank, “Project

Appraisal Document on a proposed credit in the amount of SDR 6.2 million to Albania for

the Trade and Transportation Facilitation in Southeast Europe Proje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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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42) IDA 자 은 알바니아 정부가 지원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10년 거

치 40년 상환에 0.75%의 수수료(service charge) 등이다.

체 으로 볼 때, 이 사업은 무역의 활성화를 한 제도 개선을 물리 개

선과 연계하고, 교통시설과 통신시설의 정비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와 효과 극 화를 도모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국제 융기

구(세계은행의 IDA), 공 개발원조(미국)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 다는

에서 다자간 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남동부유럽의 사례에서 북한은 다자간 력에 의한 사회간 자본 개발의 가

능성과 더불어서 제도 개선을 물리 개선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개발의 시

지효과(synergy effect)를 기 할 수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동부유럽의 지역조정 원회(Regional Steering Committee)와 같은 다자간

지역 의체는 향후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인 력체 구성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경우에는 함경북도의 나진․선 지역이

나 평안북도의 신의주지역 등 경지역에서 이 사례에서와 같은 종합 인 인

라 제도정비사업을 국 등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2 우리 나라의 국제 력 사례

재 북한의 경제수 은 우리 나라의 1960～1970년 수 과 비슷하기 때문

에, 이 시기 우리의 외자유치 경험은 북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지 않을 것이

다. 우리 나라는 1960년 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하

천유역개발, 항만개발, 고속도로 철도 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 자본 개발을

추진하 는데, 기에는 주로 선진국들의 공 개발원조(ODA)를 통해 사회간

자본 개발을 추진하 다.43) 그리고 1970년 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 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 다.44)

42) 미국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은 사업의 각종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43) 1962-1972년 기간 동안 유치된 공공차 은 주로 력, 통신, 운수 등 사회간 자본 확충에

활용되었다. 미국정부 차 은 주로 력 시멘트 산업에 활용되었으며, 서독정부 차 은

주로 통신설비 확장 탄 개발에 활용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유치된 상업차 은 주로

비료, 시멘트, 섬유산업 등 제조업부문에 활용되었다.

44) 우리 나라가 IBRD로부터 차 을 도입한 것은 1970년 부터 다. 그 이 까지는 우리 나라가

IBRD차 을 도입할 자격조차도 없을 정도로 극빈국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재

의 국민소득(2001년 1인당 GNI 706달러)으로는 IBRD의 차 도입이 어렵다. 우리 나라에서

IBRD의 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은 농업부문에서 시작되었는데, 새마을 운동의 경우 1977년부

터 IBRD 차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야산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사

업 등이 IBRD 차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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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의 지원 하에 시행된 항만개발사례 가운데 하나가 묵호외항 개발사업이

었다. 이 사업은 1974～1977년 사이에 IBRD 차 2,060만 달러가 투입되어 진

행되었다.45) IBRD는 UNDP 원조기 과 한국정부 산 등으로 1972년 국 주

요 17개 항만에 한 기본계획과 부산항과 묵호항에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

는데, 묵호항의 경우 이 계획에 따라 1974～1977년 사이에 토목공사와 설비공

사가 실시되었다. 이 사업에 따라 묵호항의 시멘트 취 능력이 750만톤에 이르

게 됨으로써 배후지역의 시멘트 공업육성에 크게 기여하 다. 1970년 우리

나라의 사회간 자본 개발에 있어서는 일 청구권자 도 요한 역할을 하

다. 1966～1975년 사이에 도입된 일 청구권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

러, 기타 상업차 3억 달러)은 주로 수익성이 낮거나 투자규모가 방 한 사회

간 자본 개발사업에 활용되었다. 이것은 향후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해 공 개발원조(ODA)와 국제 융기구의 차 외에 일 청구권자 이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 70억～100억 달러46)로 추산되는 북한의 일 청구권자 은 북한의 사회

간 자본 개발을 해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되지만, 일본의 일 청구

권 자 을 도입하던 당시의 우리나라 상황과 지 의 북한이 크게 다르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우리 나라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일본 자본을 도

입하 지만, 북한은 계획경제의 근간을 그 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본 자본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일본 자본의 유입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 과거 우리 나라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외국의 사례와 우리 나라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

을 한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주요 서방국가들의 공 개발원조(ODA) 유치, 북

한의 일 청구권자 47), 국제 융기 의 차 지원48) 등이 주요 수단이 될 것

45) 건설부,『양회수출지원을 한 묵호외항개발차 신청서』, (서울, 1973).

46)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의 일청구권자 5억 달러를 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략

70억 달러 내외가 되는 데, 북한측은 1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2001년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NI)가 약 157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청구권자

규모는 북한경제에 매우 커다란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7) 이 보상 은 단기 으로 가장 실성 높은 재원조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북한의 일 부채 상환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체 외부채(1999년 기 123억 달러;

이상산(2001)) 등을 감안할 때, 가용보상 의 활용폭이 상보다 크게 을 수도 있음을 유의

해야 할 것이다.

48) 단기 으로는 국제 융기구의 자 가운데에서도 양허성 자 만이 지원 가능할 것이다.

2001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 706달러로는 세계은행의 국제개발 회(IDA) 차 이

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개발기 (ADF)이 고려할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다. 국

제 융기구의 가입조건에 해서는 장형수 외,『통일 비 국제 력과제: 국제 융기구 활용

방안을 심으로』, (서울: 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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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사회간

자본 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의 극 참여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49)

4.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

방향

여기에서는 앞에서 검토된 북한의 사회간 자본 과제와 외국사례의 시사

을 토 로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 목표와 기본방향을 모색

해 보았다.

4.1 국제 력의 목표

기본 으로 략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이기 때문에 목표의 설

정은 략수립에 있어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

발을 한 국제 력의 첫 번째 목표는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사회간 자

본을 정상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재건을 해서는 교통, 에

지 부문의 정상화가 시 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기존 시설의 가동을 정상화하는 것

이 국제 력의 일차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 력의 두 번째 목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사회간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해서는 산업생산을 뒷받침하는 사회간 자본이 효율 으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과 에 지 등 사회간 자본이 효율 으로 작동하게 될 경우 이

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산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것이 북한 경제

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 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하나의 목표는 국제사회와의 경제

연 성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 북한은 국제시장에서 사실상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을 국제시장으로부터

의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 하는 바이기도 하다. 국제 력을

49) 그러나 발 소 등과 같이 독자 인 수입을 창출하는 일부 산업시설들은 로젝트 이낸스

(project finance) 방식의 민간자본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훤일, “ 북 투자 사업

에 있어서 효과 인 외자 유치 방안”,『통일경제 5월호』, (서울: 경제연구원, 1999),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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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북한이 책임 있는 력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동북아의 경제교류

활성화와 정치군사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목표를 고려한 국제 력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4.2 국제 력의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가 력 계를 발 시켜간다는 것을 제로

다음과 같이 북한이 추진할 국제 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 다.

첫째, 단계 으로 국제 력의 규모와 수 을 확 ․심화시켜 나간다. 국제

력은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계가 안정화되는 단계( 단기)와 심화되는 단계

(장기)별로 형식과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 계가 안정화되는 단

계까지는 군사 략 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서 소규모 력이 추진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단기 으로는 개보수에 을 맞춘

국제 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신규 개발에 을 맞춘 국제 력

은 장기 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국제 력의 형태에 있어서는

단기 으로 북한의 경제상황과 국제 계가 가변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

다 탄력 인 력형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 으로 북한경제가 안정화

되고 북한의 국제 계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보다 일반 인 형태의 국제 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수요를 고려하여 국제 력을 단계 으로 확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에 한 외국의 투자수요와 련된 사회간 자본 개발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수출가공업, 지하 물개발 등을 뒷받침할 교통․통신․

에 지 부문의 국제 력이 우선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동북

아경제 력과 연 된 사회간 자본 개발 측면에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계를 단계 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50)

둘째, 국제 력의 주체와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북한이 사

회간 자본 개발과 련해 추진한 국제 력은 국, 러시아 등 개별국가차원의

력과 KEDO와 같은 국제컨소시엄 형태의 력 등 두 가지 형태 다.51) 그러

50) 특히 한반도종단철도(TKR)가 TCR, TSR 등의 륙철도망과 연계될 경우 동북아통합경제권

의 형성이 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 동북아시아의 지역운송 네

트워크는 량의 물동량 발생지인 한국과 일본이 육상을 통한 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항만하역시설의 노후화, 배후 교통시설의 미비로 인해 운송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민, “동북아시아 철도망사업에 있어서의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

업의 의미와 과제”,『월간교통 7월호』, (경기도: 교통개발연구원, 2002), p.29.

51) 국과 러시아 그리고 독일, 스 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발 소나 교통 련시설의 개발에

참여하 거나 참여를 검토 에 있고, 신포 경수로 건설사업에는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이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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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보다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개별국가

의 공 개발원조(ODA)외에도 국제 융기구, 외국 민간기업 등과의 력이 사

안에 따라 연계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비정부기구(NGO) 등을 매개로 한 국제 력 활성화도 추진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52) 한 사회간 자본 시설의 특성별로 력방식을 다각화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로, 철도, 통신, 발 소 등 개별 시설별로 국제 력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개발을 한 국제 력도 사업에 따라

차별화,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력주체 력방식의 다각

화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

략

여기에서는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토 로 보

다 효율 으로 국제 력을 추진하기 한 략을 제시하 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사회간 자본의 정상화, 효율화를 단계 으로 도모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집 과 연계의 두 가지 개념을 심으로 한 력 략을 제시하

다. 력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단계별로 특정 력주체와 사업에

집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기 으로 이러한 집 략이 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상호 연 이 있는 각 부문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함으

로써 투자비용 감과 시 지효과 등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5.1 선택 집 략

앞의 <표 6>에서 제시된 교통․통신․에 지부문의 과제들은 단계별로 우

선순 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게 특정 부문과 주체에 해서

력을 집 하는 것은 특히 단기에 의미가 있다. 국제 력을 시작하는 기

단계에서 선택 력의 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기에는 발 소와 항만 그리고 철도 등 세 부문에서의 국제 력이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부문들이 사회간 자본의 정상화, 안정화 측면에

52) 인 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NGO들의 참여가 요할 것이다. 재 북한의 에 지부문에서

Nautilus(미국)가, 농업부문에서 Triangle General Humanitaire( 랑스)가 문기술을 활용

한 NGO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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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한 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발 소의 정비는 북한 경제 기의 출발

이라 할 수 있는 력난 해결과 직결된 과제이며, 북한 화물수송의 핵심 수단

인 철도부문의 정상화를 해서도 발 소의 정비를 통한 력공 확 는 가장

시 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53) 그리고 항만 역시 단기 으로 시 한 물자의

반입에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문이다. 따라서 단기 으로는 이 부문

에서의 국제 력이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북한과 국

제사회가 세부 인 력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도로, 공항, 통신

등의 과제들은 발 소, 철도, 항만 등의 과제들과 순차 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국토공간 으로는 경지역을 심으로 한 국제 력이 우선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경지역의 철도, 항만은 물자의 북한 반입에 가장 필수 이면

서도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력주체에 있어서는 북한과

해있는 우리 나라와 국, 러시아 등이 우선 인 력 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이며, 특히 과거부터 북한의 발 소와 항만 개발에 직, 간 으로 참여해온 러

시아와의 력이 요할 것이다. 단기 으로 필요한 개보수 수 의 력에서

는 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

력에 있어서 재원조달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표 8> 단기 과제의 선택 집

구 분
과제
우선순

력주체 우선순

국 러시아 일본 EU 기타국가

교통

철도
경지역 개보수

주요 항만 배후철도 주요
공업지역 철도시설 개보수

우선 추진 우선 우선

도로
경지역 도로망 개보수

주요 항만 주요 공업지역
배후 도로망 개보수

연계 추진 우선 우선

항만 주요 항만시설 개보수 우선 추진 우선 우선 우선 우선

공항 주요 공항시설 개보수 연계 추진 우선 우선 우선

통 신 주요 도시의 통신망 확충 연계 추진 우선
(태국등)

에 지

기존발 소의설비개보수 우선 추진 우선 우선 우선

송․배 망, 송유 의개보수 연계 추진 우선 우선 우선

주요 채 시설 개보수 연계 추진 우선 우선 우선
우선
(호주 등)

주: 1) 일본은 단기 으로 력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북일간의 수교 상이 진 될

경우 참여가 가능할 것임.

2) ‘연계추진’은 ‘우선추진’과제와의 순차 연계를 의미함.

53) 북한경제는 그 구조상 력난→ 철도수송 애로→ 석탄공 애로→ 화력발 소 가동 애로→

력난 심화라는 악순환 계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있다. 박석삼, 게서,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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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계가 정상화될 경우 국제 융기구의 지

원이나 국제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한 규모 사회간 자본 개발이 본격 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기에서와 같이 특정 부문에 국제

력을 집 시킬 필요는 없지만, 에 지생산 소비체계의 변화와 련된 에

지부문과 국제교역의 활성화를 뒷받침해 수 있는 교통부문의 력이 심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부문의 력사업을 매개로 하여 에 지개

발 등 타 부문의 개발사업이 연계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2 연계 략

연계 략 측면에서는 정부, 국제 융기구 등 력주체간의 연계와 교통․통

신․에 지 등 부문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5.2.1 력주체 연계 략

력주체의 연계란 정부와 개별국가 정부, 국제 융기구 는 민간기업 등 다

양한 력주체들이 특정 과제 해결을 해 공동 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의 교통․통신․에 지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력주체로서는 개

별 국가 정부, 민간기업, 국제 융기구 등을 들 수 있는데, 개별 과제별로 주요

력주체는 <표 9>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체 으로 볼 때, 교통시설의 경우

에는 개별국가 정부나 국제 융기구들이 주요 력 트 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통신과 에 지시설의 경우에는 국제 융기구와 더불어 민간자본의 참

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54)

<표 9>에 따르면 가능성이 높은 력주체가 다수인 과제들이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은 북한을 포함해서 다자간 력체 구성을 통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 과제의 경우에는 북한과 다자간 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의 범 가

국, 러시아, 우리 나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

과제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 외에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 융기구가 요한 역

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를 들어서 교통부문의 장기과제 가운데 하나인 ‘주요

간선철도 복선화’나 ‘주요 도로 확장 신설’의 경우에는 국, 러시아, 우리 나

라, 일본 등과 IBRD가 북한과 공동 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력주체 연계는 투자비용의 분담과 사업 험성(risk)의 분산 외에도

54) 세계은행에 따르면 교통, 통신, 력부문에 한 민자유치 가능성을 경쟁성, 수익성, 형평성,

환경성 등의 지표로 비교해본 결과, 체로 통신과 력부문이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김용학,『통일에 비한 사회간 자본 통합방향에 한 연구』, (서울: 서울시

립 학교 박사학 논문, 1999),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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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 국제 인 신인도 제고 측면에서 효율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력주체들이 이러한 연계구도에 참여하기 해서는 북한 사

회간 자본 개발의 기본 구도가 국제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력구도가 제시되어야 력주체간 연계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9> 개별 과제별 북한과의 력주체

부 문 단기 과제

북한과의 력주체

장기 과제

북한과의 력주체

개별

국가
국제 융기구

민간

자본
국가 국제 융기구

민간

자본

ODA

등

IDA,
ADF

등

IBRD,

ADB등

기업,
인 라
펀드 등

ODA

등

IDA,

ADF등

IBRD,

ADB등

기업,
인 라
펀드

등

교통

철도

경지역 개보수
주요 항만 배후철도
주요 공업지역

철도시설 개보수

▲ ▲ ▼ ▼
주요 간선철도 복선화
동북아 역철도연결 ▲ ▼ ▲ ◆

도로

경지역 도로망
개보수 주요 항만

주요 공업지역

배후 도로망 개보수

▲ ▲ ▼ ▼
주요 도로 확장 신설
동북아 역도로망 연결 ▲ ▼ ▲ ◆

항만 주요 항만시설 개보수 ▲ ▲ ▼ ▼ 규모 무역항만 개발 ▼ ▼ ▲ ▲

공항 주요 공항시설 개보수 ▲ ◆ ▼ ▼ 규모 국제공항 개발 ▼ ▼ ▲ ▲

통 신
주요 도시의 통신망

확충 ▲ ◆ ▼ ▲
국 인 통신망구축

국제통신망 구축 ◆ ▼ ◆ ▲

에 지

기존 발 소의 설비

개보수
◆ ◆ ▼ ▲ 규모 발 소 건설 ▼ ▼ ▲ ▲

송․배 망, 송유 의

개보수
◆ ◆ ▼ ▲

송․배 망, 송유 의

면 개선

동북아천연가스공 망개발
▼ ▼ ▲ ▲

주요채 시설개보수 ▼ ▼ ▼ ▲ 면 인 산시설 화 ▼ ▼ ◆ ▲

주: 1) ▲참여가능성 높음 ◆ 참여가능성 보통 ▼참여가능성 낮음

2) 참여가능성 구분은 북한이 단계 으로 경제개 과 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정

치외교 계를 개선해 간다는 것을 제로 한 것임.

3) 국제 융기구의 경우 북한은 단기 으로 기 가입을 제로 세계은행의 IBRD 정규

차 보다는 IDA 차 이나 ADB의 ADF자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IBRD나

ADB의 정규 차 은 장기 으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임.

5.2.2 부문간 연계 략

사회간 자본은 그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간의 연계 추진이 요한 의미를 갖는다. 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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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의 경우 한 시설 연계가 투자비용을

약하고 수송효율을 증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발 소 등 에 지

개발 련 시설과 교통시설의 한 연계 개발도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개발사업을 사회간 자본 개발과 연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하 물자원의 개발55)과 철도, 발 소, 항만의 연계

개발이 우선 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 물자원의 개발을 해서는

련 기반시설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교통시설 가운데에는 에 지개

발과 연 된 시설들이 많은데, 지하 물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함경남도지

역의 경우 발 소나 산개발을 해 건설된 철도가 많다.56) 본 연구에서는 함

경남도 단천지역의 산개발 교통정비사업을 이러한 부문간 연계 략의 시

범사업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함경남도 단천군에는 북한 최 의 마그네사이트 산인 용양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연간 250～300만톤의 마그네사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장량은 36

억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7) 그리고 북한 최 의 납, 아연 산인 검

덕 산도 이 지역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개발을 해 건설된 허천선(단

천-홍군 80.3km; 철), 만덕선(허천-만덕 9.8km; 철)58)의 개보수와 단천항의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해서 일정기간 용양 산과 검덕 산의 개

발권을 부여하는 연계 개발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는 이 지역에 력을

공 하는 허천강 수력발 소체계의 4개 수력발 소(시설용량 39만4,000kW)의

시설 개보수 확충과 산개발권 제공을 연계하여 국제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발 소, 철도, 산개발 등 세 가지 사업을 연계한

사업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산과 교통시설의 연계 개발은 다른 지역

에서도 가능할 것인데, 최근 호주 기업이 실사한 운산 의 개발도 주변지역

55) 미국이 발표한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에 의하면, 북한은 세계 2 의 마그네사이트

생산국이며, 개발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물자원도 최소한 43가지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재 북한의 지하 물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물로서는 철 석, , 은, 동 ,

연, 인상흑연, 인회석, 마그네사이트, 고령토, 활석, 석탄(유연탄) 등이 있다. 황정남,『북한 지

하자원의 개발을 한 력방안 연구』, (경기도: 에 지경제연구원, 1999), p.94.

56) 함경남도의 신흥선(함흥-부 호), 장진선( -사수)은 력개발을 해 건설된 철도이며,

고원탄 선(둔 -장동), 야탄 선( 야-풍남)은 석탄개발을 해 건설된 철도이다. 단천

을 심으로 한 허천선과 골선 등도 산개발과 한 연 이 있다.

57) 북한의 주요 업지구 가운데 하나인 단천지역에서는 주로 납, 아연, 동, 인회석, 마그네사이트

등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철 속 제련공업을 심으로 하는 공업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단천시는 인구가 약 38만명으로 함경남도에서는 함흥에 이어 제2의 공업도시이다.

58) 단천지역에는 평라선, 골선, 허천선, 만덕선 등 4개의 철도가 부설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서도 산과 공장들을 연결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철도 노선이 허천선과 골선이다.



144

교통시설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59) 재 북한은 산개발에 한 외

국기업의 투자유치에 극 이며, 서방 기업들도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에 심

을 보이고 있어서 자원개발과 사회간 자본 개발의 연계 추진은 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재 북한은 력난과 교통․물류시설의 취약성 때문에 경제성 있는 물개

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지하 물개발과 련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것은 북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0> 단천지역의 지하 물자원 개발과 사회간 자본 개발의 연계

구 분 물자원 치 사회간 자본 연계 개발 안

용양 산 마그네사이트
함경남도
단천군

- 허천선(옛 단풍선: 단천-홍군 80.3km), 만

덕선(허천-만덕 9.8km)의 개보수

- 단천항의 시설 확충

- 허천강 수력발 소 정비

그리고 지하 물개발과 사회간 자본 개발의 연계 외에도 교통․통신․에

지부문간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 나진․선 지역에 치한

주요 항만과 발 소로서는 나진항과 선 항 그리고 웅기(선 )발 소가 있다.

나진․선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해서는 이 지역과 국, 러시아 경지역을

연결하는 육상 교통망과 더불어 항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발 시설의 확충

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 항과 웅기발 소의 시설 확장을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장기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이 라인 천연가스(Pipeline Natural

Gas, PNG)개발과 발 소 건설 등 에 지개발사업의 연계 추진도 고려될 수 있

을 것이다. 재 한국, 국, 러시아 등 3개국은 이르쿠츠크(Irkutsk) 가스배

사업을 1997년부터 추진 에 있고 사할린지역에서도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천연가스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의 사하지역과

국서부지역에서도 가스 개발을 한 사업이 비 이거나 추진 에 있다.

재로서는 이르쿠츠크나 사할린지역에서 가스 을 개발하고 이 가스 으로부

터 북한을 거쳐 우리 나라에 이르는 이 라인 건설사업을 발 소 건설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천연가스

59)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01년 7, 8월 UN 기구(UNOPS) 후원하에 무

산 철 산 실태조사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호주 컨설 社 Clough Engineering의 보

고서(Report TumenNET Musan Iron Ore Mine)에 따르면, 운산 의 매장량이 1,000

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 컨설 사는 북한 철 산 등 기간산업의 개선을 해 외국자본 유치

가 필요하며 이를 한 인센티 차원에서 등 유망한 산개발 로젝트와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망하 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기업이 이미 북한 회령과 은성지역에서 북한으로

부터 천연가스와 유 개발권(토지 채굴권)을 부분 으로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45

이 라인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해서는 보다 세 한 연구가 필

요하겠지만, 연안지역을 따라 이 라인이 건설되는 경우 기존 공업지역의 정

비와 발 소의 에 지원 확보 측면에서도 커다란 효과가 기 된다.

이 외에도 개발, 물류․산업단지 개발 등과 연계한 사회간 자본 개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으로 취약한 북한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수

익성이 확보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사회간 자본 개발

을 연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국제 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문간 연계사업이 보다 효율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먼

각 부문별 장기 개발 구도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사회간 자본에 한 체 인 개발 구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3 과제별 국제 력 략

앞에서 제시된 집 연계 략을 종합해 보면, 단기 으로는 국, 러시

아, 우리 나라, 일본 등이 심이 되어 발 소, 철도, 항만 부문의 력을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개별 국가의 공 자 (ODA포함)을 심으로 한 사

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장기 으로는 국제 융기구의 지원을 심으로 각 부문의 사업들이 추진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통부문의 경우에는 부분 으로 개별국가의 ODA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세계은행이나 ADB와의 력이 심이 될 것이다.

통신과 에 지부문의 경우에는 외국 민간자본과의 력이 심이 될 것으로 보

이며, 이 경우에도 일부 교통부문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과제별로 국제 력 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부문에 있어서 경지역에서의 철도 개보수와 주요 항만 공업지역

배후 철도망의 개보수의 경우에는 국, 러시아, 우리 나라와 북한이 양자간

력을 하거나 4자간 공동 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

으로 추진될 한반도종단철도와 주변국가의 국제철도망 연결을 한 기술

력경험 축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 으로 추진

될 간선철도의 복선화와 동북아 역철도연결 등은 규모 자 이 소요될 것으

로 상되므로 북한과 국제 융기구간의 력으로 추진하거나 국, 러시아와

의 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로 연안지역을 따라 교통망이

구축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지형특성상 철도망의 복선화는 도로망의 확충과 연

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 으로 추진될 간선도로의 확장, 신설이나 동북아 역도로망 연결 등은

통신이나 에 지부문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교통망을 따라 구축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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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는 통신망의 특성상 도로건설과 통신시설 확충의 연계는 시 지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과 련하여 가스 건

설도 교통 에 지 부문의 개발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이다.

주요 항만시설의 개보수는 러시아 등과의 양자간 력을 통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발 시설의 개보수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력과 물류시

설의 확충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외국기업들과의 력을 통

해 장기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규모 항만개발은 주요 간선철도와 동북아

역철도망의 연결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해운과 육운간의 연계를 통한 수송 효

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공항부문에 있어서 부분 인 시설 개보수는 국, 러시아 등과의 양자간 력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규모 국제공항개발은 북한과 외국기업간의 력을

통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육상교통망이 취약한 북한의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공항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단기 으로 요한 의

미가 있을 것이다.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단기 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 도시의 통신망 확충

과 장기 으로 추진될 국 인 통신망의 확충 모두 민간자본의 참여가 요할

것이며, 국 인 통신망의 확충은 도로부문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단기 으로는 기술부문에 을 둔 국제 력이 우선 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에 지부문에 있어서 기존 발 소의 설비 개보수는 국, 러시아와의 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1950년 이후 발 소의 건설이나 시설 개

보수 과정에서 국, 러시아 등과 긴 한 력을 해온 경험이 있다. 수력발 소

는 주로 국과, 그라고 화력발 소는 주로 러시아와 력을 해온 경험을 살려

발 소 개보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 소의 개보수는 발 소와 연

결되어 있는 철도, 도로의 개보수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발 소로의 근

성이 개선되어야 개보수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의 발 소 가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장기 으로 추진될 규모 발 소의 건설은 외국기업의 투자나

국제 융기구와의 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며, 도로, 철도, 항만부문의 확충

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송배 망, 송유 등 에 지공 망의 개보수는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발 소 개보수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이다. 천연가스 공 망을 포함한 에 지공 망의 면 인 개선은 국제

융기구나 외국기업과의 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고, 간선 철도망

도로망의 확충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 일 것이다.

주요 산시설의 개보수는 외국기업과의 력을 통해 철도시설의 개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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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철도시설 가운데에서는 산개발을 해 건

설된 노선이 많기 때문에 산개발과 철도시설의 연계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

다.

<표 11> 과제별 국제 력 략

부 문

단 기 장 기

과 제 력 략 과 제 력 략

교

통

철

도

경지역 개보수/
주요 항만 배후철도
주요 공업지역

철도시설 개보수(A)

국, 러시아, 우리 나라와의 양
자간 는 3자간 력/교통(B),
에 지(F)와 연계

주요 간선철도 복선화/동
북아 역철도연결(I)

북한과 국제 융기구간
력/교통(J)과 연계

도

로

경지역 도로망 개
보수/주요 항만
주요 공업지역 배

후 도로망 개보수(B)

국, 러시아, 우리 나라와의 양
자간 는 다자간 력/교통

(A),에 지(F)와 연계

주요도로확장 신설/동
북아 역도로망 연결(J)

북한과 국제 융기구간
력/교통(I),통신(M),에
지(O)와 연계

항

만

주요 항만시설 개보

수(C)

러시아, 우리 나라와의 양자간

는 다자간 력/교통(A,B),

에 지(F)와 연계

규모 무역항만 개발(K)
북한과 외국기업간

력/교통(I)과 연계

공

항

주요 공항시설 개보

수(D)

국, 러시아, 우리 나라와의 양

자간 는 다자간 력/

교통(A,B)와 연계

규모 국제공항 개발(L)
북한과 외국기업간
력/교통(I,J)과 연계

통 신
주요 도시의 통신망

확충(E)
북한과 외국기업간 력/교통
(B)과 연계

국 인 통신망 구축

국제통신망 구축(M)
북한과 외국기업간
력/교통(J)과 연계

에 지

기존 발 소의 설비

개보수(F)

국, 러시아, 우리 나라와의 양

자간 는 다자간 력
북한과 외국기업간 력/교통

(A,B)과 연계

규모 발 소 건설(N)

북한과 국제 융기구, 외
국기업간 력/교통

(I,J,K)과 연계

송․배 망, 송유 의

개보수(G)
북한과 외국기업간 력/에
지(F)와 연계

송․배 망, 송유 의 면
개선/동북아 천연가스공
망개발(O)

북한과 국제 융기구, 외
국기업간 력/교통(I,J)

과 연계

주요 채 시설 개보

수(H)
북한과 외국기업간 력/교통
(A)과 연계

면 인 산시설 화
(P)

북한과 외국기업간
력/교통(I,J)과 연계

6. 국제 력의 추진에 따른 기 효과와 과제

6.1 국제 력의 기 효과

국제 력을 통한 사회간 자본 개발의 기 효과는 북한의 경제발 과 남북

경 동북아경제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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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의 경제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사회간 자본의 확충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투자를 가져옴으로써 반 인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 교통, 통신 등 사회간 자본의 개발은 지역의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발 잠재력이 사장되어 있는 , 물류산업의 발 을

가져올 것이다. 단기 으로 추진될 경지역의 교통 련 력사업의 경우에

는, 철도, 도로, 항만 확충에 따른 고용효과 물류비용의 감 효과60) 외에도

함북, 평북지역의 산업개발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 력과정

에서 기술 선진 경 기법 습득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경제 력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 국제 력을 통해 북한 경제

가 안정화될 경우 우리와 북한의 경제 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이다. 북한과의 국제 력을 모색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측과의 공동 력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 력 확 는

결과 으로 우리와 북한의 경제 력 확 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동북아경제교류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사회간 자본 확충은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인 국, 러시아, 일본, 우리 나라간의 교역확 에도 커

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기 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연결될 경우 북한뿐만 한반도

체가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교통․물류교류 거 으로서의 잠재력이 크게 제

고될 것으로 보인다.

6.2 국제 력의 과제

북한이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

는 지 않은 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상된다.

6.2.1 북한의 과제

여기에서는 외 측면과 내 측면에서 북한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았다.

6.2.1.1 외 측면

북한이 국제 력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 국제정치와 외교무 에서

60) 를 들어서 재 국 훈춘에서 나진까지는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 자동차로 6시간이 소요되

고 있지만, 도로가 확․포장되면 2시간내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그리고 재

나진항은 400만톤 처리능력 가운데 30%만이 활용되고 있으나, 도로가 확․포장되고 항만시

설을 확충하면 보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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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북한은 2001년 9․11테러사건 발

생 이후 ‘테러자 조달억제에 한 국제 약’과 ‘인질억류방지에 한 국제

약’ 등 2개의 반테러 약에 가입하는 등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획득을 해 나름

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02년도 연례 ‘국제 테러 유형

보고서’에서 북한을 쿠바,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과 함께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세계은행 등 국제 융기구

에 가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건설 인 신포 경수로발 소와

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핵사

찰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에 개최된 북미회담에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북한의 사

회간 자본 개발에 국제사회의 극 력을 기 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비록

북한이 국이나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과의 력을 통해 부분 으로 사회간

자본의 확충을 도모한다고 할 지라도 이것이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격 으로 사회간 자본을 개발하기 해서는 규모 자본 유입이 필수 이

고, 이를 해서는 미국, 일본 등과의 계개선이 필수 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

국, 일본 등 주요 서방국가들과의 계를 개선하기 해서는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를 선언하고 IAEA의 핵사찰에 해서 보다 향 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경제 신뢰의 획득 측면에서는 북한이 사회간 자본 실태에 한 정확한 정

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

쳐 투자자 이 회수되는 사회간 자본의 성격상 정확한 실태 악이 반드시 필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측면의 신뢰를 획득하

기 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자료를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 ,

기술 문제로 이러한 작업을 북한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립

인 국제개발기구들이나 국제NGO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제 환국들의 경우 세계은행 등 국제 융기구들이 차 지원 이 에 해당 국

가와 실태조사 등 치 한 비를 하 다는 을 고려할 때, 북한은 국제 융기

구 가입 이 부터 이들 기구와의 기술 정보 력에 보다 극성을 보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한 경제 측면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해서는 국제규

범에 맞는 제도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 북한에는 외국인투

자법 등 18개 투자법과 투자 련 시행규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은 국제

력 략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 하여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간 자본 개발과 기타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하도록 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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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여건 마련과 더불어 사회간 자본 시설의 장기 인 개발과 리에

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는 것도 경제 신뢰 획득 측면에서 요할

것이다.62) 특히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집 과 연계 략의 실효성 제고 측

면에서도 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발 소와 철도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

의 연계 개발이 가능하기 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의 장기 인 개발 구도가 사

에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에 참여하게 될 구

제사회의 다양한 력주체들도 이러한 기본계획의 구도 하에서 보다 구체 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사회간 자본개발을 한기본계획의 수립은 단순히 사

회간 자본 개발 측면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 체의 국

제 인 신뢰 획득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63)

6.2.1.2 내 측면

내 측면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긴장의 해결이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체제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군부 등으로부터 핵개발 포기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획득을 한 일련의 노력에 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64) 과거 북한이 서방세계와의 력에 소극 이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

는 외자유입의 부작용에 한 우려 때문이었다. 외자도입이 외국에 한 경제

종속을 심화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자의 도입이 오히려 정치 안정성을 강화시켜 수

도 있다는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 으로 외국 자본은 투자 상국의 정

치 안정을 제로 투자가 결정되지만, 일단 자본이 유입된 이후에는 해당국

가의 정치 안정 유지에 심을 갖게 된다. 국제 융기구 등이 자본을 북한에

61) 재 개성공단 강산 개발과 련해서 경제특구지정과 연 된 새로운 법률 제정이

모색되고 있는데, 사회간 자본 개발에 있어서도 외국자본의 유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

로운 제도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국의 경우에는 재 추진 인 ‘서부 개발’을 해 여

러 가지 외국인 투자 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국의 정책을 면 히 검

토하여 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62) 뱁슨(Babson)은 북한의 사회간 자본 부문에서의 주요 과제로서 외부로부터의 재원조달과

이러한 재원을 효율 으로 투입하기 한 공 로그램의 수립을 지 하 다. Babson,

Bradley O., "North Korea's Economy: Facing Up to Reality and The Challenges Ahead",

New Challenges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Stanford

University, 2001), p.10.

63) 재 국은 ‘서부 개발’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해 2000년부터2050년까지 3단계에

걸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1단계: 계획수립, 2단계: 서부지역 투자확 , 3단계: 서부

지역 도시화, 국제화). 이러한 국의 사례처럼 북한도 장기 인 사회간 자본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심과 참여를 극 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64) 북한 당국이외국과의 력에 합의한다고 할지라도 내부 동의가 확고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력의 약속을 기하는 결과가 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사회와의 력

확 와 신뢰획득 노력에 한 내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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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할 경우 북한의 정치 안정 유지는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

통 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간 자본의 개발과 운용과정에 필요한 문인력을 확보하는 것

도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 력사업의 특성별로 문인력의 확보가 필

요한데, 이를 해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간의 공동 력이 필요할 것이다.65)

한 단계별로 국제 력을 담당할 기구와 조직을 확 발 시켜나가는 것도 필

요할 것이다. 단기 으로는 북한의 기존 외 력 련 기구들이 국제사회와

의 력 트 로서 기능할 수 있겠지만, 본격 인 개발이 추진되는 시 에서는

사회간 자본 개발에 해 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이 국제 력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2.2 국제사회의 과제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력은 지 않은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국가별로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에 한 시각에 있어

서 커다란 편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서 러시아가 북한에 한

력부문 지원에 해 정 인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매우 소극 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 계의 립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북한과의 국

제 력에 있어서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과의 력과정에서

나타날 국가간의 정치․군사 이해 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다. 재에도 미

국, 일본 등은 국, 러시아 등과 동북아의 군사 안정화에 있어서 립되는 인

식을 보이고 있다.6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에 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참여를 효율 으로 조율하기 한 다자간 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은행이 주도하여 1966년에 한국경제 의

체(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Republic of Korea;

IECOK)가 결성된 사례가 있다. 이 의체는 한국에 한 양자간 다자간 원

조를 조정, 주선하는 기능을 수행한 바 있다.67) 물론 당시 우리 나라의 상황과

65) 단기 으로 북한의 교통․통신․에 지부문 개발에 참여하게 될 국제기구나 외국기업들

이 북한의 인력에 해 련 기술을 교육시키는데 일정한 자율성과 권한이 필요할 것이며,

이 경우 북한이 KEDO와 맺은 ‘훈련의정서’(2000.10.20)는 향후 사회간 자본 부문의 인력

리측면에서 시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정서는 경수로 발 소의 운 유지보

수를 담당할 북한 인력의 훈련에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6) 미국 부시정부의 ‘미사일방어(Missile Defence; MD)’체제 구축에 해 국과 러시아는 반

하고 있다.

67) 장형수, 박 곤, 『국제 력체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서울: 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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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 북한은 서로 크게 다르지만 이러한 국제 의체 구성은 력비용의

감과 험분담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6.2.3 우리 나라의 과제

6.2.3.1 정부차원의 과제

북한의 국제 력 확 는 결과 으로 남북경제 력에 정 인 향을 미치

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간 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참

여하고 있는 국제 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북한에 한 국제사회의 력을

지원할 수 있을 수 있고,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사업에 국제사회와 함께 직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이나 아시아

태평양경제 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와 같은 기존의

지역경제 의체를 통해 북한에 한 국제사회의 사회간 자본 개발 참여를 유

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북한과의 주요 이해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국, 러시아 등과의 긴 한 력 하에 지원을 유도해 가는 것

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미국, 일본과는 한․미․일 3자 조정감독그룹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 TCOG)68)을 통해 북한의 국제

력 문제를 사 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직

으로 북한의 국제 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한 재원 조달과, 민간

기업의 투자확 를 뒷받침하기 한 련 제도 보완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차원의 한가지 력과제는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공

동연구를 주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단기 으로는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

발을 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가 정부차원의 력이 요할 것인데, 이

것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 련 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단을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있어서 우

리 정부가 북한과 함께 주도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내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8) TCOG은 한․미․일이 페리보고서의 작성 이에 따른 북 포 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서 1999년 5월 도쿄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3자 조정감독 그룹은 한․미․일간 북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 으며,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간의

입장조율을 한 3자 조정감독그룹의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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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민간차원의 과제

단기 으로는 정부차원의 력이 우선 으로 필요하겠지만, 장기 으로 추

진될 규모 개발사업에는 우리 민간기업들이 극 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통신망 확충이나 발 소 건설 등과 같은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독자

으로 진출하거나 외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는 단기 으로 국내 NGO들의 극 역할도

요할 것이다. 재로서는 북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NGO들이 비교

북한과의 과 력에 있어서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NGO들이

국제 NGO들과 연 해서 개별국가의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인 다자간 의체 구성을 한 여건조성에도 국

내 NGO들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차원 민간차원의 과제 외에도 이미 추진 이거나 추진 정

인 남북경 사업을 국제 력사업으로 발 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특히 재 남북경 사업으로 추진 인 사업 가운데 민간기업과 공기업

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성공단개발사업과 강산 개발사업의 경우에

는 북한측의 여건조성 여부에 따라서는 련 기반시설 개발에 국제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결 론

북한 경제의 발 을 해서는 사회간 자본의 안정화와 효율화가 필수 이

다. 취약한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간 자본을 안정화, 효율화하기

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극 으로

국제 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간 자본은 기본 으로 국가의 경

제체제와 하게 연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사회간 자본의 개발은 단순한

물리 측면의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요한 략 의미를

갖고 있다. 재 국제사회는 북한이 재와 같은 폐쇄 인 계획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세계경제에 능동 으로 참여하기를 기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에 한 참여와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재처럼 북

한이 군수산업과 공업 심의 경제발 을 도모한다면, 사회간 자본의 개발

을 한 국제사회의 참여는 기 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 력을

통해 사회간 자본의 개발을 도모하기 해서는 국제 력에 한 북한의 새로

운 인식과 능동 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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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회간 자본의 개선을 통해 경제재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에 해 보다 극 으로 개 과 개방에 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제 리개선조치’와 같은 일련의

개 경제정책을 북한이 지속 으로 확 해 가는 것은 사회간 자본의 개발

을 한 국제 력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북한이

국제 력에 보다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의 여건

조성에 극 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 력의 비용을 이고

력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세부 인 방안의 모색을 해 우리 정부가 국

제공동연구나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등 보다 극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국제 력을 통해 사회간 자본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주체가 북한처럼 오랜 기간 동안 세계경제로부터 고립되

어 왔던 사회주의국가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지 까지 많은 구 사

회주의국가들이 이러한 과제에 능동 으로 응해 왔고, 북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은 호혜 력 계

구축을 통해서 찾아가야 할 것이다. 아직 북한이 이러한 호혜 력을 통해 국

제사회와 안정 인 유 계를 구축하기에는 핵문제 등 제반 여건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력방식이 북한 자신에게도 도움

이 되고, 북한과의 력이 결국 국제사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공유될

때, 북한의 사회간 자본 개발을 한 국제 력이 본격 으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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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1989년 통일 이후 독일의 약 10년간 주택부문 투자액을 기 으로 분석한

한국의 주택투자 가능액은 약 6조1608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독일의

GDP 비 주택부문 투자액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용시킨 것이다. 통일한국

의 상 주택 투자액은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반드시 동일

한 형태로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련 자료들을 많이 확

보하여 이 항목별 상 주택 투자액을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실정에 합한

형태를 새롭게 고려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수요 추

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비 근법(Shift Share Approach)을 이용하

여 2010년의 북한 가구 수를 추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남한의

GDP와 KDI(2002)의 잠재성장률, 주택의 감실율, 그리고 2010년까지의 성장

률을 4.4%로 가정하여 북한지역 주택 투자 액과 보 률 달성기간을 분석

하 다.

주택보 율이 약 100%선에 도달하는 시기는 통일 4년 후 정도가 될 것이

며, 110%선을 넘는 시기는 통일 후 5년째가 될 것으로 상된다. 여기에 앞

서의 추정에서처럼 총 주택부문 투자액의 70%선에서 주택신규건설에 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해 평균 7.7조원이 투자되어 매년 략

278,340호의 주택이 건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 율이 약 100%선

에 도달하는 시기는 통일 후 약 4년으로 상되지만 주택의 감실율을 감안

한 실질 주택보 율 100%에 달하는 시기는 통일 후 약 7년이 걸리는 것

으로 상된다.

주택공 에 필요한 택지개발 면 을 46㎡을, 59㎡, 84㎡ 기 으로 하여 추

정하 을 때, 각각 약 8,806㎡· 8,534㎡· 6,790만㎡이 되어 총 필요택지개발면

은 약 24.13㎢정도로 상된다. 이 면 은 략 분당신도시 약 13개정도의

면 에 해당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 통일 후 북한지역의 주택공 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증 다. 일부

분석가들이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투기를 우려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미

흡하다는 을 고려하면 비 실 인 우려로 여겨진다. 주택 등과 같은 주거

기반시설의 설비는 격한 남한으로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방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험을 감안할 때 신규주택공 뿐만 아니라 주택 개보수 등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여 체 으로는 주택부문 통일비용의 약 1/3을 감당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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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일 이 경 단계에서 북한지역에 해 주택 등과 같은 공공시설

의 투자는 국민감정과 아직 시장경제 체제에 성숙되지 못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무리한 정책인 것으로 단된다. 이것은 최근 이루어진 다양한 북

한과의 경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는 을 감안하면 더욱 재고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

고 있다고 단될 때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최근 북한의 물가 임 인상 조치와 련, 북한은 식량배 제 지

속을 유엔 등 국제기구 계자들에게 밝히고 있지만 단계 인 시장경제체제

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서 보여 지고 있는 경제체

제의 수정은 본 연구에서 상정한 재 체제의 지속 후 통일이라는 내용과

일정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북한 근로자들의 임

수 변화와 주택임 료의 폭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유로 기존의 북

한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북한의

경제체제의 변 에 따른 새로운 구상 필요다고 단되므로 추가 인 분석

자료를 이용한 통일 후 북한지역에 한 주택수요의 재추정은 불가피한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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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주요 목 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주택공 유지 실태를 악한다. 둘째, 북한의 주택에 한 실태를 바탕

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 소요를 추정한다. 셋째, 북한 지역의 주택공

과 련한 법․제도 지원체제를 악하고 이에 수반된 문제 을 도출한

후 그 안을 기존 북한주택과 련된 연구에 기 하여 정리한다.

남북의 경제 력이 활발해지고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한 정권

차원의 실험이 시도되는 가운데, 장차 통일을 비한 북한지역의 주택과

같은 사회간 자본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상황이다(Jo and

Adler, 2002). 통일 후 주택수요 추정에 해 간헐 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있으나 상황의 설정이 경제 변화를 무시한 내용이 부분으로 최근 격

한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미흡한 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

례를 바탕으로 한 경험 인 내용을 기반으로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 주택소

요 분석을 통해 주택부문의 통일비용을 추정할 것이다.

1.2 연구의 필요성

독일의 경우 주택부문의 통일비용이 체 통일비용의 19.2%에 이르 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도 막 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특

히 한국의 경우 통일 구서독과 구동독의 경제여건보다 재의 남한과 북

한에 비해 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황에서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보

다 더 많은 사회-경제-정치 부담이 측된다.

독일의 경험에서도 드러났지만, 지역간 균형발 은 통일 후 한국이 고려되

어야 할 필수조건이다. 남과 북의 일정한 균형발 이 선행되지 못할 경우,

통일 후 격한 인구이동 등과 사회변동은 피할 수 없고, 이 경우 남한은 노

동과잉공 , 북한은 노동공 의 부족 등과 같은 시장 억제요건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통일 후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러한 불균형요인들에 한

완충이 지속 인 국가발 사회 안정에 기여함은 명약 화하다(Maretzke

and Strubelt, 2000). 즉 통일 후 북한지역의 주택공 등과 같은 SOC 등에

한 투자는 통일 후의 사회 안정 국토의 균형발 과 한 연 을 갖

는다(Ki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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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에서 공 되는 주택의 특성

북한주택부문과 련한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정권이 정권수립 이

후 인구 주택에 한 정확하고 공식 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택실태에 해서는 국내외 문헌자료나 연구자료,

귀순탈북자의 증언 등 각종 련 자료를 분석하여 간 으로 악할 수밖

에 없으며, 재 국내에서 정부공인 간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연구들의

경우처럼, 정확한 통계와 정교한 모형을 통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재까지 진행된 각종 연구․문헌자료를 토 로

북한 주택정책의 특징과 북한에서 공 되는 주택의 특성 황을 개략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북한 주택정책 개요

2.1.1 주택 련 법규정

북한 토지법에 따르면, 원칙 으로 모든 토지는 개인 으로 소유할 수 없

으며 국가나 동단체 등 사회주의 형태의 소유만 가능하다(제 9조). 한

주택은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하여 공 하도록 되어 있으며(제28조), 국가가

주택을 건설․소유하며 북한 주민은 그 이용권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50조).

