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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 경제 및 산업실태

1. 북한경제 개관
1970년대까지 나름대로 성장하던 북한경제는 1980년대 본격적인
침체에 빠졌으며 1990년대 붕괴수준으로 후퇴하였고, 2000년대에
부분적으로 회복
<북한경제성장률 추이>

(단
위: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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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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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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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부분적 회복의 원인
v 경제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의 약화는 시장경제의 확산을 불러
왔고, 이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핵심 동력의 하나
: 몰락한 공업국가의 부분적인 회복
v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외무역의 확대 등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시
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
v 상업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따른 서비스 산업 주도 경제성장
가능성
v 사실상 작동이 중단되었던 계획화 체계의 제한적인 작동,
‘기술개건·현대화’로 표현되는 산업정책의 전환, 시장화의 진전
에 따른 노동력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와 국지적인 효율성의 증
대, 재정 능력의 부분적인 회복과 국가차원 투자의 재개 등 내부적
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v 김정은 집권 이후 이러한 경제회복에 대한 이러한 내부적 요인은 여
전히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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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생산량 추이>
(단위: 억kWh, 만 톤)

발전량
1988
1990
1998
200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79
277
170
190
237
255
235
230
209
215
221
216
190
239
235

석탄 생산량 철광석 생산량 곡물 생산량 시멘트 생산량 강철 생산량
4,070
3,315
1,860
2,190
2,410
2,506
2,550
2,500
2,550
2,580
2,660
2,709
2,749
3,106
2,166

1,030
843
289
408
513
532
496
509
523
519
548
547
491
525
574

521
402
389
413
400
431
411
482
471

978
613
315
532
612
642
613
628
645
645
660
668
670
708
683

504
336
95
104
123
128
126
128
123
122
121
122
108
122
109

자료: 한국은행, 북한경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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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한 회복세
다만, 2000년대의 북한경제 회복은 그 속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 주요산업동향>
140.0
120.0
100.0

서비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업

80.0

광업
건설업

60.0

광공업
제조업

40.0
20.0
0.0

자료 : 한국은행, 북한경제통계를 통하여 필자가 계산
주 : 각 산업의 1990년도 생산액을 100으로 하여 연도별 생산액을 지수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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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제조업의 회복
v 제조업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해야 하지만, 2000년대 북한경
제의 회복 과정에서 제조업은 가장 느리게 회복되고 있음.
v 이러한 제조업의 느린 회복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투자, 외부기술
이전의 어려움. 협소한 시장 규모 등이 거론
<북한 석탄생산량 및 발전량 추이, 199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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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생산량
발전량

0

주: 1990년도 100을 기준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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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제조업의 회복
v 제조업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해야 하지만, 2000년대 북한경
제의 회복 과정에서 제조업은 가장 느리게 회복되고 있음.
v 이러한 제조업의 느린 회복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투자, 외부기술
이전의 어려움. 협소한 시장 규모 등이 거론
<철광석, 비철금속, 조강생산량, 199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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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생산량
비철금속생산량
조강생산량

0

주: 1990년도 100을 기준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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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주도 산업의 부재
v 현재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주도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임.
v 1980년대까지 성장을 주도하던 중화학 공업은 최소한의 자본재
및 원부자재 공급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상대
적으로 투자가 증가한 경공업 역시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v 무연탄을 비롯한 지하자원과 수산물 등이 수출주력 산업으로 역
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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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 몰락한 공업국가
v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저개발국이지만 공업화한 적이
없거나 이제 막 공업화하는 저개발국과는 달리 상당한 공업화를
이룬 나라였음.
v 이러한 북한경제의 성격은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과 시
장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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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산업 개관
극단적인 내부지향형 공업화와 붕괴 및 제한적인 회복
v 북한은 노동력, 수력, 석탄 및 철광석 등 내부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몇
가지의 생산요소에 기반 하여 극단적인 내부 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
구
§

수자원과 석탄 → 전력, 전력 및 석탄과 철광석 → 철광, 금속소재 → 산업
용 기계 → 군수부문 및 경공업과 농업

§

석탄과 전력 → 석탄화학원부자재 → 농업 및 경공업

§

원유 등 부족한 원부자재는 사회주의 무역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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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내부지향형 공업화와 붕괴 및 제한적인 회복
v 1980년대에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전력 등 에너지에서부터 금속 및 화
학소재, 공작기계 및 산업용 기계 등 기계, 그리고 소비재 및 농업 등에
서 나름대로 산업기반을 구축
§