그런데 북한 민법 59조에 따르면 개인소유의 상으로 살림집(주택)과 가

정생활에 필요한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 등을 언 하고 있어

일면 북한 주민 개개인이 주택소유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

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추어,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주택을 비

생산 인 재화 는 개인 소비용품으로 간주하고, 그 이용권만을 배타 으

로 가진다고 악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다른 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명목 으로는 국가에 있으나 체제가 흔들리게

되면서 실질 으로는 주민이 주택에 한 소유 결정권을 일정 정도 지니

게 되어 자율성의 여지가 있었던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지 까지도 명목

․실질 차원에서 공히 주택에 한 국가 소유의 원칙이 공고히 유지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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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 별 주택건설의 변화 추이

해방직후 북한은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동시에 가집 개조사업을 개하

여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는 정책을 실시하 다. 이에 따라 한국 쟁 북한

지역의 주택재고는 약 100만 호 정도에 이르 다. 하지만 한국 쟁 약 60

만 호의 주택이 괴되어 극심한 주택난에 직면하게 되자 휴 직후부터 북

한은 평양을 심으로 한 도시 공업지역에 한 주택건설에 주력하기 시

작하 다. 도시 지역의 주택공 이 어느 수 으로 진 되자 1960년 에는 농

지역의 주택건설도 본격 으로 착수하기 시작한다. 북한 주민을 한 일반

인 주택건설이 막바지에 이른 1970년 부터는 평양 등 도시에서 사회주

의의 번 과 체제의 우월성을 표 하는 상징 인 건축물들을 짓는 주택건설

정책을 추진하 다. 그리하여 1970년 후반 이후에는 주택건설의 다양화 경향

이 나타나고, 국제도시화․고층화․ 규모화가 추진되기 시작해서 평양․남

포․원산 등 도시를 심으로 인 고층아 트가 건설된다. 한 농

의 문화주택 건설정책에 따라 2층 3세 주택, 3층 5세 주택 등이 건설되

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 지역을 심으로 고층 아 트도 건설되는 등 새

로운 형태의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 다.

2.1.3 시 별 주택정책 평가

북한의 주택정책은 다음과 같이 5기로 나 어 평가할 수 있다.

제 1기는1945～1956년으로, 당시 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북한 역시 민간주택을 국유화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주

택부문을 통제․강화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쟁으로 북한 주택부문

의 부분이 괴되면서 주택부문의 기반을 상실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 2

기는 1957～1976년으로, 후 복구기를 거쳐 비교 빠른 경제성장과 미래에

한 낙 인 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주택소요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앙집권 주택정책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름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가건설 주택의 공 이 최 정기

에 달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제 3기는 1977～1989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국가의 신규

주택 공 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기본 인 사회주의 주택정책 이념이 퇴색

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주거의 수 이 반 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아

직까지는 주민의 주거불만이 표출되지는 않는다.

제 4기는 1990년～1998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김일성 사망 후의 체제 불

안정 지속 인 마이 스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규주택

공 여력은 거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 그 결과 앙당 차원에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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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조주택의 건설 불법 인 주택거래

등 사회주의 주택정책에서 일탈된 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그리고 평

양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택통제가 이완되어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제 5기는 1999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는 시기로, 이 시기에 가장 주목되

는 사실은 최근 들어 시장경제체제로의 환을 한 과정의 일환으로 국가

가 부담해 온 주택임 료를 주민이 직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에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는 이다.

주택임 료를 개인이 직 부담한다는 사실은 북한당국이 1990년 이후

만연된 자조주택의 건설 불법 주택거래의 행 등 사회주의 주택정책

을 일탈한 일련의 사회 상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 이를 공식 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단된다. 이런 상을 양성화하여 시장경

제체제의 응도를 높이려하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 국제 지원 자구책 강구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러스로

환된 것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주택의 신규공 을 거듭 장려하고 있는

데,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7년 동안 도시와 농 에 약 30만 세 의 살림집

이 건설되었다는 측이 있을 만큼 주택의 신규공 이 어느 정도 증가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주택신규 건축 정책은 구조 인 주택난 해결

주민들의 주거수 개선에 목표를 두는 동시에 제 군인 등 노동력의 집단

재배치를 통해 지역간 노동력의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은 이 시기와는 달리 주로 평양 이외의 지역에 집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1> 북한의 최근 주택건설 동향

건설지역 시기 규모 내용

강원도

고성군․읍지구
2002

200세

이상

․ 이미 군지역에 수십 동의 살림집을 건설
한데 이어 다시 읍지구에 200세 건설
추진

자강도 원군 2002
1500여

세 이상

․ 군 지역에 150여 세
․ 호고리 80여 동
․ 천리 100여 동
․ 군 체 으로 1500여 세 입주 완료

평안북도 2002
2000여동

2840세

․ 박천군～신의주, 벽동군～철산군 구간의
주요철도 노선과 도로주변에 수많은 문화주
택을 건설함.

함남도 2002 500여세

․ 제 군인용 살림집 건설.
․ 1동 2세
․ 세면장 부엌 완비

자료. 통일부, 북한동향, 각 내용을 연구진이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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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택부문 내에 와 같은 새로운 경제 활력이 생겼음에도 불구

하고, 고질 인 원자재 에 지의 부족으로 주택의 신규공 이 여 히 제

한 이어서 주거수 의 상 유지도 어렵다는 것은 1990년 이후 지속되는

이기도 하다. <표1>은 북한의 최근 주택건설 동향을 보여 다.

2.1.4 주택공 정책의 원칙

북한 주택공 정책의 원칙은 다음 네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택의 획일화 정책이다. 주택설계의 표 화와 규격화를 추구하여,

도시에는 고층아 트(북한에서는 ‘고층살림집 이라 함)를, 농 에서는 연립

주택(2층, 2～3층 세 용) 심으로 신규주택을 건설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

의 주거생활 격차를 최소화시켜 주거수 에 한 불만발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집합주택 주의 건설이다. 집합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

을 구 하는 공동생활의 장을 조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편이시설을 공

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부수 으로는 주민생활을 집단화함으로써

주민통제와 체제에 한 감시를 극 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도시

내 주거지건설과 개발의 기본단 로 이른바 주택 소구역을 설정하는데, 이

단 내에 건물들의 배치와 통합을 합리 으로 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

이면서도 주거의 쾌 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주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셋째, 주택생산의 공업화이다. 북한은 단기간에 주택을 량건설하고, 주택

건설의 경제성제고를 높이기 하여 설계의 표 화와 규격화, 자재생산의 공

업화, 건설의 기계화 등의 실천원칙을 통하여 이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특

히 체로 노동집약 인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경제특성상 많은

노동력을 오랜 기간 동안 건설부문에 투입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업화를

통해 공기를 단축시키면서도 공법․자재의 표 화로 생산성을 극 화시켜

규모의 주택을 짧은 기간 안에 지으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자

재생산․건설기계 부문 등과 같은 연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도 동시에 얻으려 한다.

넷째, 건설의 사상무장화이다. 북한의 특성상 주택에 하여 개인의 소유

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에 있어 개개인의 경제 동기를 부여하여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무장을 통한 노력동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

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앙당의 계획과 고려에 의해 주택이 건설된다고 하겠다. 한 주

체사상의 향으로 지역별로 자재를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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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건설의 특징

북한주택의 규모와 내부구조는 몇 가지 등 에 따라 평면구성 평형 등

이 획일화되어 있다. 이러한 등 은 입주자의 계 성향과 련되어 있는 것

이 보통으로 계 이 높을수록 양호한 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긴 동 기와 하 기 농업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은 주

로 농한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단 으로 일시에 량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조립식 공법의 의

존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주택건설 의 재원과 자재부족, 건설인력의 문

성 부족, 자재의 지방 자체 조달 등으로 인하여 평양․개성 등 일부 도시

지역의 주택을 제외한 부분의 ․소도시와 농 의 주택은 그 질 수

이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 주민의 상황은 이 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서는 국제도시․문화도시․ 명도시 등으로 지칭되는 교조 이고 추

상 인 도시계획이념이 도입되어 소 시용 주택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건물은 개 고층화된 주택이 부분으로 건물의 외 에 상

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즉 체 인 주택부문의 실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

부 계층을 한 주택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해 보이려는 주택건설에 집

하고 있는 것이다.

2.3 주택공 체계(주택배정)와 리

2.3.1 주택배정

북한의 주택공 방식은 원칙 으로 소속된 직장에서 노동자에게 주택을

배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택배정은 계층과 직 에 따라 규격화

된 각 주택을 임 형식을 통해 차별 으로 배정함으로써 주택선택 소

유에 한 자본주의 요소를 완 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의 할당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의 리 입주권(입사권) 배

정은 시․도 인민 원회의 도시경 사업소에서 총 하고 그 집행은 해당 기

업소가 담당한다. 국가가 도시경 사업소를 통해 직장단 로 주택을 할당한

후 직장이 다시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

이다. 체로 배정받는 주택은 직장 부근의 것이기 때문에 주거 이 의 결정

권이나 주택의 선택권은 개인에게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을 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 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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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세 , 후방가족, 당원 간부가족, 일반노동자, 농민, 월남자 가족, 불

순계층의 순서로 주택이 배정되는 것이다. 새로 건설된 문화주택

은 고 층 심으로 우선 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계층간 주거환경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면 계 별로 주택이동이 발생

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계 filtering-down 상이

발생한다.

계 과 연계된 차별 인 주택배정의 결과 지방기 간부 이상의 주

택보 률은 100%에 달하지만, 일반 노동자의 주택보 률은 50% 수 에

불과하다. 때문에 주택배정과 련한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리고 최근의 경제난의 여 로 실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택수요의 문제

를 해결하기 해 공식 으로 1가구 2주택의  동거살이 의 형태가 등장할

만큼 주택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단된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친척집이

나 직장동료의 집에 방 한 칸을 빌려 일정 기간동안 살도록 주선해주는 제

도로서 한 가족의 정상 인 주거생활에는 부 합하다 하겠다.

2.3.2 주택 리서비스

북한은 주택에 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북한당국은 주거인들에

게 일정 액의 주택거주에 한 임 사용료를 징수한다. 주택의 임 료는

체로 5～30원(1997년 기 )으로, 북한 주민 월 평균 임 50 ～ 200원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재 암시장의 국수 한 그릇 가격이 10

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렴하다 하겠다. 임 료를 제외한 주택 련 생활비

용은 체 생활비의 0.3%에 지나지 않으며, 연료비나 기세 등 기타 사용

료를 포함해도 생활비의 3% 안 으로 악되고 있다.

주택 리는 행정부가 직 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시경 부 산

하의 각 행정 원회 도시경 과(처)에서 하며, 도시경 사업소 내에 주택

리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앙당과 안 부원들의 주택은 앙당에서 직

리하고 있다. 술하다시피 주택 리에 한 비용이 낮은 만큼 주택의

유지․보수도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생각된다. 북한 귀순자들에

따르면, 주택의 유지․보수는 일년 평균 2회 정도 외벽페인트와 손된 유리

등 외 상 하자가 생긴 부분을 보수하는 수 에 그친다고 한다. 이것도 1호

도로에 한 지역에 한하고 그 외 지역은 리 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2.4 북한지역 주택건설실 추정 주택보 률

북한지역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우선 재 존재하는 북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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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택스톡을 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토 로 통일 이후 신규로 건설할 주

택의 수를 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택 부문 반에 투입할 상 투입액

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주택건설실 을 정확하게 단

할 수 있는 공식 인 통계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로 그 통계치가

왜곡 과장된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북한의 주택건설실 과 주택보 률

을 추정할 때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4.1 건설실

앙집권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의 특성상 주택건설도 경제개발계획과 연

계된 부분계획의 하나로 추진하므로 경제계획 단계별로 주택건설실 을 추

계하면 이를 구할 수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은 후복구와 함께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 공업화기반을 확립하기 해 수립되었는데, 이 때 국

가 산의 기본 건설액 약 13.4%가 주택건설자 으로 배당하여 약 60만호

의 주택을 새로 지으려 하 으나 실제로는 그 25%에 해당하는 15만호의 건

설에 그쳤다.

<표 2> 주택건설계획 실

기간 계획 실 계획 비 실 비

1차 5개년 계획
(1957～1960)

60만 호
(도시 40만+농 20만)

15만 호 25%

1차 7개년 계획
(1961～1967)
+ 3년 연장

120만 호 80만 호 67%

1차 6개년 계획
(1971～1976)

200만 호 88만 호 44%

2차 7개년 계획
(1978～1984)

140～210만 호
(매년 20～30만 호)

70～105만 호
추정

50%

3차 7개년 계획
(1987～1993)

105～140만 호
(매년 20～30만 호)

16만 호 11～15%

계 525～630만 호 269～304만 호 48～51%

자료. 윤혜정․장성수, 통일시 국토개발의 방향, 태림문화사, 1997

제1차 7개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1년부터 1967년 동안 북한은

떨어지는 생산성을 제고하기 하여 공업 발 , 경공업 농업의 병행

발 , 기술 신, 문화 명 국민생활향상, 국방․경제병진 등을 목표로 설정

하여 경제발 을 획책한다. 그러나 산업 반에 걸쳐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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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계획기간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목표치 120만

호의 약 67%에 해당하는 80만호(도시 50만호, 농 30만호) 건설에 그쳤다.

제 1차 6개년 계획기간에는 사회주의 물 ․기술 토 강화, 산업설비근

화, 기술 명 진을 기본과업으로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 다. 특히 이 기

간은 각종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자재의 생산에 노력한 흔 이 있으

며, 이에 따라 철강 시멘트의 생산․공 이 상당히 증가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자재의 생산증가가 바로 주택의 공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

다. 이 기간 에 도시지역에 연간 10만호 건설을 한 운동이 개되었

으며 주택건설을 한 산을 증액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개하 으나 목

표로 한 200만호의 44%에 해당하는 88만호(도시 41만호, 농 47만호)의 건

설에 그친 것으로 악된다. 하지만 1962～72년의 약 10년간 진행된 주택건

설의 결과 북한의 주택재고가 약 3배 증가하 다는 북한 당국의 자체보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이 완 히 수행되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주택난을 어

느 정도 경감하 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 제 1차 6개년 계획에서 진행

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 시기의 특징 인 것은 평양시내 천리마거리와 서

성거리 등과 같이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5층～15층의 고층아 트들

이 본격 으로 건설되기 시작하 다는 이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제2차 7개년계획에서는 주로 평양 외 다른

도시지역에서의 아 트 건설계획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함흥시,

청진시, 개성시, 원산시, 신의주시 등 지방도시에 수천세 의 아 트 건설을

추진하 으며, 평양 장 거리에는 세 당 110㎡에 달하는 40여 층짜리 아

트 건설착공을 하는 등 보다 화되고 세련된 규모 주택단지 건설을 추

진하는 데 역 을 두었다. 신규주택건설의 목표치는 140～210만호에 이르 으

나, 실 은 목표 비 50%에 해당하는 70～105만호 정도일 것으로 단된다.

이후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연간 20～30

만호 씩 총 105～140만호의 주택신축을 목표로 하 다. 이 시기에는 주로 지

방 주택의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비 을 두었으며, 평양 시내의 주거환

경에 한 사업도 계획의 후반부에 함께 실시하 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북한 경제의 지속 인 침체로 인하여 목표물량의 11～15%에 지나지 않는

16만호를 건설하는 데 그쳤다.

1993년까지 이어진 여러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신규건설한 것으로 북한이

공식 으로 발표한 북한의 총 주택건설목표는 525만～630만 호로 연간 15만

호에서 20만 호에 이르지만, 계획 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과 건축

자재 소비재의 부족, 북한 경제의 지속 인 침체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건설량은 체 계획의 48～51% 정도에 해당하는 269～304만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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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이러한 실 은 1980년 남한건설실 의 약 40%, 1990년 의 약

17%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수 의 주택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1970년 이후 신규 착공된 부분의 아 트가 고

층을 한 것이라는 , 아 트의 부분이 평양 등 일부 도시에 집 된

, 그리고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하며 북한 당국의 공식행사가 집 되는 천

리마 거리․창 거리․ 복거리 등에 집 되었다는 은 북한당국의 주택건

설의 목표가 다수 주민을 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부유한 생활과 사채

를 보장하며, 인민들에 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 으로 규정된 북

한의 건설기본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다.

최근의 북한의 공식 인 보도에 의하면 2000년 에 들어서면서 각지에 주

택공 이 재개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강원도와 자강도의 군 지역에 수백세

의 주택이 공 되었다는 보도가 얼마 1)에 있었던 걸로 비추어 북한이 지

난 3년간의 러스 경제성장에 힘입어 주택건설을 차 늘여가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건설업 성장률은 1999년에 24.3%,

2000년에 13.6%, 2001년에 7.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주택건설도

1999년 6만 2천여 세 를 정 으로 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러한 주택공 의 재개로 인해 신규수요가 매년 6만여 세 에 이르는 북한의

주택부족이 호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4.2 주택재고 추정

주택재고는 지 재 북한에 존재하는 주택의 수를 악하여 주택의 개

보수에 투입될 자 의 규모를 상하거나 신규착공 주택의 정수를 악하

는 데 가장 기본 인 자료가 된다. 여기에서는 먼 북한 주택재고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본연구진의 실 주택재고 추정방법을 보여주려 한

다.

2.4.2.1 윤혜정․장성수(1997)의 견해

북한의 양 인 주택실태를 보다 정확히 악하고 통일 이후 북한에 건설

해야 할 주택의 건설량을 추정하기 하여 북한의 주택재고 주택보 률

을 추정한다. 주택재고를 추정하기 해서는 북한에서 1953년 이 에 건설되

어 남아있던 주택 수와 북한 측이 1953년부터 1993년 사이에 건설하 다고

발표한 주택 수를 합한 후 주택감실율을 감안하여 추계한다.

1) 2002년 5월 북한 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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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53년 당시 북한에 남아 있던 주택의 수2)

1953년 기 으로 북한인구는 9백 35만 9천명, 평균 가구원수 6인으로 볼

때, 총 가구 수는 1백 56만 세 에 이른다. 당시의 주택보 률을 약 50%로

가정하면, 1953년 재 북한의 재고주택 수는 약 78만 호로 추정된다. 이 78

만 호에 해 매년 1.5%의 감실율을 용할 때 1993년 말 재 잔존하고 있

는 53년 이 주택 수는 41만 9천 6백호로 추정된다.

② 1953～1960년 사이에 건설된 주택 수

북한측은 이 시기에 약 77만 1천 5백여 호의 주택을 건설하 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하여 연간 1.0%의 감실율을 용할 때 1993년 말 재 55만

4천 호의 주택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1961～1977년 사이에 건설된 주택 수

이 시기에는 총 168만 6천호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시기에

건설된 주택재고에 하여 연간 0.5%의 감실율을 용하면 1993년 말 재

155만 6천호의 주택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주택수 잔존량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주택수 잔존량) ＝ (기간 건설된 주택량) × (1 - 감실율)경과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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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윤혜정․장성수(1997)의 북한의 주택보 률 추계

구분 주택수(호) 비고

주택건설실 (북한)

1953～1960년(A) 771,500

1961～1977년(B) 1,686,000

1978～1993년(B) 1,040,000～1,390,000

소계(D=A+B+C) 3,497,500～3,847,500

1953년 당시

주택재고 추정

1953년 당시 남아있는 주택수

북한인구수(1953) 9,359,000(인)
가구당 6인기북한가구수(1953) 1,559,833(가구)

주택보 률 50%

가정시 주택수(E)
779,917

1993년 재 주택재고 황 추정

1953년이 건설된 주택재고

(F=0.538E)

419595

(연간감실율 1.5%

용)

총재고 비 유비

10.7～11.8%

1953～1960년

건설된주택재고(G=0.718A)

553937(연간감실율

1.0% 용)

총재고 비 유비

14.1～15.5%

1961～1977년 건설된

주택재고(H=0.923B)

1556178

(연간감실율 0.5%

용)

총재고 비 유비

39.7～43.6%

1978～1993년 건설된 주택재고

(C)

1,040,000～1,390,000

(연간감실율 0% 용)

총재고 비 유비

26.6～39.0%

1993년 재 주택재고 수(I=F+G+H+C) 3,569,710～3,919,710 F:G:H:C=1:1.5:4:3.5

1993년 말 인구수 22,645,000

1993년 말 가구 수(J) 4,717,708 가구당 4.8인기

1993년말 기

주택보 률(K=I/J×100%)
75.7%～83.1%

자료. 조선 앙연감, 각 년도

출처. 윤혜정․장성수,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설정을 한 연구, 

97 신진연구자 북한 통일 련 논문집Ⅲ, 「북한실태」, 통일원, 1997.

pp.28-29.

④ 1978～1993년 사이에 건설된 주택 수

이 시기에 건설된 주택은 상 으로 최근의 것이므로 감실율을 용하지

않고 104～139만호를 그 로 사용한다.

이상의 주택 재고 수를 모두 합하면, 1993년 말 재 북한의 총 주택 수는

356만 9700～391만 9700호로 추정된다. 이 때, 1993년 말 북한인구(2264만 5

천명) 기 으로 평균 세 원수를 5인(1987년 기 )으로 하면 추정세 수는

471만 7천 가구이므로, 이를 총 주택 수와 비교하면 북한의 주택보 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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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83.0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3>은 이들의 추정을 간략한

표로 설명하고 있다.

2.4.2.2 서우석(1999)의 견해

북한의 주택수 269～304만 호에서, 1995년 재 북한의 추정가구수는 평균

가구원 수 4.8인 기 으로 485만으로, 이에 근거한 북한의 주택보 률은 5

5～63%로 추정하 다. 이 추정방법은 1953년 이 에 존재하 던 주택의 수

를 감안하지 않고 그 이후 북한 정권의 계획에 의해 신규 건설된 물량만을

재 존재하는 북한주택의 재고수로 단하 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윤혜

정․장성수의 추정에서 보다 주택보 률이 상당히 떨어져 비교 열악한 것

으로 나타난다.

<표4> 서우석의 북한의 주택보 률 추정

인구 수 평균 가구원수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 률

23,261천명
*

4.8인
**

4,850천호 2,690～ 3,040천호 55～63%

출처. 서우석 (1999)

주.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청, 1995.11, p.170

**북한의 인구동향과 망, KDI, 1991.6, pp.10～11

2.4.2.3 본 연구에서의 주택 수 추정

상기하다시피 북한주택과 련된 통계자료가 미비한 상태이며, 이에 한

근도 용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북한의 재고주택의 수를 추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기존 연구의 경우, 윤혜정․장성수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북

한에 존재한 주택량과 쟁 이후 북한이 신규로 건설한 주택량에 임의의 주

택멸실율을 곱하여 주택재고량을 구하 으며, 서우석의 연구에서는 신규 건

설된 주택량만을 기 으로 하여 주택재고량을 도출하 다. 이에 따라 두 연

구에서 각각 도출된 주택보 률의 차이가 약 20% 정도로 크게 발생하 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정확하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는 북한의 주택 련 통

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상 으로 보다 정확한 것으로

단3)되는 인구학 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수와 가구원수를 악한 후

3) 북한의 주택 련 통계는 그 실 치가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것으로 상되는 주택재고량을 연구자가 추정하여야 하는 반면, 인구 련 통계는

역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UN과 함께 조사한 1993년의 인구센서스가 있어 나름의 공

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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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주택보 률이 낮은 경우(60%), 보통인 경우(70%), 양호한 경우(80%)

로 나 어 북한의 주택재고량을 추정해보려고 한다. 이 게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실 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도출한 주택재고량을

일종의 상한-하한의 범 로 두면 신규건설이 필요한 주택수와 투입자 을

상하기 쉬울 것이다.

<표 5> 북한의 지역별 가구수․가구원수

지역 가구수(가구) 가구원수
평균

가구원수*

소계 개별 집단 소계 개별 집단

평양특별시 658619 657686 933 2741260 2666593 74667 4.05

평안남도 670430 668934 1496 2866109 2807534 58575 4.2

평안북도 559575 558495 1080 2404490 2360603 43887 4.23

자강도 260588 259850 738 1152733 1120141 32592 4.31

황해남도 457725 456497 1228 2010953 1979019 31934 4.34

황해북도 347409 346351 1058 1512060 1480115 31945 4.27

강원도 305635 304375 1260 1304481 1275415 29066 4.19

함경남도 646887 645645 1242 2732232 2678237 53995 4.15

함경북도 492953 491962 991 2060725 2013934 46791 4.09

양강도 153566 152878 688 638475 623705 14770 4.08

개성직할시 78675 78428 247 334433 330025 4408 4.21

남포직할시 173366 173190 176 731448 718347 13101 4.15

향산군 7767 7739 28 32952 32573 379 4.21

계 4813195 4802030 11165 20522351 20086241 436110 4.18

출처. 북한의 가구수, 가구원수, 평균가구원 수의 항목은 노용환․연하청, 북한 인구센서스의

정책 함의: 인구구조와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109에서 인용.

주. * 평균가구원수: 집단수용시설을 제외한 개별가구의 가구원수 기 으로 실제 수치는 이것

보다 클 것으로 단됨.

1993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와 있는 가구 수와 가구원수를 기

으로 체가구수와 지역별 가구 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 다. <표 5>를 통

해 살펴보면, 북한 평균 가구원수는 4.18명, 이에 따른 총가구수는 481만여

호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표 5>에서 단독가구의 가구 수, 가구원수, 평균가구원 수에

한 항목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주택보 률에 따라 추정주택

수를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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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과 <표 6>에서 보여주듯 북한의 주택재고량은 각각의 주택보 률

에 따라 낮은 경우(주택보 률이 60%)는 288만호, 보통인 경우(주택보 률

이 70%)는 336만호, 양호한 경우(주택보 률이 80%)는 384만호 정도로 추정

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사정이 반 으로 열악하고 주거수 과 련하여

주택 자체가 상당히 모자라고 낙후되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정부의 공

식 자료를 감안하면 주택보 률은 보통(70%)이하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

과는 선행연구에서처럼 정확하지 않은 북한 주택 련 통계치를 이용하지 않

으면서도 기존 연구자들이 추정한 주택재고량의 범 를 상당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보다 간편하고 실 인 방법이라 하겠다.

<표 6> 북한의 추정주택 수(지역별․ 체)

지역
가구수
(가구) 가구원수

평균
가구원수
(명)

각각의 주택보 률에 따른 추정주택수*

60%일 때
(낮음)

70%일 때
(보통)

80%일 때
(양호)

평양특별시 657686 2666593 4.05 394611.6 460380.2 526148.8

평안남도 668934 2807534 4.2 401360.4 468253.8 535147.2

평안북도 558495 2360603 4.23 335097 390946.5 446796

자강도 259850 1120141 4.31 155910 181895 207880

황해남도 456497 1979019 4.34 273898.2 319547.9 365197.6

황해북도 346351 1480115 4.27 207810.6 242445.7 277080.8

강원도 304375 1275415 4.19 182625 213062.5 243500

함경남도 645645 2678237 4.15 387387 451951.5 516516

함경북도 491962 2013934 4.09 295177.2 344373.4 393569.6

양강도 152878 623705 4.08 91726.8 107014.6 122302.4

개성직할시 78428 330025 4.21 47056.8 54899.6 62742.4

남포직할시 173190 718347 4.15 103914 121233 138552

향산군 7739 32573 4.21 4643.4 5417.3 6191.2

계 4802030 20086241 4.18 2881218 3361421 3841624

출처. 북한의 가구수, 가구원수, 평균가구원 수의 항목은 노용환․연하청, 북한 인구센서스의

정책 함의: 인구구조와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109에서 인용.

본 연구진이 추정주택수 항목을 추가하여 재구성.

주. * 추정주택수: 기존 연구의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주택보 률을 각각 60%, 70%, 80%

로 두어 계산.

3. 주택투자소요 추정

주택수요 모형을 추정하기 해서는 최신의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주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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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형을 조사한 후, 이를 용할 새로운 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분석에 용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한 과제이다. 한 이를 수행하기 해서는 무엇

보다도 연구목 에 알맞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는 것 역시 요한 일이다.

앞에서 지 한 바 로, 북한에 한 자료 입수가 가능한 통계자료는 제

한 으로 이용 가능한 인구학 변인들이다4). 북한의 주택수요를 추정하기

한 존하는 국-내외 인구학 모형은 북한의 통계자료가 개별 모형에 필

요한 필수 변인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동생산경제 체제의

한계로 인해 주택가격이 주택소비와 연령별 주택소비유형의 특성을 지니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한 미시자료의 결여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한계로 지

된다.

이러한 결 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변량 주택소요모형을 이용한

북한의 미래주택소요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모형 용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한 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험을 사례로 경제 능력에 따른

주택부문의 투자비율을 산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용하

고자 한다.

조성법을 이용한 인구추계는 최근 연구(김두섭, 2001)에서 발견할 수 있으

나 주택소요추정을 한 모형은 자료의 제약과 공산주의사회가 가지고 있는

원천 사유재산의 제약 등과 같은 연유로 불가능하리라 사료된다.

3.1 독일의 사례에 따른 주택부문 투자액

이 부분에서는 에서 살펴본 바 로, 통일이후 독일에서 실시된 많은 정

책들을 수행하기 한 주택부문 투자액을 추정해 본다. 주택부문 투자액은

그 성격상 공 는 사 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투입되므로, 그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살펴본 정책들

에 투입된 액수를 기 로 하여 그 총액을 분석하기로 한다.

3.1.1 독일 GDP 비 주택부문 투자액

1998년 기 으로 신연방주 주택 투자액은 493.6억 마르크로, 이는 당해년

도 독일 GDP 3조 5602억 마르크의 약 1.39%에 해당한다. 한 이것은 독일

인구 1인당 592.9마르크(한화 약 43만원)씩을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

4) 이 자료는 1993년 UN과 함께 실시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구일제조사자료집>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구센서스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자료이며, UN과 함께 실시하 으므로 가

장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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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구한 1.39%라는 비율은 기존 연구에서 밝히거나 독일정부가 주택부문

에 한 투자액에 해 일 성 있고 일목요열하게 정리한 자료가 따로 있어

서 구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진이 신연방주에서 실시된 여러 정책의 투입액

을 정리한 후 항목별로 조를 하여 복의 요소를 제거한 이후 산정한 것

이다.

<표 7> 독일 GDP 비 주택부문 투자액

달러화 기 ($)
마르크화
기 (DM)

신연방주
주택 투자액

비율

GDP 2.0232조 3.56023조 493.6억 마르크
1.39%

1인당 GDP 24,300 42,761 592.9마르크

주.

1. 1$=1.7597DM, 1998년 기

2. 1998년 독일의 환율은 미국 앙정보국 사이트(www.cia.gov) 자료 기 .

3. 한민국 국가정보원(www.nis.go.kr)에서 1998년 달러화 기 의 독일 GDP를

찾아 이를 마르크화로 변환하 음.

4. 1인당 GDP를 측정한 뒤 비율을 곱하여 독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신연방주

주택 투자액을 추정하 음.

상기 도출한 493.6억 마르크는 서우석(1999)이 보고한 독일의 연도별 주택

부문 투자액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매년 약 500억 마

르크 씩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00년까지 5000억 마르크가 주택부문에

투자된다는 독일백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비교 정확한 수치라

단된다.

이에 따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즉 신연방주에 한 주택 투자액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의 주택부문에 투입된 자 은 주택보조 , 주택사유화 장려지원,

주택 화 로그램, 구부채지원 , KfW신용기 5) 마련을 한 리의 연

방정부 산, 소득가주에 한 주택소유지원, 도시건축 개선사업 등의 사

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비율은 다음 <표 8>과 같다.

5) 독일 연방정부가 매년 신연방주(구동독 지역)의 주택 도시개발에 한 리의 자 지

원을 해 편성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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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독일의 신연방주 주택 투자액 구성

항목
시기
(년)

액수
(억마르크) 비율 수혜자 비고

1.주택보조
1997 13 2.63%

2. 주택사유화
장려지원

매년
평균 21 4.25% 빈곤계층

1993～1998년까지 총
130억 마르크지원.
(KfW 신용기 )

3.주택 화
로그램 1998 92 18.64%

신연방주
주택
소유자

4.KfW기 마련
( 리의

연방정부 산)

매년
평균 18 3.65%

신연방주
정부

1991년～1997년까지
127.9억 마르크.

5.구부채지원 1997 330 66.86%
주택기업․
주택조합

주택부채경감
(280억),

이자 원조(50억)

6. 소득가구에
사회주택건설 1999 4.1 0.83%

소득
가구

규모 주거단지와
등한시된 시가지

7.도시건축
개선사업

매년
평균 15.5 3.14% 정부

1990～1999년까지 총
155억 마르크 지원

합계 493.6 100% - -

3.1.2 북한인구 추계결과

3.1.2.1 추계의 필요성

○ 배경

북한 발표 인구통계자료가 크게 미비하며, 특히 북한 정부의 공식 인 자

료로 발표된 것은 무한 것과 다름 아니어서 이에 한 이용에 한계가 따

르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각종 자료가 노동신문이나 연감 등을 통해 단편

으로 제공됨으로써 양 으로 크게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목 이나 용도에

따라 통계수치가 달리 나타나는 등 질 으로도 문제가 크다. 하지만, 최근

식량난으로 많은 인구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남․북한 통일에

비하여 북한의 인구 정황 악 인구변동에 한 정확한 측이 필요한 상

황이라 단된다.

○ 추계기 자료

북한의 1993년 인구센서스(인구일제조사) 자료를 심으로 이용하 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실시한 최 의 인구센서스로 1993년말을 기 으로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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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유엔인구활동기 (UNFPA)의 지원 하에 실시된 것으로 자료의 신뢰

성 여부에 해서는 국내․외 으로 많은 논란이 있으나, 북한당국이 발표한

가장 종합 인 인구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 귀순자(여성 보건 분야 종사경험자 심) 심층면 조사를 통해

획득한 출산형태, 사망, 혼인, 이혼, 의료, 보건상태, 식량난 등 자료를 보조

자료로 이용하 다.

이 외에도 조선 앙연감 수록자료, 북한 표단의 국제회의 참가 발표자료,

북한당국의 국제기구 외국 방문단에 제공한 보고자료 등을 참고하 다.

○ 추계방법 차

추계방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 다.

추계 차는 다음과 같다. 먼 1993년 기 인구를 설정하여,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성별․연령별 인구를 보정하고, 해외거주 북한인구 보

정하고, 센서스 자료 연령별 지역별 합계인구(20,522천명)와 「총인

구」표상의 총인구(21,213천명)의 차이(691천명) 보정하 다.

출산력, 사망력, 국제인구이동 등을 이용하여 인구변동 요인분석 가정

설정을 실시하 으며, 남․여별, 연령별 인구를 연도별로 나 어 추계하 다.

․1970년～1992년 인구 : 1993년 인구를 기 로 소 추정

․1994년～1998년 인구: 1993년 인구를 기 로 최근의 사회․경제상을

반 하여 추정

․1999년～2030년 인구 : 1998년 인구를 기 로 장래 인구추계

3.1.2.2 결과

○ 인구규모

1999년 재 북한의 총인구는 2,208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남한

인구(4,686만 명)의 반수 (47%)에 해당한다. 향후 북한인구는 2000년

2,218만 명, 2,023년에 2,500만 명을 넘어선 2,510만 명, 2030년 2,583만 명으

로 늘어날 망이다. 즉, 2000년 이후 30년간 366만 명(16.5%) 늘어날 것으

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1999년 남․북한 통합인구는 6,894만 명으로 인구규모 면에서 세계 15

수 이며(남한만은 25 수 ), 남․북한통합인구는 2002년에 7,000만 명

(7,043만 명)을 돌 하고, 2030년 7,8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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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남․북한인구

(천명, %)

1970 1990 1999 2000 2010 2020 2030

북한(A)
남한(B)

14,905
32,241

20,221
42,869

22,082
46,858

22,175
47,275

23,455
50,618

24,744
52,358

25,834
52,744

남북한(A+B) 47,146 63,090 68,940 69,450 74,073 77,102 78,578

인구비(A/B) 0.46 0.47 0.47 0.47 0.46 0.47 0.49

3.1.3 통일 한국 상주택 투자액(1998년 기 )

통일이후 북한 지역이 주택부문에 한 투자가 이루어질 항목을 찾아내고

각 항목 당 상 투자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북한 주택부문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아직까

지 투자가 이루어질 개별 항목별 추계와 종합 인 액을 밝 낸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항목들을 심으로 한국과 독

일의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주택부문의 투자액을 산출하기로 한다. 이는 이념

의 문제로 단일 민족이 분단되어 통일을 달성한 것이나 양국의 경제력 격차

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등에서 이런 과정을 겪은

국가가 지구상에 독일이 유일한 연유이다. 한 동독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은 동구권 부분의 체제 환국에서 나타나

는 상을 표해서 나타내기에 우리의 경우에 유추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리라 단된다.

1998년 통일 독일의 주택부문 투자액을 기 으로 통일 한국의 상 주택

투자액은 <표10>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표10> 통일 한국 상 주택투자액(1998년 기 )

독일 GDP 비 신연방주 주택 투자비율 1.39%

한국 GDP 약 444조3670억원

통일 한국 상주택 투자액 약 6조1608억원

의 제한 상 투자액을 독일의 경우에 사용된 항목에 동일한 비율로

투입되었을 경우는 <표11>과 같다. 하지만, 통일한국의 상 주택 투자액은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반드시 동일한 형태로 용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련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여 이 항목별 상

주택 투자액을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실정에 합한 형태를 새롭게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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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KfW의 기 마련을 한 리

의 연방정부 산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 이자율이 독일에 비해 더욱 높고 북

한의 반 인 경제상황이 동독의 경제사정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

하면 주택부문에 한 투자는 그 비율이나 액에서 달라질 요소가 많다고

단된다.

<표11> 통일 한국의 항목별 상주택 투자액(1998년 기 )

항목 액수(억원) 비율 상 수혜자

1. 주택보조 1,623 2.63%

2. 주택사유화 장려지원 2,621 4.25% 빈곤계층

3. 주택 화 로그램 11,483 18.64% 북한지역 주택소유자

4. KfW기 마련
( 리의 연방정부 산)

2,247 3.65% 북한정부

5. 구부채지원 41,189 66.86% 주택기업·주택조합

6. 소득가구에 사회주택건설 512 0.83% 소득가구

7. 도시건축 개선사업 1,935 3.14% 정부

합계 61,608 100% -

한 구부채지원 의 경우, 2001년 재에는 주택의 소유 리에 한

모든 법 인 권한과 책임이 북한정부에 있는 것으로 단되므로 아직까지는

동독에서처럼 주택 리에 해 부채가 생길 여지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주택에 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주택이 개인이나 지역자치단체의 처

분자산의 하나로 인정되면 이를 통한 의 출이 이루어져 가구 지방

자치단체의 부채가 발생할 것이고, 그 다면 구 동독의 경우처럼 이런 부채

의 존재 규모가 주택의 개․보수나 신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단

된다. 게다가 이런 주택에 설정된 각종 구부채와 련된 문제는 비단 구동독

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헝가리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발생한 문제인 만큼 북한이 시장지향의 움직임을 유지하며 개방할 경우 충

분히 발생할 문제로 단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개방화 정도에 따라 구부

채 부문에 한 연구에 한 연구와 이에 한 산 배정에 한 추정은 주

도면 하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후 논의가 되겠지만, 1998년 기

의 남한 GDP를 바탕으로 통일 후의 액을 상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

으므로 이에 한 보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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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북한의 가구수와 주택수에 따른 주택부문 투자액

3.2.1 반 인 가정

이 부분에서는 연구의 편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인 가정을 제

한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주택건설비용에 련된 최소한의 비용을 상정할

수 있다.

(i) 북한 지역의 인구는 수 을 유지한다.

(ii)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소수 기술 인력의 이동과 정책 차원의 통제를 벗

어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상쇄하여 인구이동을 통제한다.

(iii) 토지 비용은 제외한 공공주택의 건설비를 추정한다. 이는 단기간에

주택과 토지와 련된 분쟁과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남북한경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가장 강력한 것이 북한 지역의 토지국유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인구이동에 한 가정은 추후 완화하여 경제규모

에 따른 자유로운 인구이동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상정한 주택수요도 추정할

정이다.

3.2.2 북한 주택수요 추정-기 근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통계치를 이용하여 북한 주택수요를 추정하

기 한 세 별 면 ·공사비·주택재고량·주택수요량 등의 항목들에 하여

최소한의 기 으로 가정하여, 최소한의 주거기 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는 상

황을 설정하기로 한다.

(i) 윤혜정․장성수(1997)는 1993년 말 기 필요 주택수는 79.8만호～

114.8만호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요주택수를 이 추정치의 개략

간값인 100만호로 가정하고 총주택 건축공사비를 추산하 다.

(ii) 윤혜정․장성수(1997)는 북한 지역에서의 주택공 규모를 세 당

21.8평인 72㎡으로 평균분양면 을 설정하여 보고하 다.

(iii) 본 연구에서는 이를 조 더 실성 있게 설정하여 정확한 주택공

공사비와 택지조성규모를 악하기 해, 비목별․주택규모별 공사비( 한주

택공사, 2000)를 이용하 다. 이에는 더욱 세분화된 기 이 필요하지만, 한

민국의 주택공사비를 기 으로 최소화한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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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 에 실성과 함께 주택수요에 해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다양성을 담보하기 해 1999년의 15

층 아 트를 기 으로 천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비목별․주택규모별 공사비

를 설정하 다.

(iv) 비목별․주택규모별 공사비 하나의 문제 은 다른 비목과 달리 노

무비에 한 내용이 남한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이다. 이를 해 북한 출신

의 경제학자의 연구 증언6)을 참고하여 월 임 을 $150로 상정할 경우,

이는 1998년 기 으로 환율이 $1당 약 1400원임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약 21

만원이므로 당해년도 남한 임 (10인 이상 업체의 사무직 기 )이 약 106만

원에 비하여 해당하여 략 5분의 1수 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비목별․주택규모별 공사비에 제시된 노무비의 5분의

1수 으로 계산하여 주택규모별 공사비를 책정하 다.

(v) 북한에 신규공 될 주택규모는 한주택공사(2000)의 주택규모별 건

설실 을 나타낼 때 나타난 면 인 18평 이하, 18～25.7평, 25.7평 과를 기

으로 하 다(이것은 1998년의 건설실 은 반 하는 것임). 이 때의 평수들

은 제곱미터(㎡)로 바꾸면 각각 59㎡ 이하, 59㎡～84㎡, 84㎡ 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최소비용을 가정하는 논의의 일 성을 하여 59㎡ 이하는

46㎡을, 59㎡～84㎡는 59㎡를, 84㎡ 과는 84㎡를 기 으로 하여 추정하

다.

(vi) 주택재고량과 련하여서는 윤혜정․장성수(1997)가 제시한 주택감실

여부를 기 으로 두 안으로 나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 북한에서는 심

각한 주택부족 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서우석, 1999), 통일 기에는 신

축주택건설에 을 맞추는 동시에 기존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화시키

는 작업이 병행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상되므로, 윤혜정·장성수

(1997)가 주장하듯 1960년 이 에 건설된 주택을 모두 감실된다는 가정은 과

도한 주택공 을 상하는 것으로 단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주택의 감실은

없다고 가정하고 주택건설 액을 추정할 것이다.

6) 본 연구에서는 조선일보 NK 섹션에서 기사화된  조명철의 경제문답 의 2001년 8월 6일

자 내용을 기 으로 이에 한 추정을 시도한다(http://nk.chosun.com/board/read.php3?ta

ble=eco1&no=289).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에 한 최 임 요구는 북한무역은행이 2000년

2월 11일 발표한 환율을 바탕으로 월 220원인 약 100달러이다. 하지만 KEDO의 경우, 비

숙련공의 월 최 임 은 110달러이고, 그 작업반장은 220달러, 감독책임자는 300달러,

안 리자는 160달러를 지 하 다. 그리고 조총련계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한 임 수

은 복지 간 비용을 포함하여 130달러～150달러 정도로 보고 있지만 불필요한 지출

이 있기 때문에 실제 노동보수는 이것보다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 인 시각이다. 마지막

으로 지 까지 북투자나 임가공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상으로 종합 인 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가격은 100-110달러지만 리노력과 기타 간 비용을 합칠 경

우 체로 일인당 130-180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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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는 주택의 용 률은 윤혜정․장성수(1997)에 따라 5층 아 트 기

으로 75%를 따랐으며, 주택건설시 필요한 총 택지면 은 주택용지 외에 도

로 등의 도시하부시설· 편의시설 공 처리시설 등이 있으므로 이것들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들의

주택용지비율이 총 택지면 의 30～40%임을 감안하여 본 추정에서는 40%

로 설정하 다.

<표12> 북한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액 추정

주택규모

사안
46㎡ 59㎡ 84㎡ 합계

건설비율

(1998년 기 )
45.7% 34.9% 19.4% 100%

필요주택수(호) 457,000 349,000 194,000 1,000,000

단 ㎡당

주택건설 액(원)
339,000 339,000 325,000 -

주택건설 액

(백만원)
7,126,458 6,980,349 5,296,200 19,402,998

주. 필요 주택수는 100만호를 가정하 음.

여기서 <표12>의 주택건설 액은 <표13>의 주택규모별 공사비를 토 로

하여 산출된 것이다.

<표13> 북한의 단 ㎡당 비목별․주택규모별 공사비 추정
(단 :원/㎡)

주택규모

비목
46㎡ 59㎡ 84㎡

재료비 219,000 216,000 206,000

노무비 34,000 35,000 35,000

경비 37,000 39,000 38,000

잡비 49,000 49,000 46,000

계 339,000 339,000 325,000

이미 언 한 로 <표13>의 노무비의 항목은 남한 임 의 5분의 1 수

에서 계산하 으며, 이에 따라 주택의 규모별 공사비 추정을 하면 각각 단

㎡당 약 33만 9천원, 33만 9천원, 32만 5천원이 쓰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와 <표13>에서 도출한 값들을 다음과 같은 식에 입하여 주택규

모별 주택건설 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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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 H_SIZE × H_NUM × CON_COST

여기서,

TC: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액

H_SIZE: 주택규모

H_NUM: 필요주택 수

CON_COST: 주택규모별 공사비

<표12>의 결과를 살펴보면, 18평 이하의 소형주택과 18평정도의 주택에

한 건설 액은 약 7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25.7평을 넘는 주택은 약 5조원

을 조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필요 주택수를 100만호로 가정했을

경우, 이들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액의 총계는 약 19조 4천억원 정도로 추정

이 된다.

<표12>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액을 바탕으로 북한지역 주택 건설에

필요한 총 택지수요량을 <표14>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표14> 북한의 총 택지수요량 추정

주택규모

사안
46㎡ 59㎡ 84㎡ 합계

건설비율(1998년 기 ) 45.7% 34.9% 19.4% 100%

필요주택수(호) 457,000 349,000 194,000 1,000,000

주택연면 (천㎡) 21,022 20,591 16,296 57,909

주택용지소요면 (천㎡) 28029.33 27454.67 21728 77212

택지개발면 (천㎡) 70073.33 68636.67 54320 193030

이에 따르면, 북한에 필요한 주택수 100만호를 기 로 추정한 총 주택연면

은 각 주택규모별로 약 2천 1백만㎡, 2천 6십만㎡, 1천 6백 3십만㎡로써

총 5천 8백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

하여 도출하 다.

H_SQ = H_SIZE × H_NUM

여기서,

H_SQ : 주택연면

H_SIZE : 주택규모

H_NUM : 필요주택 수

이런 가정에 총 주택연면 이 주택용지 소요면 의 75%가 쓰인다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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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가하면, 필요한 주택용지소요면 은 필요주택연면 에 0.75를 나 어

추산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때의 총 주택용지 소요면 은 7천 7백 2십만㎡로

구해진다.

주택용지 소요면 = 주택연면 ÷ 0.75

이에 따라, 택지개발 면 은 주택용지 소요면 에 0.4를 나 어 추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출한 총 필요택지개발면 은 약 1억 9천 3백만㎡이고, 이

것은 193㎢이므로 분당신도시 약 10개정도의 면 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

다.

택지개발면 = 주택용지 소요면 /0.4

3.2.3 북한 주택수요 추정- 실 근(가구수 보정)

앞서 살펴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택수요의 추정을 윤혜정․장성수(1997)의

1993년 말 기 필요주택수 79.8만호～114.8만호에 따라 이들의 간값에 가

까운 주택 수 100만호를 가정하고 총 주택 건축공사비를 추산하 다. 하지

만, 윤혜정․장성수(1997)의 1993년 말 기 의 자료만으로 미래 어느 시 에

서의 북한지역에 필요한 주택수를 추정하는 것은 향후 꾸 히 인구의 변화

나 경제·사회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북한의 주택 실이 제

로 반 되지 않아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주택수를 추정하는 기존 방법의 개를

해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구수와 평균가구원 수 4.8명에 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된

1993년말의 북한의 인구수라고 사용되는 자료는 1993년에 한국은행이 추정

한 자료로 이것은 북한 당국의 공식 인 자료가 아니라는 에서 과학 이

기는 하겠으나 인구추정을 한 분석에 이용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노용환․연하청(1997)이 지 한 것처럼 실제 북한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고 북

한의 공식 인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가장 기 인 자료로 선택해야 한다

는 것이 더욱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노용환․연하청(1997)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여, 북한의 공식

인 발표에 따라 북한의 인구수를 2,052만 명으로, 가구 수를 4,813,595호로

하여, 집단수용시설을 제외한 개별가구를 기 으로 추정한 개별 평균가구원

수 4.18명을 평균가구원 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실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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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군인을 제외한 평균가구원 수인데, 군인의 경우 집단 거주 시설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거주자들을 상으로 주택정책을 하는 평균가구

원 수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통일이 된 이후에도 일정기간동

안은 군인이 지속 으로 필요하여 이들의 격한 주택유입은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악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 가구원 수는 기존 연구의 4.8명

신 4.18명을 타당한 수치로 이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우석(1999)이 참고한 북한의 인구수와 가구 수에 한

KDI(1991)자료는 2001년에 북한의 인구수와 가구 수를 각각 약 2,585만과

5,386천호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 2001년 7월 CIA에 보고 된 인구수인 약

2,197만 명과는 큰 격차를 가지므로 CIA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가구원

수를 4.18로 가정했을 때, 2001년 북한의 가구 수는 5,255,557호로 상된다.

이 CIA보고는 199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북한 인구추계가 2000년도에 약

2,217만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추정

한 북한의 가구 수 역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 으로 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과 2000년의 남한의 가구 수를 이용해 1995

년도의 남한의 가구 수를 추정하여, 이 수와 실제 1995년 남한의 가구 수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진이 사용한 동일비 근법(Constant Share Approach)

의 정확성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 말 북한의 가구 수와

2001년도의 북한 가구 수를 이용하여 변화비 근법(Shift Share Approach)

로 2010년의 북한 추정가구수를 악할 것이다.

동일비 근법(Constant Share Approach)과 변화비 근(Shift Share

Approach)을 통해 필요한 총 가구 수를 구하는 식은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i) 남한의 가구 수 추정

우선 남한 가구의 추계기간은 북한의 추계기간과 다르므로, 기간 수정을

하여야 한다. 즉, 1990년과 2000년 두 기간의 남한의 가구 증가율을 통해 다음

과 같은 식을 통하여 1990년에서 1995년까지의 증가율을 산출해 낼 수 있다.

R
m
= (1 + R

n
)
m/n
- 1

여기서 R은 가구증가율을, m과 n은 각각 두 기간을 나타낸다.

따라서 1990～2000년 사이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R1990-2000

= (14,391,374-11,354,540) / 11,354,540

= 0.268



188

이에 따라 1990～1995년 사이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R
1990-1995

= (1 + R1990-1995 )6/11 - 1

= 0.13827

이를 이용하여 구한 1995년의 추정 가구 수는 12,924,579호이다. 그런데 이

것은 실제 통계자료를 통해 보고 된 1995년 가구 수 12,958,181과 거의 차이

가 나지 않아 매우 타당한 가구 수의 증가율을 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에

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2001년의 남한의 가구 수는 실제 1995년 남한

가구 수와 2000년의 남한 가구 수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식과 같이

추정하면 1995년～2001년의 가구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R
1995-2001

=(1 + R
1995-2001

)
7/6
-1

= 0.13066

이 비율을 이용하면 2001년의 가구 수는 14,651,332호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한의 2010년 가구 수 추정은 의 식을 따라 다음과 같이 도출

된다.

R1995-2010

= (1 + R
1995-2010

)
16/6
-1

= 0.32405

따라서 2010년의 남한 추정 가구 수는 17,157,271호이다.

(ii) 북한의 가구 수 추정

남한의 가구수를 추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0년의 북한의 가구

수를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3년부터 2001년 사이의 북한의 가구 증가율은 아래에서 도출하는 것

처럼, 0.092로 나타난다.

r1993-2001

= (5,255,557-4,813,595)/4,813,595

= 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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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기서 구한 비율을 이용하면 1995년 북한의 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

r1993-1995

= (1 + r
1993-2001

)
3/9
- 1

= 0.02977

즉, 1995년의 가구 수는 4,956,903호로 추정된다.

여기서 남한의 가구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은 CSA7)를 이용한 북한의 2010

년 추정 가구 수는 다음과 같은 증가율을 산출한 후 도출하면 5,740,039호

로 추정된다.

r
1993-2001

= (1 + 1993-2001)18/9 -1

= 0.19247

그러나 2010년 북한의 추정 가구 수를 추정할 때 에서 살펴본 CSA를

이용하여 도출한 값보다 SSA를 이용함으로써 추정하는 것이 보다 실성이

있고 타당할 것으로 단되는데 문화 배경이 비슷한 남한의 가구 증가율

로 불확실한 북한의 가구 증가율을 보정해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

다. 이는 특히 남북한이 동일민족이라는 과 자녀 가족에 한 사고가

유교 향을 비슷하게 받으리라는 등과 같은 문화 동질성을 고려할

때 더욱 유의미한 분석방법으로 단된다. 이를 해 남한의 자료로는 1995

년에 2001년의 가구 증가율과 1995년에서 2010년까지의 가구 증가율을 사용

하고, 북한의 경우는 1995년에서 2001년의 가구 증가율을 사용하여 북한의

2010년의 가구 수를 추정할 것이다.

먼 북한의 1995년 추정 가구 수와 2001년의 가구 수를 사용하여 북한의

7년간의 가구 수 변화율 1995-2001에서 0.06025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1995

년에서 2001년 사이에 보정된 SSA의 값은 다음과 같다.

7) CSA(Constant Share Approach)와 SSA(Shift Share Approach):동일비 근법(CSA)과 변

이할당법(SSA)은 거시자료(aggregated data)를 가지고 분석하는 지역경제의 분석기법이

다. 이 기법들은 지역의 성장요인을 지역을 구성하는 산업의 성장에 의한 결과로 간주한

다. 동일비 근법이 비교 상이 되는 참고지역 는 국가의 자료가 제공하는 기간이 동일

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변이할당법은 이용가능한 자료가 서로 다른 기간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도 분석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조 더 효율 인 분석기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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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995-2001

= r
1995-2001

- R
1995-2001

= 0.06025 - 0.13066

= -0.07041

따라서, 2010년의 북한의 가구 증가율을 도출된 값을 이용하면 다음의 식

과 같다.

s
1995-2010

= (1 + s
1995-2001

)
16/7
-1

= (1 - 0.07041)
16/7
-1

= -0.1537

그러므로, SSA를 이용한 보정치를 감안한 2010년의 북한 가구 수는 다음

과 같은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NUM_HH
2010

= [(1+ R
1995-2010

) + s
1995-2010

] × NUM_HH
1995

여기서,

NUM_HH
2010
: 2010년 추정 북한 가구 수

NUM_HH
1995
: 1995년 추정 북한 가구 수

식에서처럼 SSA를 이용해 추정한 북한의 2010년 가구 수는 5,801,298

호로 나타나 CSA를 이용해 추정한 북한의 2010년 가구 수 보다 약 6만호

가량 많이 추정되었다. 이처럼 SSA를 이용할 경우 실제로 정확한 남한의

데이터를 이용한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CSA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더욱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191

<표 15> 연도별 남북한 가구 수와 그 추정치

북한 남한

연도 가구수 비고 연도 가구수 비고(실측치)

1990 - - 1990 11,354,540 -

1993 4,813,595 _ 1993 _ _

1995 4,956,903* _ 1995 12,924,579* 12,958,181

2000 _ _ 2000 14,391,374 _

2001 5,255,557 _ 2001 14,651,332
*

_

2010 5,801,298
**

5,740,039
*

2010 17,157,271
*

_

주. *CSA추정치 **SSA추정치

이제 SSA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북한의 가구 수와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알

려진 북한의 주택보 률을 가지고 2010년에 북한지역에서 필요한 주택소요

량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이 여기서 추정한 북한의 가구 수는 5,801,298호이다. 그리고 윤

혜정․장성수(1997)가 1993년 기 북한 주택보 률이라고 추정한 75.7%～

83.1%가 상당히 실성 있는 연구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는 단 아래 이들

이 구한 주택수의 간값에 해당하는 78%를 북한의 주택보 률로 상정하

다. 1993년 말 재, 북한의 주택보 률이 78%에 해당한다면, 북한엔 약 375

만호가 존재하는 것이며, 주택보 률을 100%로 높이기 해 필요한 주택 수

는 략 110만 채 정도가 된다.

이 때,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주택 수가 늘어났다고 가정하

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2010년에 북한의 주택보 률을 100%를 달

성하기 해 필요한 주택수를 산출해 낼 수 있다.

H_CON
2010

= NUM_HH
2010
- NUM_HH

2010
× H_RATE

= 5,801,298 - (5,801,298 × 0.78)

= 5,801,298 - 4,525,012

= 1,276,286(호)

여기서,

H_CON: 주택보 률 100% 달성을 해 필요한 주택 수

NUM_HH: 추정 가구수

H_RATE: 주택보 률

2010년에도 주택보 율이 78%를 계속 유지하 다고 하면, 약 4,526,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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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주택보 률 100%를 달성하기

한 필요주택수는 1,276,286호이다.

3.2.4 북한 주택수요 추정- 실 근(주택건설 액 보정Ⅰ)

앞에서 진행된 가구 수 보정을 이용하면 주택건설 액에 해서도 보다

실 인 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제 2010년에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앞서 <표12>에서 살펴보았

듯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액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1,276,286호에 건설되

는 주택건설 액을 추산할 수 있다.

<표 16> 북한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액 추정

주택규모
사안

46㎡ 59㎡ 84㎡ 합계

건설비율(1998년 기 ) 45.7% 34.9% 19.4% 100%

기 주택수*(호) 495,000 374,000 209,000 1,100,000

단 ㎡당 액 339,000 339,000 325,000

주택건설 액
(백만원)

7,719,030 7,480,374 5,705,700 20,905,104

* 기 주택수는 110만호임.

먼 이 부분에서는 앞서 살펴본 독일의 사례를 통해 유추하여 <표11>에

서 구한 매년 6조2천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 후, <표

12>에서 추정된 북한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액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1조당 주택건설호수 = 기 주택수/주택건설 액

매년 주택건설호수 = 6조2천억 * 1조당 주택건설호수

여기서 1조당 주택건설호수와 매년 주택건설호수를 살펴보는 것은 매년마

다의 주택보 율 변화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1조당 주택 52,619채를 건설할 수 있으므로, 매년 326,236채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주택보 률은 <표17>과 같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17>에서 보듯 2010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상정한 후, 주택부문에

독일이 투자한 것과 유사한 비율로 투자를 할 경우(1998년 기 ) 100%의 주

택보 률에 도달하는 기간은 4년이 지난, 2014년으로 악되었다. 이것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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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장성수(1997)의 연구에서 추정8)한 것처럼,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

하다고 하 던 것과 략 비슷하지만, 본 연구의 추정이 독일통일비용의 추

정과 주택의 단 건설비를 추정하여 도출한 만큼, 4년이라는 본 연구진의 추

정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단된다.

<표 17> 연도별 주택보 률 변화(매년 6.2조원 투자시)

연도 2010 2011 2012 2013

주택보 률 78% 83.6% 89.2% 94.9%

주택 수 4,525,012 4,851,248 5,177,484 5,503,720

연도 2014 2015 2016

주택보 률 100.5% 106.1% 111.7%

주택 수 5,829,956 6,156,192 6,482,428

여기서 추가 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북한 가구 수의 증가율에 따른

주택 수의 증가율이 동일하다는 본 연구진의 가정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1998)이 추정한 북한의 GDP감소 추세 실정을 감안하면, 북한의 경제 수

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실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주택에 투자를 격히 증가시키기 어려

운 사항이라는 과 북한의 주택 아주 낡은 주택이 감실되는 부분을 고

려하면, 향후 2015년에는 주택보 률 100%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략 110%

선에서 달성하는 것이 더욱 실 인 근이 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주

택의 감실율을 고려하면 략 6년이 경과된 2016년에나 이르러서야 실질

으로 100%의 주택보 률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주택부문의 모든 투자가 주택의 신축에 사용된다는

것을 가정한 가장 이상 인 경우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

통일 이후 주택투자부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가 신규주택 건설에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자명하다.

따라서 주택부문의 개선에 쓰인 독일통일비용의 각 항목을 심으로 생각

해볼 때, 신규주택 건설에 한 구체 인 투자항목을 찾기 어렵다하더라도,

구부채의 탕감과 주택 화 로그램, 그리고 소득가구에 한 주택사유화

지원 등의 상당부분이 주택의 개보수나 주거환경 수 개선 등을 한

투자로 사용될 것임을 감안하면, 총 주택부문투자 신규주택에 한 비율

8) 물론, 윤혜정․장성수(1997)는 북한 지역에 연 20만호의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

하고 있지만, 그 근거에 해서는 정확한 제시가 없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보 률 100%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연수가 4년에서 11년 정도라고 보고 있다.



194

이 략 70%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체 주택부

문에 한 투입액 70%가 주택의 신규건설에, 30%가 주택의 개보수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매년 투자액은

1998년 기 주택투자 총액 6.2조의 70%, 즉 약 4조 3400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실 인 가정을 포함하 을 경우, 의 <표17>은 다음과

같은 <표18>로 바뀔 것이다.

<표18>에서는 매년 약 4조 3400억원이 북한 주택에 투자된다고 가정을

하 을 경우 약 110%선에 도달하는 시 은 통일 후 8년이 걸리는 것으로

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8> 연도별 주택보 률 변화(매년 4.34조원 투자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주택보 률 78% 81.9% 85.9% 89.8% 93.7%

주택 수 4,525,012 4,753,377 4,981,742 5,210,107 5,438,472

연도 2015 2016 2017 2018

주택보 률 97.7% 101.6% 105.6% 109.5%

주택 수 5,666,837 5,895,202 6,123,567 6,351,932

3.2.5 북한 주택수요 추정- 실 근(주택건설 액 보정Ⅱ)

에서 살펴본 추정은 1998년 독일통일비용 주택부문에 사용된 액에

서 추정한 후 이것을 다시 1998년 남한의 GDP를 기 으로 주택부문에 투자

할 수 있는 그 총액을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의 추정에서는 1998년 기

의 GDP를 그 로 2010년에도 사용하여 매년 투자액을 추정하 다는 이

단 으로 지 된다.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 을 2010년으로 설정한 이

상, 2010년의 GDP를 추정하여 연도별 주택보 률을 추정하는 것은 더욱

실 인 가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010년에 한국이 통일된다는 가

정 하에 해당년도 GDP 보정치를 산출하여 연도별 주택보 률을 추정하는

것은 더욱 실 인 가정이 될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남한의 GDP와 KDI(2002)의 잠재성장률

망치 상 으로 성장률에 해당하는 4.4%를 성장률로 가정하여 2010

년 남한의 GDP를 추정하 다. 이 때 고성장률 신 성장률을 사용한 것

은 통일한국의 주택부문투자액을 최소로 가정하기 한 것이다.

다음의 식을 사용하면 t년 후의 GDP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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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t = α1(1 + r)
t-1

여기서,

αt: t년 후의 GDP

α1: 기 년도(여기서는 2000년)의 GDP

r: 경제성장률

통계청 국민계정 주요지표에 따르면, 2000년 남한 GDP는 약 517조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본 추정에서 가정된 경제성장률이 4.4%(r = 0.044) 이므로

2010년의 GDP, 즉 α10는 약 788조원으로 상이 된다.

<표 19> 2010년 남한 GDP 추계

시기 2000 2010 2015

GDP 성장률 - 4.4% 4.4%

남한 GDP 512.0996 787.6974 976.9266

여기에서 구한 2010년의 남한의 추정 GDP가 약 78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앞에서 추정한 주택부문에 한 투자액을 다시 추정하면 좀 더

정확하고 실 인 투자액을 산출할 수 있다.

<표 20> 상주택 투자액(2010년 기 )

독일 GDP 비 신연방주 주택 투자비율 1.39%

2010년 상 한국 GDP 약 788조원

통일 한국 상주택 투자액 약 11조원

따라서 독일 GDP 비 신연방주 주택 투자비율 1.39%를 용하여 추정한

2010년의 상 주택투자액은 매년 약 11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상된다.

2010년 남한의 GDP를 통해 산출한 약 11조원의 통일한국 상 주택투자액

은 1998년의 GDP를 기 으로 산정하 던 6.2조원보다 거의 2배가량 늘어난

액수에 해당한다.

통일 한국 상 주택 투자액에 제시된 11조원의 세부 인 내용은 다음

의 통일 한국의 항목별 상주택 투자액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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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통일 한국의 항목별 상주택 투자액(2010년 기 )

항목 액수(억원) 비율 상 수혜자

1. 주택보조 2,877 2.63%

2. 주택사유화장려지원 4,648 4.25% 빈곤계층

3. 주택 화 로그램 20,363 18.64% 북한지역주택소유자

4. KfW기 마련( 리의 연방정부 산) 3,984 3.65% 북한정부

5. 구부채지원 73,040 66.86% 주택기업·주택조합

6. 소득가구에 사회주택건설 905 0.83% 소득가구

7. 도시건축 개선사업 3,431 3.14% 정부

합계 109,248 100% -

이제 보다 완 한 북한 지역 주택신축에 투입될 비용의 추정을 해서는

남한의 GDP 증가뿐 만 아니라 물가와 임 의 상승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것은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 의 상승률은 물가의 상승률과 한 계가 있으므로

임 의 상승률과 물가의 상승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주택건설비용의 상

승을 물가의 상승률에 맞추어 재조정하려 한다.

KDI(2001)의 분석에 따르면, 2002년 연평균 물가상승률 3%가 상된다는

물가 망을 하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 로 물가 역시 향후 2010년

까지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앞서 2010년 남한의 GDP 망에서 사용하 던 식을 응용하여 새로

이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Ct = C1(1 + cr)
t-1

여기서,

Ct: t년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

C1: 1998년 기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

cr: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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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10년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

주택규모
비목

46㎡ 59㎡ 84㎡

1998년 단 ㎡ 기 비용 339,000 339,000 325,000

2010년 단 ㎡ 기 비용 483,333 483,333 463,372

2010년 단 ㎡ 당
주택건설비용(원)

22,233,315 28,516,643 38,923,272

<표22>에서는 2010년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비용이 각각의 건설 면 46

㎡· 59㎡· 84㎡에 따라 22,233,315원· 28,516,643원· 38,923,272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기 주택수를 100만 채로 하여 주택비율별 총 주

택건설비용을 추정하면 다음 <표23>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23> 2010년 북한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액 추정

주택규모
사안

46㎡ 59㎡ 84㎡ 합계

건설비율(1998년 기 ) 45.7% 34.9% 19.4% 100%

기 주택수*(호) 457,000 349,000 194,000 1,000,000

2010년 ㎡당
주택건설비용(원)

22,233,315 28,516,643 38,923,272

주택건설 액(천만원) 1,016,063 995,231 755,112 2,766,406

*기 주택수는 100만호로 가정함.

<표23>에서 구한 총 주택건설 액은 100만호를 기 으로 약 27.7조원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앞에서 추정한 로 1조당 주택건설호수와 매년 주택건설

호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1조당 주택건설호수 = 기 주택수(100만호)/주택건설 액

매년 주택건설호수 = 27.7조 * 1조당 주택건설호수

1조당 주택건설호수는 약 36,138호로 구할 수 있으므로 매년 397,628호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를 토 로 2010년에 통일이 이루

어졌다고 가정하면, 앞서 추정한 북한지역에서의 필요 주택 수 1,276,286호에

건설되는 주택건설 액을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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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연도별 주택보 율 변화(매년 11조원 투자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택보 율 78% 84.9% 91.7% 98.6% 105.4% 112.3%

주택 수 4,525,012 4,922,640 5,320,268 5,717,896 6,115,514 6,513,152

<표24>에서 볼 수 있듯 주택보 율이 약 100%선에 도달하는 시기는 통

일 4년 후 정도가 될 것이며, 110%선을 넘는 시기는 통일 후 5년째가 될

것으로 상된다.

여기에 앞서의 추정에서처럼 총 주택부문 투자액의 70%선에서 주택신규

건설에 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해 평균 7.7조원9)이 투자되어 매

년 략 278,340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연도별 주택보 율의 변화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25> 연도별 주택보 율 변화(매년 7.7조원 투자시)

연도 2010 2011 2012 2013

주택보 률 78% 82.8% 87.6% 92.4%

주택 수 4,525,012 4,803,352 5,081,692 5,360,032

연도 2014 2015 2016 2017

주택보 률 97.2% 102% 106.8% 111.6%

주택 수 5,638,372 5,916,712 6,195,052 6,473,392

<표25>에서 주택보 율이 약 100%선에 도달하는 시기는 통일 후 약 5년

으로 상되고, 110%선에 도달하는 시기는 통일 후 약 7년이 걸리는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GDP보정과 물가보정을 통해 측된 주택보 율에 한

추정은 통일 한국의 주택투자에 한 더욱 실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

으로 단된다.

이제 북한에서 필요한 주택수 1,276,287호를 기 로 북한의 총 택지수요량

을 추정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표14>의 북한의

총 택지수요량 추정의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 다.

<표26>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2010년의 북한의 주택연면 은 각 주

택규모별로 약 2,642만㎡· 2,560만㎡· 2,037만㎡로 총 7,239만㎡가 필요할 것

으로 추산된다.

9) 2010년의 경우 11조원의 70%인 7.7조가 주택의 신규건설에, 30%인 3.3조가 주택의 개보수

주거환경 개선에 투입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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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북한의 총 택지수요량 추정(2010년)

주택규모
사안

46㎡ 59㎡ 84㎡ 합계

건설비율(1998년 기 ) 45.7% 34.9% 19.4% 100%

필요 주택수(호) 574,329 433,938 242,495 1,276,287

주택연면 (천㎡) 26,419 25,602 20,370 72,391

주택용지소요면 (천㎡) 35,226 34,136 27,159 96,521

택지개발면 (천㎡) 88,064 85,341 67,898 241,303

앞의 추정에서 총 주택연면 은 주택용지소요면 의 75%가 쓰인다는 가

정을 하 으므로, 필요한 주택용지소요면 은 필요주택연면 에 0.75를 나

어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각 주택규모별로 소요되는 주택용지

면 은 각각 3,527만㎡· 3,414만㎡· 2,716만㎡가 필요하여, 총 주택용지소요면

으로 모두 9,652만㎡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택지개발 면 은 주택용지소요면 에 0.4를 나 어 추산

할 수 있으므로 주택규모별 필요택지개발면 은 각각 약 8,806㎡· 8,534㎡·

6,790만㎡이 되어 총 필요택지개발면 은 약 24,130만㎡이고, 이것은 약

241.3㎢정도로 상된다. 이 면 은 략 분당신도시 약 13개정도의 면 에

해당되는 것이다.

4. 통일비용 재원 책

본 연구진은 이미 북한지역에 신규로 건설할 주택수를 추정하면서 통일

이후 주택부문에 투입될 것으로 생각되는 비용의 총액과 항목별 상액, 주

택 규모별 건설비 등을 앞에서 제시하 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본 연구와는

근방법은 다르지만, 북한의 시장개방화 정도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북한주택건설 추정비용을 체계 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를 논의와 연구

의 다양성 차원에서 참고 으로 살펴본 후, 이런 통일비용들을 마련하기

한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한 방안을 살펴보기

해 독일의 사례가 살펴지며, 한 북한의 반 인 개정· 융 상황에 한

문헌연구도 덧붙여질 것이다. 이후 마지막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각 방안의 단 이 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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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우석(1999)의 주택건설자 추정

서우석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 은 통일방식10)에 따라 자멸형 유도형

통일과 합의형 통일으로 나 어 생각하 는데, 자의 경우는 재 북한의

개방화 정책과 남북의 평화 계유지 등 최근의 정치·경제 상황과 맞지

않은 것으로 단되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합의형 통일의 경우 약

3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망된다. 주택건설은 정부부문·공공부문·민간부문

으로 나뉘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사용할 비용도 추정할 수

있다.

4.1.1 정부부문

정부부문은 주로 구임 주택과 장기임 주택 55천호를 건설할 것으로

망되는데 이에 필요한 자 은 약 1조 2,37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자 은

합의형 통일의 경우 3.3%에 해당한다.

4.1.2 공공부문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체로 한주택공사가 주도

가 되어 담당해야 할 역으로 생각된다. 남한 내 공기업의 형태로 주택건설

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공이 표 일뿐만 아니라 남한의 주택건설에서

이미 목도하 듯 규모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

기 때문이다.

합의형 통일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335천호의 건설 분을 담당하게 될 것

이며, 자 은 약 10조원이 소요되리라 상되는데, 이는 체 주택소요 자

의 26.5%에 해당한다.

10) 통일의 방식(서우석,1999, p.98)

․자멸형: 제한 인 개 ․개방 정책이 실패하거나 개 ․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임.

․유도형: 지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개 ․개방 정책이 성공하지만 북한지도부가 연성화

한 탓에 친남한 정권이 수립되고 북한이 남한에 편입되는 경우. 상당한 자본주의 요소

도입.

․합의형: 국처럼 변화하는 경우. 자본주의 요소가 생활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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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민간부문

북한이 지속 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용인할 역량이 상당 수

으로 성숙된 경우에는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건설이 활발할 것으로 망된

다.

<표27> 정부부문·공공부문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건설의 장단 비교

정부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장
· 신속한 주택공

· 입주자 부담이 음

· 입주자의 선호 존

· 시장기능에 따른 수요와 공

단

· 일반 국민의 세부담 증가

· 단순화, 획일화된 유형의 주택

공

· 수요와 공 의 자연스런 조 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공 자 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

가능성

· 기업간 단합, 과다경쟁으로 인

한 시장기능의 왜곡

· 소득 차에 의한 주거수 차이

심화

따라서 합의형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간부문이 71만호의 주택을 건

설할 것이고 이에 투입되는 자 은 약 26조 6,250억원에 이르러 체주택소

요자 의 70.2%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경우에는 민간 주의 주

택공 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일 후 주택건설 투자비는 통일 이후

주거수 의 개선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진 으로 증 될 것으로 생각된

다11).

정부부문에서 구임 지자체의 장기임 는 정부재정에서 그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임 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은 국민주택기 의 지원

과 외자의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부문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와 공기업 등 추진력과 강제력

을 발휘할 수 있는 기 을 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비교 단기에 주택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입주자의 비용부담이 상 으로

을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공 되는 주택의 형태가 단순하고 주택공

량 산출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 이 수요에 비해 많이 공 될 수

있고 투입비용이 재정이나 정부지원 심으로 마련될 것이므로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공 자 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 될 가능성이 있다.

11) 자멸형과 유도형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 기에는 정부 공공부문의 투자가 주를

이루다가 차 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액이 늘어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합의형통일

의 경우에는 이와 반 로 기부터 민간자본이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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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합의형 통일의 시기별 주택건설 자 소요 망

(단 : 억원)

구분 통일 후 4년 5년～7년 8년～10년

정부 2,250 2,250 7,875

공공 36,000 36,000 28,500

민간 48,750 90,000 127,500

계 87,000 128,500 163,875

출처. 서우석(1999) p. 195.

민간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에 하여는 소형분양의 경우 국민주택기 의

지원과 사업주택 입주자의 부담 이 주요재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 경우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고 한 형태의 주택이 공

되고, 공 량 역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므로 과잉

투자의 문제가 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택공 기업간의 담합 과

잉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 차에 의한 주거수

의 차가 격히 나타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이 단 이다.

재 남한의 주택건설능력은 여타 산업에 부정 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범 내에서 연간 50～60만 호로 추정되며 주택투자비는 15～18조원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주택투자비의 50%이상이 입주자 부담으로서 정부재정

융지원은 7조5천억～8조5천억 수 이다.

만약 분양가격자율화가 실시된다면 재 주택 융지원 의 95%를 차지하

고 있는 국민주택기 민 주택기 액이 상당부문 감소할 것으로 통일에

비한 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 후 주택부문 투자의 사회·경제 의의는 고용창출 소득수 의 향

상으로 북한지역 경제성장에 요한 역할을 하며, 한 주거안정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통일 기 가장 우려

되는 규모 인구이동에 한 사회 혼란에 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기

도 하다. 따라서 가시 인 경제 효과와 비가시 인 사회 효과를 합

치면 주택투자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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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본 연구진의 주택자 추정

<표29> 본 연구진의 연간 총 주택자 추정

(단 : 조원)

보정Ⅰ의 경우 보정Ⅱ의 경우 인구이동의 경우

연간 총 투자액
매년 6.2조
(1998년 기 )

매년 11조
(2010년 기 )

매년 6조

공공부문 2.4 4.1 3.6

민간부문 3.8 6.9 2.4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문을 공공부문과 분리하지 않고 공공부문으로 통합

하여 민간부문과의 역할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 29>에서 보여지는 결과는

앞서 분석한 주택수요추정 결과를 기 로 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 어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진이 가정한 부문별 총 주택자 추정액은 <표 29>

와 같다.

독일의 경우처럼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기여분은 한주택공사와 같은 공

기업의 투자가 민간부문에서의 건설비보다 낮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

서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여기서 신규주택건설액에 해서만 주택건설

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연간 총 투자액이 모두 주택

신규공 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약 30% 정도가 주택의 개보수 주거환

경 개선 등에 투입되어 약 70% 정도만 신규주택건설에 투입된다. 이에 따라

주택보 률 100%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와 주택보 률 110%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12), 그리고 그 때까지의 투입총액은 다음의 <표30>과 같다.

<표30> 주택보 률과 신규건축투입총액

약 95% 달성시 약 100% 달성시 약 110% 달성시

보정 Ⅰ
시기 2015년(97.7%) 2016년(101.6%) 2018년(109.5%)

투입총액 21.7조 26.04조 34.72조

보정 Ⅱ
시기 2014년(97.2%) 2015년(102%) 2017년(111.6%)

투입총액 38.5조 46.2조 53.9조

따라서 GDP성장율을 감안한 한국의 GDP 기 으로 매년 7.7조씩 7년간

투자한다면 약 54조원 정도가 있어야 실질 인 주택보 률 100%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주택멸실률을 감안하면 주택보 률이 110% 정도가 되어야 실질 으로 주택보 률이

100%에 도달한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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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정책 제언

5.1 연구결과의 요약

제1기부터 제4기(1945-2001) 동안의 북한의 주택정책을 요약하면 제3기까

지의 과정은 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 역시 민간

주택을 국유화하고,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주택부문을 통제· 강화

해왔다. 하지만 제 5기(2002년 이후)의 시기에 가장 주목되는 사실은 최근

들어 시장경제체제로의 환을 한 과정의 일환으로 국가가 부담해 온 주

택임 료를 주민이 직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에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는 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주택정책을 일탈한 일련의 사회 상을 더 이상 통제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시장경제체제의 응도를 높이려하는 의도로 짐작된다.

1990년 반까지 계획된 주택공 량보다 낮은 공 율을 보이던 북한은 김

정일 체제 출범 이후 7년 동안 도시와 농 에 약 30만 세 에 달하는 주택

의 신규공 이 있었다. 이러한 주택신규 건축 정책은 노동력의 집단재배치를

통해 지역간 노동력의 수 불균형 해소를 주목 으로 하 고, 따라서 주택건

설은 이 시기와는 달리 주로 평양 이외의 지역에 집 되었다.

독일은 통일 당시 구서독이 세계 제3 의 경제력을 보유할 정도로 통일비

용을 충당할 여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구동독 역시 당시 사회주의권에서 산

업화가 상당 부분 진 된 국가인 연유로 재정 확보 면에서 우리가 처한 상

황에 비해 비교 좋은 형편으로 단된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보고서를 분

석하면, 여 히 구동독과 구서독지역간의 지역격차, 특히 사회간 자본

(SOC)의 차이로 인한 인구이동 등과 같은 사회통합문제가 잔재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해 통일 독일은 각종 세율의 인상 등과 같은 통일기 조성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막 한 자 이 투입되는 통일비용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구동독지역에 한 주택부문 지원의 비율은 통일 독일의 공

공부문에서의 재원조성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1989년 통일 이후 독일의 약 10년간 주택부문 투자액을 기 으로 통일 분

석한 한국의 주택투자 가능액은 약 6조1608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독

일의 GDP 비 주택부문 투자액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용시킨 것이다. 통

일한국의 상 주택 투자액은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반드

시 동일한 형태로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련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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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확보하여 이 항목별 상 주택 투자액을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실정에

합한 형태를 새롭게 고려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수요 추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비 근법(Shift Share

Approach)을 이용하여 2010년의 북한 가구수를 추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남한의 GDP와 KDI(2002)의 잠재성장률, 주택의 감실율, 그리고 2010

년까지의 성장률을 4.4%로 가정하여 북한지역 주택 투자 액과 보 률 달

성기간을 분석하 다.

주택보 율이 약 100%선에 도달하는 시기는 통일 4년 후 정도가 될 것이

며, 110%선을 넘는 시기는 통일 후 5년째가 될 것으로 상된다. 여기에

앞서의 추정에서처럼 총 주택부문 투자액의 70%선에서 주택신규건설에

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해 평균 7.7조원이 투자되어 매년 략

278,340호의 주택이 건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 율이 약 100%선

에 도달하는 시기는 통일 후 약 4년으로 상되지만 주택의 감실율을 감안

한 실질 주택보 율 100%에 달하는 시기는 통일 후 약 7년이 걸리는 것

으로 상된다.

주택공 에 필요한 택지개발 면 을 46㎡, 59㎡, 84㎡ 기 으로 하여 추정

하 을 때, 각각 약 8,806㎡· 8,534㎡· 6,790만㎡이 되어 총 필요택지개발면

은 약 24.13㎢ 정도로 상된다. 이 면 은 략 분당신도시 약 13개정도의

면 에 해당되는 것이다.

5.2 정책 제언

독일의 통일이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정치 이유

도 있지만 구동독지역의 시장경제체제의 성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분

석도 있다. 이것은 최근 북한에서 용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독일의 경우를 용할 경우 남북한의 통일은 더욱 가시권내로 진입한

것임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 사회안정의 여부

는 상 으로 낙후된 북한지역의 사회간 시설 설비여부라 하겠다.

독일의 경우 주택부문의 통일비용이 체 통일비용의 19.2%에 이르 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도 막 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상되는 주

택부문 통일비용의 추정은 매우 요한 연구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부문의 통일비용을 독일의 GDP와 국민 1인당 GDP의 에서 분석하여 통

일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지원 가능한 정도의 통일비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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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다. 이것은 통일 후 약 10년간의 사회변화에 한 실질 경험을 가지

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감안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구서독과 구동독의 경제여건보다 재의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더욱 한 연유로 상황에서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많은 사회-경제-정치 부담이 측된다. 독일의 경험에서도 드러났지만,

지역간 균형발 은 통일 후 한국이 고려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다. 남과 북의

일정한 균형발 이 선행되지 못할 경우, 통일 후 격한 인구이동 등과 사회

변동은 피할 수 없고 이 경우 남한은 노동과잉공 , 북한은 노동공 의 부족

등과 같은 시장 억제요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통일 후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러한 불균형요인들에 한 완충이 지속 인 국가발 사회 안

정에 요한 요소임이 드러난 바 있다. 즉 통일 후 북한지역에 한 도로,

교통, 통신 주택공 등과 같은 SOC 등에 한 투자는 통일 후 한민국

의 사회안정에 가장 요한 요인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일 후 북한지역의 주택공 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증 다.

일부 분석가들이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투기를 우려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이 미흡하다는 을 고려하면 비 실 인 우려로 여겨진다. 주택 등과 같은

주거기반시설의 설비는 격한 남한으로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방 제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험을 감안할 때 신규주택공 뿐만 아니라 주택 개보수 등과 같은

부분의 역할을 포함하여 체 으로는 주택부문 통일비용의 약 1/3을 감당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 이 경 단계에서 북한지역에 해 주택 등과 같은 공공시설

의 투자는 국민감정과 아직 시장경제체제에 성숙되지 못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무리한 정책인 것으로 단된다 이것은 최근 이루어진 다양한 북

한과의 경 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을 감안하면 더욱 재고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단될 때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최근 북한의 물가 임 인상 조처와 련, 북한은 식량배 제 지

속을 유엔 등 국제기구 계자들에게 밝히고 있지만 단계 인 시장경제체제

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서 보여 지고 있는 경제체

제의 수정은 본 연구에서 상정한 재 체제의 지속 후 통일이라는 내용과

일정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북한 근로자들의 임

수 변화와 주택임 료의 폭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유로, 기존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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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북한의

경제체제의 변 에 따른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단되므로 추가 인 분

석 자료를 이용한 통일 후 북한지역에 한 주택수요의 재추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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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북한의 개 개방과 연결하여 2002년 7.1조치는 매우 요한 의의를 가진

다. 내 인 면에서 가격구조의 변화와 함께, 소유제의 양식에 있어서도 변화

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성공여부는 정치 인 문제말고도 경제

으로 자본이 없는 북한이 얼마만큼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에 달려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북한의 개방과 발 에 있어 해외동포의 투자가 가지는 요성에

주목하여, 국의 개 개방이 화교의 자본에 의해 성공한 것을 경험 삼아 북한

에서도 이러한 요인이 가능한가를 연구한 것이다.

화교는 국의 개 과 개방 기에 자본을 고, 자본주의 양식을 이식하여

국 사회의 개 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 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합 법의

실패와 라진-선 지구의 실패는 해외동포에 한 우 조치가 사실상 제도

으로 미비하고, 실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 조선족을 주로 한 해

외동포는 북한의 장마당 경제와 유통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 고, 이것이

이번 7.1조치를 이끄는데 주요한 견인역할을 하 다.

그러므로 정규모의 해외동포자본을 유치하는 노력은 북한에서 필요한 것

이며 이를 한 한국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필자는 ｢북한 개방과 발 에 있어 재외 동포의 실질 역할모

색｣에 한 정책 건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1. 북한 정부의 재외동포에 한 발상 환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의 경제력은

차 커지고 있다. 이번 2002년 10월의 세계한상 회에서 재외동포기업인이 구

매한 수출물품은 계약 건수로 3억불이 넘었다. 한 최근 북한경제고찰단의 남

한방문에서 나타나듯 북한에는 소기업의 투자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에서 재외동포가 더욱 극 으로 북한의 개방에 기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합 법과 라진-선 의 실패는 북한측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이를 경

험 삼아 재외동포에 한 특별 인식이 북한에서 실종된다면 잘못된 것이다.

2. 북한은 국의 화교정책처럼, 재외동포기업과 남한기업을 구분하여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재, 남북경 에서 추진되는 양식이 재외동포 기업에

그 로 용되는 것은 무리이며, 한 외국 기업과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것도 잘

못된 것이다. 독립 인 우를 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3. 재외동포 조선족의 역할은 이미 지 하다. 이들은 국의 경험을 북한

에 달하고, 실제 으로 북한에 있는 친척을 통해 북한 경제에 향을 미쳤다.

특히, 북한의 기아 상황이 심각할 때 이들의 역할은 무척 컸다. 한 많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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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한국 경험을 함으로써 북한에 한국 실정을 알리는 데 기여하 다. 무엇보

다도 큰 기여는 조선족 보따리상의 북한 유통시장 장마당에서의 역할이다.

이런 역할이 증하자 북한의 7.1 경제조치가 가능한 한 원인이 되었다. 조선족

의 역할은 그들의 규모와 자본 특색에 맞게 진행된 것이며 이 측면에서 재외

동포의 북한 개 개방 역할에서의 한 정 사례라 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조선족에 한 정책을 북한의 개 개

방과 연 시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으로 조선족을 이

용하여 조선족, 한국, 북한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형식 인 법제화보다는 실제 인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요하다. 한국의 국 투자에 있어서 기에 조선족의 역할이

지 했듯, 북한의 개 에서의 역할은 이미 크며, 개방에서의 역할도 클 것으로

상된다. 최근 신의주 경제특구 동에 나타난 국 정부의 태도는 이 문제를

민족정책을 다루는 공산당 통 부(統一戰線部)와 국가 민족사무 원회(民族事

務委員 )가 개입한데서 나타나듯 정치 고려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런 민

감성을 해소하기 한 한국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 이해에 기 하여야만 신의

주 특구에 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신의주가 국 단동(丹東)과

인 한 사실은 여 히 국의 조선족 정책에 한 이해가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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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002년 7월 1일 북한은 가격 임 을 폭 실화하는 경제개 조치를 취하

다. 생산 원가 국제가격을 반 해서 모든 국정가격을 인상하며, 이런 가격

인상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보 하기 해 임 도 폭 으로 인상하 다고 알

려지고 있다. 특히, 환율도 실화하 다는 설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동

용승, 2002). 북한의 이런 변화에 해, 1945년 해방이후 인민 원회가 행한 토지

개 이래 가장 명 인 변화라는 측부터, 아직 구체 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

으니 주시해야 하며 특히 그러한 논의는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서 나

왔다는 견해가 립하고 있다. 그 논의의 진의여부를 떠나 북한의 경제개 조치

는 지 까지와는 다른 범 의 개 , 즉 개방에 한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

다(조동호, 2002).

특히, 국의 개 개방과정에 한 연구를 지난 몇 년간 심도 있게 수행한

북한 지도부의 태도에서 볼 때 국과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구별되는가 하는

이 북한 경제의 앞날을 망하는 데 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한, 이번 조

치의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되는 것은 재원과 상품이 없는 북한이 과연 공

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지속 공 을

하여 해외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며, 그러한 투자를 해 온건한 외정책을 수

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하 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2002년 10월

시 으로 보면, 북한 핵문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 개방에 한 강한 의욕

을 북한이 표명하고 있다. 즉, 상을 통한 핵문제의 해결의지의 천명,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 고이즈미 방북에 이은 북-일 수교교섭 재개, 아시안 게임 참석

규모 고 경제 시찰단의 견 등 남북 계의 실질 진 은 이런 견해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본 보고서의 주제와 연 하여 고찰하면, 과연 북한이 재 7.1 경제조치로 추

구하는 개 이 국의 개 과 어떤 유사 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 의 불안

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할 경우, 국의 경우처럼 해외동포의

재원을 유치하겠는가 하는 이라 하겠다.

북한의 경우 이번 7.1 경제조치는 여러 면에서 국의 과정과 유사한

성질을 보이고 있다. 농 에 있어 시장기능의 어느 정도 허용이라든지,

군(郡) 단 의 지방 행정 기구에 자율성을 부과함과 동시에 공동소유를

허용한 등은 국 개 개방 기의의 집체소유(集體所有) 개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개 개방의 사실상 기에 있는 북한이 이를 경제

발 과 연결시키려면 여러 정치 사회 개 못지 않게 북한의 기본 인

자 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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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의 북한의 합 법의 실시와 그에 따른 조총련계 기업들의 100

여 개에 이르는 합작 사업이 있었으나 사실상 성공하 다고 보기 어렵다.

한, 라진 선 지역을 심으로 한 경제특구 개발 계획이나, 국경의 주요

교역 창구 개설 등도 국의 모델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졌으나 그다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 북한의 지난 10년간의 경험

이 주로 정치 인 이유 때문에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일까? 혹시, 오히려

이런 정치 인 어려움은 국도 당면한 문제 으므로, 다른 문제가 있었

던 것은 아닐까? 정치 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안은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재외동포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에서 북한이 취한 입장

은 어떤 것이고, 재외동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 는가 하는데 의문 을

증 시켰다. 재 상황에서 북한이 만성 인 자 난을 돌 할 수 있는 방

법은 한국이나 재외동포 등 해외자본에 의존하여 풀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에 지 부족과 원자재 부족, 설비의 노후화 등에

필요한 것은 외화 유치에 따른 경제 성장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

면에서 재외동포의 투자 유치와 북한 경제 회생에서 재외동포의 기여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이러한 북한의 재외동포에 한 정책과 재외동포 투자 유치

정책은 어떠한가? 구체 으로 북한의 법령은 어떠하며, 북한은 재외동포

의 투자 유치를 한 구체 인 정책과 그 정책의 실행을 모색하고 있는

가? 재외동포들은 이런 북한의 태도에 해,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북한에 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

인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역량을 이용해 북한의 경제 발 을 이루

려면 어떠한 정책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최근의 7.1경제조치는 이런

북한의 변화를 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한 답이 이 연구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의 질문에 답하기 해 본 보고서는 ① 재외동포의 황과, 그들에

한 남북한의 입장 정책을 개 하고, ② 이 분야의 선행연구를 분석

하며, ③ 국의 사례에서 화교의 개 과 국 정부의 화교 유치 정책 그

리고 화교의 기여를 살펴보며, ④ 북한의 경우, 구체 으로 어떠한 방법으

로 지 까지 재외동포의 역량을 그들의 개 , 개방에 이용하 는가를 고

찰하고, ⑤ 이를 통하여, 국과 다른 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결론에서는 이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함께, 북한의 개방을 한 재외

동포의 역할과 련한 안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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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의 황과 특징

2.1. 남북한 재외동포의 개념과 황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의 수는 재 700만 정도로 추산하기도 하고

(이 규, 2002), 공식 인 우리 정부의 통계에서는 세계 151개국에 총

5,653,809명이고, 이 미국, 국, 일본, 구 소련지역 등 4 강국에 체의

91.48%인 5,172,653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외교통상부, 2001). 통계에서 이러

한 150만 정도의 차이는 소 재외동포의 범 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가

하는 개념규정에 따라 달려 있다.

남북한과 재외동포의 인구를 7,000만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인구의 10%

인 700만이라는 인구가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는 세계에 흔치 않은 일이

다. 국인, 유태인, 이태리인, 폴란드인, 그리스인, 인도인이 재외동포를 많

이 보유하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 있는데, 인구의 10% 이상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는 유태인을 제외하고는 남북한이 그 다음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유태인이 유태인 민족망(virtualjerusalem.com)을, 국인이 국인망

(China.com)을 사이버 상에서 구축함은 물론 off-line에서도 민족별 연계망

을 구축하여 세계 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들은 자신들의 권

익을 주재국과 모국에서 신장함은 물론 모국과의 유 강화를 통하여 상호간

에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재외동포재단이 심이 된

한상 네트웍의 구축과 제1회 한상 회(韓商大 : 한민족무역인 회를 확

한)를 2002년 10월에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문화 공동체와 경제

인 실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한 남북한의 정책은 아직 구체 인 정립이 안되어

있는 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재외동포정책에 한

기본 인 개념부터 법제화와 제도화에 여러 문제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다.1) 그러나, 보 인 수 에서의 재외동포에 한 인식은 지 까지 한국의

발 과정에서 국내 인 발 에 집 하여 생긴 결과로 생각한다. 한국이 국제

인 상이 높아지고, 그것이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인 역

에 투과될수록 재외동포에 한 인식은 변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한국과 북한의 재외동포에 한 개념은 어떠한가?