경공업 및 농업, 그리고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

v 1990년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에 따른 원유 등 핵심 원자재의 수입
중단, 대규모 수해에 의한 식량난 및 노동력 공급 위축, 김일성 사망에
따른 경제체제의 작동 중단 등이 겹쳐 에너지 및 중화학 공업의 가동률
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는 전체 산업의 붕괴를 초래
v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제한적이고, 불균등하게 회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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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회복의 지연 및 성장 주도 산업의 부재
v 제조업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해야 하지만, 2000년대 북한경제
의 회복 과정에서 제조업은 가장 느리게 회복되고 있음.
§

1990년 31.8%였던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에 17.7%까지 하락하였
으며, 이후 제한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2016년에는 20.6%에 불과

v 1980년대까지 성장을 주도하던 중화학 공업은 최소한의 자본재 및
원부자재 공급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투자가 증가한 경공업 역시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v 무연탄을 비롯한 지하자원과 수산물 등이 수출주력 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
으며,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이 고용 및 투자 등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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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경제정책 기조는 김정일 시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실행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
v 시장화 정책
: 시장의 인정 및 국가 및 공식부문에 의한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v 경제관리체계의 개편
: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
v 에너지 부문에 자원의 우선 배분
v 실용주의적 산업정책
: 가용 투자규모나 기술수준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중화학공업
부문의 신규 설비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성과가 나거나 성과를
낼 자신이 있는 경공업, 농업, 과학기술, 건설 등에 투자
v 과학기술 및 인력 양성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 전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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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특징
가. 공식경제, 특히 제조업의 생산역량 부분적 회복 가능성
v 산업용 기계나 수송기계를 포함한 기계, 식품 등 일부 경공업, 그리
고 IT 등의 분야에서 생산 및 투자활동이 포착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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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자원 집중 투입 및 제한적인 성과
v 중대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 및 화력발전소의 개보수를 통한 발전량
제고를 위한 투자
v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
v 송배전망 현대화, 통합 전력공급망의 구축 등 전력 공급 체계의 효율화
v 전력 사용 체계의 개편을 통한 수요 관리
v 에너지 절약 및 전환을 위한 투자가 전 산업으로 확산
v 북한의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설비구조로 전력
및 에너지 부족의 영향이 확대
§
§

에너지 절약 및 전환을 위한 투자가 확대
석탄 가스화를 통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많은 산업설비에 도입 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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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 및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 회복 및 기술역량 확충 가능성
v 중전기 등 그 동안 성과가 많이 보도되던 설비뿐만 아니라 그 동안 거
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수송기계나 농기계 등에서도 성과보도가 증가
광장에 전시된 신형 트럭(승리자동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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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산 설비에 의한 설비 현대화 추진
류경김치공장에 공급된 북한 설비

18

Ⅱ.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 특징
v CNC 공작기계 개발 및 보급과 관련 가능성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 설치된 CNC 공작기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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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가공 등 일부 소비재, 중국 제품과의 경쟁 가능성 확보
최근 제품의 질이 좋아진 북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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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CT 등 기술제품, 수입·판매에서 일부 제조로 발전
v 종래 기술제품을 수입·판매하던 기술교류소 등이 과학기술부문과
결합,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 사실상의 창업과 유사한 형태

바. 소재부문은 여전히 북한 산업 회복 및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v 북한 산업이 2000년대에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금속 및 화
학 소재 부문은 회복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더딤.
v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금속 및 소재 공급 역량의 확대 및 설비 현대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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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소재>
v 금속공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회복이 더딘 부문이며, 금속 소재
공급의 부족은 2018년 현재 북한 산업 생산 복구 및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v 석탄 가스화 고온공기연소기술의 적용을 통한 연료 전환 및 효율화,
설비 현대화, 특히 압연설비 현대화, 그리고 주체철을 통한 선철 공급
역량 확충 도모
v 신년사 등을 통하여 금속소재 공급의 확대 및 설비의 현대화를 요구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v 한편 북한은 중국에 선철 및 합금철을 수출하고, 강철 및 강철제품을
수입하는 무역관계 구축
22