1) 재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정책과 그 문제 에 해서는, 이진 ,“한국의 재

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을 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4호 (경남 극동

문제연구소, 2002.12)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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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한국의 재외동포 개념

한국에서는 실 으로 아직 재외동포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해외동포, 재외동포, 재외교포, 재외국민, 교민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

다. 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

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재외국민이란 우리 국

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주하거나 장기간 외국에서 체류하며 생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등록법」도 등록 상을 " 한민국국민"이라

고 명시하고 있다. 한, '재외동포'라는 개념은 국 여부와 상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민족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다. 즉,「재외동포

재단법」이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 지 에 한법(재외동포법)」의 ‘재외

동포’의 개념은 재외국민과 외국국 의 한국인, 무국 의 한국인 등을 포함

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계(韓人系)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를 세부 으로 분류하여 정의해 보면, 재외국민이란 우리 국 을 갖고

외국에 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국민을 말한다. 이에는 특별

주권을 취득한 채 우리 국 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재일 한국인, 주권만

받은 채 우리 국 을 보유하고 있는 재미한국인, 장기간 외국에 합법, 비합

법 으로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등이 포함된다. 외국국 동포란 외국에

거주하면서 거주국 국 을 취득한 한민족을 말하는 데 이에는 조선족, 고려

인,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한민족, 귀화한 재일 한민족, 기타 외국국 취득

한민족 등이 포함된다. 무국 동포란 한민국 국 도 거주국 국 도 취득

하지 않은 채 외국에 체류 내지 주하고 있는 한민족을 말한다. 조총련동포

도 재로서는 무국 동포로 분류된다(제성호, 2001).

하지만, 이 규는 재외동포의 범 에 20만에 달하는 해외입양아와, 미군이

나 군속 등과 결혼한 20만 정도의 한국 여성 그 후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 2002). 이는, 한국의 국 법 개정과도 연결되어 최근 개정국 법은

모계 통도 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150만의 차이는 재외동

포의 범 설정에 따른 혼란이다. 한국에서의 재외동포에 한 악은 아직

도, 구체 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를 정책의 상으로

할 경우, 이에 한 기 인 조사는 필수 이라 할 것이다. 후술할 국이

그들의 재외동포를 화교, 화인, 화 로 구분하여, 최 한 정확한 수치와 그들

에 한 정책의 범 를 설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한국에서 악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게는 560만 정도 많게는 700만까

지 추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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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북한의 재외동포 개념

재외동포에 한 북한의 명확한 개념 규정도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

나, 북한에는 한국의 재외국민의 개념에 해당하는 “해외조선공민”의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해외조선공민이란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다니며

살다가 오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떳떳한 공민이 된 이국 땅에서 살

고 있는 동포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국 을 소지한 자를 의미

하는 것으로 국에서는 200만 조선족을 제외한 2만명의 조교(朝僑:조선교포

의 약어)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2), 일본의 경우 민단에 가입한 한

국 국 자와 귀화한 일본 국 자가 아닌 ‘조선 (朝鮮籍)’의 경우에 극 인

북한 국 가입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북한은 이들이 해외공민임을 강조

하여 왔다.

이러한 국과 일본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이 재외동포(북한에서

는 해외동포)를 규정하는 개념은 매우 포 인 것이다. 즉, 1990년 에 진

행된 북한의 민족주의에 한 재평가 작업은 “민족이 오늘날 사회 생활에서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기본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민족의 속성을 주장하고, 통일이념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여기에서

“해내외의 조선민족의 단결”을 주창한 에서, 북한의 민족개념에 재외동

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정 철, 2001). 이러한 북한의 “조선민

족제일주의”의 개념 속에, 북한, 남한, 해외동포로 삼분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것이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기본이 된다는 에서, 정책의 구체 인 집행

력을 떠나 선언 의미에서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보다는 극성을 띠게 되

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한국의 행 재외동포법은 1948년 한민국

정부수립 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상으로 함으로써, 조선족, 고려인, 조선

재일 동포, 기 미국 이민자 등 상기 정부 통계에 나타난 560만 재외동

포 , 반 이상을 제외했기 때문이다(조웅규, 2002; 이진 , 2002).

그러나, 북한의 통에 기반한 재외동포(해외동포) 개념과 정책의 선언

의지는 선언에 그칠 뿐 실제 인 집행력을 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

이다. 이는 북한의 고립과 경제 곤란에 그 기반을 둔 것이며, 재외동포에

한 정책이 여 히 통일 선(統一戰線) 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다. 국 화교의 경우, 비록 통일 선의 상이라고는 하나, 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이 차 늘어나면서 정치 인 면에서의 정책 상의 성격은

일정부분 어진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민족”의 개념에도 나

오듯이, 계속 민족의 개념을 재창조하면서 재외동포문제를 근하는 이념 ,

정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2) 최근 그 수가 감하여 7000명 정도라는 주장도 있다(Korea Tim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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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와 논

2.2.1. 선행연구에 한 검토

재외동포의 모국 경제, 특히 북한의 개 개방에 한 역할을 국의

화교와 비교한 선행 연구는 기본 으로 희소하다. 그 이유는 북한에 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한 연구 자체도 희소하고, 이를 국의 경우와 연

시켜 연구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이런 희소성은 이 분야에 한 선행연

구의 특색에서도 그 로 나타난다. 이 분야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의 특

색은 몇 개의 분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에 한 연구이다.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에

한 연구는 기본 으로 이데올로기 립 상황을 인식하고, 주로 공작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1990년 세계 범 에서 냉 이

해체되었으나, 한반도에는 남북 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한 북한의 정책을 연구하는 내용은 주로 남 략이나 혹은 통일운동

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구동수:2000, 김용규:1998, 서동훈:1991, 은인

:1995, 이창하:1988 등).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민족” 문제에 한 근

이나, 구체 인 국 법 등 법 인 제도에 한 근에 있어서는 보 으

로나 학문 인 근이 이루어지고 있다(정인섭:1996, 조정남:2002, 최청

호:1993 등).

둘째, 북한의 구체 인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 에 한 연구로 주로, 조

총련이나 미주동포에 한 것이 주를 이루며, 이도 역시 공작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진희 :1999, 안성환:1996, 유삼렬:1998 등). 특히,

재일 동포의 경우, 북한의 해외공민의 개념에 가장 잘 용된 것으로, 연

구의 부분이 조총련계 재일 동포에 집 되어 있다. 미주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재외동포를 연구한 경우가 많으며, 국의 경우는 조- 항일연군

의 특수성과 국과의 민감한 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가 주로 조선족에

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

셋째, 재외동포의 북한에 한 역할은 주로 통일에서의 역할에 그

이 주어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분석 이기보다는 희망 인 연구이다. 그

러나, 연구의 부분이 선언 , 규범 인 면에서 근하여, 구체 인 해외

동포의 통일과 연 된 조직 노력 등을 언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3) 조선족의 국과 북한의 국 개념과 연 된 연구는 북한의 재외동포 개념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소재이다. 조선인이 조선족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이진 , “조선인에서 조선

족으로: 국공산당의 연변지역 장악과 정체성 변화(1945-1949)” 『 소연구』 제26권 4

호(한양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11)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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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구동수:1995, 김강일:1990, 김태기:2000, 서일범:1994, 윤인

진:2000, 최 등:2001, 최우길:2001 등).

넷째, 북한의 경제 개 과 연 된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에 해서는 일

부 연구가 있고(변종수:1994, 홍택외:1994), 북한의 경제 개방을 국과

연 시킨 경우는 박병 의 작년 통일부 신진 연구를 포함하여 국 개

개방 모델, 특히 농업분야의 변화를 북한에 용 가능한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 있다(림 숙:2001, 박병 :2001).

마지막으로, 구체 으로 화교와 연결하여 그 방향을 모색한 연구로는

박창근의 연구(박창근: 2001)가 있으나, 구체 이지 않고 재외동포의 투자

나 구체 인 역할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분야에 한 선행 연구는 북한의 재외동포와의 연 자체에

한 연구도 희소하며, 학문 으로 연구된 것도 다. 한, 국 경험의 북

한 용을 논한 것은 찾을 수 있으나, 이를 화교 자본의 국 투자와 연

시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한 연구는 없다는 이다.

2.2.2. 연구의 논

그러므로, 이 연구는 재외동포들이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 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국의 화교(華僑)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재외동포들의 북한의 개방이나 발 에 한 역할

가능성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국의 경우 화교가 모

국의 발 에 심 한 역할을 하고,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존재하며, 이를

정 으로 악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외 인 것이다. 즉, 남

북한 합친 인구의 10% 정도가 해외에 재외동포로 살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에서 이들의 모국 경제와의 연결에 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북한의 발 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색하는 것은 필수 인 것이다.

화교의 경우 국의 개방과 개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들은, 1978년 12월 국이 11기 3 (공산당 앙 원회

체회의)에서 개 개방을 선포한 이래, 국경제의 개방과 정치, 경제,

사회의 개 과 한 연 을 맺었다. 즉, 국의 1984년 최 경제특구

(經濟特區)부터, 1992년 면(全面)개방까지 국경제에서 가장 큰 투자자

로서의 역할을 하 고, 그 결과 새로운 기업문화의 달을 통한 국 사

회 변화 즉, 개방을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하 다. 한, 작년 난징(南

京)에서 규모로 열린 화상(華商) 회를 통해 보듯 화인(華人)경제의 창

출을 통한 “세계 화인경제권 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 으로써, 향후 부상하는 모국 국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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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러한 재외동포의 역할이 한반도 특히 북한의 개 개방과정

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이 이 연구가 시작된 목 인 것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① 북한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발 이 필연

인 상임을 감안하여, 이런 북한의 변화에 해외 동포가 어떠한 실질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주요한 목 이 있다. ② 특히,

1978년이래 진행된 국의 개 개방에서 해외의 화교가 심 인 역할

을 했던 것을 주시하고, 이런 화교의 역할을 우리도 재외동포에게 기 할

수 있는가 하는 을 비교하여 고찰해본다. ③ 한, 이와 연 하여 북한

의 재외동포 정책 , 재외동포의 투자 력을 유치하기 한 구체

인 조치를 검토하고, 그 성격에 해 논하고자 한다. 그 결과, ④ 재외동

포는 이런 북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분석한다. 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 개방과 발 을 해 취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즉, 화교는 국 경제를 개방시키는 략을 사고하는데, 국지도부의

주 고려 상이었다. 결과 으로, 화교의 투자는 국의 개방을 심화시켰

다. 한, 국 사회의 개 을 이루는데도 기여하 다. 국 정부 역시 이

런 화교의 투자를 한 유인책을 사용하 다. 그러므로,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제외동포의 투자를 유인하기 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 는가?

북한의 개 개방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에 한 인식이 있었는가?

한 재외동포 입장에서 북한 투자의 문제와 역할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은 요하다. 있었다면, 어느 정도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는가? 그리고, 이런 재외동포의 개입이 북한의 개방을 심화시키고 북한

경제를 발 시킬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서 한민족의 공동번 을 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통해 재외동포가 북한

과의 계 진 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에서 한인계의 공동번 을 이루는데 있어 재외동포와 한국 정부의 역할

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들이 답되어야 할 연구 범 라 할 것이다.

3. 화교와 국 개 개방: 역할과 반응

3.1. 국 화교의 황

재 국 륙이외에 거주하는 세계 화인수는 국정부의 통계로 보면

5,6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홍콩과 만의 인구수를 포함한 숫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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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콩이 국에 귀속되어 성 (省級)의 특별행정구가 되어 1국 2체제의 실험

을 하고 있고, 만 역시 국에서는 31개 성시(省 )의 하나로 취 하는 상황에

서 보면, 실제 인 수는 더 어질 것이다. 즉, 공식 인 화교의 수는 남북한의

경우와 같이 개념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통칭 화교 화인으로 칭

해지는 해외 국인은 그 통계에 따라 최하 5,000만에서 최고 8,000만까지 그 수

를 달리하고 있다(이덕훈, 2001).

국정부는 해외 국인에 해 세 가지 용어로 나 어 부르고 있다. 화교, 화

인, 화 가 그것이다. 가장 넓은 범 의 화 (華裔)란 국에 그 뿌리를 둔 이주

민의 집단을 의미한다. 즉, 수세기에 걸쳐 민족 간 융합과 동화를 거치면서 국

문화나 국인의 정체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부류가 그것이다. 가령 로써,

코라손(Corazon) 아키노 필리핀 통령이나 와히드(Wahid) 인도네시아

통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한국인들 에도 화 를 발견할 수 있다.

화인(華人)이란 이보다 좁은 개념으로, 국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

주하는 국인 그 후손을 의미한다. 즉, 문화 개념에 의한 구분이나, 기본

으로 국 국 그 이외의 국 을 소지한 자로 선언 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화교(華僑)란 이와 다른 개념이다. 국 정부에 의해 “조작화된” 화교의

개념은 해외 화인 국 국 을 포기하고 거주국의 국 을 취득한 자를 의미

한다. 즉, 북한의 해외공민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화교와 화인은 국

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 으로, 화교의 범 가 가장

좁으며, 화인, 화 의 순으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런 구분에 기 하여, 국

정부는 "선언 " 측면에서 이들에 한 국가의 정책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4)

이러한 조작 정의는 화교, 화인, 화 의 수에 있어 3,000만이라는 편차를 보이

게 하고 있다.

국에 포함된 홍콩과 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만을 제외한 화인의 수는

2,500만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2,000여만 명이 동남아 5개국에 집 거

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상 화교라 칭할 때는 국 정부의 법률

구분이 아닌 국문화 인종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 화인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는 한 공식문서를 제외한 국정부의 실제 태도이기도

하다.5) 특히, 화교의 국투자를 언 할 경우 만상인의 투자일 경우 상(臺

商)으로 공식 으로 칭하나, 통칭 화교로도 칭하고 있으므로, 화교의 개념은 실

제 으로 매우 유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한 북한의 해외동포 개념과

4) 국의 민족 화교에 한 인식 등은, 이진 , “재 동포와 한국의 국 외교정책“

『국가 략』 제8권 4호 (세종연구소, 2002년 12월)을 참조하라.

5) 국정부의 이런 작의 구분에 해 국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한다. 실제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 지방의 반발에 해서는 황유복 북경 앙민족 학 교수의 공청

회 발언을 참조하라. “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 재외동포법개정 책 의회 주최, 『재외동

포법을 한 공청회(2002.2.19: 국회헌정기념 )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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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화교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한국 재외동포의

경우 지역 인 구분은 가능하나, 언어 종족 구분은 없다. 그러나 화교는 출

신지역 언어(방언권) 종족에 따라 복건(福建, Fujian, Fukkien, Minnan 閩南)

동(廣東, Guangdong, Cantonese) 조주(潮州, Chaozhou, Techiou) 객가(客家,

Gejia, Hakka), 해남(海南, Hainan) 등으로 나 수 있으며, 이들은 동남아 미

주 등지에서 각기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를 들어 복건 출신의 화교는

만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말 이시아에서 표 인 그룹으

로 알려져 있다. 반면, 동인들은 태국에서 가장 큰 집단으로 알려져 있고, 객

가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세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런

종족 언어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 생활도 분리하여 운 하고 있는 데, 그것

이 지역 종족에 기반한 상회(商 )나 방(幇)이라고 하는 집단단체이다. 미국

의 뉴욕이나 샌 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경우, 이들은 지역 으로 구분하여 거

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객가의 객속상회(客屬商 )는 동인의 동상회(廣東商

)와 물 , 인 네트웍을 별개로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집단 단체는 화교 상호

간에도 경쟁과 배척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즉, 이들 상호간의 계는 화민

족의 후손으로의 집단간 친 도와 함께 개별 종족 인 경쟁 소원 계를 유지하

고 있는 것이다. 한 로, 객가와 동인의 상호 배척은 극심하여 혼인 비율이

다고 한다. 즉 화교는 단일한 집단이 아닌 것이다.

최근에 화교 호남성과 산동성 화교의 역할이 증 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의 화교는 재 2만 정도만 남아 있으나, 주로 산동성 출신으로 재 화인

화교 경제를 얘기하는 동남아의 부분의 화교와 친족 유 가 존재하지 않는

다. 즉, 한국에서 몇 년 부터 논의되는 화교자본의 유치 화인거리 조성의

경우 그 주체가 어떤 종족이냐가 요하다. 즉, 화교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산동

성 출신이 부분인 한국내 화교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호남

성 출신의 화교는 주로 객가 출신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객가인의 범 에서

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종족, 언어, 지역 분열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화교로 통칭되는 국의 재외동포들의 국 경제발 에 있어 역할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큰 시사 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국의 개 개방과 화교의 역할

1978년 11기 3 에서 결정된 국의 개 개방방침은 화교자본이 없었

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즉, 사회주의 앙집권 경제체제에서

개방노선으로 환하면서, 국은 자본주의 국제질서로 편입되었는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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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화교자본이었던 것이다. 국의 개

개방은 1979년이래, 1984년의 경제특구 실험과 이에 따른 부분 개방,

1992년 4연(沿海, 沿江, 沿線, 沿邊) 방침에 따른 국의 사실상의 면개방

과 그에 따른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는 단계, 그리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완 개방과 자본주의 질서 편입으로 나 수 있다(김익수,

1999). 문제는 1979년이래 1990년 반까지 고도 성장을 달성한 국 경제

발 의 주요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외국 자본과 기업의 투자 고, 거기에서

화교자본이 주요 역할을 하 다는 것이다.

한 로, 1979년부터 1993년까지 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화교기업은

기업수로는 86.0%, 투자액으로는 88.4%를 보이고 있다. 즉, 거의 부가 화

교자본에 의한 투자라 할 수 있다. 개 개방 기 불안정한 국 투자 환경

에서 화교 자본이 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사실상 면 개방기에 들어서 국에 투자한 100 기업가운데 화교기업이

45개를 차지하여 여 히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의 외

국자본 도입액 가운데 화경제권 소속 화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년

64%에서 92년에는 82%까지 상승했다. 1995년과 1996년의 경우에도 국

에 투자된 외자 가운데 화경제권 지역 국가들의 투자액 비 은 총 투자

액의 70%에 가깝다(이문 , 1994). 즉, 국의 경제발 에 필수 인 외국인

투자의 액을 90년 반까지 여 히 화인자본이 담당하고 있던 것이다.

국 개 개방의 시동기부터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화교자본은 가장 주

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투자와 함께 주목할만한 것은 무역외 수지인 여행수지에의 기여이다.

만, 홍콩, 마카오 등 해외화교들은 본토에 고향방문이나 여행을 통해 국의

발 에 간 인 자 을 제공하 다. 1995년 국의 여행 총수입은 97억 3천

만 달러이며, 총 여행자수는 4,638만 7천명이었다. 그 홍콩, 만, 마카오

인을 포함한 화교가 87.3%를 차지하고, 소 화교를 제외한 순수 외국인인

외 인(外籍人)이 12.7%를 차지하 다. 다수가 화교인 것이다. 화교방

문자 고향 방문자의 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무척 크다. 남방(南方,

華南地方)의 많은 마을의 도로, 마을회 , 농기구 보 등에 화교들은 고향

발 을 해 기부하 다. 이런 수치화 되기 힘든 기여는 여러 방면에 나타난

다.

즉, 고향 방문 을 통한 국의 연계 산업의 발 은 직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큰 기여는, 국에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경 기법

등을 수하 다는 이다. 즉, 국 사회의 개 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

이다. 한, 고향에의 기부는 화교와 지방정부와의 계를 원활하게 만들었

다. 이런 계를 통해 경제 효과도 높아지고, 후진지역의 공업화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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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시장형성 역할을 하는 정부와 긴 한 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재외동포-모국 계는 국 내부에서 그 후 진행된 자본축 에 결정 인

기능을 하 던 것이다.

아래의 표는 국가별 국 직 투자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재

국에 포함된 홍콩은 동남아 화교의 간 창구로 활용되었고, 싱가포르 역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 다. 한, 만과 마카오는 방언권에 맞게 복건성과

동성 투자에서 결정 인 역할을 하 다. 태국의 국투자에 있어서도

태국내의 화교자본이 거의 부분의 역할을 하 던 것이다. 이런 은 일본

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가 국에 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시 인 1992년

면 개방기 이 에 주요 투자자가 화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표 1) 개 개방 기 국가별 국 직 투자

국가 `79-`88 `89 `90 `91 `92 계 비 (%)

일본
24169

(761)

469

(294)

457

(341)

812

(599)

2172

(1805)

5826

(3800)
5.7

홍콩
17635

(12964)

3244

(4244)

3943

(5001)

7507

(8879)

41531

(31892)

73860

(62710)
66.7

만
219

(227)

432

(539)

890

(1103)

1389

(1735)

5543

(6430)

8472

(9495)
7.6

싱가포르
536

(304)

111

(78)

103

(72)

155

(169)

997

(742)

1903

(1365)
1.7

타이
96

(74)

57

(30)

42

(28)

108

(52)

723

(407)

1026

(591)
0.9

국통계
28501

(15553)

5510

(5779)

6597

(7273)

11977

(12978)

58124

(48764)

110791

(90311)
100

주 : ( )는 건수를 의미하여, 실 은 계약 기 임

자료: 이문 「동남아 화교기업」(서울:길벗, 1994), p.80

특히 주목할 것은 홍콩과 만의 투자이다. 술한 로, 홍콩의 투자는 주

로 동남아 미국 등 세계 화교의 경유지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규모가 크다고 하겠다. 즉, 륙과 개지로서 홍콩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그것은 종족-언어 으로 동어를 사용하는 동인이 부분이나, 상해인,

객가인, 조주인이 여 히 하나의 부분 사회를 이루고 있는 홍콩의 특수성

에서 기인한다. 즉, 홍콩의 종족 그룹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 종

족 그룹의 리인 역할을 하 고, 이것이 그들의 종족 상회(商 )를 통해 네

트웍하여 국의 고향지역과의 투자가 가능하 던 것이다.

이에 반해, 만의 역할은 남북경 과 연결되는 민족간(民族間) 거래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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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정부도 일반 화교와는 달리 만 상인에 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비록, 지역 으로 기에 같은 방언권이자 고향인

복건성에 투자를 하지만, 이후 투자의 지역 범 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국

정부의 독립 인 만상인에 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화교의 국 투자는 화상(華商)과 상(臺商)으로 나 수 있는 것이

고, 자가 재외동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후자는 민족간 거래에 해당하

는 특수 계의 동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구분은 국 정부의 화교 투

자 유치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며 북한에 용되는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국 정부의 화교투자 유치 정책은 어떠하 는

가?

3.3. 국정부의 화교 유치 정책

화교의 국에의 투자는 국정부의 극 인 화교자본 유치정책과

하게 연 되어 있다. 특히, 화교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국

정부가 등소평 시기에 들어 발상의 환을 한 에서 국 정부의 화교 정

책의 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 으로 사회주의 국의 성립(1949) 이후 국 본토에서는 토지개

시기(1949-1954)와 사회주의 개조기(1957-1966)에 귀국화교와 해외화교는

‘지주분자’. ‘자산계 분자’로 분류되었다. 소 흑오류(黑五類: 부농, 지주, 우

분자, 반동분자, 악질분자)로 당안(儻案: 개인존안 일)에 기재되어 불이익

을 받았다. 그 결과 오래도록 헌법과 법률 규정의 합법 인 권익을 리지

못했었다. 특히 문화 명 기간(1966-1976) 에는 지 않은 화교 그

친척이 스 이 외국특무분자(外國特務分子: 외국 정보기 원을 의미), 반

명분자로 분리되어 투옥되었고 강제로 농장에 보내져 노동개조를 받은 바

있다. 그들이 국 륙에 갖고 있던 부동산과 기업에 한 투자자 은 몰

수 강 되거나 는 집체소유(集體所有, 全民所有, 국유를 의미함)의 상에

들어가 사실상 몰수되었다.

그러나 개 개방은 국의 화교정책에서 일 반 의 기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즉, 화교 그 가족을 개 개방 속의 경제건설에 어떻게 동원하고

이바지하게 할 것인가 논의되었다. 이런 논의는 제도화되고 법제화되었다.

우선 1990년 9월7일 국인민 표 회(全人大) 상임 원회에서 통과한 「

화인민공화국 귀국교포 본국 거주 해외동포 가족보호법」과 1993년 7월

19일 국무원이 반포한 「 화인민공화국 귀국교포 본국 거주 해외동포

가족보호법 시행방법」은 화교의 귀국․거류의 권리, 귀국교포 본국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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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가족의 정치민주권리, 투자권익, 노동취업, 교육 등 경제민사권익에

한 명확한 규정을 확립한 법 조치 다. 앙의 이런 조치는 국의 성

행정구역인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들에서도 지방의 특색을 갖춘 유사한 화

교 우 에 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 방법을 반포했다(魏艾,1996).

한, 구체 인 화교집단을 한 조치로 홍콩, 마카오와 만인의 자 을

흡수하기 하여 「 만동포 투자장려규정」「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 투

자장려 한 국무원 규정(1990년)」「 만동포투자보호법(1994년)」등의 법

률과 규정을 반포하 다. 여기에서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장려조치

를 제시했다.

한 국정부의 화교 정책은 외교정책과 연 된 분야에서도 변화하 다.

특히, 투자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동남아 지역의 화교가 거주하는 국가

와의 계를 개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말 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폭력 명을 수출하던 60년 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국가를 안심시

킨 것이다.

한, 동남아지역에 거주하는 국계에 한 지정부의 정책도 국과 해

당 국가 간의 반 인 계, 1980년 이후 이 지역에서 확산된 새로운 경

제 실용주의와 로벌리즘 속에 함께 변화하 다. 2차 이후 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사회주의 국에 한 경계심과 지 국인들에 한 경

계심으로 지 국인들에 해 강력한 동화정책을 펴면서 국계에 한

여러 제한 는 지 조치를 실시했다. 표 인 것이 말 이시아의 ‘ 극

차별정책’으로 화교는 정치참여의 제한을 받고 학교육 등의 면에서도 차별

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부분의 나라들이 지정부

에 충실한 국계 거주민들이 갖는 막 한 사업자원과 국제 네트웍을 이

용하고 오히려 개발하고자 노력하 다. 즉, 각 국 정부들은 각 지역별 국

계인 들의 종족 세계 회를 유치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 다. 모든 지

역의 국계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언어 종족면에 기반을 둔 경제 사

회단체인 방(幇)을 기반으로 세계 인 사업 네트웍을 결성하고 재개하고

확장하면서 지정부의 조치에 답하 다.

여기에서 요한 은 국정부가 법률 으로 화교와 화인을 구별하는 방

침을 천명하여 동남아 정부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것이다. 즉, 정치 으

로 화교가 주재국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 고, 주재국의 국 취득

과 그 나라 이름을 병기하는 것을 사실상 장려하 다. 그러나, 문화 으로는

오히려 국인으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하 다. 한 모국과의

연 강화와 모국을 방문할 경우 사실상 국 국 인의 우를 하 던 것이

다. 이러한 법률 인 측면에서는 엄격하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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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면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재외동포법 동을 바라보는

데 큰 시사 을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 각 국에서 나름 로 부를 축 한 화인기업들이 더 큰 기회

를 잡기 해 국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런 투자는 이미 1992년에 들어

오면서 륙과 화교 양쪽에서 시 지 효과를 발휘하여, 네트웍이 구축되는

단계에 어들게 된다. 이 네트웍은 국 정부쪽에서 일국양제(一國兩制)에

기 하여 만을 포함한 재외동포 정책의 일원으로 시작한 움직임과 화교

쪽에서 각 종족 언어 기반에서 시작한 움직임으로 나 수 있다. 2001년은

이 움직임이 상호 통합되어 명실공히 화교네트웍이 세계 으로 구체화된

시기이다.

먼 , 국 정부의 이니셔티 로 시작된 국계 기업가와 경 자 네트웍

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1992년 결성된 화경 작계통(中華經營協

作系統) 이다. 이는, 국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만, 홍콩, 마카오의 화교

에 한 정책으로, 공산당의 통일 선(統一戰線, United Front) 술의 일부

다. 즉 법률 으로 화인은 제외되나, 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만, 홍콩, 마

카오에 해서는 화교 인 에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동남아 화교에

한 정책도 비공식 (非公式的) 민간 (民間的) 비선 (秘線的) 차원에서 동시

에 이루어졌다. 이 조직은 이미 홍콩과 마카오의 국으로의 반환으로 만

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반 반민(半官半民)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다. 만

일 만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어, 이 구상이 완결되면 로부터의 의도 이

고 공식 인 네트웍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요한 흐름은 화교들 자체의 움직임이었다. 화교들 사이의

종족 민족 인 경제 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일련의 세계화교 회 개

최로 시작되었다. 먼 시작한 것은 싱가포르 이 요 수상을 비롯한 객가(客

家,학카) 종족의 세계객상 회(世界客商大 ) 다. 이후, 동인, 복건인, 조

주인 등은 자체 인 회를 개최하 으며, 이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체 세

계화상 회로 수렴되었다. 즉, 기의 분 , 종족 인 측면에서 차 체

화교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발 한 것이다.

세계 체화상 회는 1991년 이 요(리콴유) 수상의 제안으로 싱가포르에서

제 1차 회가 열렸고, 그간 홍콩, 방콕, 오타와, 멜버른에서 개최되었다. 최

근 제6차 세계화상 회가 2001년 9월17일 난징(南京)에서 개최되어 세계

77개국 103개 화교, 화인단체에서 3300여명, 국 내 1,400여 기업인이 참여

하여 국 내 비즈니스 창출에 해 논의하면서 3일간의 모든 행사를 성공

리에 마치고 폐막하 다. 이번 회의에서 에 띄게 달라진 은 국 측의

태도이다. 과거 국은 공식 으로 화경제권의 개념을 부정하고 의도

으로 이 용어의 사용조차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회 개최를 해 11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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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라는 거 이 투입되고 국가주석 장쩌민이 축하 문을 발송하 으며, 주룽

지 총리는 국이 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해외 화교의 공

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치하 등 커다란 심을 보 다(조선일보, 2001/09/18).

즉, 화상 회에는 공식 인 조직이 무하고, 공개 인 국 정부의 지원

이 없이 출발하여 작년에 공식화하고 국정부의 극 인 후원을 받으며

국을 포함한 세계 화인경제권 창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화교들은 종족 으로 격년, 체 으로 그 사이의 격년에 만나면서, 2년마다

정기 으로 경제를 논하고 국계 기업 경 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자 노력한다는 은 실질 인 네트웍의 조직화 작업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 네트웍은 구체화되어 싱가포르에 그 본부를 둔 화교네트웍

이 출발하 다.

화교 네트웍은 최근 더욱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네트웍 형성

의 토 가 변화하고 있는 데 종족․언어 유 에서 벗어나 동창회나 계층

인 모임 등의 새로운 조직 기 에 근거한 신종 네트웍이 등장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특정 학에서 유학한 홍콩, 만, 싱가포르, 국의 경

인들의 모임이라든지, 특정 업종의 모임 등이 그것이다. 이념 으로는 다르

나, 장쩌민 주석의 아들과 만 최 재벌인 포르모사(Formosa) 그룹의 아

들과의 IT 련 모임도 이에 해당된다. 이런 모임은 이제 그 토 의 범 가

국제 수 으로까지 확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 로, 만의 주식

회(晝食 )는 기업 집단의 제3세 들을 심으로 만들어진 오찬모임으로

연령상 20세부터 40세의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기업의 후계자나 후계자 수

업을 받고 있는 인물들을 심으로 모인 네트웍이다. 그런데 그 조직을 확

하여 국내정계는 물론 동남아 각국의 정계와도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

제화인총상회(國際華人總商 )를 창설해 동남아 각국의 3세 화교 경 자들과

도 연계를 도모하고 있는 에서 새로운 형태의 계층 네트웍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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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1978년 국 공산당 12기 3 에서 공식 으로 개 -개방이 국가의

목표로 선택된 이래 국의 발 은 이제 국의 세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측을 불러 올 정도로 지속 인 모습을 보여왔고, 이에 따라 국 사회

는 근본 으로 변화하 다. 농가에서 시작된 개 의 신호탄인 개인청부생

산제(호도거리제, 혹은 농가승포제)가 1984년 도시에서의 개 으로 이어

지고, 경제특구가 설치되면서 국의 개 은 외개방과 하게 연결되

었다. 특히, 1992년의 면개방 시기까지 10여년 간의 국의 변화에는

화교자본의 역할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화교 자본은 기에는 홍콩을 통하여 기에는 싱가포르와 타이완의

자본이 그리고 말기에는 동남아를 심으로 한 자본이 국에 직 투자

되면서 국 경제 성장의 사실상의 원동력 역할을 하 다. 국 정부 역

시 화교 자본을 유치하기 하여, “화상(華商) 상(臺商: 만상인)에

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이들의 투자편의를 도모하 고, 앙에 설치

된 화교 사처와 화교 원회(黨과 政)는 각 지방에 분소(分所)를 설치하

여 구체 으로 화교 투자의 편의를 도모하 다.

화교자본의 국 경제에서의 역할 가장 요한 것은 기 자본 부

족을 해결하여 데 있다. 개 개방 기 국가의 신인도가 낮고, 기

산업 시설이 없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정책은 사실상 실

성이 없는 것으로 보 다. 이런 가운데, 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와 고향

에 한 투자라는 애향심이 겹쳐지면서 화교의 투자는 기에는 소액으

로, 그러나 시기가 갈수록 경제 유인에 의해 거 규모화 하면서 국

경제의 자 처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

한 화교 자본은 국에 있어서 기업의 소유제와 경 방식에 있어서

사회주의 인 기존 방식을 국이 탈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외국 기업

과 기업문화에 한 항이 발생할 수 있던 상황에서, 동포의 투자라는

요인은 국인들의 사회주의 기업 을 바꾸고, 자본주의 인 양식을

진 으로 받아들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 던 것이다. 특히, 소유제에

있어서 개인소유가 정착되기 간단계인 다양한 소유제로 나아가면서,

이것을 기업에 용한 여러 형태의 합작 합자 기업 형태는 국인들

이 갑자기 개인에 기 한 자본주의 인 기업 문화에 노출되어 험하게

되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요한 자산을 제공한 것이다.

한, 이런 측면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서구 인 기업문화를 지녔던 화교

기업에게서 국인들은 서구 인 효율성도 취할 수가 있었다.

최근의 국 화교 자본의 역할은 국 국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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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가고 있는 에서 국에게 다른 이득을 주고 있다. 즉, 주재국에

존재하는 화교 기업으로부터 얻는 주재국에 한 정보는 돈으로 바로 환

산할 수 없는 큰 혜택이다. 국 기업은 화교 기업과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시장을 이해하는 데서 화교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한

화교는 이 과정에서 공동의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상은

이런 공동의 창출이 하나의 네트워크화 하여 화경제권이라는 형태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는 이다. 이것은 화교에 의해 발되고, 국에

의해 조응된 국의 발 이 화교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체 인 성

격으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결론 으로 국의 개 개방에 있어서 국 화교의 역할은 기 자본이 부족

하고 자본주의 경 기법이 어색했던 국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 던 것

이다. 특히, 개 개방 이 부정 이었던 화교에 한 인식과 그에 기 한 정책

의 부재는, 개 개방기에 들어 반 하여 화교에 한 구체 인 정책을 국 정

부 차원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제도 으로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런 변화는 화교가 거주하는 거주국과의 외교 계는 물론 그들의 조직형성에까지

향을 주어, 국과 화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웍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발 되었던 것이다. 재 이 네트웍은 공식화되고, 국 정부의 직, 간 지원

을 받으면서, 새로운 분화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오히려 분열되었던 화교 사회

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화민족 공

동체가 경제는 물론 문화 으로 형성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21세기 거 화권은 재외동포인 화교의 역할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면. 북한의 개 개방에 있어서 재외동포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 북한은 재외동포에 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 이런 정책들

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4. 북한의 교포정책과 투자유치 략

4.1.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은 시기별로 다른 특색을 보여왔다. 간략하게 기술하면,

48년 북한 정권 성립 에 이미 국공산당과의 계에서 재의 조선족 처리방

침에서, 우리는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의 효시를 발견할 수 있다(이진 , 2002c).

그러나, 국 공산당과의 계가 가지는 비 인 성격과 북한 정권 성립과의

연결로 인한 민감하므로, 재외동포 정책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은 재일 동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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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에서 다.

46년 12월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한 이래, 북한은 조총

련계 재일 동포 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 깊숙이 여하 고, 이들의 귀환(북송)

에 한 정책을 56년에 수립하게 된다. 59년부터 시작된 북송정책은 북한으로

귀화한 이들에게 우 정책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귀환한 재일 동포는 각

인민 원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북한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 다. 특히,

1963년의 국 법의 반포와 이에 따른 재일 동포의 북한 자유왕래 보장 문제는

일본 내 재일 동포의 법 지 와 연 되어, 일본 정부와의 외교 인 문제로 비

화하 다.

그러나,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은 1970년 에 들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마

찬가지로, 통일운동 체제경쟁과 연 되면서, 재외동포를 수단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즉, 재외동포 정책은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민족회의, 남북

정치 상회의, 조국 선 민족회의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선언 인 측면과 공작

인 측면이 부각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은 1980년 에도 지속되어, 조평통

(祖平統) 주 의 민족회의나 민족통일정치 상회의 등의 주장과 연결되어, 북한

의 내 정치와 한 연 을 가진 정치 성격을 표출했던 것이다. 1972년 사

회주의 헌법은 제15조에서 재외동포의 민주주의 민족권리를 언 하면서, 주재

국의 국 을 보유한 이들에 한 국제법 권리도 언 하고 있다. 한 65조는

해외거주 조선공민에 한 조항으로, 법 보호에 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

총련계가 가지는 조선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재미, 재독 교포들이 가지는 재외동

포의 권리가 혼재되어 선언 으로 나타난 것으로 악할 수 있다.

1990년 들어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데 이는 북한의

개방시도와 연 되어 나타난다. 1991년 라진-선 지역이 자유무역지 로 선포

되면서 이 곳에 출입하는 외국 국 인의 출입국 리가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었다.

외국인의 입출국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 지 에서, 재외동포에 한 입장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즉, 자유무역 지 외국인 출입규정(1993년 정무원결정) 제

2조에서 “공화국 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출입을 보장하 다. 이

재외동포의 범 에서, “한국인을 포함한(강조: 필자)” 민족에 한 우 를 표

하 다. 특히, 외국인 체류 거주 규정(1994)에 체류 등록 시 국 과 함께 민

족별 구분을 밝 , 연에 기 한 재외동포 을 나타내었으며 외국인과 구별하

다. 한, 국인에게는 1996년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국 국 인 조

선족에 한 국 정부의 민감함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입장을 보

다. 즉, 북한의 민족 에 기 한 재외동포에 한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해외공

민과 외국 국 동포를 구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

체 인 법령에서 포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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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은 90년 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사실상 정상 으로 진행되지 못하 다. 재외동포 청 계획이나, 교육 원조, 해

외공 에서의 연계 등은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오히려, 재외동포의 지원이 필

요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정상 기능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가난으로 인한 이런 변화는 재외동

포 정책에서 오히려 정치 인 성격이 약화되는 계기를 제공하 다. 재외동포를

체제선 에 동원하고 모국방문을 통한 애족심을 고취하려면 많은 산이 필요하

다. 그러나, 이제는 재외동포가 청 상이라기보다는 사업 상이고, 모국을

돕는 존재로 변한 것이다. 이런 성격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이산가족 찾기이다.

즉, 재외동포의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기회를 상설화 하여, 북한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 것이다. 한, 문화축 등의 참여유도 등으로 경제 측면에서의 이득과

동시에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성격을 보인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 문화로 정책의

을 옮긴 것으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4.2. 북한의 재외동포 투자유치 략

그 다면 북한에서 재외동포의 투자를 유치하기 한 략은 무엇이었을

까? 북한의 재외동포 투자 유치 략은 1990년 에 들어 경제난이 악화되기

이 인 1984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즉, 무역증진시책의 일환으로 국경지

의 각 도와 군이 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남성욱, 문성민; 2000) 조선족이라는 재외동포와의 무역을 통한 유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조선족들이 외국 특히, 한국의 상품

을 반입하여 매하고, 외국 소식을 하는 등 정치 인 경향을 띠자 지되

는 등의 우여곡 을 겪게 된다. 즉, 정치 인 안정에 이 되는 요소로 개

개방이 작용할 경우 이를 억제하는 북한의 패턴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1988년과 1999년에 북한의 장마당을 폐쇄한 조치도 조선족을 심으로 한

국 상인의 활동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재외동포와 연 된 투자유치 략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제특구에 외국인 한국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

는 넓은 의미의 투자 유치가 그것이다. 한 두 번째는, 기층의 장마당 등에

서 진행되는 시장경제 부문의 실험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략은

시기 으로도 변화하 는데, 1984년 기의 합 법의 단계와 1998년 새 헌법

의 제정과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의 채택으로 나타난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의 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 1984년 합 법의 도입은 북한이 국의 개 개방에 자극을 받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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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면 인 독립채산제의 실시, 연합기업소 성

과 제 도입 등 외경제 계의 확 와 자율성의 부여를 특징으로 하는 합

법(박호성, 홍원표외, 2002)은 의 국 연변지역과의 자유무역조치와 함

께 나름 로 북한에서 재외동포의 투자를 기 하고 실시한 조치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 견지는 해외자본의 유치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 으며, 일부 투자된 재일 동포의 투자도, 기본원칙 확정 후 실질 인 조

치가 후속화 하지 않음으로 큰 성과를 못 얻게 되었다. 특히, 실패 후 다시

사회주의권과의 원조와 무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선회는 북한 경제를 더

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경제특구와 연 된 투자 유치 략은 1990년 라진 선 지역의 개방과

이에 따른 북한의 제 2차 개방 실험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법제 인 면에

서 여러 조치가 있었는데, 자유경제무역지 외국인 체류 거주규정(1994),

자유경제무역지 외국인 출입규정(1993),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세 법 시

행규정(1994), 자유경제무역지 경계통행검사규정(1996), 외민사 계법

(1995) 등이 내각인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의 이름으로 반포되었다. 그 결과,

술한 외국인의 자유왕래를 기 로 한 조치가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여기

에는 민족별 지표를 사용하여, 재외동포에 한 우 를 하려고 한 흔 이 보

이나, 실제 인 후속 법령 등이 구체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진선 경제무역지 법(7조), 외국인기업법(6조), 합작법(5조), 토

지임 법(2조), 외국 은행투자법(7조), 합 법(2조, 7조)에는 공화국 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가 용된다는 을 명문화하 기 때문에 구체 실효성

여부를 떠나 재외동포에 해 선언 우 는 한 것이었다(김종일, 2002). 여

기에서, 공화국 역 밖의 조선동포에 한국인이 포함되는지는 논란거리 다

고 할 수 있다. 선언 우 라고 표 하는 다른 이유는 이 시기 투자유치

가 재외동포 보다는 한국을 시한 외국의 국가 투자를 모색한 이라 할

것이다. 즉, 합 법의 실패와 라진 선 지구에서의 과도한 기 가 어우러져

재외동포 부분에 한 선언 수 이상의 실제 참여 기 도 거의 존재하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투자는 사실상 미미하여, 1992-98년까지 총 8천8백만 달러

를 유치하는데 그쳤으며, 2000년까지도 분으로 2억불이 조 넘었을 뿐

이다(김종일, 2002). 이 , 한국의 투자가 90%에 이른 것은 재외동포의 투

자가 한국을 경유한 간 인 것이라 해도 거의 미미한 수 임을 나타낸다.

즉, 개방 개 정책의 미흡함과 그에 따른 법 , 제도 미비, 그리고 개방에

한 소극 태도가 기본 으로, 북한의 개방을 어렵게 하 으며(최신림,

2001), 여기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에 한 사실상의 인식 부재가 재외동포의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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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의 새 헌법은 기존의 계획 경제를 보완하여, 경제 생존을 모색하

기 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의 상업활동 범 의 확 와 거주, 여행에 한

규제 완화를 통해 비공식 부문의 제한 인 제도 내 편입을 도모한 것이었다

(오승렬, 2001). 특히, 경제 부서를 통폐합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일원화하는

등의 조치도 수반되었다. 즉, 1)농업 부문에서 분조 규모의 축소, 기 과

생산물에 한 생산처분권 확 등의 인센티 구조와, 2)공업 부문에서 기

업소 리조직 개편, 3) 외경제 부문의 무역의 분권화, 특수경제지 에서의

다양한 기업 소유 형태의 명문화 등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활발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 결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세 법(1999)등 총 14개의 외국인 투자

련법의 개정 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구체화된 북한의 법제 실을 나타

내고 있다(김동한, 2001). 여기에서 재외동포에 련된 규정은 외국인 투자법

제 2조에 나타났는데, 새로 규정한 ‘해외조선동포’를 ‘공화국 역 밖의 조선

동포’로 규정하고 있는 에서 개념규정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의 라진-선 특구에서 상술한 법령에서 존재했던 선언 조항들이 합작

법과 합 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되어, 해외동포에 한 특별 우를 선

언 의미에서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즉, 재외동포와 연 된 어떤 측면에서

는 사실상 후퇴한 조치라 할 것이다.

이번 2002년 7월 1일 경제조치는 헌법개정과 인민경제계획법 이후 3년여

의 실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보완하여, 실시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

에서도, 구체 으로 재외동포의 투자를 유치하기 한 구체 조치는 발견하

기 어렵다. 오히려, 부진했던 외경제 부문의 문제 과 라진-선 경제특구

의 문제 을 인식하여, 국과 일본, 미국과의 경제 계 개선을 통해 외자유

치와 공 부문의 문제 을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의 합

법 등의 실패가 재외동포의 북한 경제에서의 역할에 한 인식에 있어서

소극 인 태도를 보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층 인 면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특히 조선족의 역할은 증 되었

고, 소규모나마 북한 경제의 변화를 유도하 다. 이는 조선족을 심으로 한

국 물품의 반입과 북한 물품의 반출 즉, 무역을 포함한 보따리 무역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무역의 규모가 물까지 해당할

정도로 커지고 있어, 이런 면에서 유통경제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 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의주 주민의 90% 이상이 국과 북한 내륙과의 거간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남성욱, 문성민; 2000), 이들은 물론 조선족과 연결되

어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특구의 부진은 경제특구에 들어온 국산 물품을

북한 내부에 내다 는 내국간 수의 형태로도 발 하기도 하 다. 그러므

로, 조선족을 시한 국상인의 북한 암시장 경제에서의 역할은 지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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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90년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계속 증가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조치

를 이끌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연변일보 보도에 의하면(연변일보, 2002/07/10),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라진 선 에 표사무소를 운 하고 있으며, 2002년 재 130개 외국 투자

기업 국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이 국기업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기

업이 80%를 차지한다고 지 하 다.

즉, 이러한 조선족 심의 무역이나 합법 무역 혹은 친척간 증여를 통

한 교역은 북한의 개 을 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고 북한 나름 로 재외

동포와 연 된 투자 패턴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족한 생필

품을 국물품으로 보충하는 지 의 상황에서, 공 부분에 조선족 등 재외동

포의 기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에서 사 자율화(privitization)에

기 한 새로운 시장 기능의 형성에 재외동포가 기여한 것이고, 이것이 북한

의 개방을 진시키는 한 역할을 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으로 북한의 재외동포 투자 유치 략은 오히려

제도 인 면에서 후퇴를 거듭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의 모델

을 어느 정도 수용한 합 법과 경제특구 방침에서 재외동포의 정 역할

을 결과 으로 유도하지 못하 고, 이것이 1998년 이후의 법제에서는 재외동

포 조항을 오히려 삭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북한의 재외동포가 가지는 화교와 다른 경제-사회 배경과 함께, 북

한의 극 인 유치 략의 미비와 구체성의 결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를 포함한 북한의 정치문제가 재외동포에 한 퇴 인 인식을 가져왔

다고 할 수 있다. 즉, 재외동포는 화교, 특히 동남아 화교와는 달리 주재국에

서 요한 경제 기반이 있지 않다는 사실과 이들의 투자를 매개해 홍

콩과 같은 간지 의 부재, 그리고 실제 인 재외동포 투자의 미비에 한

실망이 어우러진 것이다. 한 이들로 인한 북한 정치-사회 질서에의 부정

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북한 정부의 걱정도 있다. 외국인과는 달리 이

들은 언어가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치문제가 극 인 유치 략을 어렵게 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결과 재외동포에 한 퇴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이다.

4.3. 화교사례의 북한 용 가능성

앞의 통계에 나타나듯 북한의 개 개방에 한 재외동포의 경제 기여는 사

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조총련계 재일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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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여는 북한의 체제 유지 강화에 있지, 북한의 개 개방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

하는가? 북한은 국의 경우처럼, 재외동포를 자국의 개 개방에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인가? 북한의 개방에 있어 재외동포의 역할과 국의 화교 역할의 차이

를 모국의 정책이라는 과 재외동포 사회의 특성이라는 부분으로 나 어 살펴

본다.

4.3.1. 모국의 정책 인식 부분

재외동포에 한 북한과 국의 태도는 에 보이듯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그것을 인식, 법제화, 구체 조치, 효과에 한 태도, 그리고 장기 비 으

로 나 어 설명한다.

먼 , 재외동포에 한 인식에서 북한의 인식은 오히려 퇴 인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것은 국이 화교 그 가족들에 해 보 던 부정 인식에서 탈

피하여 극 인 인식으로 환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국은 개 개방이 에

화교에 해 부정 이었고, 개 개방 기간을 거치면서 그들의 역할에 한 인

지를 통하여 정 이고 극 인 화교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북한은 정권

성립기부터 재외동포의 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정책에 극 포함시키는 등

의 정 인식을 보여왔다. 특히, 70년 의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재외동포는

요한 북한의 후원자로 인식되어 역시 정 인 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한

의 개 시험은 재외동포 인식에서 결정 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인

다. 그것은, 북한 자체의 경제난의 심화로 재외동포에 해 실제 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지만, 합 법이나 특구 등의 북한 실험에 이들의 기여가 미

약하다는 단에서인 것이다. 재의 북한의 재외동포 인식은 오히려 후퇴하여,

사실상 냉정한 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비정치 인 면에서

후원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법제에도 그 로 반 되었다. 상술하 듯, 북한의 투자유

치에서 재외동포는 외국인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에 존재하 다. 그러나,

1998년 들어 새로운 헌법과 경제 인 조치가 있게 되면서, 북한법제에서 재외동

포에 련된 조항은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 이런, 법제에서의 변화는 가 더

책임이 있는가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인식의 환이 가능하게 되는데, 북한

의 구체 조치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재외동포의 기여가 없어서인가 하는 이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북한의 재외동포에 한 법제화는 주로 선언 인 수

에 그치고 만다. 즉, 후속 인 구체 인 행정 지침이나 법제화가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의 경우와 조 이다. 국의 경우, 기의 화교에 한 부정

인 인식의 결과 화교에 한 법제 인 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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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제화의 수 이 낮은 국의 특색에서 기인한다고 하나, 여 히 선언 으로

도 화교의 우 는 시간을 요하 던 것이다. 국인들의 실용 성격은 법제화

이 에 실제 지침으로 우 하 던 것에 있다. 이러한 지역별, 지방별 우 는

앙의 비 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나, 결국 앙은 1990년 에 들어 법제화를

시도하고, 이에 따라, 각 지방도 법제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법제화가, 단순

한 선언 의미가 아닌 매우 구체 인 조치까지 나아갔다는 데서 국과 북한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구체 인 조치는 재외동포 즉, 화교의 실제 가치에 한 평가와

연 되어 있다. 기의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 고향에 한 투자를 했던 이들에

한 국의 고려는 화교의 정 역할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

정부와 화교 양쪽은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시 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시 지 효과는 화교정책에서 그치지 않고, 화민족 체의 경제 공동

체의 창출이라고 하는 비 까지 연결되고 있다. 즉, 재외동포 정책이 장기 인

비 을 가지고 모국 뿐 아니라 재외동포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시 지 효과를 얻지 못한 북한의 경우, 장기 인 비

은 존재하지도 그런 역량도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기존의 재외동포와

의 채 을 유지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 된 것이다.

4.3.2. 재외동포 사회의 부분

그 다면, 이런 국의 성공에 국 정부의 역할만이 요하 던 것일까?

재외동포 사회 자체의 역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면이 북한

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을 축소시킨 것인가? 그것을, 규모, 힘, 종족-언어 구

분, 리더쉽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 규모 면에서 보면, 국의 화교와 북한 혹은 한국의 재외동포의 규모

는 큰 차이가 난다. 물론, 체 인구에서 재외동포가 차지하는 비 으로 보

면 오히려, 북한의 경우가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 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인

구수라는 기 으로 보면 그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화교의 역사가

북한의 재외동포의 역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17세기 이래 동남아로 진

출하고, 19세기에 미주로 량 진출한 국의 화교는 그 지역에서 하나의 분

명한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재외동포의 경우, 역

사가 상 으로 오랜 조선족의 경우 국의 특수한 환경에서 여러 제약을

받고 독립 인 힘을 형성하지 못하 다. 한, 고려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며, 미주나 구주의 경우는 주로 한민국 수립 이후에 이주한 최근 이민자들

로 한국에 한 귀속동기가 강할 뿐 아니라, 그 역량 역시 새롭게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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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런, 귀속동기는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으로 인해 더욱

재외동포의 입지를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이런 역사의 일천함은 경제력에 있어서도 지 한 차이를 가져왔다. 국

화교의 경우, 동남아에서는 20세기 반기에 자본축 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데, 그 결과 거주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오히려 거주국민을 능가하

는 정도로 성장하 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국의 개 개방기

에 투자에 있어서도 규모나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가능하게 하 던

것이다. 반면, 일천한 역사와 함께, 부분 인 경제력을 가진 우리의 재외동

포 들은 북한의 개방 시도에 따른 경제 인 투자에 있어서 북한의 요구에

상응하는 규모로 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모습은, 재외동포 사회의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화교의 경우, 분열되

어 있더라도 각기 종족-언어 으로 상회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네트웍을 가

지고 있었으며, 이 네트웍은 국의 개 개방을 맞아 국 본토의 자신의

종족과 연결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홍콩의 개 역할이다.

국에 하면서도 독립 인 정체를 유지했던 홍콩은 국과 화교 사이의

여러 차이 을 화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 다. 특히, 홍콩 사회가 가지

고 있던 다양성과 용성은 홍콩을 화교투자에 있어서 개지 역할을 하게

함은 물론 국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가능

하게 하 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재외동포와 북한을 연결하여 그 차이와

립 혹은 상호간의 요구를 재할 지역도 없었고, 북한에 한 정보를 취득

할 곳도 없었다. 국이 이러한 역할의 일부를 하 으나, 한계가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개지의 부재는 북한과 재외동포 모두에게 상호간의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재역할은 재외동포 사회의 리더쉽에서도 나타난다. 비록, 국의

화교사회가 종족-언어 으로 분열되어 있고, 상호간의 불신이 우리의 재외동

포 사회의 불신과 반목보다 다고 할 수 없는 데도, 이것이 표면 으로 분

열 요소로 자리잡지 않은 데는 이 요 싱가포르 수상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요는 객가 출신인데도 복건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으며, 이런 그의 리더쉽은 이미 싱가포르 국가 설립에서 증명되었

다(리콴유, 2001). 그러나, 그의 리더쉽은 국의 개 개방 기에 조심스럽

게 등소평 등 객가 인맥을 이용하여 근하는 데서 더 나아가, 화민족

체를 네트웍화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세계 객상회의를 모태로 세계

화상 회를 성공시킨 것은 그의 이러한 리더쉽이 싱가포르라는 일 국가에서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의 재외동포에는 이러한

리더쉽이 부재한 형편이다.

즉, 재외동포 사회의 측면에서도 화교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역량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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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 것이다. 그 다면 이런 상황에서 화교 사례를 어떻게 용하여 북한의

개 개방을 이끌 것인가?

4.3.3. 화교사례의 북한 용 가능성은?

의 경우에서 보듯, 국의 화교와 우리의 재외동포는 자체 인 차이와

함께, 이에 기 한 북한의 정책에서도 차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한 어떤 요소들이 북한의 개 개방에 있어 국의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것인가?

국의 경험을 북한에 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이미 많이 지 되고 있

다. 특히, 농업부문의 개 과 해안지 특구 심의 국식 개 의 용 가

능성은 이미 실험에서 보았듯이 실패했다는 것이 론이다(박제원, 2001). 그

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최근의 7.1개 조치가 가지고 있는 일부 명 인

변화를 보건 , 이는 많은 경우 국의 경험을 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에서 시작한 농가생산청부제(호도거리제, 승포제)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80년 말 일부 동농장에서 가족농장제도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1996년 “ 동농장분조 리제운 개선조치“는 분조평가제를 강화하여, 목표를

과한 생산부분을 분조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 인 시장이 나

타나게 하는데 기여를 하 다고 한다(림 숙, 2001). 물론, 이런 조치가 국

인 규모로 확 되지 못한 데는 정치 , 국제 요인들과 함께 북한의 식량

난 등이 작용하 을 것이다. 그러나, 국의 경우처럼, 이러한 농업에서의 실

험은 치열한 논쟁 후에 이번 7.1 경제조치로 실제 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국의 경우처럼 정치 인 사상 인 면에서의 변화가 크

게 수반되지는 않았으나 형태상으로는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농가의 변화와 련하여 공업 리체제에 있어서도 국식 모델의 용은

일정 부분 나타나 있다. 기업자주권확 가 그것인데, 이번 7.1 경제조치에 세

으로 이윤을 체하는 조치는 국이 1994년 기업제도를 건립하기

에 사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90년 개 개방에 있어 국식 모델의 용은 “개방”(강조:필

자)에 따른 경제특구의 경우 실제 성과를 거두었다고 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 에 있어”(강조:필자) 사회의 주요 경제 부분인 농 과 기업부분

에서는 일정부분 국과 유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요한 은 이런 변화에 재외동포인 조선족이 있다는 것이다. 술한 로, 변

경무역과 유통에 있어 조선족의 역할은 잘 악되지 않고, 그 총량에 있어서

도 상 으로 크지 않다고 단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 북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면, 조선족이 행한 유통과 무역에서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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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이다. 농가의 자율성 신장에 따른 장마당의 활성화와 그 곳에서 공

유통되는 물품의 제공과 북한 물품의 구입, 그리고 기업부문에서의 무역은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북한경제에서 조선족의 역할을 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 경험의 북한 용은 오히려 작은 규모에서 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특구의 실험과 이에 따른 법제의 정비에 따른 재외동포의 투자

유치라는 거 한 로젝트는 재외동포 사회의 경제 능력의 부족과 북한

자체의 구체 인 조치의 미비 등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의 내부개 에 있어서는 그것을 유인하고, 추동하며, 실제 변화를 만든 요

인에 재외동포인 조선족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은, 우리가 북한의 개방에 해 재외동포의 역할을 숙고하는 데 여

러 시사 을 주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연 되어 북한 사회가 변

화에 더디다면, 이것을 추동하는 힘은 오히려 북한과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북한을 이해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선

족의 북한 경제에서의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의 개 과

개방 경험이 조선족에게 용되는 과정과 북한의 과정을 비교하고, 여기에서

조선족의 역할을 고찰한다면, 보다 선명한 재외동포의 역할이 나타날 것이

며, 이것이 한 화교와는 다른 북한에서의 재외동포 역할의 한 모델이 될

것이다.

5. 결 론

재외동포의 북한 경제의 개 과 개방에서의 역할은 화교와 비교하여 여러 차

이 을 보이고 있다. 즉, 화교가 국의 개 ․개방 양면에 기여하고 국 정부

도 이에 해 구체 인 조치를 취하면서 법제화하 다고 평가한다면, 북한의 경

우는 개방에의 역할은 오히려 부수 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체제가 가지는 경직성과 정치 인 논리의 강조는 경제 특구 등의 상

으로 큰 경제실험과 개방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물론, 재외동포 사

회의 경제 인 능력도 이와 연 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북한경제에의 기

여는 오히려 개 쪽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의 국과 북한간의 무

역이나, 유통부분에서의 역할은 북한의 기층 사회의 변화를 진시켰고, 그것의

구체 인 표 이 이번의 7.1 경제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재외동포

의 역량에 맞는 경제 인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 이 개방으로 이어지기 해서는 북한이 바람직한 재외동포 투자의

모색을 한 구체 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998년에 나타난 조치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의 구체 인 조치가 없



245

어 재외동포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 다고 생각하여야한다. 즉, 재외

동포의 지 까지 역할이 어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특히,

이와 연 하여 북한은 재외동포의 개념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과의 특수

한 사정을 구분하여, 국이 그랫듯이 일반 화교와 만인을 구별하듯, 한국에

해서는 남북경 차원에서 근하면서 재외동포의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역시 북한이 최근의 시장 경제 실험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진

선 보다 경제성이 높은 신의주 남포 등 새로운 경제 특구에 한 지원을

해야하며, 동시에 변경무역의 활성화를 한 지원을 지속하여, 조선족의 북

한 경제에서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한국의 북한에 한 정책도 두 가지의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 모두 재외동포의 역할에 한 인

식을 제고하여, 이들이 실 인 면에서 구체 으로 기여할 수 잇는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만, 21세기 새로운 한민족 경제공

동체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화상 회와는 다른 모델의 재외동포의 본국

과의 모델 창출은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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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지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화물운송량의 폭발 증가 상 북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幹

線航路의 심 선상에 치한 지리 잇 등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심으

로 발 하기 한 충분한 기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철도 복원 공사는 남북 통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몽골횡단철도, 국횡단철도 아시아종단철도 등

과 연결되어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해상과 육상 교통의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 사건이다.

그러나 규모의 자본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간 자본투자가 선행되어

야 하는 동북아 물류 거 화 략은 그 추진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투자의 효율성과 궁극 인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

히 세계 13 의 교역량을 가진 경제 규모와 가공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

제의 외 의존 구조상 우리나라의 물류 거 화 략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의 수출입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가 가장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목표

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거 화 략의 추진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처리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한 인 라로서의 역

할이 가장 선행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 력에 따른 철도

도로의 연결은 동북아 물류 거 화 략의 가장 어려운 단추를 풀어 주는 계기

가 되는 상징성도 있지만, 우선 으로는 서해안 공단 사업 등과 연계하여 남북

한 경제 력 사업에 의한 산업 생산품의 원활한 운송과 이들 산업의 경쟁력 제

고 차원에서 육상, 철도, 항공, 해상의 제 운송 수단의 효율 활용이라는 차원

에서 물류인 라 제도 구축 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만 동북아 아시아, 유럽을 잇는 물류 거 화 계획이 진정한 효용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 거 여건에서는 동북아 심항만 여건, 아시아횡

단철도 황과 망, 남북한 교통망 황을 검토하 다.

둘째, 물류인 라구축 략 추진방향에서는 북물류정책의 추진 목표를 우선

개성공단과 연계한 수출입화물의 효율 운송에 을 맞추어 해주항을 피더항

으로 개발하는 단기 개발방향에서 출발하여 장기 으로는 동북아 물류 거

화로 발 시키는 방향을 제시하 다. 이어 단기 물류인 라 구축방향과 장

기 물류 인 라 구축 추진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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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물류의 효율화 동북아 물류 거 화를 한 제도 정비 방안에서

는 남북간 물류 활성화를 한 제도정비방향, 남북 륙횡단철도 경유 지역

의 운송인 책임 법제의 통일 방안에 하여 구체 방안을 제시하 다.

이 논문에서는 궁극 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거 으로 발 하기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남북경제교류 물류거 화 사업 자체가

무나 거 한 계획에 머물러 실천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을 시하여, 첫째, 우리

경제 실에서 물류시설개발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을 검토

하고 이를 물류국가건설보다는 수출입화물의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근하

다.

둘째, 남북교류 역시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가장 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실

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물류거 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선 과제로 삼았

다.

셋째, 남북 국, 러시아 등 해상, 도로, 철도의 연결 구간은 국가체제

사회, 경제 체제의 차이로 인한 실 괴리가 운송물 손해와 같은 법률 문

제로 발 한다는 에서 이들 법률의 정비 통일화 방향에서 검토하고 그 방

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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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서 채택된 5개 조항의 남북공동선언은 앞으로 남북간 경제분야에서의 교류

와 력을 한 한 단계 발 된 남북 계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 특히

그룹을 심으로 추진해 온 서해안 공단의 치를 개성으로 정하는 등 상호

간 경제 력 강화가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

한편 동아시아는 국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

입을 계기로 이 지역 거 신흥 공업 개발도상국의 비약 경제성장으로 인한

역내 교역량 증가를 유발하게 되어, 2000년 반에 이미 세계 컨테이 물

동량의 49% 이상에 이르게 되는 세계 물류 심지가 될 것으로 상된다. 특

히 우리나라는 지리 으로 북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幹線航路의 심 선상에

치하고 있어 부산항이 이미 2000년, 2001년 연속 세계 3 의 물동량1)을 처리하

는 컨테이 항만으로 동북아 물류의 심 치에 있다. 이에 부산 신항만과

양항을 개발하여 부산과 양을 허 포트로 육성함으로써 동북아 물류 심

으로서의 확고한 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 력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의선 철도 복원 공사가 지난 9월 18일 기공식을 가졌다. 이는 남북 통

철도(Trans Korea Railway)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의

연결을 합의한 러시아의 푸틴 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 원장과의 정상회담

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기반을 둔 것으로 그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ESCAP)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횡단 철도 계획(Trans Asian Railway Project)과 함께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 거 략이 본격 으로 추진․실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의 자본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간 자본투자가 선행되어

야 하는 동북아 물류 거 화 략은 그 추진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투자의 효율성과 궁극 인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

히 세계 13 의 교역량을 가진 경제 규모와 가공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

제의 외 의존 구조상 우리나라의 물류 거 화 략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의 수출입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목표가 가장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구조상 싱가포르․홍콩과 같은 물류서비스의 제공에

1) 2001년도 우리나라 항만 체에서 처리한 컨테이 처리 물동량은 9,990,111 TEU이고, 이

부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8,072,814 TEU에 달하 다. 이는 년 비 9.6% 7.1%

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한국컨테이 부두공단, 2001년도 컨테이 화물 유통 추이

분석, 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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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물류산업 자체의 수익 극 화를 우선 과제로 하기는 어렵다는 을 염두

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거 화

략의 추진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처리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한 인 라로서의 역할이 가장 선행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

력에 따른 철도 도로의 연결은 동북아 물류 거 화 략의 가장 어려운 단

추를 풀어 주는 계기가 되는 상징성도 있지만, 우선 으로는 서해안 공단 사업

등과 연계하여 남북한 경제 력 사업에 의한 산업 생산품의 원활한 운송과 이

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육상, 철도, 항공, 해상의 제 운송 수단의 효율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물류인 라 제도 구축 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에서만 동북아 아시아, 유럽을 잇는 물류 거 화 계획은 진정한

효용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에서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거 여건, 물류인 라

구축 략 추진방향, 북 물류의 효율화 동북아 물류거 화를 한 제도정

비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거 여건

2.1 동북아 심 항만 여건

외 무역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발 략상 국제 화물

운송 수단이 항만을 거 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항

만이 발달하지 않고는 경제발 은 물론, 물류 비즈니스 거 으로의 발 도

불가능하다.

항만이란 육상 운송과 해상운송의 교차 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물리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남북정상회

담의 결과 지난 2000년 9월 18일 기공식을 계기로 시작된 경의선 철도의 복원은

시베리아 랜드 리지, 국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아시아 종단철도 등 륙

철도와의 연결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육상 교통과 해상 교통의

으로서 물류의 심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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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별 컨테이 처리량 측(2005년까지)

(단 : 백만TEU)

지역
1997년

처리량

2005년

추가 처리량(A)

2005년

시설처리능력

측 (B)

시설과부족

(B-A)

아시아 73.4 43.6 20.7 -22.9

서유럽 38.6 23.7 19.8 -3.9

북아메리카 24.5 7.8 10.2 2.4

남아메리카 11.5 9.2 3.8 -5.4

동 8 6.1 5.8 -0.3

아 리카 5.3 3.4 0.5 -2.9

남아시아 4.3 4.9 3.5 -1.4

오스트 일리아 3.8 1.3 0.4 -0.9

동유럽 0.9 1 2.7 1.7

계 170.3 101 67.4 -33.6

자료 : Drewry Shipping Consultants World Container Terminal Survey'

그러나 동북아 물류 거 으로서의 확고한 지 의 확보는 확실한 심항(hub

port)으로서의 여건의 확보에 그 건이 달려 있다. 심항으로서의 지 는 해운

환경에 좌우되는데, 특히 1994년 The Global Alliance 결성2) 이후 선박 회사 경

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논리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즉 선사는 선박을 형화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익을 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재항비용을 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 항로상에 치한 몇몇 형 항만에 한하여 기항지를 결정하는

기항 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선사들이 기항 략을 소수의 형 항만에 한정하고 나머지 항만은 피더

서비스로 연결하는 심항- 주변항(Hub-Spoke) 체제로 환함에 따라 각국 항

만은 심항이 되기 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어 많은 국가들이 한 항만 시

설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3)

2) 1994년 5월 三井商船, APL, Nedlloyd, OOCL등의 선박회사가 TGA(The Global Alliance)

라는 략 제휴를 해 교섭을 시작하여 컨테이 운송에 있어서 새로운 시 를 열게

되었다. Alliance는 종 의 선사간의 제휴와는 많은 차이 을 보이고 있다. 종 의 제휴는

단일항로에서의 Slot 교환 개념이었으나 Alliance는 복수의 항로에 걸쳐 육상부문을 포함

한 제휴로서 자산의 공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후 Grand Alliance(日本郵船,

P&OCL, NOL), Sea-Land/Maer나, 한진해운/Tricon Group(Dsr-Senator/조양상선)이 연이

어 제휴를 하는 등 다양한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진규호, 정기선환경과 Containerization

의 구조 변 , 포트 오소리티, 통권 2호(1997. 7), 한국컨테이 부두공단, 55쪽 참조).

3) 방희석, “뉴 니엄 시 의 항만개발 정책방향”, 뉴 니엄 시 의 항만 정책 심포지

움, 해양수산부 등, 2000. 5. 12,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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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lobal Alliance의 역사

년도 월 내 용

1994

5
三井상선, APL, Nedlloyd, OOCL, 유럽항로와 북미서 · 동해안항로에서의

제휴를 한 의개시 발표(The Global Alliance : TGA)

9

三井상선, APL, Nedlloyd, OOCL, 북미 항로에서의 제휴 정서에 서명

(서안은 앞의 3개사, 동안은 Nedlloyd를 포함한 4개사)

三井상선, APL, Nedlloyd, OOCL, 북유럽 항로에서의 제휴 정서에 서명

(1995년 3월부터 三井상선, Nedlloyd, CGM, MISC, 1996년 1월부터 APL,

OOCL 참여 6개사 체제)

CMA, 유럽항로에서 POL과의 제휴를 해제하고 단독 운항으로 이행

10

川崎汽船, , 북미 서해안항로에서 Space Charter실시 발표

Hapag, 수에즈 경유 아시아/북미 항로에서 日本郵船/NOL의 조 서비스에 참가

CGM, 유럽항로에서의 철수를 발표(항권은 Nedlloyd, MISC가 계승)

1995

1
한진, Tricon으로부터 Space Charter로 서양항로에 참여

Evergreen/LT, 북미 서해안(PNW)항로에서 Space Charter개시

2

Tricon, 북미 서해안, 동해안항로에서 한진으로부터 Space Charter개시

川崎汽船, 1996년 1월부터 유럽항로에서 Yang Ming, 북미항로에서 와 제휴

발표

3

New · Trio · Group에 의한 조 배선 지

TGA(三井상선, APL, Nedlloyd, MISC),유럽 항로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개시

(APL은 Space Charter로 참가)

日本郵船/hapag, 유럽 항로에 새로운 서비스 개시

三井상선, 북미 동해안항로에서 Space Charter 지

TGA(三井상선, APL, Nedlloyd, OOCL) 북미 동해안 항로에서 신 서비스 개시

4 한진/Sinotrans, 국/유럽항로에서 조 배선을 개시

5

日本郵船/P&O/Hapag/NOL, 세계 인 제휴 합의 발표(The Grand Alliance)

Maersk/Sea-Land, 세계 규모 합의 체결한 것을 발표

TGA(三井상선, APL, Nedlloyd, OOCL), 합병으로 컨테이 선 보유회사 설립

발표

6 한진/Tricon, 세계 규모에서의 장기 제휴에 기본 합의 발표

8 TGA(三井상선, APL, Nedlloyd, OOCL), 컨테이 기계의 상호 융통 계약 체결

12

Ace Group에 의한 조 배선 지

/MSC/Norasia, 1996년 6월부터 유럽항로에서 조 배선 개시 발표

三井상선/川崎汽船, 북미 서해안항로 조 서비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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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TGA, 미국 서해안 항로(三井상선, APL, OOCL), 유럽 항로(三井상선, APL,

Nedlloyd, OOCL, MISC)에서 신 서비스 개시

Grand Alliance(日本郵船/Hapag/NOL), 유럽 항로에서 신 서비스 개시

川崎汽船/Yang Ming, 유럽 항로에서 신 서비스 개시

川崎汽船/Yang Ming · , 유럽 서해한 항로에서 신 서비스 개시

한진/Tricon, 수에즈 경유 아시아/북미 동해안 서비스에서 Space Charter개시

5

P&O/Maersk, 제휴 해지

/Sea-Land 유럽 항로에서 조 서비스 지

Grand Alliance, 북미 항로에서 P&O와 함께 신체제로 이행(P&O는 북미

항로에서 신규 참가)

Evergreen/LT, 아시아/지 해/북유럽 항로에서 조 서비스 개시

Tricon, 북미(PNW) 항로에서 한진으로부터 Space Charter 개시

6

Grand Alliance, 유럽 항로에서 P&O와 함께 신체제로 이행

Maersk/Sea-Land, 유럽 항로에서 신 서비스 개시

/MSC/Norasia, 유럽 항로에서 조 서비스 개시

( 는 Space Charter로 지 해 항로 진출)

7 Maersk/Sea-Land, 북미 항로에서 신 서비스 개시

8

Tricon/한진, 장기 제휴 합의 발표(1997년 반부터 신체제로 이행)

TGA, 상가포르항과 10년간 Pagar 터미 계약에 조인

COSCO, 川崎汽船/Yang Ming과 9월부터 유럽 항로에서 Slot 교환 합의 발표

9 P&O Containers와 Nedlloyd Lines, 합병 발표

10

Tricon/한진, 장기 제휴의 기본 정 조인

CMA, CGM 매수를 발표(2년간 이행기간을 거쳐 합병 정)

CMA, 1997년 2월부터 유럽 항로에서 NSCSA와 제휴 발표

11 Hapag, 컨테이 부문을 분리하여 ‘97년 1월부로 새로운 회사 설립 발표

12 한진, DSR-Senator의 주식 과반수 취득 발표

1997 1

P&O Nedlloyd container Lines, 설립

川崎汽船/Yang Ming, COSCO, 2월부터 서양 항로에 신규 참여 발표

UASC, 아시아/유럽/미국 동해안 항로 등 3루트에서 Tricon으로부터 Space

Charter 개시

/MSC/Norasia, 2월까지로 유럽 항로에서 조 서비스 해지 발표

자료 : 三井商船 운 조사실, 포트 오소리티 통권 2호 56-57쪽에서 再引用.

우리나라에서 처리한 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 화물은 2001

년 재 311만 TEU에 달한다. 이는 동년 세계 14 의 컨테이 항만으로 미국의

표 인 항만인 뉴욕/뉴 지항의 체 처리물동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북아의

심항으로서의 유리한 지리 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

다. 특히 2000년도 환 화물처리량 245만 TEU에 비하여도 26.8%가 증가한 물량

으로 환 화물 증가세는 당분간 꾸 히 이어질 것으로 상된다. 이 부산

항에서 처리된 환 화물은 국에서 처리된 환 화물의 94.6%인 294만 TEU로

서 부산항이 동북아의 가장 요한 환 심기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4) 그리고

양항 역시 부산항에 이어지는 간선항로상에 치하고 있고

4) 앞의 2001년도 컨테이 화물 유통추이 분석, 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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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계 20 항만의 변화 추이

(단 : TEU)

순
1975년 1985년 1998년 1999년 2001년

항만 물동량 항만 물동량 항만 물동량 항만 물동량 항만 물동량

1 뉴욕 1,621,800
로테
르담

2,654,906 싱가포르 15,100,000 홍콩
16.100,00

0
홍콩 17,826,000

2
로테르
담

1,078,861 뉴욕 2,404,872 홍콩 14,650,000 싱가포르
15,900,00

0
싱가포르 15,571,000

3 고베 904,549 홍콩 2,288,953 카오슝 6,271,053 카오슝 6,985,361 부산 8,072,014

4 홍콩 802,283
카오
슝

1,852,397 로테르담 6,032,000 부산 6,439,589 카오슝 7,540,525

5
오클랜
드

522,355 고베 1,698,803 부산 5,752,955 로테르담 6,400,000 상해 *6,334,000

6 시애틀 481,094
싱가
포르

1,444,294 롱비치 4,097,689 롱비치 4,408,480 로테르담 6,125,000

7
세인트
존

452,375
롱비
치

1,444,294 함부르크 3,550,000 상해 4,210,000
로스엔젤
스

5,183,520

8
볼티모
어

419,829
엔트
워

1,350,000 LA 3,378,218 LA 3,828,852 심천 5,046,000

9 멘 409,791
요코
하마

1,327,352 앤트워 3,265,750 함부르크 3,738,307 함부르크 *4,707,000

10 롱비치 390,689
함부
르크

1,158,776 상해 3,066,000 엔트워 3,614,246 롱비치 *4,462,959

11 잭슨빌 377,323 기륭 1,157,840 듀바이 2,800,000 뉴욕 2,863,342 엔트워 4,218,000

12 멜버른 364,752 부산 1,148,000
팰릭스토
우

2,500,000 듀바이 2,844,634 포트클랑 3,700,000

13 도쿄 358,744 LA 1,103,722
뉴욕/뉴
지

2,450,000 방콕 2,808,433 듀바이 3,501,820

14
함부르
크

322,328 도쿄 1,004,390 도쿄 2,450,000 팰릭스토우 2,610,000
뉴욕/뉴
지

*3,180,000

15
요코하
마

328,592
멘

986,265 요코하마 2,200,000 도쿄 2,595,000
멘/
머하벤

2,896,381

16 LA 327,177
세인
트존

881,629
지오이아
티우로

2,125,640 탄 리옥 2,273,303
펠릭스토
우

*2,800,000

17
앤트워

297,268
오클
랜드

855,642 고베 2,087,000
자이오아타
우르

2,253,401 마닐라 *2,796,000

18 햄 턴 292,051
팰릭
스토우

850,000 산주앙 1,992,150 고베 2,200,000 도쿄 *2,770,000

19 시드니 262,166
시애
틀

845,027
탄 리
옥

1,898,069 요코하마 2,200,000 칭다오 *2,640,000

20 런던 260,040
볼티
모어

706,479
알제시라
스

1,825,614
멘/

머하벤
2,180,955

자이오아
타우로

2,488,332

자료 : 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 Year Book 각 년도; 한국컨테이 부두공단,

’2001년도 컨테이 화물 유통 추이 분석, 7쪽.

주 : *는 추정치임.

국 동부지역과의 근 한 지역으로서 환 화물 처리에 유리한 치와 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들 두 항만을 심으로 충분한 동북아 물류거

으로서의 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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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아시아 주요 컨테이 항만의 개발 계획

국가 항만

시설

황(1999)
개발 계획

선석

수

선석

연장(m)

국
상하이 7 2,281

- 2005년 : 수심 12.5m 확보

- 1999년 : 4천 TEU 3선석

홍콩 16 5,464 - 2011년 : Lantau 터미 에 17개 선석 개발

일본

고베 35 10,959 - 2000년 : 남부 로코 아일랜드 4선석 개발

도쿄 13 3,959
- Ohi의 8개 선석을 7개 선석으로 이되, 3개 선석에

하여는 길이를 선석당 300-320m로 연장

요코하마 20 5,340 - 2000년 : Honmoku 2선석, Daikoku 2선석 수심 확보

말 이시아 포트클랑 13 3,379 - Klang Multi Terminal 4선석을 10선석으로 확

인도네시아 탄 리옥 7 1,410 - 1999년 : 자카르타서안의보조네가라항에 2개선석개발

만 카오슝 19 5,232 - 2005년 : 제6터미 5선석 개발

한국

부산 18 5,147

- 2001년 : 감만 부두 확장구역 2선석

- 2005년 : 가덕도 10선석(5톤 -7선석, 2만 톤 3선석)

- 2011년 : 가덕도 12선석

양 4 1,400
- 2003년 : 2단계 8선석

- 2011년 : 3,4단계 12선석

싱가포르 싱가포르 32 4,297

- 2000년 : 처리 능력 560만 TEU인 8개 선석 개발

- 2009년 : 처리 능력 1,290만TEU인 18개 선석 개발

총 3,600만 TEU 처리 가능

자료 : 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 Year Book 각년도.

특히 심 항만은 세계 幹線航路 상에 치하면서 주변 항만에 화물의 운송과

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으로 지역 경제 주변 지역과의 경제

력에 추 인 역할을 하게 된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말 재 세계 상 20개 컨테이 항만

아시아 지역에 치한 항만이 10개나 포함되어 있어 아시아 지역이 세계 컨테이

정기선 시장의 심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역내 항로에서 취 하게

될 컨테이 물동량이 1990년에 세계 컨테이 물동량의 약 37%이던 것이, 2000

년 에는 49%까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상되고 있는 것이다.5)

더욱이 이들 주요 거 항만은 컨테이 시설 형화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들 지역에 한 물동량의 집 상이 더욱 가속화될 망이다.

5) 해양수산부, 21세기를 향한 신 항만개발 운 략, 1996. 11,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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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항만과 주요 항로 연계성

이들 항만은 상 으로 유리한 지리 근성, 항만 서비스의 신속성, 항

만 시설 하역 장비 등 하드웨어의 우수성, 낮은 항만 비용, 효율 인 연계 운

송 체계 확보,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물류 처리의 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심항 요한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산항이 이미 1999년도 연간 컨테이 처리량이 640만 TEU를

넘는 세계 4 권의 항만으로 성장한데 이어, 2000년도 754만 TEU, 2001년도

807만 TEU를 처리함으로써 3 의 컨테이 처리량을 자랑하는 세계의 심항

의 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히 부산항이 북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간선항

로선상의 주요 항으로 합한 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地經學的 이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외 의존 경제구조로

인하여 자체 물동량이 풍부함은 물론, 부산항과 양항이 동북 국, 북한, 러시

아로 표되는 표 인 개발 도상 지역의 심 인 치에 있다는 에서 심

항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북한과의 철도 도로 연결은 항만

배후 물량의 해운, 철도, 도로를 통한 다양한 운송 수단에 의한 연계 운송이 가

능하게 되어 물류 서비스 산업의 다양한 고객 선택권을 충족할 수 있어 향후 물

류 심지로서의 질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 항만국인 일본이나 만이 육로 운송 수단이 단 되어 있다는 단

과,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자체 물동량보다는 환 화물 처리에 치 할 수밖에 없

다는 에서 우리나라의 부산항과 양항은 잠재 우 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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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시아 횡단철도 황과 망

아시아 횡단 철도(Trans Asian Railway)는 동북아와 유럽 지역의 경제 력

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의 경제발 을 하여 1992년 제48차 아시아 태평양 경

제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

ESCAP) 회의에서 승인된 '아시아 육상 교통 기반 시설 개발 계획'(Asian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에 제안된 국제철도운송망이

다.

이 계획은 동북아와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를 연결하는 거 로젝트로서 말

이지아인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지난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ASEAN) 총회에서 싱가포르의 고 통 총리에 의해 다시 구체 으로 제기되

었다.

통과노선은 우리 나라의 부산에서 출발, 서울～평양을 지나, 국의 센양～베

이징～쿤 을 경유한 뒤, 베트남의 하노이～ 간에 라오스의 비엔짱～호치민(사

이공)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놈펜을 지나, 태국의 방콕 마지막으로 미얀마(버

마)의 랭군에 이르는 구간이다. 만약 공사비 조달과 ASEAN 회원국간의 조가

원만히 이 질 경우, 이 로젝트는 체 소요공사비 약 25억불(한화:약 2조75백

억 원)에 약 6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 계획상 아시아 횡단 철도는 총 5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동북아시

아 경제권과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큰 앙

아시아를 통하게 되어 매우 발 가능성이 높은 복합 운송 경로이다.

재로서는 아시아 횡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와 국 횡단 철도

(TCR)가 동북아 지역의 화물을 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일

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운송 체계의 효율성이 낮아 실 은 미미하다. 우리나

라와 연결 가능한 아시아 횡단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국 횡단 철

도(TCR), 몽골 통과 철도(TMGR), 만주 통과 열차(TMR) 등 4개 노선인데,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국 횡단 철도가 심 축이 되고 있다.

륙횡단철도는 해상운송에 비하여 공 능력이 부족하고 운임, 운송시간 등

서비스 수 이 불안정하여 물류의 핵심인 정시성이 보장되지 못한 이

재로서는 가장 큰 단 이다.6)

6) 외교통상부․건설교통부․철도청․한국철도기술연구원, 러시아 철도, 2002,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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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륙횡단철도 노선개요

구분 구간(㎞) 복선구간(㎞) 단선구간(㎞) 철화구간(㎞)

TSR 9,208 9,208(100.0) 0(0.0) 8,008(87.0)

TCR 8,613 7,217(82.7) 1,486(17.3) 5,001(58.1)

TMR 7,721 7,367(95.4) 354(4.6) 6,067(78.6)

TMGR 7,753 6,296(81.2) 1,457(18.8) 5,777(74.5)

자료 ; 외교통상부․건설교통부․철도청․한국철도기술연구원․러시아철도, 17쪽.

주; 1) ( )안은 백분율을 나타냄.

2) 거리는 모스크바까지이며, 모스크바-베를린- 리 구간은 4,358km.

3) 러시아, 몽골 CIS 국가가 궤이고 나머지 남북한, 국 유럽 등은

표 궤(1,435m)임.

2.2.1 시베리아 횡단 철도

태평양 진출을 한 해상교통로 확보라는 러시아의 오랜 숙원을 1860년 블라

디보스톡 항을 개발함으로써 달성하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톡 항은 1880년까지

러시아의 요 항만으로 성장하 으나 유럽지역과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의 확보가 시 하게 되었다. 1891년 알 산더 3세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he

Trans-Siberian Railway)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하 다. 이후 그의 사후 그

의 아들 니톨라스 시 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1916년 완공되었다.

<그림 3>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는 아시아 극동 지역의 블

라디보스톡 는 나호드카항으로부터 보스토치니, 백러시아, 폴란드를 경유하여

서유럽의 모스크바 사이의 9,300km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이다. 1926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여 제2차 시 단되었다가 1967년 다시 서비스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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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철도 시설이 양호하고 비교 편리한 복합 운송 구간이지만, 1970년 이후

컨테이 해상운송의 발달로 통과 화물이 감소하여 처리 물동량이 1988년에 약

450만 톤에 달하던 것이 1996년에는 약 30만 톤에 불과한 수 이 되었다.

<표 7> TSR의 통과 화물 물동량 추이

(단 : 백만 톤)

년도
구분 1987 1988 1990 1992 1994 1996

물동량 3.0 4.5 3.7 1.0 0.6 0.3

자료 : Planco Consulting & High Point Rendel, Comparative Study of Surface

Transport Route between Europe and Asia, 1998. 2.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동북아 시종착역인 보스토치니는 항만 도시로서 한국,

일본의 동 철도 화물의 물동량을 피더 운송을 통하여 환 운송하는 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처리 물동량의 98%를 철도로 운송하고 약 2%만을 도로로 운송

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국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등에 비하여

거리가 가장 멀지만 국경통과 횟수가 가장 어 통 등의 시간을 약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독일까지 화물운송

을 할 경우 5차례의 국경통과와 2차례의 환 이 필요하다.

<표 8> TSR의 시설 황

노선 연장(km) 복선 구간(km) 복선화율(%) 철화 구간(km) 철화율(%)

9,208 9,208 100 8,008 87

자료 : Planco Consulting & High Point Rendel, Comparative Study of Surface

Transport Route between Europe and Asia,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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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한국-독일간 TSR의 궤간

구분 남한 북한 러시아
벨라

루시
폴란드 독일

궤간 표 궤(1,435㎜) 궤(1,520㎜) 표 궤(1,435㎜)

사용 압 25,000v(교류) 3,000v(직류) 25,000v(교류) 3,000v(직류) 15,000v(교류)

외교통상부․건설교통부․철도청․한국철도기술연구원, 러시아 철도, 36쪽.

2.2.2 국 횡단 철도(TCR)

국 횡단 철도(Trans Chinese Railway)는 1990년 7월 국의 신강 그루

자치구와 카자흐스탄 공화국간의 임시 외무역 화물 운송을 시작으로 화물 운

송 서비스를 시작하 으며, 같은 해에 국 정부가 ‘국제컨테이 국경통과운수

리법’ 련 문건을 발표하여 국 국경을 통과하는 국제 컨테이 의 운송과

련된 노선, 항만, 운 기 , 비용, 세 , 동식물 검역, 생 검역, 상품 검사 리

규정 등을 확정하 다. 이어 1992년 12월 1일 국, 카자흐스탄, CIS, 유럽, 아시

아 각국간의 국제 컨테이 화물 운송도 이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 횡단

철도는 동북아와 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계할 수 있는 주요 복합운송

망으로 구축되었으며, 효율 인 화물 운송을 해 신호 체계, 운 체계, 환

궤도 운 방식, 운임 통 등에 한 지속 인 개선 작업을 진행 에 있다.

국제 운송 물동량은 1994년 47만 톤에서 1996년에 210만 톤으로 증가하여 3년

간 44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앙

아시아, 몽고, 러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지

역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거의 없다.7)

2.2.3 만주 횡단철도(TMR)

만주 횡단철도는 2차 이후 완 한 국 통제가 되어 노선 이름도 국 장

춘 철도로 바 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당 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로부터 수많은

부속철도들이 방사 형태로 퍼져 나갔다. 1974년부터 1989년의 건설기간에 거

한 체루트가 완공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이칼/아무르 철도구간이다. 이 구간은

침엽수림 (taiga), 구동토지 (permafrost), 늪지 를 통하는 험난한 지역으

로 선로의 유지․ 리가 어려운 곳이다.

7) 우종균,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 거 화 략과 신 실크로드론, 해양 한국, 2000. 9,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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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북한 교통망 황

2.3.1 도로 교통망

남한의 경우 1962년 도로의 총연장이 27,169km이던 것이 1996년 82,342km,

2000년 재 88,775㎞로 늘어났으며, 고속국도는 1996년 1,885㎞이던 것이 2000

년 2,131km에 달하고 있다.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에는 남북 5개축, 동서 8개축으로 국의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여 국의 모든

지역에 균등한 道路接近度數가 제공되는 총 연장 6,160km의 고속도로망을 구축

할 정이다. 이 남북 4개축은 ‘목포-서울-신의주- 국’, ‘ 주-서울-만포’,

‘마산-원주-혜산’, ‘부산-강릉-선 -러시아’로 남북 연결에 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표 10>국가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안

(단 : km)

구분 총연장 이용 노선 2001년까지 2002-2011년 2011년이후

남북5개축 3,291 872 1,036 1,065 318

동서8개축 2,869 953 434 1,202 280

계 6,160 1,825 1,470 2,267 598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편람 부록, 1997, 224-225쪽.

이에 비하여 북한의 도로망은 험 한 산악 지형에 의한 지형 인 원인 때문에

동서를 잇는 횡 도로망보다는 종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다. 북한의 28개 주

요 도로망은 6개의 고속도로와 22개의 기타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도로

포장율은 10% 수 으로 부분 2차선 이하이며,8) 나머지 도로는 자갈 살포나

노면 시공 도로이고,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커 , 높은 구배, 도섭장, 도선장 등

의 단차선 도로로서 겨울이나 雨期에는 사용에 지장을 받고 있다.

향후 총 306㎞의 環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해 주요 도시와 국-러시아 도

시를 연결하는 6차선 도로 등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8) 통일부, 2002 북한수첩,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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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남․북한의 도로 황 비교

(단 : ㎞)

구분

연도

남한 북한

도로길이 고속도로 길이 도로길이 고속도로 길이

1985 52,263 1,415 21,735 240

1990 56,714 1,550 23,000 354

1995 74,237 1,824 27,339 644

1996 82,342 1,885 23,369 682

1998 86,989 1,996 23,407 739

2000 88,775 2,131 23,633 2,855

2001 91,396 23,963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일 시 를 비한 한반도 항만 개발 정책 방향, 1998. 12,

114쪽, 〔표 Ⅳ-22〕; 건설교통통계연보(http://www.moct.go.kr/DataCenter/Sta

tisticData/00sta/statlist.html); 통일부, 2002 북한수첩, 66쪽;

통계청홈페이지(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

2.3.2 철도망

우리나라의 화물 운송은 단거리 운송이 심이고, 화물이 차 소형화․고

화하고 있어서 량 화물을 제외하고는 도로를 통한 운송이 선호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차량 교통량의 증으로 인한 심한 도로 체증으로 운송 시간의 지연

과 운송비 증가, 환경문제 등으로 철도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간 여객 운송에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기존의 철도는 수출입 컨테이 화물의

내륙 운송 등 화물 운송을 주로 담당하게 할 정이다.