Ⅱ.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 특징

<화학소재>
v 1990년대 경제위기시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은 산업
v 2000년대 중반 화학소재 공급 능력 확충 투자
v 비료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의
화학소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
v 탄소하나화학공업을 통한 화학소재 공급 능력의 의미 있는 확충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
v 북한의 석탄화학플랜트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면, 당분간 화학소재는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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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 검토
1) 경제개발10개년계획
v 산업분야 중점 개발지역으로는 나진석유화학지구(석유화학),
청진중공업지구(조선, 자동차, 제철), 김책광업제련단지(제철, 항만),
남포IT단지(IT, 광학, 에너지), 황해남도농업기지(농약, 종자, 농기계,
축산) 등이 선정
v 특징 :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며,
서해안 지역에는 남포를 중심으로 한 IT와 황해남도(해주?)를 중심으
로 한 농업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
§ 평양은 개발계획에 없음. 즉,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 평양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여 개발하는 전략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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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이후 설치된 경제개발구를 통해본 개발 전략
v 10개년전략과 달리 서해안 지역에 많은 경제개발구를 배치
§

동해안 지역의 공업개발구는 함흥을 배후지로 하는 흥남공업개발구,
원산을 배후로 하는 현동공업개발구, 청진시의 청진공업개발구 정도이
며, 서해안 지역에 설치된 공업개발구는 강령녹색시범구, 송림수출가공
구, 와우도 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청남공
업개발구 등임.

v 10개년 전략이 중화학 공업과 IT를 강조하였다면, 경제개발구는 이
들과 함께 경공업 및 수출가공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 특히 수
출가공구는 서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
v 10개년전략에서 남포를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상정한 것과 달
리 남포에는 와우도와 진도 등 수출가공구를 설치하고, 평양 시내에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설치하여 평양과 남포의 역할분담을 도모한
듯한 인상
§

즉, 평양을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남포는 서
26
해안의 수출제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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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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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개발5개년전략
v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산업부문에서는 전력, 철강, 화학
등 에너지와 소재를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 및 교육훈련을 통한 경
제개발 전략 제시

Ø 종합하면, 산업적으로는 에너지와 금속 및 화학 등 소재산업,
ICT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과 수출제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
며, 지역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에는 청진, 나선, 함흥 등을 중
심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서해안 지역에서
는 평양·남포지역을 중심으로 ICT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과
수출제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육성
Ø 한반도신경제구상은 서해안벨트 구상은 기본적으로 북측의
구상과 크게 어긋나지 동해안벨트는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적지 않음.
28

Ⅲ.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2. 남북한 산업협력의 유형
1) 남북한 산업협력의 기반 확보 및 잠재력 확충을 위한 협력분야
v 위탁가공사업의 전면화 및 활성화 : 북한 중소규모 기업의 가동률 제
고를 통한 생산기반 확보
v 도로·철도 연결 및 현대화, 에너지 및 자원협력 관련 산업협력
: 레일, 침목, 통신설비, 건설용 기계 등
v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 농기계 및 농자재 분야 협력
§ 농업 부문 개혁은 북한경제 전반의 개혁의 동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 도시 부문으로 노동력을 공급
§ 북한이 진행 중인 농업분야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
량의 향상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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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시장 수요에 대응한 협력
v 북한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 원부자재 및 산업용
기계
v 건설업 및 건설관련 산업 :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엔지니어링
v 서비스업 :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현대적 유통 망
v 상업금융

3)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한국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북한 성장주도 산업의 육성
v 조선, 자동차, 기계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의 격화 및 시
장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하여 이들 주력산업에서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
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
v 동시에 북한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남한 기업과의 분업구조 구
축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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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재 산업에서의 남북한 협력
v 현재 북한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금속 및 화학 소재 공급의
부족이며, 북한경제가 성장하면 소재 공급 부족은 심화될 것
v 북한은 자체적으로 금속 및 화학소재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
하고 있지만 당분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크지 않음.
v 한편, 한국은 금속 및 화학 소재의 세계적인 공급자이면서 과잉 설비
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
v 소재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 효율적인 분업구조 구축을 위
한 산업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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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차산업혁명 및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편에 공동 대응
v 한국 산업은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차산업
혁명’이나 전기동력·자율주행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글로벌 산업구조의 전환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v 후발자인 북한으로서도 4차산업혁명 등 세계산업의 구조전환에
조기에 편승할 필요
v 남북한이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중심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이나 기존
산업기반의 중요성이 덜한 새로운 산업에서 협력
§ 연구개발 주제 선정, 개발 주체 및 절차, 개발인력 등에서 상호
보완성이 있는 남북한간의 연구개발 분야 협력
§ 전기차나 드론 등 기존 새로운 산업분야 등
32

Ⅳ.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1.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여건 변화
v 북미 정상회담이 큰 지장 없이 개최되어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이후 이행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
v 남북관계 진전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비경제적 장애요인이 제거
되어 감을 의미
v 남북경협에 대한 북측의 환경, 특히 물적인 환경은 개선되는데 상당
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