1985년 우리나라의 철도 총연장 3,121㎞, 철화율 14%인 428㎞이던 것이

2000년 재 철도 총연장 3,123㎞, 철화율 21%인 668㎞로 철화율만 약간 높

아졌다(〔표 13〕 참조).9)

철도 시설 확충 계획은 남북 2개축, 동서 3개축의 날일자형 철도망을 구축하

며 장기 으로는 사다리 형태로 발 시킬 계획이다. 남북 2개축으로 서해안 축

은 호남 고속철도를, 동해안 축으로는 동해선 복선철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

며, 동서 3개축으로 동서 경부고속철도, 경 선 복선 철화를 추진하고 있

다. 장기 으로는 남북통일에 비하여 서해안 축인 호남고속철도에 개성-평양-

신의주를 연결하게 하고, 동해안 축에는 동해선에 원산-함흥-나진 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9) http://www.moct.go.kr/DataCenter/StatisticData/00sta/stat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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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남북한 철도 총연장 비교

통계자료:철도 총연장
총연장(㎞)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남한:철도키로 3121 3091 3091 3092 3098 3101 3101 3120 3118 3125 3119 3123
남한:궤도연장 6299 6435 6462 6496 6517 6559 6554 6559 6580 6683 6667 6706
북한 4516 5045 5059 5096 5112 5112 5112 5112 5214 5214 5214 5214
남북한 7637 8136 8150 8188 8210 8213 8213 8232 8332 8339 8333 8337
남/북(배) 0.7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자료 :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ID=DT_2

GA81&IDTYPE=3&A_LANG=1&FPUB=3&ITEM=&CLASS1=A.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1985년 철도 총연장 4516㎞, 철화율 61%인 2,741㎞이

던 것이 2000년 재 철도 총연장 5,214㎞의 철도망이 설치되어 있고 이

철화율은 80%인 4,189㎞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체 교통망 철도가 차지

하는 비 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10) 철도망의 약 85%가 표 궤간(1,435m)이고,

궤(1,542m)와 궤(1.0m)가 5%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표 궤도를 사

용하고 있으므로 남북 철도의 연결은 철도 이용의 호환성을 매우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쪽의 러시아와 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오는 주요 선로가 5개 있는데,

서쪽으로부터 평의선, 평부선, 만포선, 함북선, 평라선이다. 국과 북한과는 양

쪽 모두 표 궤도로 연결되어 있으나 러시아와는 궤로 연결되어 궤간 차이로

인하여 환 해야 한다.

<표 13> 남북한 철 총연장 철화율 비교

통계자료: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총연장 및 전철화율(㎞,%)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남한:전철총연장(A) 429     522     522     522     528     555     555     574     661     661     661     668     
　　전철화율 14       17       17       17       17       18       18       18       21       21       21       21       
북한:전철총연장(B) 2,741  3,194  3,280  3,401  3,789  3,850  4,030  4,030  4,132  4,132  4,132  4,189  
　　전철화율 61       63       65       67       74       75       79       79       79       79       79       80       
남북한:전철총연장(A+B) 3,170  3,716  3,802  3,923  4,317  4,405  4,585  4,604  4,793  4,793  4,793  4,857  
　　전철화율 42       46       47       48       53       54       56       56       58       58       58       58       
A/B(배)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ID=DT_2GA82&IDTYPE=3&A_LANG=1&

FPUB=

3&ITEM=&CLASS=A)

남쪽의 종축 철도망은 북쪽 국경 지역에서 출발하여 남쪽 휴 선까지 주선로

에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의 1, 2번 선과 동쪽의 강원선, 원라선이 요한 종축

철도망이며, 동․서해안의 주요 선로와 측방으로 연결하는 주요 내륙 선로에는

평원선, 청년이천선이 있다. 내륙 선로인 운 리-혜산-구산의 252㎞를 1988년에

10) 통일부, 앞의 2002 북한수첩,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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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하 다.

3.3.3 해운 교통망

우리나라의 항만 하역 능력은 1985년 1억 1천 8백만 톤이던 것이 2000년 재

4억 3천 4만 톤에 달하게 되었다. 지난 40여년 동안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수

출입 물동량이 격히 증가하여, 2001년의 수출입 물동량은 약 5억 818만 톤으

로 1970년의 2,200만 톤에 비하여 무려 23배로 증가하 다.11)

<표 14> 남북 항만하역능력 비교

통계자료:항만 하역능력
하역능력(천톤)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남한 118413 224353 248365 257656 268938 276198 285200 295257 357351 416254 417561 430437

북한 32900 34900 34900 35010 35010 35010 35010 35010 35010 35010 35010 35300

남북한 151313 259253 283265 292666 303948 311208 320210 330267 392361 451264 452571 465737

남/북(배) 3.6 6.4 7.1 7.4 7.7 7.9 8.1 8.4 10.2 11.9 11.9 12.2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ID=DT_2GA85&IDTYPE=3&A_LANG

=1&FPUB=

3&ITEM=&CLASS1=A).

2011년까지 항만 시설을 수요의 100%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국제경쟁력을 갖

춘 형 추 항만 개발, 권역별 거 항만 개발, 연안 해상 화물 용항만 개발

등을 통한 동북아 물류 심지로 개발하고 있다.

<표 15> 북방 교역 거 항만 개발 계획

구분 기간 규모 처리 능력 비고

군장신항 1989-2011 5만 톤 62선석 4,547만 톤
국 교역 기지 군장 산업

기지 지원

동해안 2단계 1990-2005
5만 톤 7선석

연간 600만 톤 처리
1,024만 톤

북방 교역 비와 동해

공업단지 조성

보령지구신항 1996-2001 3만 톤 20선석 630만 톤
국 교역량 증가 비

충청 지역 거 항만 기능

목포신항 1994-2011 5만 톤 13선석 1,300만 톤
국 교역 증 비

서남권 추 항만 기능

새만 신항 1995-2011 5만 톤 31선석 4,600만 톤 서해안 부 지역 추항 역할

자료 : 건설교통부, 종합 물류 책, 1995.

동북아 형 추 항만의 개발은 부산항과 양항을 2 컨테이 심 항만

11) 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통계 참조(http://www.customs.go.kr).



271

으로 개발하여 환 컨테이 화물 유치와 륙 횡단 철도와의 연결이 가능하도

록 할 계획이다.

북방 교역 거 항만 개발 사업은 국 러시아 등 북방 교역과 산업 기

지 지원을 한 거 항만으로 군장신항개발, 동해항 2단계 개발, 보령 지구 신

항만 개발, 목포 신항만 개발, 새만 신항만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로 운송에 편 된 화물 운송 구조를 철도․연안 해운 심으로 진 인

환을 목표로 컨테이 , 유류, 시멘트, 철재 등 량․장거리 화물의 철도․연

안 운송 체계를 구축할 정이다. 이와 함께 부두 배후에 유통 기지를 조성하여

물류 기능의 집약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 16> 북한의 주요 항만 시설

항명
하역능력

(만 톤)

안능력

(만 톤)
수심(m)

부두연장

(m)
주요 장비 비고

청진 800 2 10.0 5,270
15 톤

크 인

1974년 : 시설․장비 보강

1983년 : 국의 일 개무역

동항 : 만경 호 용 부두

서항 : 김책 제철소 용 부두

흥남 450 1 6.7-13 1,630

10 톤

일반

갠트리

크 인

10 톤 갠트리 크 인 보유

1960년 : 무역항으로 개항

나진 300 1.5 10 2,280
5-15 톤

크 인

1974년 : 무역항으로 개항

(소련의 동남아 수출 창구)

원산 360 1 6.1-7.9 2,520
1976년 : 무역항으로 개항

군항으로 이용되고 있음

남포 800 2
10-13.

5
1,890

5 톤

크 인, 해상

크 인

평양과 고속도로 기 철도로 연결

동항은 석탄 부두로 이용

해주 240 1 7-12 1,350
10 톤

트 인
19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림 160 1 10 700
18 톤

크 인

1975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림제철소 용 부두

선 300 20 23 석유도입항으로 개발

합계 3,410 15,640

자료 : 1)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2) Fairplay World Ports Directory, 1990.

주 : 북한의 체 하역 능력은 3,501만 톤임.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동서 해안이 상호 분리되어 연안 해운의 발달이 부진함

은 물론이고, 형 선박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해운이 발달되어 있지 않

다. 이러한 상은 항만하역능력에서도 알 수 있는데, 1985년 3천 2백 9십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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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것이 2000년 재 3천 5백 3십만 톤으로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표

16〕 참조). 내륙수운 역시 낙후되어 1990년 재 운송분담율이 2%에 불과하나,

압록강을 포함한 8개강의 水運可用距離가 총 1,415 ㎞에 달하여 內陸水運의 개

발 여건은 양호하다.

북한의 주요 항만별 시설 황은 다음과 같다.

(1) 청진항

청진항은 동항, 서항, 앙 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양항간의 거리는 약 5 ㎞

이며, 7(12)개 부두로 구성되어 있다. 5천 톤 선박 5척과 1만 톤 선박 8척이

동시 안할 수 있으며, 연간 하역 능력은 東港 87만 톤(1993년 기 ), 西港 713

만 톤, 中央港으로 총 800만 톤이 처리되고 있다.

청진항의 철도와 도로는 북부 지구 순환선을 통하여 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으며, 혼합철도선이 러시아산 석탄의 반입을 해 서항 4호 부두 배후의 김책

제철소까지 들어와 있다.

<표 17> 청진항 시설 황

부두
안
능력

하역
능력
(만톤)

구조물

부지 면
창고
면

야 장
면

취 화물 하역 장비방 제
(m)

안벽길이
(m)

총계 50 800 18,000 2,138 1,013,750 43,140 99,000

동항 13 87 192,500

일반 화물,

양곡,

컨테이

15 톤

크 인,

벌크화물

크 인

서항 17 713 821,250

양곡, 모래,

석, 철 석

군항 7천 톤

6선석

25 톤

크 인

앙

항
20 2,360 821,250

양곡, 모래,

석, 철 석

25 톤

크 인

자료: 1) 한무역진흥공사, 나진선 경제특구핸드북-진출 략과 실무, 1998외.

2)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북한은 존 시설의 정비 안벽 380m를 축조하여 서항의 처리 능력을 1천

만 톤으로 증 시킬 계획이다. 1983년 러시아 나호드카항의 체선 상이 심각했

을 때 일본의 컨테이 화물을 처리한 이 있었으나 안능력이 제한되어 성과

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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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진항

나진항은 항만이 치하고 있는 나진만 입구에 도, 소 도 등 2개의 섬이

방 제처럼 랑을 막아 주고 있어 자체 으로 정온수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심이 깊어 良港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40년 로 승격할 당시

일제가 진해-군산에 이어 나진을 군항 무역항으로 건설하기 시작하 다.

항만 화물을 배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철도, 도로 등 육상 운송 역시 잘 발달되

어 있다.

나진은 평양에서 시작되는 평라선의 종 이며, 나진을 출발한 함북선은 두만

강을 따라 환상선을 이루며 회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1971년 12월 소련과

의 정부간 정에 의해 러시아 화물을 취 하고 있으며 러시아 화차를 한

11.7㎞의 연장 궤가 부두까지 부설되어 있다. 도로망은 청진-경흥간 국도와 청

진-경원간 국도가 동해안을 따라 시의 남부를 지나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지리

여건을 고려하여 선 -나진을 포함하는 두만강 특구개발계획을 확정지었다.

부두 3곳에 총연장 2,515m의 안벽이 있으며, 연간 3백만 톤 처리 능력을 가지

고 있으며,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연간 처리 능력을 5,000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12)

<표 18>나진항 시설 황

안
능력
(척)

하역
능력
(만
톤)

안벽
길이
(m)

부지
면
(㎡)

창고
면
(㎡)

야 장
면
(㎡)

주요 화물 하역 장비

23 300 4,340 380,000 26,000 177
석탄, 비료, 잡화,
컨테이 5-15 톤 크 인 17

자료: 1) 한무역진흥공사, 나진선 경제특구핸드북-진출 략과 실무, 1998외.

2)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3) 선 항

나진에서 북동쪽으로 약 10㎞ 지 에 치한 원유 용항이다. 최근 무역항으

로 개항하 으나, 1921년 이미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던 선 항은 원유 용항으로

서 연간 2백만 톤 규모의 정유 공장과 북한의 유일한 석유 화력발 소(35만㎾)

12) ① 제1단계(2000년) : 존 부두 정비 안벽 1,000m, 4개 선석을 축조하여 처리 능력

1,700만 톤으로 증 시키며, 7천 톤-5만 톤 23척을 동시 안.

② 제2단계 : 안벽 1,560m로서 컨테이 용 선석 4선석, Ro-Ro용 1선석 축조 계획.

③ 제3단계(2010년) : 안벽 2,950m로서 컨테이 용, Ro-Ro용 총 9선석을 축조하여 화

물 처리 능력 1억 톤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동시 안 능력을 70척으로 확장(이상 일

수, “북한의 해운 항만 황과 과제”, 북한 연구, 199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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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재해 있다. 재 건설 인 해 송유 공사를 비롯하여 2010년까지는

1,500만 톤의 원유 취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상된다.13)

일반 부두 시설은 455 m의 안벽 부두와 684 ㏊의 정박지가 있으며, 수심

5.4-23 m, 하역 장비는 10 톤, 20 톤 크 인 각 1기씩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취

화물은 석유, 화학제품이다.

〔표 19〕 선 항 시설 황

안

능력

(척)

하역

능력

(만 톤)

안벽

길이

(m)

부지

면

(㎡)

창고

면

(㎡)

야 장

면

(천㎡)

주요 화물 하역 장비

23 300 2,515 380,000 26,000 177 석탄, 비료, 잡화 5-15 톤 크 인 17

자료: 1) 한무역진흥공사, 나진선 경제특구핸드북-진출 략과 실무, 1998외.

2)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4) 남포항

북한 최 공업 지구인 평양 공업 지구의 해상 문 서해안 제1의 국제 무

역항으로 1986년 서해 갑문을 완성하여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5만 톤 선박

의 입출항이 가능한 곳이다.

〔표 20〕 남포항 시설 황

안
능력
(척)

하역
능력
(만 톤)

안벽
길이
(m)

부지
면
(㎡)

창고
면
(㎡)

야 장
면
(천㎡)

주요 화물 하역 장비

31 800 2,510 380,000 20,790 160
일반 잡화, 벌크화물,

석탄
5 톤 크 인

자료: 1) 한무역진흥공사, 나진선 경제특구핸드북-진출 략과 실무, 1998외.

2)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부두 연장은 2.1㎞, 수역면 은 20만㎡, 수심 13-27m이고 9개의 부두가 있다.

연간 하역 능력은 약 800만 톤으로 9개 부두가 있다. 평양과는 고속도로

철로 연결되어 있다. 하역 장비는 5 톤 크 인 석탄, 시멘트, 곡물 하기,

해상 크 인이 있으며, 석탄, 시멘트, 일반 잡화가 주요 취 화물이다.14)

13) 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 경제특구 핸드북, 1996, 43쪽.

14) 한항공 경 기획실, 북한의 교통 황, 1993,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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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항

원래는 軍港이었으나 1976년 무역항으로 개항하여 평양 서울과의 지리

근 성을 이용한 강산 개발의 심항으로 장래성이 매우 큰 항만이다. 1971년

부터 원산항과 일본 니카다간에 북한의 만경 호와 삼지연호가 월 3-4회 정기

으로 운항하고 있다.

외항선 부두 연장은 274 m, 총연장은 3.5 ㎞, 수역면 은 79,000㎡, 수심은

6.1-7.9m로 비교 얕아 10,000 톤 선박이 입항 가능하도록 설되어 있다. 하

역 능력은 연간 360만 톤(12,000 톤/하루)이다.

<표 21> 원산항 시설 황

안

능력

(척)

하역

능력

(만 톤)

안벽

길이

(m)

부지

면

(㎡)

창고

면

(㎡)

야 장

면

(천㎡)

주요 화물 하역 장비

38 360 2,970 14,673 86,887 일반 화물, 벌크화물

자료: 1) 한무역진흥공사, 나진선 경제특구핸드북-진출 략과 실무, 1998외.

2)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6) 해주항

해주항은 서해 최남단의 항만으로 해운, 해군 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일

부 벌크 화물을 취 하고는 있지만, 시멘트 用港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5,000 톤 의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우

리나라 국 선 10,000 톤 의 선박까지 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심도 10m 안 으로 얕은 편이다.

<표 22> 해주항 시설 황

안

능력

(척)

하역

능력

(만 톤)

안벽

길이

(m)

부지

면

(㎡)

창고

면

(㎡)

야 장

면

(천㎡)

주요 화물 하역 장비

31 240 1,430 21,810 석탄, 시멘트, 잡화 10 톤, 15 톤 크 인

자료: 1) 한무역진흥공사, 나진선 경제특구핸드북-진출 략과 실무, 1998외.

2)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시멘트 처리 능력은 시간당 120 톤 정도로 배후에 45,000 톤 규모의 시멘트

사일로가 있다. 동시 안 능력은 31척이며, 하역 능력은 240만 톤, 안벽 길이는

1,430m, 창고 면 은 21,810㎡이다. 배후 철도망은 황해 청년선, 도로는 50번, 51

번 국도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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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림항

송림항은 북한 최 의 제철소인 황해 제철의 用港으로 철강류를 수출하고

철 석, 유연탄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工業港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남포항

의 보조 항만이다.

동시 안능력은 3척으로 1만 톤 이하가 안 가능하며, 하역 능력은 160만

톤, 안벽 길이는 460m, 창고 면 10,362㎡이다.

연결 교통망은 철도가 송림선, 도로는 평양-개성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표 23> 송림항 시설 황

안
능력
(척)

하역
능력
(만 톤)

안벽
길이
(m)

부지
면
(㎡)

창고
면
(㎡)

야 장
면
(천㎡)

주요 화물 하역 장비

3 160 460 10,362 2,000 철 석, 유연탄, 제철 생산품

자료: 1) 한무역진흥공사, 나진선 경제특구핸드북-진출 략과 실무, 1998외.

2)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9) 흥남항

흥남항은 배후에 흥남비료공장, 시멘트 공장 등 북한 최 의 화학공업 지구인

흥남공업지구의 문항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 안능력은 23척으로 최 15,000 톤 벌크선까지 안할 수 있으며, 3

만 톤 부두와 시멘트 하역 시설을 건설 에 있다. 총안벽 길이는 2,072m이고

연간 하역 능력은 450만 톤 정도이며, 부분 비료, 석탄, 시멘트, 일반 잡화 등

의 품목을 취 한다.

배후 연결 교통망은 원라선, 장진선 철도와 국도 50번, 7번이 연결되어 있다.

<표 24> 흥남항 시설 황

안

능력

(척)

하역

능력

(만 톤)

안벽

길이

(m)

부지

면

(㎡)

창고

면

(㎡)

야 장

면

(천㎡)

주요 화물 하역 장비

23 450 2,072 23,300 4,050
비료, 석탄, 시멘트, 일반

잡화

크 인, 3만 톤 3기, 10

톤 15기, 5 톤 3기

자료: 1) 한무역진흥공사, 나진선 경제특구핸드북-진출 략과 실무, 1998외.

2) Lloyd's Ports of the Worl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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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 인 라 구축 략 추진방향

3.1 북 물류정책 추진의 목표설정과 기본방향

우리나라와 아시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재 이용되고 있는 2개의 운송 경로

와 함께 경의선이 복원되면, 총 5가지의 운송경로가 확보된다. 즉, 재는 우리

나라와 아시아 횡단 철도를 연계하는 복합 운송 경로인 국 횡단 철도와 시베

리아 횡단 철도의 기종 인 연운항과 보스토치니항까지 해상운송을 통해 운송한

후 이곳에서 각각 철도로 환 하여 목 지까지 운송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여기에 경의선 철도의 복원이 이루어지면, 남북 통 철도를 통하여 시베리아

횡단 철도, 국 횡단 철도, 몽골 횡단 철도와 직 연결하는 세 가지 복합운송

경로가 추가로 개설되어 총 5가지 정도의 복합 운송 경로가 확보되는 것이다.15)

이와 같은 복합운송망의 확보는 북방 지역으로의 경제 진출을 진하는 역

할과 함께 동북아 지역 경제권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상된다.

이처럼 경의선 철도의 복원은 그 상징 의미 이상으로 남북 간 경제 력

북방 지역으로의 경제 진출을 진하는 역할과 함께 동북아 지역 경제권 형성

에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 즉, 동북아 물류 비

즈니스 거 으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3 의 컨테이 항만인 부산항을 심으로 국 등을 겨냥한

동북아 환 심항으로 개발 인 양항 등 세계 인 규모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항만이 태평양 항로 간선 항로상에 속하여 세계 주요 선사들의 主

寄港地로서의 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이들 항만과 륙 횡단 철

도와 연결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해륙 복합 운송의 진 기지로서, 운송 서

비스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치에 서게 되

는 것이다.

15) 북한 철도망은 륙 진출 기반을 잘 갖추고 있어서, 신의주는 국 횡단 철도(TCR)인

국 丹東(단둥)과, 滿浦는 몽골 횡단 철도(TMGR)인 국 集安(지안), 南陽은 만주 횡단

철도(TMR)인 국 圖們(투먼), 두만강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인 러시아 핫산 등

륙 철도망으로 이어져 있다 ; 김 윤. “경의선 연결과 남북한 경제 력”, 북한, 2000년 9

월호, 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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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북 통철도와 아시아 횡단 철도 연계 철도망 상

그러나 와 같은 동북아물류 심지 략은 장기 추진과제로서의 경제

정치 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 물류 심지 략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 효과보다는 우리 기업의 외 경쟁력 제고 이익

극 화16)에 우선 효과를 기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남북 간 교통망 연결 역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본 인 명제

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연히 북 물류정책의 우선 추진 과제는 개

성 공단 조성 사업과 같은 시간 으로나 경제 으로 가장 근 한 효과를 발생시

키는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직 투자하여 생산하는 물건을 가장

신속․안 하고 렴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 으로는 개성 공단의 물동량에 한 효율 운송 체계의 확립을

한 물류 인 라의 정비 구축, 장기 으로는 륙 횡단 철도의 다각 이

용을 한 남북 연계 운송 체계의 확립과 이를 통한 동북아물류거 화 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3.2 단기 물류 인 라 구축 추진 방향

3.2.1 단기 물류 인 라 추진 략

물류 정책 에서만 검토한다면, 운송거리상으로는 우리나라 역이 철도

운송에 유리한 거리 운송 합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물류비 부담의 상당한 원인이 항만 배후에서의 육상 운송의

지연에 따른 시간 ․경제 손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 개

16) 우리나라 기업이 개성 공단을 활용한다는 것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의 활용이 가장 큰 장

이 될 것이다. 반면 북한의 지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상품성에 있어서의 평가

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상당하는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

어야 하는데, 물류비의 증가로 인하여 이를 상쇄한다면 아무런 경제 효과를 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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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의 추진 목 을 수출산업기지로 조성된다는 에서 보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 즉, 량 수출입 화물의 원자재의 기 공 수출 화물을 기

에 심항에 피더 운송할 수 있는 최근거리의 피더 항만을 이용한 해상운송시스

템의 확립을 통하여 문제 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성 공단으로의 원자재 운송과 생산품에 한 외 수출과 같은 량 화물의

운송은 개성 공단 인근의 항만 시설을 통하여 양항과 부산항 사이에 피더 운

송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고 볼 수 있다.17) 재 부산항과 양항은 간선

항로 상에 치한 동북아 물류 심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피더 운송을 통하

여 이들 항만을 이용한다면 미주, 유럽 륙까지 수출입 화물의 운송에 더없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기 인 물류 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수출입 화물의 처리를 담하기 해서 개성 공단과 가장 인 한 북한

의 항만과 부산항․ 양항을 잇는 연안 항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재 남북 교

역에 활용 인 항만 개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치한 항만은 해주항이다.

따라서 해주항과 부산항․ 양항을 연결하는 연안 직항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둘째, 량의 화물 운송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운송 시간의 단축 등을 고려할

때 수출입 화물의 처리를 한 보조 운송 수단으로 부산항․ 양항과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철도 운송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인 지역 등 개성 공단과 근거리간의 운송에는 도로 운송이 경제 으

로 효과 이다.18)

17) 운송 수단별로는 장거리 량화물의 운송에는 선박, 거리 운송에는 철도, 단거리 운송

에는 도로 운송이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 상 거리 요소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철도 운송이 가장 유리하게 보이지만, 지형상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 지역이므로, 터

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테이 의 2단 철도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철도 운송으로는 량 화물의 운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성 공단과 경인 지역 사

이와 같은 단거리 운송에 있어서는 환 을 한 상하차(하역) 비용의 추가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철도 운송보다는 도로 운송이 효율 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성

공단으로부터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의 경우에는 양 항․부산

항과 개성 공단 인근의 항만을 통한 연안 해송을, 경인 지역 화물의 경우에는 철도 운송

과 도로 운송이 효과 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연구(김경석, “남북한 동북아 지역의 육로 직수송 방안”, 북한 통일 문

제 논문집, 통일부, 1998)에 의하면, 서울↔평양에 해상운송을 주수단으로 삼고, 서울↔인

천(철도), 남포↔평양(도로)운송 시와 경의선 철도, 자유로 등 도로이용시를 비용 분석하

면, 철도와 도로가 더 효과 인 것으로 분석한 경우도 있지만, 량의 화물 운송의

에서는 교통 체증, 주민 불편 등 기타의 요소가 차지하는 비 역시 정책 결정에 큰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8) 도로 운송은 각국의 도로망 확충, 운송 차량의 발달 형화 추세에 따라 종합 운송 체

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한 부분의 화물 운송은 화물 자동차에 의한 도로 운

송에 의하지 않고는 그 활동을 완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도로 운송은 자
체 완결성이 강하여 문 처리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화물의 인수 배분 과정에

있어서도 타 운송 수단에 비하여 신뢰성, 기동성, 편리성 등에서 우 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 , 항만물류시스템, 1998, 효성출 사, 331쪽 참조). 이러한 자체 완결성은 철도 운

송이나 해운과 비교하여 환 하역 비용의 추가 발생 요소를 제거 인하여 단 당 운

송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운송에서 도로 운송이 경제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280

3.2.2 단기 물류 인 라 정비 방향

이러한 물류 략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 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해주항의 시설을 어도 2만 톤 피더선박이 안하여 작업을 할 수 있

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화 하여야 한다. 특히 수출입 화물의 효율 운송을

한 컨테이 용 부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산항과 양항은

재의 시설로도 개성 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에 그다지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부산신항과 양항 3, 4단계가 완공되는 2011년까지는 충

분한 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항만시설면에서는 문제가 없

다고 본다.19) 다만, 북한의 해주항의 경우에는 시멘트 용 부두로서 연간 하역

능력이 240만 톤에 불과하다. 일부 벌크 화물을 취 하고는 있지만, 부분이

시멘트 용 부두로서 컨테이 용 처리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 최

1만 톤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연안 해운을 한 정 규모의 컨테이 용 부두 일반 부두 시설을

갖추고 하역 장비 운 시스템의 화 산화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북한 당국의 투자 안정성 보장이 선행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지

원과 물류 문 기업20)에 의한 BOT21) 방식의 항만 개발과 운 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해주항 등 북한 항만에 한 하역 장비의 설치가 우선 시 한데, 이는

남북 항로를 연안 항로로 인정하면서도 실 으로 북한 항만에 하역 장비가 설

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역장비가 본선에 설치되어 있는 5천 톤 이상의 재

래선에 한하여 남북 항로에 취항하도록 하고 있다는 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 해운 선 5천 톤 이상의 선박은 16척에 불과하

19) 1999년 재 우리나라 주요 컨테이 용 부두의 시설 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성 부두 : 5만 톤 4척․1만 톤 1척 안, 100만 TEU 하역 능력.

② 신선 부두 : 5만 톤 4척 안, 128만 TEU 하역 능력.

③ 감만 부두 : 5만 톤 4척 안, 120만 TEU 하역 능력.

④ 우암부두 : 2만 톤 1척 안․5천 톤 2척 안, 30만 TEU 하역 능력.

⑤ 감천 부두 : 5만 톤 2척 안, 37만 TEU 하역 능력

⑥ 양1단계 : 5만 톤 4척 안, 96만 TEU 하역 능력.

20) 외국 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항만 시설 건설 운 이 투자의 안 성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21) BOT 방식을 풀턴키 방식(full turn key system)을 신하는 새로운 엔지니어링 로젝트

의 수주방식이다. 수주기업은 로젝트의 기획․설계․건설의 단계를 청부할 뿐만 아니

라, 로젝트 완성 후에도 그 운 을 맡아 수입을 올림으로써 로젝트의 건설비용 등을

회수하고 그 후에 양도한다. 이 방식은 탁 측이 다액의 자 을 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외채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간 자본 시설 확보에 유용하

게 이용 될 수 있다. 한 랜트의 운 을 통해서 운 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어 기술

의 이 (국제기술 력)에도 기여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 新 海運․物流用語大事典, 제9

개정증보 , 2002, 1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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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항 선 해당 항해마다 연안 해운 면허를 취득하여 운항하는 불편을 겪

고 있다. 한 컨테이 용선을 운항하기 해서는 컨테이 용부두와 컨테

이 크 인 등의 용 하역장비가 필요하다.

둘째, 개성 공단과 북한의 항만(해주항)을 직 연결하는 도로망의 확보 정

비가 필요하다. 한 북한의 경우에는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도로가

2차선이며 8% 미만의 낮은 포장율 등으로 인하여 시속 40-50㎞ 정도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정도이다.22) 따라서 화물 운송을 한 용 도로의 확보는 운송

의 시간 단축과 비용 감에 요소이다.

셋째, 경의선 열차의 운 과 련하여 기술 인 문제가 해소되고, 북한측 열차

의 운행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철도는 철화율 79%로 3천 볼

트 교류 류를 사용하나, 남한은 철화율 21%에 2만 5천 볼트 직류를 사용하

기 때문에 시스템 상의 차이가 있다. 이들 시스템이 다르다면 열차의 환 등

이 필요한데, 이는 상하차(하역) 비용의 추가로 인하여 경제성을 상실하게 된다.

신호체계도 남북한 간에 통일할 필요가 있고, 표 궤도의 강도 역시 북한은

각 구간마다 차이가 있어 같은 강도로 고속 주행시 북한 열차의 고장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다. 기타 북한 지역 열차의 정비 불량 등으로

시속 30㎞ 미만의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반 인 검을 거쳐

서 기술 ․시설 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23)

3.3 장기 물류 인 라 구축 추진 방향

남북경 사업 경의선 철도 복원으로 함축할 수 있는 물류인 라의 구축의

궁극 목 은 동북아의 운송 거 확보와 동북아 경제권 멀리는 유럽경제권

과의 직 인 연결에 의한 교통로의 확보, 즉 동북아 물류 거 으로서의 확고

한 지 확보에 있다.

남북한 간의 통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북의 교통로 연결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측의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 국 횡단 철도 등

과 연결되어 있다는 실에 입각할 때, 소 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륙과의 육

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 간선 항로상의 세계 3 의 항만을 보

유한 우리나라가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의 교두보로서의 지 를

확고히 한다는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운송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러시아 철도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

함부르크 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편이 약 9일의 시간이 단축되고, 운

22) 김경석, “남북 력을 한 교통 인 라 확충 략,” 24-25쪽.

23) 김 윤, 앞의 “경의선 연결과 남북한 경제 력”,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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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168달러 정도 약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실제로는 운송 행료 등 각

종 수수료를 감안하면 화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해운과 비슷하게 되어 운

송시간상의 약이 가장 큰 장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수용능력부족

과 상하차 등 잦은 환 으로 인한 비용증가는 결코 철도운송이 더 렴한 비용

을 보장한다고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

도와 거 항만과의 연계운송체계의 구축이 제된 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표 25> 철도와 해운의 운송시간과 운임 비교

(20 feet 컨테이 기 )

구간 주운송수단 거리(㎞) 운송시간 운임(미화 $)

부산↔함부르크
TSR 12,360 19일 1,232

선박 19,187 28일 1,400

부산↔코트카
TSR 10,884 12.5일 1,164

선박 21,760 32일 1,800

※ 러시아 철도부 제공 자료

자료 : 외교통상부․건설교통부․철도청․한국철도기술연구원, 러시아철도, 35쪽.

한 국제철도운송체계가 서유럽국가와 동유럽․아시아 국가간에 서로 상이하

기 때문에 국제화물운송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양 기구간의 련 서류양식이 달라 아시아/유

럽간 운송시 련서류를 두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 둘째, 공용어가 달라

국경통과시 재번역을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 셋째,

통일된 운임체계가 없고 부분 거리비례제로 되어 있어 장거리 화물운송이 불

리하다는 이다.

장기 인 물류 인 라 구축 략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 원칙에 있어서 남북한이 공히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선정과

상호 조 인 운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북한 경제를 발 시키고 남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이 우선 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 인 에서는 기술 으로 철도에 있어서도 국제 기 에 합한 운 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도 운송의 여러 가지 이 도 결국

은 잦은 환 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인하여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표

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륙 횡단의 이용률을 높이기 해서는 이들

철도 구간 체에 걸쳐서 표 화가 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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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국제철도운송체계

구 분 서유럽 국가 동유럽․아시아 국가

국제기구

OTIF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carrige by Rail)

OSJD

(Organization for Railways Cooperation)

회원국

알제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

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이란, 이라크,

바논, 유고등 32개국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헝가리,

이란, 러시아, 국, 북한, 쿠바, 리투아

니아, 몽골, 폴란드, 루마니아, 체크 등

27개국

※독일, 랑스, 그리스, 유고,

핀란드는 옵서버로 참가

련

운송 정

C O T I F ( 국제철도운송 정 ,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의 부

속서 CIM(화물운송 정)과 CIV(여

객운송 정)

SMGS(국제화물운송 정)

SMPS(국제여객운송 정)

공용어 독일어, 랑스어 러시아어, 국어

요 체계 ETT(거리비례제) ETT(거리비례제) 는 MTT(거리체감제)

자료: 외교통상부․건설교통부․철도청․한국철도기술연구원, 러시아철도, 36쪽.

둘째, 거 항만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경의선이 복원

되면, 재 우리나라와 아시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복합 운송 경로인 국 횡

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기종 인 연운항과 보스토치니항까지 해상운송

을 통해 운송한 후 이곳에서 각각 철도로 환 하여 목 지까지 운송하는 두 가

지 경로와 더불어 남북 통 철도를 통하여 시베리아 횡단 철도, 국 횡단 철

도, 몽골 횡단 철도 직 연결하는 세 가지 경로가 추가로 개설되어 5가지 정도

의 복합 운송 경로가 확보된다.

이 특히 남북 교류와 동북 3성의 문인 남포항, 나진항 의 1개 항을 집

개발하여 부산항․ 양항과 연계되는 피더 심항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

를 하여는 2만 톤 이상의 컨테이 선이 여러 척 동시 안할 수 있는 항만

시설과 화된 하역 시설과 첨단 정보화된 항만 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24)

셋째, 이들 항만 산업 단지 등 교통 유발 시설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

도록 북한 지역의 항만 배후 운송로의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남포항의 배후 운

송로를 확보하기 해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있었듯이, 주요 거

항만이 될 청진(나진․선 ) 지역의 요한 배후운송망으로 나진-훈춘간 고속도

로, 나진-두만강 고속도로, 북부 순환 철도 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간선교

통축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주요 교통축의 요충지에 물류 거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항만

24) 김경석, 앞의 “남북 력을 한 교통 인 라 확충 략”, 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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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육상교통로의 경 지역 등에 보 ․환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남포, 청

진, 개성 등의 지역을 우선 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북물류의 효율화 동북아 물류거 화를

한 제도정비 방안

4.1 물류 활성화를 한 제도정비 방안

4.1.1 남북간 물류 활성화를 한 제도정비의 필요성

첫째,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는 정치․경제․법률 체계에 있

어서 근본 인 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의선 철도의 복원이 궁극 으로 동북

아물류거 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해서는 제도 ․법 정비를 통하여 민

간의 경제활동을 실질 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 까지의 남북경

사업이 그러한 것처럼 북한 내에서의 모든 분쟁을 국가가 개입하지 아니하고는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질 인 경제 력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의선 철도

의 복원도 상징 인 의미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 물류 거 으로서의 지 를 확보한다는 것은 간선 항로상의 세계

항만 보유와 륙 횡단 육상교통로 확보와 같은 지리 인 잇 외에도 명실

상부한 기본 물동량의 확보가 前提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에서도 남북경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 물자 교류의 활성화가 선결 과제가 됨은 물론

이므로 남북간 무역 거래의 활성화가 가장 우선 인 과제가 될 것이고 이를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4.1.2 남북간 물류 활성화를 한 제도정비 방향

첫째, 남북 간 무역 거래와 교통을 원활히 하기 해서는 체제의 통합이 이루

어지기 前 단계로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기 한 기본 정 등이 필요하다.

이 정에는 정치체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남북 간 민간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

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세부 인 정이 선행될 필요도 있을 것이

다.

둘째, 남북한 무역 거래에 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최혜국 우 의무

의 면제와 같은 지 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간 남북 간에는 1991년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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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제15조에서 남북한은 “민족 경제의 통일 이며 균형 인 발 등을

하여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등의 경제 교류와 력을 실시하기로

약속하 다.

한 동 합의서의 이행을 하여 1992년 채택된 부속 합의서 제1조 제10항에

서 남북한은 물자 교류에 하여 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 다. 남한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 력에 한법률’ 제26조 제2항에서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자에 하여 세법 상의 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 다. 그런데 동 규

정은 세계무역기구의 가장 기본 인 원칙인 최혜국 우 의무에 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다. 남한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다른 국가에 부여

한 특혜 등을 동일하게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북한에

서 반입되는 상품에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수입된 동종의

상품에 하여도 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과거 동서독 무역 거래에 상응하는 지 를 국제 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구체

으로는 세계무역기구 정 제9조의 의무 면제(waiver)를 원용하여 남한은 북

한과의 계에서 최혜국 우 의무의 용을 면제받아야 할 것이다.25)

셋째, 당장 경의선 복원으로 휴 선을 통과하는 교통로를 이용할 경우 지난

50년 간 남북 계의 상을 유지해 온 법 장치가 휴 정이었기 때문에 경

의선 복원 사업이 휴 정의 존속에 미치는 국제법 향에 한 분석과 처

가 필요하다. 사업의 착수에 앞서 휴 정에 서명한 방 사령 는 그 후계

자의 특정한 허가와 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는 정의 폐기로 받아들일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국제법 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남북간 평화 정착에 한 법 ․제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26)

넷째, 경 국가간의 철도 연결시에는 국경역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통상 자국

의 토 내에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면 남북 계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비무장지 내의 양측 지역에 각각 국경역을 설치하고 여기에 검

문 검역소(출입국 리사무소), 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7)

다섯째, 철도 교통을 포함한 남북간 교통 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합의서의 용 상 범 , 통행 수수료, 과세, 수수료 면제 범 , 재난시 구조

의무, 기록문서의 상호 송달, 통행 련 정보의 수시 제공, 이견 조정을 한 기

구 설치 등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철도에 하여는 국제철도운송 정(SMGS)에

의 공동 가입, 해운에 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 약에의 공동 가입 등 교통

수단의 이용과 련된 각종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28)

여섯째, 궁극 으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비롯한 아시아 횡단 철도의 각

25) 박노형, “남북 무역 거래”, 한변 신문, 2000년 10월 9일, 5쪽.

26) 김찬규, “경의선 복원과 휴 정”, 조선일보, 2000년 9월 19일, 6쪽.

27) 김 윤, 앞의 “경의선 연결과 남북한 경제 력”, 90-91쪽 참조.

28) 김 윤, 의 “경의선 연결과 남북한 경제 력”, 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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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리하는 국가간에 동 철도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한 표 화

운 에 한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설과 운 을 표 화함으로써 반복된

상하차(환 )로 인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극복하여야 한다.

4.2 남북 륙횡단철도 경유지역의 운송인 책임

법제의 통일방안

4.2.1 운송인 책임법제의 통일 필요성

많은 국가를 경유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을 이용한 운송의 경우는 물론,

남북 간 운송 행 역시 실 으로 국제 운송에 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한

다. 운송 이해 계자 사이에서는 운송 발생하는 손해배상문제로 인한 분쟁

이 가장 큰 문제이면서 이 문제의 제도 해결이 가장 큰 실 인 어려움이 될

것이다. 즉, 운송 의 운송물 손해에 한 한 법 보호 장치와 분쟁 해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운송 행 의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임은 물론이

다. 재도 북한으로 운송을 수행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한

시간 ․ 손해는 결국 운송비용의 증 를 가져와서 물류의 해 요인이

됨은 물론, 거래의 해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명실공히

북 물류 륙 횡단을 이용한 동북아 물류 거 으로서의 실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남북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국제간의 물류가

일 부터 발달한 지역과 운송 분야에서는 그 법의 세계 통일 는 지역 간

의 통일을 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제

약의 형태로 통일화된 법이 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로서는 유

럽 지역 심의 철도 운송과 도로 운송에 한 운송인 책임에 한 통일 약과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한 통일 약이 있다. 이와 같이 민간 거래 행 인 운송

에 한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법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 민간

의 거래 행 에 하여 별도의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민간 주

도의 경제 상을 유발하게 되어 물류의 활성화에 결정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4.2.2 운송인 책임법제의 통일에 한 국제 약의 사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운송인 책임에 한 통일 법체계는 철도운송, 도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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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련하여 철도운송과 도로운송에 하여는 유럽을 심으로 한

일부 지역국가간의 국제 약으로 해상운송에 하여는 세계를 용 상으로

하여 몇몇의 국제 약이 성립하여 시행되고 있다.

(1) 철도운송 약

유럽 각 국과 바논, 튀니지, 이라크 등의 일부 동 국가 사이의 철도 운송

은 국제철도운송 약(CIM Rules of Cotif Convention)29)의 용을 받는다. 이

약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한 채택보다는 개별 철도운송인(철도회사)에 표

계약 내용으로 채택되고 있다.30) 즉, 이 약은 2개 이상 국가의 토를 통과하

는 운송에 한 一貫貨物 狀(a through consignment note)에 의하여 용되는

것이다.

이 화물송장(일종의 철도화물운송장)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만, 권원증권은

아니다. 화물운송인의 책임은 일반 인 손해배상책임의 범 와 같이 일반 이지

만, 운송인의 과실 는 고의에 의한 멸실․훼손․지연이 아닌 경우에는 화물

총 량당 17 S.D.R.로 그 책임을 제한한다. 동 약은 운송비용, 세 의무,

멸실된 화물의 운송과 련된 기타 비용의 상환을 규정하고 있다.31)

제소기간은 일반 으로 1년이고, 운송인의 고의에 의한 손해와 같은 특별

한 경우에는 2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2) 도로 운송 계약에 한 약

유럽, 동과 북아 리카 일부 국가 사이의 국제 도로 운송에는 국제 도로 운

송 계약에 한 약(CMR)32)이 용된다. 이는 주로 체약국의 국내법으로 계수

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 약은 최소한 1개 이상의 체약국을 포함

한 2개국 이상을 운송개시지와 목 지로 하는 운송계약에 용된다( 약 제1조).

도로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거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손

해라는 것이 입증되면 도로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총 3장의 화물운송장(consignment note)가 발행되어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이

각각 가지게 되는데, 이 증권은 운송계약과 그 조건에 한 추정 증거의 기능

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증권은 권원증권은 아니다.

송하인은 운송 지권을 행사하여 목 지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때 송하인은

운송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송 지권을 행사하게

된다. 연속운송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운송인이나 운송행 에 한 책임을

29) An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30) D. M. Day,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London, Butterworths, 1981, p. 92.

31) Saul Sorkin, Goods in Transit, Vol. 2, Mattew Bender, 1991, §13.17.

32)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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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그리고 멸실, 훼손, 지연에 의한 손해에 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지

게 된다.

이 약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물 총 량 ㎏당 8.33 S.D.R.의 책임을 진다.

운송물, 세 의무, 기타 부수된 비용은 손의 경우에는 액, 분손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육상 운송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 약은 물건이 자동

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일 운송되는 경우에 용된다. 운송인의 고의가

발견되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33)

운송 완료 후 외 상 명백한 손해에 하여는 즉시, 외 상 명백하지 않은 경

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지연에 의한 손해는 21일 이내에 통

지하여야 한다. 제소기간은 통상 1년이나 운송인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하

여는 3년으로 한다.

(3) 해상운송

해상운송의 국제 이동성에 따른 용 법률의 통일을 한 오랜 노력의 결과

1924년 헤이그 규칙34)과 이를 개정한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35) 1978년

함부르크 규칙36)이 국제 통일 법규로서 각국의 선택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수

용되고 있다.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1 포장 단 당

666.67 SDR로 제한하고, 항해 과실 등 17종의 면책 사유를 규정한 변형된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다수의 국가가 이들 약의 내용을 그 로

는 수정하여 국내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함부르크 규칙은 항해 과실

면책을 폐지하는 등 형 인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국제 약으로 소

수의 국가가 받아들이고 있다.

4.2.3 운송인 책임법제의 통일방안

국가간의 경계를 통과하는 운송이 안 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류 거 화 략은 물론 무역 거래의 원활화도 기하기 어렵다. 특히 남북간 특

수한 계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는 육상교통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

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의 다양한 국가를 경유하는 등의 특수한 실을 고려

하면, 운송물의 부득이한 손해에 하여 민간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33) Op. cit., Goods in Transit, Vol. 2, §13.18.

34)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1924.

35)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1968.

3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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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기 의 정립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철도 도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한 남북간 기본합의, 더 나아가서는 륙 횡단 경유 련 국가들이 공

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약의 채택,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남북한간의 용 법률

통일을 한 국제 약이나 남북간 기본 합의 등이 필요하다.

첫째, 도로 운송의 경우에는 법인 는 개별 운송사업자의 난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들 련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유럽지역의 도로운송계약에 한

약과 같은 국제 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국 법이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용하

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철도 운송의 경우에는 유럽지역의 철도운송 약과 같은 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사실상 철도운송인은 국 는 소수의 규모 사업

체에 한정된 실상 국내법으로 각국이 수용하는 방식 보다는 횡단철도 이용 약

에 표 계약 조건으로 이 약을 채택하도록 운송인 차원의 자율 합의를 유

도하는 편이 용이할 것이고 그 실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셋째, 해상운송법의 경우, 우리나라 상법은 국제 약을 채택하지 않고, 헤이

그 비스비 규칙의 요한 내용을 변형하여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

한의 법률과도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리 이용되는 국제 약을 양자가 남

북간 운송에 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37) 이에

따라 특히 국제 으로 통일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채택하

는 것이 실 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들 각종 운송인 책임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3개 부문의

약 련 국내법에 모두 강제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5. 맺음말

지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철도의 복원 사업은 정치 인

의미 이외에도 경제 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폭증하는 동북아 물류

수요와 함께, 세계 3 의 컨테이 항만인 부산항과 함께 양항을 개발하여 동

북아 물류 심지로서의 지 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물류 정책에 비추

어 철도를 비롯한 육상 교통로의 연결은 결국 동북아 지역의 심 항만(Hub

Port) 유일하게 육상 교통로를 통한 륙과의 연결 고리를 가지게 되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결과 으로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해상운송과

철도, 도로를 통한 운송 서비스를 어느 지역, 어떤 운송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

게 한다는 에서 제조업의 지원 산업으로서의 물류산업에서 한 단계 더 발 하

37) 국 해상법의 제268조의 경우와 같이 채택한 국제 조약을 국내법에 우선하여 용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방식도 유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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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야말로 물류 그 자체의 산업 가치를 드높여 주는 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장기 인 사업 목표가 될 것이고, 단기 으로는 북경

제 력으로 표되는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결정 인 지원 산업으로서의 역할,

특히 개성 공단의 개발과 생산물의 수출입의 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함으로써 장기 물류 심지 략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의선 철도의 복원으로 표되는 북 물류 는 동북아 물류 거 을

해서, 물류인 라 구축과 운송 수단의 효율 활용을 한 략을 개성 공단

배후 운송 시설을 심으로 한 단기 략과 동북아 물류 심지로서의 역할을

한 장기 략으로 나 어 고찰하고, 제도 ․법 보완 책을 검토하

다.