전력, 수송망 및 통신망 등 인프라의 확충에는 막대한 자본과 상당한 기
간이 필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역량의 부족은 중단기적인 남북경협의 가능
성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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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북한 지역에서 다수의 외국인 투자 혹은 합작·합영기업이 수익성 있
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으며, 대북 제재 해제 이후에도 단기간에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
§

인식의 전환이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에 입
각하여 다수의 협력사업 추진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할 수도

v 대북 투자에 대한 남한의 독점적 지위 약화
§

외국 자본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 자
본의 진출을 전제로 어떻게 남한이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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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화 및 경제관리체계의 개편과 남북경협
v 집권 이후 시장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

소비재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며, 생필품만 아니라 사치
재의 수요도 증가
행정, 교육, 의료 등 전통적인 국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즉, 상업·유
통, 개인서비스, 운수서비스 등도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공급

v 기업관리체계의 개편에 따른 남북경협 환경의 변화
§
§
§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경제관리체계 및 기업관리체계의 개편
을 시작, 대략 2015년경에 법제화 완료
시장가격과 국영기업의 시장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경
영 자율성 법적으로 보장
기업에게 무역 및 합작·합영권을 부여함으로써 내각 소속 기업이 직접
남북경협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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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 제재 완화에 따른 단계적 남북경협 추진 불가피
<북한 일반무역 관련 유엔제재 주요내용>
안보리

UNSCR 2270

UNSCR 2321

UNSCR 2371

UNSCR 2375

UNSCR 2397

결의안

('16.3.2)

('16.11.30)

('17.8.5.)

('17.9.11.)

('17.12.22)

상무부 고시

상무부 고시

상무부 고시

상무부 고시 ('17.8.25,

상무부 고시

('16.4.5)

('17.2.17)

('17.8.14)

'17.9.22)

('18.1.5)

중국 고시

대북수입
ˑ직물/의류 완제품 금지

대북수입

해파노동자

ˑHS 7/8/12/25/44/

대북수입

ˑ비자갱신 및 신규허가

84/85/89 금지

대북수입

ˑ무연탄/철/

금지

해파노동자

ˑ무연탄 수출

철광석/납/납광

경협

ˑ12개월內 철수

상한 설정

석/수산물 금지

ˑ대북합작 설립·유지·

경협

(4억 달러 또는

해파노동자

운영 금지

ˑ어획권 구입 금지

750만 톤 중

ˑ동결

ˑ기존합작사 120일內

대북수출

작은 쪽)

경협

폐쇄

ˑ원유: 민생용 국한 年

ˑ은/동/아연/니켈

ˑ대북합작

대북수출

4백만 배럴 제한

금지

신규ˑ확대

ˑ정제유: 年200만 배럴

ˑ정제유: 민생용 국한 年

금지

제한

50만 배럴 제한

ˑ원유: 동결 (年400만

ˑHS 72~89 금지

배럴)

(민항기 수리용 제외)

대북수입
ˑWMD 연계
무연탄 및
철광석 금지
(민생 제외)
주요
내용

ˑ금/바나듐/
티타늄/희토류
금지
대북수출
ˑ항공유 금지
(인도주의 및
민항기 해외
급유 제외)

ˑLNG/콘덴세이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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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현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불가능
v UN 대북 경제제재 2270 이전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될 경우 위탁가
공 교역 등 제한적인 남북경협 재개 가능
v 2270 이전 상황으로 완화되면 과거 남북경협 복구 가능
v 대규모 투자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상당
정도 완화되어야 하며, 이는 북미 수교 정도의 관계개선이 되어야
가능
§
§
§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따른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반
출의 제한
미국의 EAR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따른 제약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NTR, GSP 지위 부여
까지 적지 않은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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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관련 법률과 내용 (2016년 이전)>
제재의 이유
안보위협
적성국
교역법1)

공산주의

테러지원국2)

건별 수입승인제,
포괄적
자산동결

대외경제

해당기업 자산동결

비상조치법
수출
관리법

WMD 확산

수출제한

수출제한

수출제한

해당기업 수출입제한
(미사일확산)
1.해당기업 수출입제한
(미사일확산)

무기수출

군수품목

군수품목

2.원조(인도지원 제외),

통제법

거래금지

거래금지

군수품수출, 국제금융기구·
美은행 금융지원 금지
(핵확산·핵실험)

대외원조법

미국·국제금융

미국·국제금융기구

기구 원조 금지3)

원조 금지3)