결과 으로 동북아 물류 거 사업은 경의선 복원이 재의 심 항만 략과

함께 상승 효과를 크게 가져올 것은 물론, 운송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써 동북아 유일의 복합 운송 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

가된다. 다만, 기존의 국내 경제정책에 무리가 오지 않고, 개성 공단 개발 등의

가장 실 으로 실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 순 가 앞선 사업과 연계하여 이

들 남북경 사업의 성공 수행을 한 SOC 사업이라는 에서 출발하여 하

나하나 단계 으로 문제를 풀어 간다면 실질 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 라 시설의 구축에 있어서는 단기 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계된 해주항

을 피더항만으로 집 개발하여 부산항․ 양항과 연계 운송체계를 갖추도록 해

야 할 것이며, 장기 으로는 남포항이나 나진항 하나를 집 으로 피더항

으로 개발하여 역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부산항․ 양항과 연계하는 략의 추

진이 효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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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문 】

한국 쟁 이후 지 까지 국제정치분야에서는 안보를 심으로 하는 한반

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 「7.7선언」이후에는

남북한 경제교류 력과 련하여 많은 정책연구들이 나왔으며 지 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한 다수 연구들은 한국 쟁의 경

험과 북한의 빈번한 남 군사도발 등 북한의 실질 인 군사 상존이라

는 실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안보에 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지 까지의 한반도 평화 연구들은 단기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

며,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화해 력의 흐름에 따라 본격 으로 등장하

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차원의 평화체제를 분석․모색하

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90년 들어 세계 인 경제 우선

원칙의 확산과 함께 남북한간에도 경제교류 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 경제교류 력을 연결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의 理論的 근이 부족하 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의 경제교류 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민족의 자주역량회복,

그리고 통일을 향한 하나의 요한 수단이라는 에서 일반 인 두 국가간

경제교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 따라 남북한 경

제교류 력은 경제의 역을 넘어 정치 역과 히 연 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學際的 硏究를 통하여 남북경제교역의 경제 효

과 뿐 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련된 정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 다.

즉 本 硏究는 교역(trade)의 경제 정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교류 력이 남북한의 균형 경제발 과 한반도 긴장완화․갈등해소에

어떠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하여 분석하 다. 이에 따라

本 硏究에서는 우선 1990년 들어 국제정치․경제분야에서 큰 심을 끌고

있는 交易과 국가간 분쟁에 한 理論들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을 남북한 경

제교류에 용하여 남북한간의 교역 성과 교역 칭성의 변화추세를 살

펴보고 이를 근거로 남북한의 상호의존 변화를 분석하 다. 1989-2000년 기

간동안의 남북한 경제교류자료를 이용하여 남북한간의 경제 상호의존을

분석한 결과, 첫째, 남한의 북 교역비율은 낮은 수 을 유지하여왔으며, 북

한의 남 교역비율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한 상반된 교역비율

의 복합 인 결과로 남북한간의 교역 성은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둘

째, 남북한의 교역 칭성은 그 지수가 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높은 값을 보

이고 있어 남북한간에는 교역 계가 일방 종속 계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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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남북한간의 경제 상호의존은 교역 기 이후 반까지 빠르게 증

가하 으나 1995년부터 정체상태에 있으며 그 지수도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남북한 경제 상호의존에 한 이러한 측정결과는 남북한간의 경제교

류가 일방 종속 계가 아닌, 상호 칭 계어서 이루어지고 있어 바람직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남북한 경제교류가 남북

한간의 긴장․분쟁 계를 완화․해소시키기에는 아직 낮은 수 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ant와 Montesquieu에 의해 제시되고, 지 까지 자유주의 학자들과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지하여온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

축하기 한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바람직한 이론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이론에 기 한 남북한 경제교류는 첫째,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립

을 완화․해소시킴으로서 남북한 긴장 계를 력 계로 환할 수 있으며,

둘째, 북한이 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 기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시장경제와

의 을 확 시켜 진 인 체제 환을 불러 올 수 있고, 셋째, 외부의 개

입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의 자주역량

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나이다. 그 다면 “교역을 통한 평화 이

론”을 한반도에 용하여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이러한 정 평화효과를

제공하려면 남북한 경제교류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 살펴본 교역-분쟁에 한 여러 이론들과 남북한 경제 상호의존에

한 실증 분석을 토 로 할 때, 남북한 경제교류는 최우선 으로 최근 들

어 정체상태에 있는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켜 그 규모를 상당한 수 까지 끌

어올려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경제교류의 빠른 확 를 해 경제교류를

한 제도의 정립과 정부간 의 확 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경

제교류는 교류규모의 확 와 더불어 지 까지와 같이 남북한 교역규모의

칭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남북한 경제의 비교우 로

인해 균형 상태로 진행될 경우,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남북한간의 력과 평

화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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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南北韓은 분단이후 서로 다른 정치체제, 경제체제, 가치체계, 생활방식 등

으로 인하여 이질성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南北韓은 단일민족으로서 통일

을 이루어야 하는 역사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다행히 새로운 시 인 21세

기에 들어서 통일을 한 국내 국제 환경 등이 성숙되고 있다.

기본 으로 한반도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단 그 자체가

국제 역학 계의 결과 으며, 美․ 를 비롯한 몇몇 강 국들의 역동 산

물이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南北韓 계는 강 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남북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돌이켜보면 南北韓 계는 항상 南北韓 내부로부터 보다는 국제환경의 변화

에 의해 외부로부터 주어져 왔으며, 남북한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한 차원에서 남북 계에 근해 왔다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에서 볼 때 지난 1990년 는 南北韓 계에 있어서 외부 으

로 큰 변화가 래된 십 년 이다. 1990년 동서독의 통합과 1991년 소련의

붕괴에서 비롯된 東歐 社 主義 圈의 해체로 세계는 냉 시 가 종식되고

결 계에서 타 과 화합의 시 로 환하게 되었다. 냉 시 의 종

식은 여러 방향에서 그 원인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주요원인 의 하나로

1980년 부터 나타난 세계사 흐름의 특징 -경제 이익이 정치․군사

이익보다 그 요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온- 을 꼽을 수 있다. 경제 이

익을 모든 국가 정책목표에서 최우선시하는 경제 우선 원칙의 확 에 따라

1980년 반에 소련이 개 ․개방을 추진하 으며, 이는 궁극 으로 소련

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권 해체, 그리고 냉 체제의 종식을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우선 원칙은 냉 종식이후에 더욱 넓게

확 되어 재는 새로운 세계질서로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내세우는 ‘世界

化(globalization)’가 진행 에 있다. 당연히 국제환경의 격한 변화는 동북

아지역 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에도 각각 향을 미쳐왔다. 즉 냉 종식과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국, 러시아 등 주요

강 국들이 탈냉 과 ‘세계화’를 한반도에도 용하면서, 한반도의 긴장해소

와 평화정착을 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1990년 에 들어 한국

은 동구권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에 이어 구 소련 국과 국교 계를 수

립한 이후 이들 국가들과 경제․정치 으로 한 계를 유지하고 있다.

1) 1972년 남북 화는 미․소 데탕트와 미․ 국의 근,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를 천명한

닉슨독트린 등에 의해 야기된 국제환경 변화에 응하기 한 남북한의 응 노력의 소산

이었다. 그리고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도 사회주

의권의 붕괴라고 하는 세계 차원의 격변에 한 남북한의 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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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북한도 일본과 국교정상화추진합의(1990년 9월)이후 최근까지 일

본과의 계개선을 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차 회담개최(1992년

1월), ‘북․미 회담’의 타결(1994년 10월), 10. 12 북미공동성명(2000년 10월)

등 美 계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 냉 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南北韓간에는 계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 립과 불안정 상태

는 냉 체제 아래에서 구조화된 립과 갈등구조에서 조 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군사 립과 기상태의 지속은 북한의 ‘ 남

화통일’ 이라는 통일 략의 고수와 더불어 1990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군사 국가화’ 경향에서 그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경제시스템의 활

력 고갈, 자연재해 등으로 90년 에 들어서 경제의 심각한 후퇴를 거듭하면

서 경제 기와 그에 따른 사회 불안을 겪고 있다. 한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 으로 고립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기와 불안,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을 겪으면서 더욱 군사 시사상을 강조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국가 화 경향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상은 아니지

만2), 특히 90년 에는 당의 기능 약화 상을 반 하는 것으로 경제 기와

그에 따른 사회 혼란으로 군이 경제건설과 치안 유지 등 통치 면에 나

서는 등 당 조직보다 군 조직을 기 리와 통치수단으로 삼는 군부 심의

기 리 체제를 의미한다3).

이는 군이 기 리 체제에서 국가 사업의 핵심단 이며 경제건설의 주

력부 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실제로 외 경제 계에서 군수 부문이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외 계개선을 해서도 군

사력을 상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4). 실제로 북한은 핵과 미

사일개발 등의 군사력을 내부경제 기탈출의 수단으로 하는 소  벼랑

끝 외교 를 서방 계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해 미국의 「클린턴 행

정부」는 량살상무기확산의 지를 우선하는 정책에 기 하여 북한에

2) 김정일은 1991년 1월 정무원책임일군들 앞에서 당과 군 의 기능과 역할에 해 강조하는

연설을 하 다. “당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1991.1.15),”

『김정일 선집』 제11권, (평양 : 로동당 출 사, 1997), P. 24.

3) 김정일은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 학 창립 50돌 기념연설에서 “지 인민군 군인들의

사상정신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지 식량 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어가고 있으며, ...

앙당이 ‘로인당’ ‘송장당’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밝 군을 앞장 내세워 군 를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군 지배의 독특한 모형을 제시하여, 리더쉽을

상실한 당을 신해 군 가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先軍政治’를 강조하

다.「로동신문」1997년 2월 7일

4) 특히 북한은 1998년 “강성한 국가를 건설한다” 라는 3 목표 -첫째 사상 강국과 정치

강국, 둘째 무불승 군사강국, 셋째 자립갱생 경제강국-를 발표하면서 군사강국을

심으로 하는 ‘강성 국’으로 향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서문길, “조선체제의 走向에 한 견해,” 북한학회 1999년 하계학술회의, 1996. 6. 25 『로

동신문』정론, ‘강성 국,’ 199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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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사 과 외교 상이라는 이 략을 구사하 으나, 힘의 우 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해 철

한 검증(verification)과 엄격한 상호주의(reciprocity)를 용하는 등의 북

강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에서는 긴장 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변함없는 군사우 노선 군사력에 의존한 체제보존

략과 그에 따른 한․미․일의 응에 따라 한반도는 세계 화해․ 력의

흐름과는 반 로 남북간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 으로 한반도

는 세계 으로 병력의 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남아 있다. 군사력이 집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 으로 ‘소극 평화’는5) 유지될지 모르지만, 쟁

발발의 가능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력의 도가 높은 만큼 막 한

쟁의 피해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소극 평화’에 안주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지혜와 노력을 동원하여 한반도에 ‘ 극 평화’를

성취시켜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6)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한반도 평화는 남한을 비롯한 미국 등 자유주의 진

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으며, 학자, 문가, 정

책 결정자들은 準 戰時狀態인 한반도의 깨어지기 쉬운 평화를 보호하기

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실험하여 왔다. 지 까지 제시․실험되어온 한반

도 평화에 한 정책과 연구들은 한국 쟁 이후 주로 군사․안보에 집 되

어 왔으나, 냉 종식 이후에는 이론과 분단국들의 사례들을 근거로 남북한간

5) Galtung은 평화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그는 쟁의 반 개념으로서 물리 폭력이

부재한 상태를 소극 평화(negative peace)라고 하고, 갈등의 근원이 되는 구조 폭력

(structural violence)을 제거하여 집단간의 력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극 평

화(positive peace)라고 정의한다. Galtung, Johan(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No.6, pp.167-91; Goodhand, Jonathan, & David

Hulme(1999),  From Wars to Complex Political Emergencies: Understanding Conflict

and Peace-Building in the New World Disorder,  Third World Quarterly, No. 1, p.15을

참조. 한편 갈퉁의 분류방식을 한반도에 용하여 보면, 한반도에서는 한국 쟁의 휴

이후부터 1988년 「8.8선언」기간 동안에는 ‘소극 평화’가 유지되었으며, 이후 재까지

는 ‘소극 평화’를 기반으로 ‘ 극 평화’가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간‘소

극 평화’가 유지된 기간에는 한국 쟁을 통하여 형성된 상호 이미지(mirror

image)를 견지함으로써 일방의 우세는 타방에 한 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야기된 안보딜 마는 상 방으로부터의 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하 다.

6) UN은 갈등지역에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5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peace-building;

국제 는 국가 수 에서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 ․사회경제

장치를 구 하는 평화정착, emergency assistance; 쟁 희생자에 한 인도 지원,

peace-making; 분쟁 당사자들을 상에 임하도록 하기 하여 행한 정치 ․외교 는

군사 개입, peace-keeping; 분쟁 당사자간의 정의 수를 감시하고 상호신뢰를 증진시

키기 하여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의 견․주둔, conflict prevention; 갈등이 물리 폭

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이기 한 정치 ․외교 조치 등이다. Goodhand(1999), p.15;

백종천(2000),  한반도 주변4강과 북한,  『21세기 동북아 평화증진과 북한』, 세종연구

소, p.23, 각주4)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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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 -經濟交流와 協力-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

과 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남한정부는 이에 기 하여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남북한간의 交易(trade)인 경제교류 력을 심으로 하는

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 포용정책은 그 구체 인 추진방법에

서 논란이 있으나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정착 수단이라는 에서 국내

외 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남북한간의 교역을 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 정책이 큰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남북한 경제교류 력과 한반도 평

화체제의 구축을 연결하는 學際的(interdisciplinary)인 理論的 分析이 부족

하 던 것이 사실이다. 이론 인 에서 오랜 기간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간 交易(trade)의 장 과 단 에 하여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그 논의

는 부분 경제학 역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국가간 경제행 인 교역이 국가

간 갈등, 충돌, 력 계에 미치는 향은 주로 국제정치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교역의 국가간 경제 경제외 효과에 심을 두고 있는 학자들

종속이론가, 신 마르크스주의자, 실주의자들은 교역이 평화를 진하지 않

는다고 보는데 하여, 자유주의자, 기능주의자, 그리고 신 기능주의자들은

국가간 교역이 교역에 참가하는 국가들에게 경제 번 과 평화를 제공한다

고 주장한다. Kant, Montesquieu, A. Smith, Bentham 등에 의해 제시된 “交

易을 통한 平和理論(peace through trade theory)”은 범 하게 교역을 하

는 국가들간에는 쟁충돌의 가능성이 낮다는 古典的, 自由主義的 思 에 기

하고 있다7): 첫째, 두 국가간의 교역은 그들간의 쟁으로 인한 經濟的 費

用(economic costs of war)을 증가시킨다. 둘째, 교역은 교역상 국들간의

화를 개선시키는데, 이러한 화의 증가는 교역상 국간의 오해발생의 가

능성을 감소시키며 한 국가간 충돌을 평화 으로 해결하기 한 기구나

제도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 이와 같이 두 국가가 교역을 통하여 력․평

화 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交易을 통한 平和理論 은 냉 종식 이후 남

북한이 립 계에서 력과 평화 계로 환하기 한 정책의 이론 기

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1990년 들어 냉 종식에 따른 화해 력의 세계

확산과 더불어 갈등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의 한 방법으로 큰 심을 불러일

으키고 있는  交易을 통한 平和理論 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용하

여, 남북한 경제교류 력을 통한 한반도평화의 구축방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7) Oneal, John R. & Russett, Bruce M.(1997),  The Classical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1950-198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1, pp.267-2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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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간 교역과 분쟁에 한 이론

국가간 교역과 분쟁 계에 한 이론들은 지 까지 크게 세 방향을 구분

된다: (1) 교역은 평화를 진한다; (2) 균형 교역 계는 평화를 진시키

지만, 불균형 교역은 분쟁을 유발한다; (3) 교역은 분쟁을 증가시킨다.

2.1 교역의 평화 효과

자유주의자(liberalists), 기능주의자(functionalists), 그리고 신 기능주의자

들(neo - functionalists)은 국가간 유 계 확 는 화를 개선하고, 오해를

감소시키며, 이익의 분쟁을 조정할 능력을 가진 문화 그리고 제도 기구

들을 진 배양한다고 보고있다. 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궁극 으로

력을 통한 상호이익에 한 인식(자각)은 국가 이익에 한 계국들의 성

향이 수렴함에 따라 국가간 평화를 진하는데 기여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한 지역에서의 국가간 유 계의 확 는 다른 지역에서의 력증가를 자극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Dougherty & Pfaltzgraff, 1990, ch10: Hass, 1958,

1964: Mitrany 1964). 이러한 자유주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Rosecrance는

국가지도자 는 정책 결정자들이 교역이 군사 정복에 비하여 시장과 생

산물을 습득하는데 더 효율 인 수단이라고 인식하면, 교역과 분쟁은 역의

계를 갖는다고 주장하 다.(Rosecrance, 1986). 마지막으로, 교역이 평화를

진한다는 자유주의 주장들 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Polachek의 주장은

교역을 통해 얻게되는 후생의 상실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가는 교역상 국

과의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Polachek, 1980).

교역과 분쟁의 연결 계를 설명하기 한 경제 근거를 이해하기 하여

는 고 학 무역이론에서 제시된 몇 개의 요한 주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8) 고 학 자유주의 학자들은, 첫째, 국가간 교역은 교역참가국들 모

두에게, 비록 그 이익이 불평등하게 배분될 수도 있지만, 이익을 제공하는

“positive - sum game”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들이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으며 따라서 자발 으로 교환 계에 참가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그들은 교역의 이익에 하여 순환론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어떤 국가가 일단 교역에 참여하면 그 국가는 교역을 통해 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국가가 어떤 특정 국

8) 고 학 의 무역이론은 교역과 국가간 평화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기 를 제공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론의 기본가정들은 다른 이론가들이 교역-평화가설을 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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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의 계에서부터 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국가가 합리 의사

결정자이라면, 상 국과의 계를 단 할 것이다.

둘째, 신고 학 무역이론은 국가들이 교역을 확 할수록 후생이 증가한

다고 주장한다. 신고 학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은 교

환의 기능성과 특화의 확 에서부터 발생한다. 국가들은 교환을 통해 물건을

팔 수 있으며 한 폐쇄경제상태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

다. 따라서 교역은 수익과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더욱 요한 것은, 교역

은 특화를 통해 경제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각 국가는 자신에게 비

교우 가 있는 제품생산에 특화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 생산분야에 더 잘

배분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으로 그리고 세계 으로 생산과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교역의 평화와 번 에 한 정 연결 계는 오랜 동안 경제학과 정치

학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당연시 되어왔다. 교역이 평화를 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들이 교역 단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을

고려한다면 국가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유지하여 왔다. 이들은 국

가들이 그들의 요한 교역상 들에게 군사 행동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교역행 자체가 아니라 교역 계의 단 로 인한 사회 손실에 있다고 보

고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자들은 교역과 분쟁의 역 계 그리고 교역과 력

의 정의 계에 한 실증 분석결과들을 제시하여 왔다.

Polachek의 교역과 분쟁에 한 기 효용모형은 교역이 평화를 진한다

는 가설에 한 옹호와 비 양편 모두에게 기 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Polachek의 모형은 자유주의 사고의 내부와 외부학자들에 의해 확 , 수정,

비 되어 왔다. 그의 모형은 네 개의 기본가정들에 기 하고 있다 : 첫째, 국

가는 하나의 합리 주체라고 가정되며, 둘째, 국내정치는 일정불변으로 취

되고, 셋째, 국제정치도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하고, 넷째, 분쟁과 력은 동

일한 효용함수에서 도출된다(Sayrs 1990:20).

Polachek 모형에서 국가간 교역의 형태는 국가간의 이질 부존 생산요소

로 인하여 자연 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가간 교역형태 교역을 통한

이익은 합리 인 국가지도자들이 사회후생을 극 화하려 하는 경우 그가 결

정하는 외정책에 향을 다. 지도자가 교역을 통한 기 효용을 계산할

때 국가간 분쟁의 비용은 상실된 후생 -잠재 교역손실에 따른- 과 일치한다.

(Polachek, 1980, 1992). 비록 분쟁이 교역의 단을 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 이는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결과 으로 후생손실이 래된다(Polachek

& McDonald, 1992). 지도자들은 교역과 련된 후생손실의 우려로 요한

교역상 국과의 분쟁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더 나아가 Polachek 모형은 분

쟁으로 인한 효용의 계산에 향을 주는 것은 교역량 뿐 만 아니라, 교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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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에 존재하는 교역형태도 효용에 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련하여 Polachek & McDonald는 한 국가의 수입수요와 목표 국가(target

state)에 한 공 이 비탄력 일수록, 분쟁의 발생빈도가 다는 사실을 실

증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 다.

이와 유사한 비용-수익분석들이 필요한 재화들을 얻기 해 교역과 군사

행동 하나를 선택하는 국가지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한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Rosecrance(1986)은 국가들은 군사 선택이 교역에

비해 상 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 일 때 교역 략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Polachek의 기 효용모형과 핵심 부분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Polachek의 모형에 의하면 두 국가간에 교역 계가 성

립․유지되는 경우에는 분쟁의 방지에 의해서만 사회후생이 극 화 될 수

있다 : 이는 다시 말하면, 분쟁은 사회후생에 항상 부정 효과만을 다는

암묵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은 교역과 령의 선택 고려에

서 비용-수익분석을 사용하 다. 비록 부분의 학자들이 자원획득을 해서

는 교역이 가장 선호된다고 가정하 지만, 분쟁을 통한 자원획득은 여 히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국제 계에서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되

기도 한다. 를 들면, 교역을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쿠웨이트

의 원유공 을 쿠웨이트 침공이라는 군사 략을 선택한 이라크의 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더 큰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해 교역과 군

사 행동의 선택에서 국가는 비용-수익분석에 근거하여 분쟁의 효용이 교

역보다 더 크다고 계산하 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Rosecrance는 시간의 경

과에 따른 교역과 군사 행동의 계산에서 제도 특성들에 연구의 을

두었지만, 그와 Polachek의 모형에서는 교역에 한 분쟁의 상 효용이

공간(즉, 각기 다른 특정 두 국가간 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교역-분쟁 계와 련하여 자유주의론자들은 두 교역 상 국들의 분쟁으

로 인한 효용에 향을 주는 요소는 교역량 뿐 만 아니라 두 국가간 교역형

태도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Polachek과 McDonald(1982)는 목표국가

(target country)에 행 주체국가(actor country)의 수출과 수입의 수요․공

탄력도가 낮을수록 주체국가의 목표국가에 한 순분쟁(net-conflict)이

어진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두 국가간에 교역되는 재화들의 수요․공

탄력도의 측정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어떤 생산물 수요가, 특히 그

생산물이 략 으로 요한 경우에, 큰 국가일수록 국가 계에서 그 생산물

을 공 하는 국가에 하여 상 으로 약세에 놓이게 된다.

자유주의자들은 교역을 통한 이익과 국가간 상호의존성 때문에 발생하는

잠재 비용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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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확 는 양국 모두에게 정의 순이익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주장 안에서는 교역확 와 평화간에는 분명한 연결이 성립된다.

그러나 그 연결은 교역이 순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

람들, 는 상 이익에 하여 이익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astanduno, 1993: Snidal, 1993:

Waltz, 1979). 더욱이, 종속론자들은 보편 자발 교환의 개념을 반 하고,

역사-구조 계의 결과로, 개도국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자가 아니며, 따

라서 기 효용이론에 의해 제시된 합리 이고 독립 인 계산을 만들 수 없

다고 주장한다(Abel & Tetreault, 1986). 따라서 교역을 통한 국가간 상호의

존성 증가가 반드시 상호이익을 제공한다고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호의

존성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교역 계로 부터의 자유로운 탈출을 보장하는

자유를 박탈한다.

2.2 칭 교역의 평화 효과

상업 자유주의에 한 비 론자들은 국가간 경제 계들이 항상 동등하

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어떤 교역 계는 국가간 계를 이롭게 하고 조화롭

게 하지만, 다른 교역 계는 긴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신 마르크스주의자

들(neo - Marxists)은 교역참가국들 모두가 순이익 는 이익을 얻

고 있는 경우에도 교역국가간의 상 이익이 국가지도자의 의사결정에 더

큰 향을 다고 주장한다.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교역과 경제 종속은

국가의 힘을 크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경제 종속으로 인한 정치

경제 비용은 국가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한 신 실주의

자들은 국가들이 교역을 통해 순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교역으로 인한 이익

들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따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역

은 교역참가국들 각자에게 이익 이지 못하고 국가간 분쟁을 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가간 경제 상호의존성의 다양한 개념에 의하면 교역이 국가간 계에

주는 향은 교역 계가 칭 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비 칭

교역 계는 교역상 에게 불평등한 이익과 비용을 래할 수 있다. 더욱

이 비 칭 종속은 상 으로 덜 종속 인 국가에게 불평등 인 힘을 제

공할 수 있다. 비 종속 인 국가는 상에서의 우 지 에 있기 때문에

그 우 치를 경제 는 정치 상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게 된다. 따

라서 비 칭 계에서는, 종속의 부정 결과와 상 이익의 크기에

한 심과 련하여, 그 계에서 발생하는 힘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항상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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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상호의존의 정 측면에 을 두는데 반하여, “ 충주

의 이론가들(eclectic theorists)”은 경제 종속으로 인한 부정 결과를 강

조한다(Balogh 1963; Hirschman 1980). 종속주의 이론가들과 신 마르크스주

의자들은 경제 종속이 국가발 에 미치는 결정 향에 하여 가장 설

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Baran 1957; Cardoso and Felleto 1979).9)

종속주의 이론가들은 자유무역의 일반 인 이익에 한 자유주의 가정들

을 비 하면서, 교역으로 인한 이익은 선진권 국가들만이 배타 으로 향유하

고 선진권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간의 교역 계는 개발도상국들의 발 과정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교역은 국가들간에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Seers 1963). Seers와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미개발은 개발도상국

들의 내부 조건보다는 국가간 계에서부터 기인하다. 이들은 “여러 국가

들을 하나로 연결시킨 구조내의 상 치에 따라, 어떤 한 국가의 발 은

다른 국가의 미개발을 래하게 된다 (Blomstrom and Hettne 1984:18)"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Frank(1967)는 ‘미개발의 발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은 경제 종속의 결과로 보았으며, Cardoso는 주변국들

(periphery)에서도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는 ‘자본주의 종속의 발

’이라고 생각하 다.10)

종속주의학 들의 사고는 선진권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간의 계에

을 두고 있지만, 종속의 부정 결과는 다른 형태의 국가간 계에서도 나타

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불평등한 교환 계가 갖는 착취 본질에

한 심과 실주의자들의 힘의 증가를 한 경제 도구들의 사용에

한 견해들은 이들의 자유무역에 한 오랜 의구심을 반 하고 있는데, 종속

이론가들은 이러한 통 의구심의 일부분만을 반 한 것이다. Max Sering

이 1900년에 피력한 견해는 자유주의 사고에 한 재의 비 들을 반

하고 있다:

국가간 경제 계에서 교역은 항상 상호 이고, 항상 동등한 가치

로 교환된다고 잘못 주장되어 오고 있다. 개인간의 계에서와 마찬가

지로 착취 이고 종속 인 국가간 경제 계들도 존재한다. (Hirschman

1980 : 11에서 재인용).

Hirschman은 1980년에 발간한 그의 서 『국가의 힘과 교역의 구조

9) 종속주의 이론가들의 사고와 이론들을 더 이해하기 하여는 Blomstrom and Hettne

(1984)를 참고할 수 있다.

10) 이에 하여는 Blomstrom and Hettne (1984)의 pp.67-7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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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1980』에서, “상호

이익 교역에서 종속 그리고 우월 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학자 최 로 분석하 다. 그는 :

나치는 국제경제제도를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하여 오고 있

는 국제경제 제도의 부수 효과 는 잠재력의 일부를 이용하 을 뿐

이다. 힘의 요소와 불균형은 ‘해롭지 않은’ 교역 계들, 를 들면 큰국

가와 작은국가, 부유한국가와 가난한국가, 공업국과 농업국가들, 사이에

서 항상 발생하는 고유한 것들이다(Hirschman 1980: Vii).

  Hirschman은 종속에 한 견해를 한 국가가 그의 교역상 국과의 교역

계에서 갖는 요도에 근거하여 설명하 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국가

가 한 특정 교역상 국과 교역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되고 있

는 교역형태를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없을 때 ‘종속’이 나타난다. 따라서 종속

은 한 국가가 수입과 수출을 여러 국가들과 평등하게 확 할 능력이 없을

때 발생한다. 한정된 교역상 국들과 교역을 하는 국가는 더 많은 교역이 이

루어지는 국가에 해 더 종속 이 된다. 특히 구조 연결 계가 존재하는

경우, 종속 국가는 교역형태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조정의 상이 될 수

있다. 자유의 부재와 종속의 구화로 인해 종속국가는 종속 계에 근거한

강압 인 정치 압력에 의하지 않고서도 자유주의자들이 표 하는 교역의

이익에서부터 배제된다.

  따라서 국가간 교역 계가 갖고 있는 본질 인 요소 하나는 교역상

방에게 비 칭 종속을 정치 압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의

존재이다. 모든 교역 참여국들이 교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가정을 부정

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Hirschman은 이 가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가정에 따라 종속국가가 교역단 로 인해 교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덜 종속 인(더 힘이 있는) 교역

국가는 종속국가에 해 교역 계에서 불균형 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보았다. 한 이러한 비 칭 종속에서부터 덜 종속 인 국가는 자신이

갖게 되는 향력을 다시 정치 는 경제 역에서 종속국가로부터 양

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더 나아가, 종속 인 국가가 덜 종속 인

국가와의 교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때 종속 계는

구 으로 그리고 구조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Hirschman의 분석에

의하면 국가간 교역에서 비 칭 인 종속의 부정 결과들은 분명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Keohane과 Nye(1977)은 그들의 서 『힘과 상호의존

(Power and Interdependence)』에서 비 칭 종속이 덜 종속 인 국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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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원천으로 사용된다는 Hirschaman의 견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 다.

그들의 서가 분명하게 교역-분쟁 계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서

에서 비 칭 종속에서부터 감이 발생하고 분쟁 성향이 커질수 있음

을 분석하 다.

더 힘이 있는 국가의 힘이 약한 국가에 한 조정은 정치 는 경제

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사 개입으로도 확 할 수 있다. Wallensteen

(1973)은 강 국이 자신에게 경제 으로 종속되어 있는 약소국에 해 군사

결 는 개입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 로서,

Wallensteen은 미국이 미국에 경제 으로 종속되어 있는 남미국가들에 해

군사 행동을 추진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 다. 따라서 비 칭 종속은

종속 국가의 자주권을 잠재 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취약성

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비록 칭 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도 상호 ( 칭 ) 계를 포함한 종

속 계는, 그러한 계는 필연 으로 외부의 교역상 로부터 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차원에서는 비용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Keohane and Nye 1977:13). Cooper(1968)도 국가간 경제 상호의존성의

확 가 국가의 자주권을 어떻게 하는가에 해 설명하 다.

Cooper는 :

국제 의 여러 다른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경제 계는

국가 스스로의 단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확장하기도 하고 동시에

제한하기도 한다. 국제 경제 계는 제한된 자원을 더 경제 인 분

야에 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행동의 자유범 를 넓 주며; 그

계는 개별국가를 가끔은 간 이고, 큰 향력이 없는, 그 지만

무수히 많은 제약들의 회로망에 얽어 맴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한다. … 결혼과 같이, 친 한 국제 경제 계로부터의 이익은 국가

자치권과 독립성의 일부를 비용으로 포기할 때만 향유할 수 있

다.(1968:4)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목 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에서 발

생하는 이익을 획득하여야 한다는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Cooper는 작은

나라는 그들이 종속되어 있는 국가의 요구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도록 압력

을 받기 때문에 큰 나라에 비해 앞의 모순을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

을 인식하 다.(Cooper 1968:5). Kegley와 Richardson(1980)은 경제 종속

이 굴종 외교정책에 미치는 향을 강조하면서, 종속 교역상 국은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상 으로 강한 교역상 국의 요구에 의해 제약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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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역 - 분쟁 계를 더 확실하게 이해

하기 하여는 자유주의자들의 교역 계에 한 낙 견해의 뒤쪽을 살

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Gasiorowski(1986a, 1986b)와 Kegley와 Richardson(1980)은 비 칭 교역

계가 존재할 때 종속의 정치 향과 교역의 부정 결과가 더 분명하

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Gasiorowski는 국가경제의 원천으로 교역에 더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자신과 상호의존 계에 있는 국가에게 더 이

라는 증거들을 제시하 다. 경제 상호 계는, 를 들면 국가가 자신의 자

주권에 을 주는 잠재 요인들을 이는 정책을 수립․수행 할 수 있을

때와 같이, 경제 상호의존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Cooper 1968; Gasiorowski 1986a).

  경제 종속, 특히 비 칭 종속과 련된 논쟁에서 불분명한 것은 그러

한 계에서 발생되는 힘이 경제 역과 정치 역 어느 부문에서

양보를 얻어내는데 사용되는가 하는 이다. 부분의 학자들은 비 칭 인

경제 종속이 많은 정치 사안들에서 요한 압력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

실에 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 칭 종속에서 발생하는 힘의 사용이

군사 분쟁이나 쟁과 같이 분쟁의 극단 형태를 유발시키는 긴장을

발시키기에 충분한가는 불분명하다. 교역상 모두에게 상호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교역상 의 한쪽 일방에 해 불평등한 비용을 부과하는 계들은

계로 표 될 수 있다. 그러나 분 기가 행 로 연결

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가 교역 계에서 어떤 이익을 얻고 있거

나, 는 우월한 상 국과의 계가 단 될 때 높은 비용의 보복을 당할 것

이라는 험을 감지하고 있을 때 감은 억제될 수 있다. 를 들어,

Russett은 “일방이 다른 일방에 해 우 에 있는 계가 진행될 때 분쟁은

억제될 수 있다”고 지 하 다(Russett 1967 :192). 그러나 비 칭 경제

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존재는 칭 교역 계에서 발생하는 힘에 비교하여

볼 때 분명하게 분쟁 성향을 갖는다는 주장은 여 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한 국가가 자신의 교역상 국이 교역 계에서 불평등한 이익을

리고 있다고 믿을 때 교역은 국가간 불화를 불러 일으킨다. 상 이익에

을 둔 신 실주의자들의 견해는 교역을 통한 이익의 존재가 교

역국가들에게 만족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분쟁을 일으

킬 수 있는가에 한 이해의 기 를 제공하고 있다. 상 이익에 한

심이 비 칭 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계에서는 이익과 비

용이 교역상 들간에 훨씬 더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교역 방모두가 교역으

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한 국가는 상 힘의 개념

에서 보았을 때 상 국의 불평등한 이익 취득을 자신의 손실로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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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교역 계가 경쟁 내용을 포함할 때 뿐만 아니라 조 내용들

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이다. 를 들면, 미국과 일본의 교역 계는

상 이익이 발생시키는 긴장 계의 한 표 인 사례일 것이다. 부분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미국과 일본 모두 양국간 교역을 통한 순 이익을 얻

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G. Hawtry(1930)은 상 이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의 근원에 한 요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후생이 목 인 경우에는 각기 다른 두 사회는 서로 화목하게 조

할 수 있다. 그들은 후생의 증가를 해 물질 수단들을 어떻게 분

배하여야 하는가에 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이때 후생의 추구에서

목 의 본질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힘의 상 차이는

존재한다. 한 국가의 이익은 필연 으로 다른 상 국의 손실이며, 손

실은 다른 상 국의 이익이다. 분쟁은 힘의 추구의 핵심이다

(Hirschman 1980:27에서 Hawtry의 을 인용함).

교역 계에서 상 이익과 련된 내용은 Gowa(1994)의 연구에서 정교

하게 분석되고 있다. Gowa는 교역과 련된 안보의 외부성(externality)을

평가하고, 국가들은 국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해 안보의

외부성을 가져오는 동맹국들과의 교역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과의 교역에 해 가장 크게 심을 두는 사항은 교역을 통한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교역의 특화에서 국이 얻게되는 능력의 증가라고 보고

있다. 교역이 국에게 생산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자원을 더 생산 부문

에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국은 군사 자원의 생산량

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고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게 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된다.

이러한 국제 계의 제로 섬(zero -sum)견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

역을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자원이 착취․이동되는 구조로

보고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 마르크스주의자

들은 가난한 나라는 착취 불평등 교환 계에서, 특히 식민주의의 유산과

신 제국주의(neo - imperialism)로 인해 가난한 나라가 우월한 국가에게 구

조 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자유롭게 빠져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가난한 나라들은 그들의 교역상 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간 분쟁

이 불평등 교환 구조의 본질 특성으로서 이익과 비용 양측 모두에서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해 자유주의자들은 작은 국가는 상 으로

큰 국가와의 교역 계에서 비례 이지는 않지만 이익을 얻는다는 견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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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선진권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간의 계에서 가 더 이익을

보는가에 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해석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해석에

계없이, 교역상 국들간의 불균형 이익에 한 인식(perception)의 심

을 강조하는 것은 요하다. 분쟁에 참여하는 지도자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고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객 사실(objective reality)이 아니라 인식

(perception)이다.

2.3 교역의 분쟁유발

국제교역이 평화를 진한다는 견해에 세 번째 이론가집단은 통일된 사고

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마르크스- 닌주의 는 희소한 자원에 한 망을

근거로 여러 구조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교역의 확 는 분쟁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신 실주의자인 Kenneth Waltz(1979)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 는데, 그는 국가간 증가는 의견불일치에 한 잠재 기

회를 확 시키기 때문에 제도 수 에서의 상호의존성 증가는 분쟁을 증가

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Lenin의 제국주의 이론의 통에 따라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시장과 자

원에 한 경쟁을 자본주의의 고유한 본질이라고 본다(Baran 1957; Sweezy

1972). 이러한 경쟁은 쉽게 약소국가 뿐만 아니라 주요 강 국들간의 폭력

분쟁을 유발시킨다. 한 Choucri and North (1975, 1989)는 국가간 분쟁이

자원과 시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 상주의 이론들(neo - mercantilist theories)은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아

래 국가가 외 계에서 공격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측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정책이 주요 강 국들간에 추진되

는 경우, 자본주의 확장을 해 국가의 힘을 사용하면 무역 쟁, 투자 쟁,

는 심지어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Sayrs 1990).

분쟁이 본질 으로 교환 계와 련되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이

론들은 자본주의가 생태 으로 착취 특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계층간의

분쟁을 불러온다는 Marx(1906)의 견해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와 유사하게,

Lenin의 제국주의 이론(1990)은 분쟁이 자본주의 확장의 핵심을 이루는 독

자본주의의 공격 본질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해 Hobson은 제국주

의는 자본주의가 왜곡되게 성장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가 공격

확장주의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배척하 다(Cohen 1973).

Rosecrane(1986)는 교역이 국제분쟁에 주는 충격에 한 측을 근거로

마르크스- 닌주의와 종속이론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종속이론가들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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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교역상 간의 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때문에 선진자본주의 국가

들간에는 일정한 정도의 공모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이에 해 Lenin은

자본주의가 최고수 까지 발 하면, 즉 제국주의에서는 새로운 시장, 원자재

자원, 희소한 자원 등을 장악하기 해 가장 발 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간

에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Rosecrance의 구분은 닌 이론의 논리 발 단계를 살펴보면 단순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닌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약소국들을 장악하기 해

서로 다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을 차지하고 그 역의 주민들을 복종

시키기 해 힘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 이론과 희소자원

이론이 제도 수 에서 분쟁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이 이

론들은 두 국가간 계에 하여는 발 된 견해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제국주의 이론과 련된 가설은 오히려 세 국가간 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가장 긴장된 분쟁은 제3국의 장악을 둘러

싼 두 강 국간 경쟁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국가들은 그

들끼리 상호의존 이 아니지만, 세 번째 나라를 종속 계에 두려고 노력할

때는 이 두 국가는 조 (상호의존 ) 계를 갖게 된다. 제국주의 이론은

교역의 확 가 항상 분쟁확 로 연결된다는 잠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는 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어떤 경제 계에서 분쟁이 더 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한 측에는 제국주의이론과 종속이론에 근거한 두 개

의 립 가설이 존재한다. 강 국들간의 분쟁은 당연히 요한 연구 상이

지만, 강 국들이 약소국들의 토와 시장을 령하기 해 힘이나 여타 다

른 강압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에서 비 칭 계에 있는 국가들간

의 분쟁도 마찬가지로 요하다.

교역의 평화 효과는 국가간 경제 유 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

한다. 그러나 국가간 경제 유 가 빈곤이나 국내 불균형을 유발한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교역의 평화 효과는 의미를 잃게 된다. 더 나아가 이들

은 교역증가가 분쟁증가를 유도한다는 역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교역과 분

쟁 계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Russett(1983)은 경제 기시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잠재성을 설명하면서 빈곤과 분쟁, 그리고 평화와 번 의 요

한 연결 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Russett의 분석은 교역-분쟁 계에

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만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 계에서 빈

곤발생을 감지한다면, 교역 계는 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반 로 번

의 증가를 느낀다면, 교역 계는 조화롭게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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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간 경제 상호의존과 한반도 평화

3.1 경제 상호의존의 평화 효과

교역과 분쟁에 한 연구들 다수는 교역이  폭력 분쟁, 는 폭력사용

의 이 없는 상태 로 특징지어지는 국가간 평화를 진한다는 자유주의

가설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연구들은 폭력 분쟁의 원인들, 그리

고 평화를 진할 수 있는 조건들의 규명에 연구의 을 둔다. 어 든 국

가간 력이 일반 으로는 평화와 연 성을 갖고 있지만, 국가간 력이 극

단 형태의 분쟁( 를 들어 쟁)의 부재상태를 가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국가간 상호의존 계에서 국가간 력과 분쟁은 동시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Azar and EcKhart 1978; Coser 1956; Hower 1990; Simmel

195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을 두는 내용은 교역이 평화를 진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교역이 쟁과 같은 분쟁의 가장 극단 형태를 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가의 여부와 그러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이는 교역이 평화를 증진시키는가 하는 질문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이런 에서 본 연구는 교역-분쟁 연계성에 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

르다. 분쟁에 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쟁과 국가간 분쟁의 비 극단 형태

를, 이론 으로 그리고 실증 분석에서 구분하고 있다. 한 이 분야 연구

자들은 국가간 분쟁의 발생(occurrence), 증(escalation), 그리고 확산

(diffusion)을 구분하고 있다. 어떤 연구들은 국가간 상호의존 계에서 발견

되는 분쟁의 집 도(발생 빈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남북한간의 경제 상호 계에서 군사 선택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필

요조건들을 밝히는 데 두고 있다.

양국간 연구들(dyadic studies) 부분은 두 국가간 력 그리고 분쟁과

련된 행동 형태와 범 에 연구의 을 두고 있다(Polachek 1980). 어떤

연구자들은 평화의 개념을 쟁이 없는 상태로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힘의 사용의 을 포함한, 어떤한 형태의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로 ‘평화(peace)’를 정의한다. 이 정의는 Karl Deutsch(1988)의 ‘안 이 보장

된 사회(security communities)’에 한 견해에서 표 된 환경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Deutsch는 ‘안 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국가간 이익이 상당한

정도로 공통 에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에서부터 발생되는 분쟁은 비폭

력 수단에 의해 해결되며, 무기에 한 의존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다고 표 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교역국가들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원천은 교역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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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 되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신에 교역국가간의 분쟁은 교역

계에서 발생하는 경제 상호의존과 한 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국가

간 분쟁은 본질 으로 국가 계에서 발생하는 산물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분

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간 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서 찾아야 할 것이

다. 국가 계를 결정하는 요소 상호의존은 국가가 국가간 이익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를 들면,

한 국가가 어떤 특정 사안에 해 상 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양보

를 얻어내기 해 힘을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호 계를 갖고 있

는 국가에 하여는 힘의 사용을 자제하게 된다. 이와 련된 의문은 교역의

평화 효과가 이익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때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

를 억제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

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 국가의 행 를 강제로 변경시키

거나 는 상 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해 상 의 양보와 승인을 얻어낼

수 있는 국가 능력의 일부분은 그 국가 자신의 능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Singer and Small 1982) 동시에 상 국가가 이쪽의 요구에 해 양보할 수

있는 의사를 유도해 내는 능력도 요하다.

상 국가의 동의 는 양보를 얻어내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상 목표국가

(target state)의 동의의사와 함께, 부분 으로 행 주체 국가들(actor states)

간 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상 목표국가에 한 은 어떤 경우에는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부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 주체국가가

목표국가에 해 동의 는 양보하고자 하는 의사는 부분 으로 행 국가가

요구하는 내용과 련이 있다. 양보를 얻어내기 해 사용하는 방법과 련

하여, 자유주의 주장은 두 국가간 경제 유 는 군사 선택을 기피하게

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더하여, 두 국가가 경제 으로 상호의존 계에 있는

경우 행 주체국가가 상 목표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사는 평화

상, 그리고 조 계의 지속, 는 교역 계국들간의 상호의무 등에서 나

온다. 따라서 두 국가의 경제 상호의존 계로 인해 국가간에 평화 계

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 국가가 상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해 힘의

사용에 의지하거나, 힘의 사용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3.2 경제 상호의존의 개념

평화와 분쟁에 한 이론들과 련하여, 상호의존은 세계정치에서 국가들

간의 무수히 많은 ‘ 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상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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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제 상호의존, 특히 국가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경제 상호의존에

하여 분석의 범 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역으로 인한

국가간 경제 상호의존으로 분석의 범 를 한정하지만, 실 으로 국가간

경제 상호의존은 다른 형태의 경제 는 비경제 계에서도 도출되며

국가간 교역 계의 진행은 필연 으로 여타 경제 비경제 유 계들

의 망(net)을 수반하게 된다.

이론 으로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종속(dependence) 는 독립(indepen

dence)의 반 개념으로 악된다. 국가간 상호의존은, 국가간 동맹의 다양한

형태들의 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간 유 에서 확장 이고 요한 계로

표 된다. 한 경제 상호의존의 정의는 경제 상호의존을 어떻게 측정하

는가, 상호의존으로 인한 잠재 이익과 비용, 그리고 상호의존이 국가간

계에 주는 향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그러나 실증 연구들에서 어떤

학자는 ‘상호의존’과 ‘종속’을 상호 호환 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Hirschman 1980;10), 다른 연구자는 상호의존에 을 두고 국가간 계를

분석하고 있는데(Keohane and Nye 1977;9), 종속이론가들(Blomstonrm and

Hettne 1983; ch.3)은 두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실을 명

확하게 밝힐 수 있는 실증 분석을 해서는 상호의존에 한 좀더 명쾌한

개념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일반 으로 상호간 필요 계를 의미하며, 더

확 하면 행 주체자간에 상호취약성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해 종속(dependence)은 비 칭 계를 뜻한다. Keohane과 Nye에 의하면

통상 으로 말할 때, 종속은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거나, 는 심

각하게 향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호의존은 아주 간단하게 정

의하면, 상호간의 종속을 의미한다. 세계정치에서 상호의존은 여러

국가간 는 각기 다른 나라들의 여러 행 주체간에 서로 향을 주

는 상태를 말한다. ……

거래과정에서 상호간에 비용이 드는 효과를 갖고 있다면(반드시

칭 일 필요는 없는), 이는 상호의존 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해 거래과정에서 비용이 드는 효과가 없다면, 이는 단순히 상호연

결(interconnectedness)을 의미한다(1977; 8-9).

따라서, 두 개의 구분- 종속과 상호의존,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이 이루어

져야 한다. 상호연결은 단순히 국가간의 약한 연결 계, 즉 연결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가간에 상호 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종속과

상호의존의 구분은, 특히 이념 에서 경제 계를 분석할 때,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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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을 상호존속의 계로 보는데 하

여, 자유주의에 한 비 론자들은 비 칭 종속은 교역상 국간의 불평등

한 취약성, 비용, 그리고 이익을 뜻한다고 본다. 종속이론가들은 Dos

Santos(1968)가 정의한 종속의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

종속은 어떤 특정국가의 경제가 그 국가가 속되어 있는 다른 경제

의 발 과 확장에 의해 결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두 개 는 그

이상의 경제, 는 이들 경제와 세계 교역이 확장 이고 자립 일

때, 다른 국가들(종속 인 국가들)은 그들의 직 발 에 정

는 부정 향을 주는 우월한 국가들의 경제 확장에 의해서만

경제 확장과 발 이 가능할 때 나타나는 종속의 형태를 말한다

(Blometrom and Hettne 1984; 64에 인용).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이들은 국가간의 단순한 교역연계는 상

호간에 종속 계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국가간의 단순한

호혜 거래의 흐름 는 Keohane and Nye(1977:9)가 상호연결이라고 말한

계와 상호의존의 계를 구분하고 있다. 상호의존 계는 약한 연계 계에

서는 발견되지 않는 국가간  취약성 과  민감성 을 내포하고 있다.

3.3 경제 상호의존의 실증 연구

최근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국가들이 국가간 분쟁 는 력에 참여할

가능성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여 왔다.11) 노력의 결과로

이 주제와 련된 이론 연구들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증

분석은 제한 공간에서 일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이들 실증 연

구들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집 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몇 개의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국가간 분쟁과 련된 국가간 경제

유 는 무시되어 왔다. 결과 으로 국가간 경제 상호의존과 분쟁간의 연계

계에 하여는 부분 분석만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 실증 연구들에서

는 국가간 경제 상호의존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하여 각기 다른 방

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경제 상호의존의 실제 측정과 련하여 직면하게 되는 우선 어려움은

상호의존 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의견일치의 부재이다. 상

11) 이 주제와 련된 survey 논문들로는 Bremer(1992); Bremer and Cusack (1993); Levy

(1985, 1989); Midlarsky(1975); Vasquez(199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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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에 하여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학자들간에도 상호의존을 측정하

는 방법에는 각기 차이가 존재한다.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상호의존 측정

방법을 도출하기 해 지 까지 제시된 상호의존의 측정방법들을 살펴보기

로 보자.

지난 20여 년 동안 교역 - 분쟁 연구자들이 제시한 무역의존의 측정방법

은 략 16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Hirsch 1986:117). 당연히 측정방법의 차이

는 각기 다른 실증 결과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상호의존의 특정은 (1) 각

기 다른 이론들에 근거한 조건들을 잘 조화시켜야 하며, (2) 상호의존 측정

의 차이에서 도출된 실증 결과들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Barry Hughes(1971)는 상호의존을 분석한 연구자들의 측정방법들을 검토

하여 측정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 다. 한 그는 이들 세가지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한 실증 결과들을 비교하 는데, 그가 사용한 세가지 측정방

법은 : (1) Savage and Deutsch(1975)의 모형 : (2)수출비율모형(수출/총무

역); 그리고 (3)GNP모형(수출/GNP)이다. 각 모형에서는 경제규모의 크기에

따른 가 - 조정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처음 두 모형은 교역총액으로, 세 번

째 모형은 총소득에 의해 조정되었다. Hughes(1971:134)는 교역총액을 사용

하여 그 크기에 따라 국가간 경제 상호의존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합

리 이다. 확실히 교역총액은 인구 는 GNP등과 같은 다른 크기들과 련

이 있다 고 주장하 다. 그러나 각기 다른 실증 결과들을 도출하는 거시

크기에 의한 조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Hughes는 어떤 측정 방법에

의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가 국가간 상호의존을 구성하는 요인

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Hughes가 사용한 세 가지 측정방법을 보면, 처음 두 모형의 경우에서는

행 국가가 한 목표국가와의 교역을 확 하면 다른 목표국가와의 상호의존

은 어들게 된다. 한편 세 번째 모형에서와 같이 두 국가간 교역흐름을 경

제규모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기 해 GNP를 사용하면, 행 주체국가의

GNP와 교역이 동시에 증가할 때 여러 국가와의 상호의존은 모두 커지게 된

다. 따라서 Hughes는 처음 두 모형에서 사용한 가 ․조정방법은 일정한

크기의 이를 여러 교역 상 국들에게 나 어주는 - 한 교역 상 에게 더

큰 이를 주면 필연 으로 다른 교역 상 에게 돌아가는 이는 작아지는

- 것과 같은 경우를 상상한 상호의존 측정방법이라고 설명하 다. 따라서 상

호의존과 련하여, 한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면 여타 모든 국가들에 한

종속은 감소하게 된다. 한편 GNP 조정에 따른 측정은 커지는 이 - 한 교

역 상 와의 경제 상호의존이 증가하여도 다른 교역 상 에 한 종속이

감소될 필요가 없는- 을 상정하고 있다. 만일 GNP가 커지면 더 많은 이

조각들을 교역 상 국들에게 나 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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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상호의존 측정방법에서 도출된 실증 결과들과 련하여,

Hughes는 첫 번째 모형과 GNP에 의한 조정 모형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 다. 이후 교역 - 분쟁에 한 여러 연구들에서, 각국의 입장에서 어떤

특정 국가와의 양국간 교역이 갖는 요성을 악하기 해는 교역과 GNP

( 는 GDP)모두를 사용하는 방법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를 들면, Soroos (1977: 50)는 두 변수들을 그의 분석에서 사용하 는데,

그는 GNP를 근거로 양국간 교역규모/GNP를 두 국가간 경제 계의 성

(salience)으로, 그리고 교역총액을 근거로 양국간 교역규모/교역총액을 한

국가의 외경제 계에서 특정국가와의 계가 차지하는 수 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 다.

종속,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호의존은 다른 교역 상 국들과의 계에

서 한 특정 교역국가와의 계가 갖는 요성, 는 한 국가의 총소득 는

국민생산에서 한 교역상 와의 교역이 갖는 상 요도로 이해할 수 있

다. 한편 어떤 측정방법이 다른 측정방법보다 더 좋다고 평가하거나에 계

없이, 측정방법의 선택은 실질 인 제약들로 인해 한계를 갖는다. 를 들면,

부분의 국가들에 한 교역자료는 악되지만, GNP 는 GDP에 한 자

료는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만일 어떤 연구에서 국가간 경제 상

호의존을 시간의 흐롬에 따라 악하고자 하는 경우, 과거 오랜 기간동안의

GNP 는 GDP 자료는 실 으로 단지 주요 강 국들에서만 구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일정 시 에서 민주주의권 국가와 공산권 국가간의 경제

상호의존성을 악하는 경우에는 공산권국가의 GDP 는 교역자료를 구하

는데 한계에 착하게 된다. 공산권 국가의 GDP 는 교역자료는 민주주의

권 국가의 자료에 비하여 상 으로 빈약하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여러 학자들은 GDP(

는 GNP) 는 교역총액이 국가간 상호의존성 측정에서 요한 기 를 제공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역 - 분쟁 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가간 상호의존성 측정

에 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를 들면, Polachek(1980)은 교역

국가들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GNP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

호의존의 정도는 양국간 교역총액에 기 하여 계산하고 있다. 한 Polachek

과 McDonald(1992)는 교역 흐름의 요도를 측정하고, 교역으로부터의 이익

을 좀더 실 으로 악하기 이해 수요 공 의 탄력성 사용을 강조하고 있

다. 마찬가지로 Blanchard와 Ripsman(1994)은 특정 교역상 와의 교역에서

교역상품들이 갖는 략 요도에 근거하여 종속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을 개발하 다. 그러나 수요․공 탄력성과 교역 상품이 갖는 략 요성

측정은 실 으로 과거 먼 시 부터의 시계열 자료 수집이 한계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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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에 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를 들면, 어떤 상품들이 갖는 략

요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그 국가의 략 필요와 략 상품의 이용

과 상품 공 에 한 잠재 공 원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략 으로

요한 상품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상품의 략 요도 측

정은 범 한 시계열 횡단면 자료가 요구된다. 당연히 이러한 넓은 역

에 걸친 시계열 횡단면 자료는 소수의 주요 강 국들에서만 이용이 가능

하며, 여타 국가들에서는 자료수집에 제한을 갖게된다.

4. 남북한 경제교류 황12)

남북한의 경제 상호의존을 측정하기에 앞서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에

하여 살펴보자. 남북 경제교류․ 력은 남북한간 경제 교류분야인 물품

의 반출입으로 구성되는 물자의 交易과 경제 력분야인 북 투자사업과

같은 非交易部門으로 구분되는데, 지 까지의 남북 경제교류․ 력은 경제교

류를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남북한간 경제교류( 는 물자교류)는 남북한간 물품의 직․간 교역을 총

칭하는데,13) 크게 단순교역과 탁가공교역으로 구분된다. 남북한간의 물자

교류는 남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하는데14), 물자교역이라 함은 넓은 의미

로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 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한다. 이에 해 북한 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한 부를 공 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즉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공 자에게 있

으며 북한에는 가공임만을 지 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12) 본장의 내용은 주성환(2002), 『남북한 경제발 수 과 산업구조 비교』, 지문당(출간

정), “남북경제교류”의 내용을 주로 인용함.

13)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는 방간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계를 이룩하고 나아가 경제공동

체 형성의 기 를 마련하는 요한 남북교류의 한 형태이다.

14)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를 ‘남북교류 력법’에서는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수출의 경우

반출, 수입의 경우 반입이라 명명하고 있다. 남북교역은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반출․입

되는 물품이나, 제3국에서의 계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북한산 물품이 제3국 세 을

통 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외무역법’을 용

하여 일반 수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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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남북한 경제교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1988년 7월 남한의 「민족자존과 통일번 을 한

특별선언」을 계기로 1989년 6월의 「남북 교류 력에 한 지침」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꾸 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함

께 남북한간의 정치․군사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기․ 자제품 등 탁가공교역의 확 , 북비료 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

수 등으로 남북교역이 2000년부터 4억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

한간의 경제교류(교역)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남북한간의 교역은

1988년 남한이 「7.7선언」을 계기로 북 경제개방조치를 취한 이래 <표4

- 1>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 건수, 품목 수 액 등 여러 면에서 지

속 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교류 기인 1989년과 90년의 교역총액

은 1천8백만 달러와 1천3백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여 실험 교류 단계이었

다. 이후 1990년 9월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 표로 하는

제1차 남북고 회담이 개최되고 1991년 12월 제5차 회담에서 「남북사이

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력에 한 합의서」가 채택되면서15) 남북한간

화해와 력의 새로운 분 기가 조성됨에 따라, 1991년도에는 반출입총액이

1억1천1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1991년과 92년에는 폭발 인 교역 증가세

를 나타내었으며, 탁가공교역도 추진되기 시작하 다. 이후에도 북한이

스피리트훈련 등을 구실로 1992년 11월로 정되어 있던 분야별 남북공동

원회의 가동을 거부하고, 이어서 1993년 3월 갑작스럽게 핵확산 지조약

(NPT)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남북 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94

년에 남북의 경제교류는 꾸 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 달러 수 에 이르

으며, 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 으로 확 되었다. 1994

년 10월 북미간에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타결됨에 따라 1994년 11월 남

한이 남북간의 시범 경 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경 활성화 조

치를 취하면서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년 비

47.7% 증가한 2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 다.

1996년 들어서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등 북한의 남 도발 사건으로 인하

여 남북 계가 긴장되면서 1996년도의 남북교역은 2억5천만 달러로 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 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 속류의 반입 증가

와 탁가공교역의 확 , 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진 등에 따라 교역량이

15)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민족내부교류로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력을 실시하며, 남북사이의 경제 계를 민족내부 계로 발 시키기 한 조치

를 의․추진한다”고 밝힘으로써 남북한간 화해․ 력시 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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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8백만 달러 수 으로 년 비 22.3%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사상 최 로

3억 달러를 돌 하 다. 그러나 1998년에는 IMF 경제 기상황하의 환율상승

내수경기 축 등으로 남한경제가 격히 축되면서 교역여건이 악화되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감소가 두드러져서, 남한 ｢김 정권｣의 북 “햇볕

정책”에 기 한 극 인 북 계개선노력으로 강산 사업 무상지원

물품의 반출이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는 년도에 비해 28%가

감소한 2억2천만 달러에 머물 다. 1999년에는 랭했던 남한경기가 되살아

나면서 남북교역도 농수산물 반출입, 탁가공교역 비거래성 물자반출 증

가에 따라 사상최고치인 3억3천만 달러에 이르 으며,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서

2000년에는 4억2천5백만 달러의 실 을 달성하 지만 2001년에는 남북 계의

일시 소강상태로 인해 교역실 은 4억3백만 달러로 년보다 다소 감소하 다.

<표 4-1> 남북한 경제교류 황

(단 : 천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
수

액 건수
품목
수

액 건수
품목
수

액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19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19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19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3,982 203 152,373 3,442 505 272,775 7,394 646 425,148

2001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7,754 603 402,957

※ 주 : '95년 교역실 에는 북 지원(150,100톤,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자료 : 통일부(2002), 『2001년 남북교류 력추진실 (종합)』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교역)가 시작된 1989년이래 2001년까지의 교역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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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기 으로 총29억2천9백만 달러이며, 이 반입이 17억9천4백만 달러, 반

출이 11억3천4백만 달러이다. 1995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15만 톤 약

2억4천만 달러를 포함하면 총 교역량은 약 27억 달러이다. 한편, 남북한 교

역의 총액에는 1995년도에 시작된 민간차원의 북 지원 물자 KEDO

유 지원분이 포함되어 있어, 북 지원성 물자를 교역 총액에서 차감 하면

실질교역 규모는 훨씬 어들게 된다.16)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남

북한 경제교역은 제3국을 통한 간 교류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교역 많은 규모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따

라서 통계로 밝 지지 않는 교류액을 포함하면 지 까지 실제 남북한 경제

교류 규모는 상당한 수 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통계로 밝 지지

않는 교류액을 지 까지 실제 남북한 경제교류 규모는 상당한 수 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남북한간 교역 증가 추세는 북한의 외무역 규모가 1990년 에

들어 체로 감소 추세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북한의

외무역은 1990년 41억 7천만달러에서 1991년에 25억 8천만달러로 크게 격

감한 후 감소추세를 보여 1998년에는 14억 4천만달러에 그쳐서 8년만에 북

한의 교역규모는 1990년에 비하여 1/3 이하 수 으로 감소하 다. 그러나 반

면 2000년도 남북한 교역규모는 1990년에 비하여 40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의 추세는 북한의 외무역규모 추세와 큰 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남북교역은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교역 건수 품목 수, 그리고

반입과 반출 모두 크게 증가하여 왔다. 교역 건수는 1989년 67건에서 2001

년에는 7,754건으로 12년만에 110배 이상 증가하고, 품목 수도 1989년 26개

에서 2001년에는 545개로 약 25배 증가하 다. 아울러 북 교역업체 수도

1990년 38개이던 것이 1993년, 1998년 등 일부 외 인 경우를 제외하면 증

가추세가 이어져 1999년 말에는 581개에 달하 다.

이 게 교역 건수와 업체수가 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정치

안정과 남북간의 경제교류의 변이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교역품목도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남북한간 교역규모가 남북한 양

측의 외교역에서 차지하는 상을 보면, 남북간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인

정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북한의 외무역통계에는 남북교역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남북교역액은 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며 2000년

북한 무역총액의 21.6%에 해당하는 액이다.

북한의 외교역 규모가 1999년부터 1990년 이래의 지속 감소 추세에

서 벗어나 증가세로 환하고 있는 은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태로부터 벗

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징후로서, 향후 남북한간의 교역량은 더욱

16) 최수 , “남북한 교역 계: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 망,” 『한국무역 회주최 남북교역

1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 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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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최근 남북한간 탁가공무역의 증 에서 나타

났듯이 새로운 력방식 등이 극 으로 활용되고, 게다가 최근 북한의 변

화 움직임과 국제교류 증 등을 볼 때 향후 남북한간 교역에 새로운 기

를 마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경제

력 여건의 변화, 북한의 외개방정책의 추진 강도와 세계시장에의 편입

가능성, 북한의 일본 청구권 자 국제기 으로부터의 규모 차 의

도입 여부 등의 요인들은 기존의 남북한간 교역의 내용과 규모 등에 획기

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4.2 남북경제교류 품목

북한은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을 공식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

북교역은 부분이 해외 개상을 통한 간 교역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는 한약재와 농산물 탁가공교역의 일부품목에 해 북한당

사자와 직 의하고 계약하는 직 교역 방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한

편 남북한간 교역에서 물품의 반입 는 반출은 매매․교환․임 차․사용

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

유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정부는 특히 남북한간의 교역이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에 입각하여 남북한간에 교역을 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해서는 세 기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과 을 면제하는 무 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17) 이와 같은 무 세 원칙의

취지는 북한측에서도 받아들여져 련 남북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남북

한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남북교류 력 부속합의서 제1조 10항). 한 정부

는 남북한간의 교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에서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해서도 수출에 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그 로 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남북교역지원과 함께 남북한간의 근본 인 경제규모의 격차 부존

자원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남북교역에서 반입․반출 품목은 크게 변화하여

왔다. 를 들면, 1990년 반이후 북 반출은 KEDO가 지원하는 유,

강산 사업물자, 경수로사업물자, 무상지원물자, 기타 력사업용 물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 까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북한물품의 남한

으로의 반입은 액과 비 면에서 철강 속제품의 산물이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 으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반입품목별 구성 비율을

보면, 철강 속 36.6%, 산물 32.0%, 섬유류 14.0%, 농림수산물 11.7% 화학

공업생산물 3.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18) 그러나 교역 기의 반입물품이

17) 통일교육원(2000), 『통일문제이해』,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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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아연괴 등 철강 속과 산물, 농림수산물 등 1차 산품이 주류를 이루

었지만, 1994년 이후에는 철강 속과 산물의 반입 비 이 어들고 탁가

공제품인 섬유류의 반입이 증가하여 2차 산품의 비 이 높아지는 형태로 반

입물품구조가 바 고 있다. 섬유류의 반입은 1991년까지 거의 무시할 수 이

었으나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이는 탁가공교역19)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섬유류는

남한기업이 원부자재를 북한에 반출하여 완제품을 반입하는 형태의 탁가

공 교역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8년도의 섬유류 반입이 총반입

에서 차지하는 비 이 42.0%까지 증가하 는데, 이는 탁가공분야가 북한

의 군사도발과 남한의 경제 기 등에 상 으로 향을 덜 받는 분야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1년 반입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51%, 섬

유류 31.2%, 철강 속류 5.6%, 자 기 5%, 화학제품 0.8%를 각각 차

지하여 농림수산품과 자 기제품의 반입이 증하 으며, 철강 속제

품, 화학공업 생산품의 반입은 감소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2000년～2001년 품목별 반입 황

(단 : 천달러, %)

비표
품목별

년동기 비

2000년 (A) 2001년 (B) 증가율
(B/A)액 구성비 액 구성비

농림수산품 71,943 47.2 89,811 51.0 24.8

산물 517 0.3 3,554 2.0 587.1

화학공업생산품 1,538 1.0 1,405 0.8 -8.6

섬 유 류 53,693 35.2 54,930 31.2 2.3

철강․ 속제품 11,747 7.7 9,887 5.6 -15.8

기계류 운반용기계 1,739 1.1 2,281 1.3 31.1

자 기 8,254 5.4 8,748 5.0 6.0

기타제품 2,940 1.9 5,554 3.2 88.9

기타(코드불확실) - - -

소 계 152,373 100 176,170 100 15.6

※ 자료 : 통일부(2002), 『2001남북교류 력 추진실 (종합)』

한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교류 기에는 농업용

18) 통일부(1998), 『MTI분류에 따른 남북교역 통계자료: 1989-1997』, p. 8-9; 통일부, 『남

북교역교류 력동향』, 제90호, p. 24. 참조

19) 탁가공교역의 기에는 북한의 설비를 이용하는 탁가공교역을 실시하 으나, 1994년

11월 「남북경제 력 활성화조치」로 설비의 북반출이 허용되면서부터 남한의 설비를

이용한 탁가공교역이 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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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자재 등 화학공업제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3년도부터 속히 감소

하여 4% 미만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표 4-3>  2000년～2001년 품목별 반출 황

(단 : 천달러, %)

비표
품목별

년동기 비

2000년 (A) 2001년 (B) 증가율
(B/A)액 구성비 액 구성비

일차산품 25,896 9.5 33,189 14.6 28.2

화학공업제품 95,528 35.0 63,846 28.2 -33.2

라스틱,고무 가죽제품 4,773 1.7 3,686 1.6 -22.8

비 속 물제품 20,497 7.5 11,176 4.9 -45.5

섬유류 43,433 15.9 52,388 23.1 20.6

생활용품 5,414 2.0 2,604 1.1 -51.9

철강․ 속제품 13,995 5.1 16,703 7.4 19.3

자 기 28,075 10.3 14,560 6.4 -48.1

기계류 운반용기계 32,122 11.8 27,155 12.0 -15.5

잡제품 3,042 1.1 1,480 0.7 -51.3

기타(코드불확실) - -

소 계 272,775 100 226,787 100 -16.9

※ 자료 : 앞과 동일

이에 해 섬유의 반출은 탁가공교역이 시작된 1993년부터 격히 증가

하여, 특히 1993-96년도에는 섬유류의 반출이 총반출 규모의 반 이상을 차지

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95년도부터 비 속 물제품의 반출 비

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KEDO가 남한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유가

비 속 물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 1997년부터는 한 십자사를

통해 지원된 설탕, 가루, 분유, 감자 등 구호물품의 반출이 증가하면서 1차

산품도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류 운반용 기계 반출액은 1997년도

부터 그 비 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강산 사업 련 물자의 북반출

이 폭 늘어난 데 기인한다. 2001년도의 반출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

업제품 28.2%, 섬유류 23.1%, 기계류 12.0%, 비 속 물제품 4.9%, 일차산

품 14.6%, 철강․ 속제품 7.4%, 자 기 6.4%, 라스틱․고무 가죽

제품 1.6%를 차지하고 있어 년에 비해 자 기제품, 잡제품의 비

이 어든 반면,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등의 반출비 이 크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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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탁가공교역

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이다. 탁가공교역은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 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이

후 1992년 838천 달러, 1993년 7,008천 달러, 1994년 25,663달러, 1995년

45,892천 달러, 1996년 74,402천 달러, 1997년 79,069천 달러로 반입과 반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표 4-4> 탁가공교역

(단 :천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액 탁가공 액 탁가공 액 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76,170 72,579 226,787 52,345 402,957 130,924

※ 자료: 통일부 2001년 실무안내

1998년 탁가공 교역액(70,988천 달러)은 IMF상황하의 국내경기 축으로

반출이 감소하여 년도에 비해 10% 감소하 으나, 체 교역액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32%로 1997년도의 26%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 다. 한 탁가

공교역은 국내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은 1억 달러 수 으로 크게 증

가되었으며 2000년까지 증가세가 계속되었으나, 2001년도에 들어서는 북미

계의 속한 냉각에 향을 받아 감소세로 반 하 다.

탁가공교역이 이처럼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렴하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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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탁가공교역 추진을 향후 남북

경 의 비과정으로 보아 국내 기업들이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북한측에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이 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

고,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 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탁가공분야는 남북한간 임 수 차이 등 상이한 경

제구조로 인하여 상호보완성이 높은 섬유류, 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 인

산업분야가 선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

류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칼라TV, 화기, 자동차배선, 컴퓨터모니터

부분품, 카셑테이 등으로 그 품목이 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 북한도

일부 기․ 자제품에 해 기술교육을 한 기술자 방북과 체류를 허용하

고 있다.

5. 남북한 경제 상호의존의 실증 분석

5.1 분석 방법

앞에서 살펴본 상호의존의 측정과 련된 여러 실증 분석과 계없이,

이론 에서 상호의존 계를 나타내는 조건들을 악하는 방법은 이론

사고(思 )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의 교역 - 분쟁에 한 이론

논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 기능주의(functionalist)이론가들은

국가간 상호의존의 조건으로 국가간 유 계의 확 를 요하게 생각하는

데 반해, 종속이론가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교역으로 인한 종속에서의

칭성여부에 큰 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 상호의존 측정에 합리

으로 근하기 하여는 이들 여러 이론 주장들을 종합하여 국가간 계

를 분석하여야 하는데, 국가간 경제 유 를 여러 학자들이 공통 으로 상

호의존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측정하기 해서는 국가간 유 의

확장정도( 성)와 종속의 균형여부( 칭성) 모두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가간 상호의존 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해서는 두 국가간 교역이

확장 이고 칭 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경제 상호의존을 두 개의 차원에서 악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1) 성(salience), (2)종속의 칭성(symmetry)을 측정하기로

한다20). 여기서 성은 한 국가의 입장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계와

20)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상호의존 분석방법은 Barbieri(1996)를 주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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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특정 한 국가와의 교역 계가 갖는 상 요도를 의미한다. 한

칭성은 교역국가간 종속의 평등정도를 나타낸다.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과

의 교역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에 비해 상 으로 높지 않지만, 북한의 입

장에서는 남한과의 교역비 이 여타국가와의 교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경우, 남북한은 경제 으로 높은 상호의존 계에 있는가? 더 구체 으로 표

하여, 남한의 외 총교역 북한에 한 교역비 이 5%이고 북한은 남

한과의 교역비 이 외 총교역 70%라고 하면 남북한의 경제 상호의

존은 높은가? 아니면 낮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에 한 분명한 해답을 구하

기 하여는 남북한간 교역의 성과 칭성을 모두 고려한 경제 상호

의존성의 측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측정방법의 합리성을 주장하기 해 상호의존의 개념이 갖고 있는 여

러 이론 주장의 핵심요소를 다시 살펴보자. 자유주의 이론은 교역유 의

확장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동기들을 증가시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교역

유 와 분쟁은 역의 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종속의 균형 는 평등정도에는 심을 두지 않고 두 국가간 교역규모에 의

해, 어떤 이들은 교역의 확 정도에 의해, 교역 유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

구에서 두 국가간 교역수 에 심을 둔 자유주의 이론을 반 하여, 남북한

간 교역유 의 확장정도를 악하기 해 성을 측정한다. 한 경제 계

에서 칭 종속에 심을 둔 신 마르크스 이론과 비 칭 계에서 발생

하는 분쟁의 잠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여러 이념 주장들을 반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교역의 칭정도를 나타내는 칭성을 측정한다.

많은 이론가들은 국가간 경제 유 의 칭성을 기 으로 종속과 상호의

존을 구분하며, 교역 계의 확장정도에 의해 한 계와 사소한 거래 계

를 구분한다. 그러나 이들 두 요소는, 각기 독립 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함께

일반 개념에 근하는 상호의존의 정도를 나타낸다. 실제로 이 복합 개

념의 상호의존을 기 으로 볼 때 두 국가간 교역 계가 비 칭 교역 계

이지만 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두 국가 계는 종속 이라고 보기보다는

독립 인 계로 보는 것이 더 실 이다.

상호의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계산하는 경우, 우선 양국간 교역의

요도( 성)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론가들마다 차이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떤 이론가들은 교역총액을, 다른 이들은 국민소득을 조정계

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 까지의 연구들을 보

면, 2차 이 기간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GNP 는 GDP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을 포함한 시계열분석에서는 각국에서 양국간

교역이 차지하는 요도를 측정할 때 조정계수로 인한 양국간 교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이후 기간에 한 분석에서는 많은 실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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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상호의존을 측정하는데 두 개의 조정계수(양국간 교역, GNP 는

GDP) 하나 는 모두를 (Gasiorowski 1989b; Soroos 1977) 사용하고 있

다.

양국간 교역규모를 상호의존 측정의 조정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은 Hirschman

(1980:85)의 교역지수집 도(concentration of trade index)에서 출발한다.

Hirschman은:

A국이 B국과의 교역 계에서 다른 나라로 교역 계를 이동하려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조건들을 조사한 결과, 우리는

B국이 A국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요한 요소임을 발

견하 다. 이 비 은 그 분자, B국의 A국과의 교역크기에, 그리고

분모인 A국 총교역의 크기에 달려있다.(1980:85)

이제 Hirschman의 교역지수집 도에서 출발하는 남한과 북한의 상 에

한 각각의 상호의존 정도를 생각하여 보자. 이를 해서는 우선 남한과 북

한의 각기 상 에 한 교역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교역비율은 외 총교

역, 즉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남북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따라

서 남한(s)과 북한(n)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남한의 외 총교역에서

북한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교역지수 집 도(교역비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다.

교역비율sn = 방교역sn/총교역s ... (1)

한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교역비율은

교역비율ns = 방교역ns/총교역n ... (2)

(1)식과 (2)식에 의한 남한과 북한의 교역비율은 남북한간의 성, 칭

성, 그리고 상호의존을 측정하는 기 로 사용된다. 우선 (1)식과 (2)식을 근

거로 남북한 교역의 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상 방에

한 교역 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양국간 교역의

성을 구하기 해 각국의 교역비율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교역국의 교역비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경우

에 기하평균(goemetric mean)은 낮은 값을 높게, 높은 값을 낮게, 가 ․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평균(arithmetic)보다 더 선호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한 국가의 특정국가에 한 교역비율은 상당한 정도로 높고 반 로 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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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 의 행 주체국가에 한 교역비율이 상당히 낮은 경우, 단순한 산술평

균에 의한 두 교역국가간의 교역 성은 상 으로 높게 계산되지만, 기

하평균에 의하면 두 국가간의 교역 성은 인 인 과 평가의 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 두 교역국가 모두가 상 교역국가에 하여 서로

높은 교역비율을 갖는 경우, 기하평균에 의한 양국간 교역 성은 산술평

균에 의한 교역 성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된다. 즉 기하평균에 의한 양국

간 교역 성은 산술평균에 비해 교역 양국의 교역비율에 큰 차이를 갖는

경우에는 낮은 값을, 교역비율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높은 값을 나타내는 특

징을 갖고 있다.

를 들어 두 교역국가가 각각 상 국에 하여 50%로 같은 정도의 교역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양국간 교역 성은 기하평균에 의하거나 산술평

균에 의하거나 계없이 0.5의 값을 갖게된다. 이제 두 교역국가 한 국가

는 상 국에 하여 20%의 교역비율을 가지며 상 국은 이 국가에 하여

90%의 교역비율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산술평균에 의한 양국간

교역 성은 (0.2 + 0.9)/2 =0.55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하평균 방법으로 구

해지는 양국간 교역 성은 0.2×0.9= 0.424이다. 계산 결과에서 보듯이

기하평균에 의한 교역 성은, 한 국가의 높은 값이 체 평균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어지기 때문에, 산술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기하평균의 교역 성은 교역 계에 있는 두 국가간에서 상 국과

의 교역이 갖는 요도를 나타내는데 더 당함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교

역 성은,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남한의 북한 교역비율(1식)과 북한의

남한 교역비율(2식)을 근거로 기하평균 방법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교역현저성( salience)sn= 교역비율sn×교역비율ns ... (3)

이제 남북한 교역 계의 칭성(symmentry)을 살펴보자. 남북한 교역 계

의 칭성은 교역 성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상 국에 한 교역비율들

을 근거로 측정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역의 칭성은 교역

양국이 교역 계에서 서로 비슷하게 종속되어 있는 정도를 근거로 교역 계

에 한 양국의 상 국에 한 공헌정도를 나타낸다. 교역 계의 칭성을

단순하게 두 나라의 상 국에 한 교역비율의 차이로 계산하면, 차이가 클

수록 교역 계는 불평등하고 차이가 을수록 교역 계는 평등하게 나타난

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비율의 차이와 칭성간의 역 계는 앞의 교역

성을 측정할 때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나라의 상 국에 한

교역비율의 차이에 값을 취하고 이를 ‘1’에서 뺀 값으로 교역 칭성을

계산하기로 한다. 즉 남북한간의 교역 칭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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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대칭성sn=1-|교역비율sn-교역비율ns| ... (4)

여기서 교역비율의 차이에 값을 취한 것은 교역 양국 어떤 나라의

교역비율이 더 높은가에 한 순 가 교역 계의 칭 여부와 계없기 때

문에 사용하 으며, ‘1’에서 뺀 값은 칭성을 나타내는 값과 칭정도를 정

의 계로 표 하기 해서이다. 따라서 (4)식에 의한 교역 칭성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칭정도를, 그리고

‘0’에 근할수록 낮은 칭정도를 나타낸다. 를 들어, 만일 두 나라의 상

국에 한 교역비율이 같다면, 칭성의 값은 ‘1’의 값을 가질 것이다.

한편 두 나라의 상 국에 한 교역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역 칭성이

높다고 하여도, 두 나라의 상 국에 한 교역비율들이 모두 10%로 같은 경

우와 교역비율들이 모두 90%로 같은 경우와는 분명하게 두 국가간 상호의

존 계가 다른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교역국가간의 상호의존 정

도는 성과 칭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두 교역국가간의 상

호의존은 (5)식에서와 같이 두 개의 차원, 성과 칭성에 걸쳐 측정되어

야 한다.21) 따라서 남북한의 상호의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호의존성sn = 교역 성sn x 교역 칭성sn ... (5)

상호의존을 측정할 때 두 지수의 상호작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개의 차

원 하나, 성 는 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선 상호의존의 값이

‘0’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두 국가간의 교역에서 칭성이 ‘0’이

라고 하면, 교역의 성이 높다고 하여도 두 국가간 상호의존은 ‘0’으로 측

정되어진다. 이 경우 두 국가의 교역 계는 상호의존이 아니라 일방 인 종

속 계로 특징지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두 국가간 교역의 성이 ‘0’에

가깝다면( 즉, 두 국가간에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두 국가간

교역의 칭성이 ‘1’에 가깝다고 하여도 두 국가의 경제 상호의존은 ‘0’에

가깝게 된다.

21) 두 개의 차원에 한 상호작용은 Friedrich(1982)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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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증 분석 결과

남북한간 경제 상호의존의 측정과 련하여, 1989년부터 최근까지 남북

한간의 경제교류실 을 근거로 남한의 북한교역비율과 북한의 남한교

역비율을 구한 결과는 <표 5-1>과 <표 5-2>에서 볼 수 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한의 북 교역비율은 남북한 교역 기에는 거의 ‘0’ 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2000년에는 기에 비해 그 비율이 8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기록

되고 있다. 그러나 체 으로 남한의 북 교역비율은 무시할 정도의 낮은

수 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1990년 들어 교역비율은 낮은 수 에서 큰 변

화 없이 약간의 등락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해 북한의 남 교역비율은

교역 기인 1990년에 1.3%를 기록한 이후 1991년 4.3%로 격히 증가하면

서 지속 인 증가세를 보여 1999년과 2000년에는 북한의 외무역에서 차지

하는 남북교역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앞장의 남북한 경제교류 황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북한의 남 교역비율은 앞으로도 증가세를 지속

할 것으로 상된다.

<표 5-1> 남한의 북 교역비율

(단 : 백만달러)

연도 방교역sn 총교역s 교역비율

1989 18.724 123,842 0.000151193

1990 13.466 134,860 0.000099852

1991 111.266 153,395 0.000725356

1992 173.426 158,407 0.001094813

1993 186.592 166,036 0.001123804

1994 194.597 198,361 0.000981024

1995 287.291 260,177 0.001104214

1996 252.037 280,054 0.000899959

1997 308.338 280,780 0.001098148

1998 221.943 225,595 0.000983812

1999 333.436 263,437 0.001265714

2000 425.151 332,749 0.00127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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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북한의 남 교역비율

  (단 : 백만달러)

연도 방교역ns 총교역n 교역비율ns

1989 18.724

1990 13.466 4,170 0.003229257

1991 111.266 2,584 0.043059598

1992 173.426 2,555 0.067877104

1993 186.592 2,646 0.070518519

1994 194.597 2,100 0.092665238

1995 287.291 2,052 0.140005361

1996 252.037 1,977 0.127484573

1997 308.338 2,177 0.141634359

1998 221.943 1,442 0.153913315

1999 333.436 1,480 0.225294595

2000 425.151 1,969 0.215922296

  한편, 남한의 북한 교역비율과 북한의 남한 교역비율을 근거로 도출

한 남북한 교역의 성은 <표 5-3>에 나타나 있다. 표에 의하면 남북한

교역의 성은 교역 기에 낮은 값을 갖고 있었으며 이후 성이 상

으로 높아지기는 하 으나 최근까지도 여 히 0.016정도의 낮은 수 에 머

물고 있다. 낮은 남북한 교역의 성은 낮은 남한의 북 교역비율에 기인

하고 있는데, 어 든 이러한 낮은 교역 성은 남북한간의 교역이 남북한

간의 분쟁에 향을 주기에 부족한 것으로 단된다.

<표5-3> 남북한 교역 성

연도 교역비 sn 교역비 ns 교역 성

1989 0.000151193

1990 0.000099852 0.003229257 0.000567844

1991 0.000725356 0.043059598 0.005588698

1992 0.001094813 0.067877104 0.008620482

1993 0.001123804 0.070518519 0.008902192

1994 0.000981024 0.092665238 0.009534509

1995 0.001104214 0.140005361 0.012433657

1996 0.000899959 0.127484573 0.010711248

1997 0.001098148 0.141634359 0.012471387

1998 0.000983812 0.153913315 0.012305353

1999 0.001265714 0.225294595 0.016886640

2000 0.001277693 0.215922296 0.01660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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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역의 칭성을 계산한 결과는 <표 5-4>에서 볼 수 있다. 표에

의하면 남북한간의 교역은 교역 기 거의 완 한 칭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후 남북한 교역의 증가와 함께 차로 균형 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역의 칭성은 여 히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에는 교역으로 인한 경제 종속의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5-4> 남북한 교역 칭성

연도 교역비 sn 교역비 ns
교역비 sn -

교역비 ns
교역 칭성

1989 0.000151193

1990 0.000099852 0.003229257 0.003129405 0.996870595

1991 0.000725356 0.043059598 0.042334241 0.957665759

1992 0.001094813 0.067877104 0.066782291 0.933217709

1993 0.001123804 0.070518519 0.069394714 0.930605286

1994 0.000981024 0.092665238 0.091684214 0.908315786

1995 0.001104214 0.140005361 0.138901147 0.861098853

1996 0.000899959 0.127484573 0.126584614 0.873415386

1997 0.001098148 0.141634359 0.140536211 0.859463789

1998 0.000983812 0.153913315 0.152929503 0.847070497

1999 0.001265714 0.225294595 0.224028880 0.775971120

2000 0.001277693 0.215922296 0.214644603 0.785355397

이상에서 계산된 지수들을 근거로 계산한 남북한간의 경제 상호의존지

수는 <표 5-5>에 나타나 있다. 남북한의 경제 상호의존은 남북한 교역

기인 1990년에 0.00057로 상호의존의 의미를 갖지 못하 으며, 이후 상호의

존지수는 기에 비해 상 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1995년에는 0.01 수 까

지 도달하 다. 그러나 그 이후 남북간 경제 상호의존지수는 큰 변화를 보

이지 않고 정체됨에 따라 2000년에는 0.013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남북

한 경제 상호의존의 실증 측정결과를 근거로 단할 때, 남북한간의 경

제교류는 남북한간의 긴장, 분쟁 는 력 등의 정치 계에 향을 주기

에는 그 규모가 아직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가 앞으로 남북한간의 군사․정치 계에 평화 효과를 제

공할 수 있기 하여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 를 한 꾸 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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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 남북한 경제 상호의존

연도 교역특수성sn 교역 칭성sn 경제 상호의존

1989

1990 0.000567844 0.996870595 0.000566067

1991 0.005588698 0.957665759 0.005352104

1992 0.008620482 0.933217709 0.008044787

1993 0.008902192 0.930605286 0.008284427

1994 0.009534509 0.908315786 0.008660345

1995 0.012433657 0.861098853 0.010706608

1996 0.010711248 0.873415386 0.009355369

1997 0.012471387 0.859463789 0.010718705

1998 0.012305353 0.847070497 0.010423502

1999 0.016886640 0.775971120 0.013103545

2000 0.016609707 0.785355397 0.013044523

6. 결 론

한국 쟁 이후 지 까지 국제정치분야에서는 안보를 심으로 하는 한반

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 「7.7선언」이후에는

남북한 경제교류 력과 련하여 많은 정책연구들이 나왔으며 지 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한 다수 연구들은 한국 쟁의 경

험과 북한의 빈번한 남 군사도발 등 북한의 실질 인 군사 상존이라

는 실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안보에 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지 까지의 한반도 평화 연구들은 단기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

며,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화해 력의 흐름에 따라 본격 으로 등장하

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차원의 평화체제를 분석․모색하

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90년 들어 세계 인 경제 우선

원칙의 확산과 함께 남북한간에도 경제교류 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 경제교류 력을 연결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의 理論的 근이 부족하 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의 경제교류 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민족의 자주역량회복,

그리고 통일을 향한 하나의 요한 수단이라는 에서 일반 인 두 국가간

경제교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 따라 남북한 경

제교류 력은 경제의 역을 넘어 정치 역과 히 연 될 수밖에 없



335

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學際的 硏究를 통하여 남북경제교역의 경제 효

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련된 정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 다. 즉

本 硏究는 교역(trade)의 경제 정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경

제교류 력이 남북한의 균형 경제발 과 한반도 긴장완화․갈등해소에 어

떠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하여 어

떤 방향으로 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하여 분석하 다. 이에 따라 本

硏究에서는 우선 1990년 들어 국제정치․경제분야에서 큰 심을 끌고있

는 交易과 국가간 분쟁에 한 理論들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을 남북한 경제

교류에 용하여 남북한간의 교역 성과 교역 칭성의 변화추세를 살펴

보고 이를 근거로 남북한의 상호의존 변화를 분석하 다. 1989-2000년 기간

동안의 남북한 경제교류자료를 이용하여 남북한간의 경제 상호의존을 분

석한 결과, 첫째, 남한의 북 교역비율은 낮은 수 을 유지하여왔으며, 북한

의 남 교역비율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한 상반된 교역비율의

복합 인 결과로 남북한간의 교역 성은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둘째,

남북한의 교역 칭성은 그 지수가 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높은 값을 보이

고 있어 남북한간에는 교역 계가 일방 종속 계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남북한간의 경제 상호의존은 교역 기 이후 반까지 빠르게 증가하

으나 1995년부터 정체상태에 있으며 그 지수도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

남북한 경제 상호의존에 한 이러한 측정결과는, 우선 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상호 칭 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교류가 남북한간의 긴장․분

쟁 계를 완화․해소시키기에 지 까지는 미흡한 수 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ant와 Montesquieu에 의해 제시되고, 지 까지 자유주의 학자들과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지하여온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

축하기 한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바람직한 이론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이론에 기 한 남북한 경제교류는 첫째,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립

을 완화․해소시킴으로써 남북한 긴장 계를 력 계로 환할 수 있으며,

둘째, 북한이 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 기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시장경제와

의 을 확 시켜 진 인 체제 환을 불러 올 수 있고, 셋째, 외부의 개

입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의 자주역량

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나이다. 그 다면 “교역을 통한 평화 이

론”을 한반도에 용하여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이러한 정 평화효과를

제공하려면 남북한 경제교류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 살펴본 교역-분쟁에 한 여러 이론들과 남북한 경제 상호의존에

한 실증 분석을 토 로 할 때, 남북한 경제교류는 최우선 으로 최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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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체상태에 있는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켜 그 규모를 상당한 수 까지 끌

어올려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경제교류의 빠른 확 를 해 경제교류를

한 제도의 정립22)과 정부간 의 확 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경제교류는 교류규모의 확 와 더불어 지 까지와 같이 남북한 교역규모의

칭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남북한 경제의 비교우 에

근거하여 칭 상태로 진행될 경우,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남북한간의

력과 평화효과를 불러 오게 될 것이다.

政策硏究는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지식을

정리하여 안을 제시하는 작업이다.23) 그러므로 어떠한 지식을 토 로 政策

硏究가 출발하는가에 따라 정책 안은 달라지게 된다. 한편 문제해결의 방법

제시뿐만 아니라,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지를 제시하는 것도 지식에

달려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 하여 체계화된 지식을 理論이라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한 정책을 연구하기 하여는 어떤 이론을 활용할 것

인가에 한 理論的 論議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결정과 미래진단에

있어 이론이 실질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론

이 실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필수 으로 설정되는 이론의 基本假定들이

실상황에 얼마나 근 하여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론가들은

연구의 상이 되는 실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과 이론의 基本假定들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의 호 성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사악성을

가정하여 힘을 근거로 한 국가생존에 심을 두고있는 現實主義理論에서 바

라본 북 포용정책은 매우 험한 정책일 것이다. 반 로 남북한이 동포애

와 민족공동체 인식을 갖고 있다면, 계몽주의 이고 인류공동체 인 가정

에서 출발하는 自由主義理論 내지 構成主義理論이 보는 북 포용정책은

도가 밝은 정책일 것이다. 모든 이론들이 모든 사회 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이 될 수는 없다. 각 이론들은 특정 문제 역에서 각각의 강 과 약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성공 으로 추진되기 해

서는, 그 정책의 용 상이 되는 사회 상을 악하고 그 상이 정책의 토

가 된 이론의 假定들에 근 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결과 으로 경험 사실에 충실하지 못한 이론은  나쁜 이론 으로 평가되

며, 이론 기본을 갖지 못한 정책은  환상 을 낳을 뿐이다.24)

지 까지 한반도 평화체제에 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이론

근이 미진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本 硏究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22) 남북한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은 주성환(2002) “제Ⅵ장”을 참고 할 수 있다.

23) 김학성(2000), 『한반도 평화체제에 한 이론 근- 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

교-』, 통일연구원

24) Risse-Kappen, Thomas(1996),  Konfliktpravention durch Theorie?  Internationale

Politik, Bd.51, Nr.8, p.8; 김학성(2000), pp.6-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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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理論的 論議, 특히 정치와 경제분야의 학제간 논의의 활성화라는 맥락에

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한 이론 근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련된 제 정책들의 구상, 수립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돌출하는 여러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認識

論的 기반을 직․간 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좀더 구체

으로, 本 硏究는 장기 으로 화와 상을 통한 미래 지향 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모색할 수 있으며, 그리고 평화의 조건들을 국가 정부 계 차

원에서 뿐 만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구조들에서도 찾을 수 있

을 것으로 기 한다.

이와 더불어 本 硏究가 갖고 있는 한계로서 앞으로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

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우선 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이 한반도에 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론 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 으로는 이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정들이 한반

도에서 실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한 계가 갖고 있는 특

수성이 이론의 용과 해석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분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이 한반도의 남북 계에 용되는

가에 하여 실증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가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긴장 계를 해소시키고 화해․ 력을 유발하고 있

는가가 남북한 경제교류와 분쟁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으로 검증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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