수출입

수출입은행 보증·

수출입은행 보증·보험·신용

은행법

보험·신용금지

금지(핵확산·핵실험)

브레튼우즈협

IMF 원조금지3)

IMF 원조금지3)

주: 1)정법
2008년 6월 대북적용 해제. 2) 2008년 6월 대북적용 해제. 2017년 11월 재지정
3) 국제금융기구 원조금지는 가입금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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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관련 법률과 내용 (2016년 이전)>
제재의 이유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2)

국제금융

국제금융기구

기구법

원조 금지3)

무역법

NTR·GSP 거부4)

WMD 확산

NTR·GSP 거부4)

무역제재

대북 상업수출

개혁법

지원 금지5)

이란·북한·

해당기업 군수품·이중용도품목

시리아

수출,

비확산법

미국정부 조달계약 금지

핵확산

해당기업 미국정부 조달계약

방지법

금지
핵협력협정 발효금지,

북한위협

핵관련물자·서비스·기술이전

감소법

금지
미국 원조 금지,

대외활동

채무경감

수권법

금지

채무경감 금지,

핵관련 장비·연료·기술

수출입은행

대북이전시 수출입은행 기금사용

원조·차관·신용·보험·보증

금지(핵실험)

금지5)

주: 4) NTR(정상교역국지위)이 거부되면 자동적으로 최고관세율(Column2)이 적용되어,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자격도 상실
5) 테러지원국(이란·시리아·수단·북한)이 특정하여 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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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v 비핵화 이후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투자자로서의 남한의 독점적
지위 유지 어려울 것이며, 이를 전제로 남북경협 전략 수립 필요
v 남북경협 전반 : 민족내부 특수거래에서 국가간 정상적인 협력사
업으로
v 민간경협 : 유치산업론·공공재론에서 벤처비즈니스론으로
v 정부주도 협력사업 : 통일을 위한 투자에서 민간기업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v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북한의 주도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남북경협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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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남북경협 추진 전략

1. 경제적 이익 우선과 이를 위한 틀을 구축
v 향후 재개될 남북한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목적은 남북한의 경제
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임을 확인할 필요
v 민간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근거·원칙·방식·절
차 및 보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v 민간 남북경협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v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함
으로써 남북경협 환경의 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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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남북경협 추진 전략

2. 접경지대 중심에서 핵심 대도시 지역으로
남북경협 거점의 이동
v 남북경협 거점은 기존의 접경지대나 주변부에서 탈피하여 평양
등 핵심 대도시로 이동되어야 할 필요
§ 당초 남북경협이 개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은
경협 초기 북한의 우려와 한국의 필요성 때문
§ 김정은 정권의 대외개방정책은 평양이나 남포지역에도 경제
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초기 대외개방정책과 다른 면모를 보이
고 있음
§ 이전보다는 평양 등 대도시에 남북경협 거점을 구축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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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남북경협 추진 전략

3. 북한내 협력사업에서 북한의 주도성 원칙 확립
v 향후 북한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경협은 북한(정부)가 주도하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
§ 개성공단의 경우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북한정부는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했는데, 이는 개성공단의 한계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
§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경협, 특히
경제특구의 개발·운영에 북한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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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남북경협 추진 전략

3. 북한내 협력사업에서 북한의 주도성 원칙 확립
v 남북경협 사업 선정 등에서 북한의 남북경협 주도 역량을 증대시
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위탁가공교역의 전면적 재개를 통해 내각소속 기업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복구함으로써 남북협력 사업의 북
한 주도성의 물적 기반을 확충
§ 북한 제조업의 생산·투자 및 수출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사
업을 우선 추진하여 북한 정부의 독자적인 재원조달 능력을
확충
v 경제특구 개발 및 운영 방식, 우선순위 등 재검토
v 북한의 요구와 북한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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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남북경협 추진 전략

4. 많은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북경협 추진
v 북측의 기업 및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남북경협 사업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경협 틀을 구축
§

§
§

당이나 군부 등 특권기관 소속 무역회사가 남북경협을 독점하는 것을 지
양하고, 내각소속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상
개별 기업의 무역이나 합작·합영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도를 감안하
면 불가능한 요구는 아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남북경협을 우리민족끼리의 특수한 거래가
아닌 국가 간의 정상적인 경제적 협력사업으로 남북경협의 틀을 바꾸어
나가야 함.

v 내각 소속 중소규모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위탁가공교역의 우선 추진
필요
v 경제특구 등 특정 지역이 아닌 북한 전역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v 남북한 협력을 통하여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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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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