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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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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본 과목은 통일부의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으로 기존의 단순 북한 이해 관련
과목이 아닌 통일, 북한관련 학제간 융합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북한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북한관련 과목(예시: 북한사회 이
해, 북한정치론 등) 방식의 수업을 지양하고 관련분야 소양교육을 통해 통일, 북

국문

한 관련 교양을 함양하며 동시에 실용적 학문으로서 관련 부처 및 기업체로의
취업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T”라는
소주제를 바탕으로 최근 북한사회 변화 양상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흥미와 재미
를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이른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미리 만나보는 통일
이야기를 진행한다. 북한관련 실제 내용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실무중심의 역량을 강화한다.

This course is prepared with the project from Ministry of Unification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North Korea. With this

영문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general idea on Korea unification. Especially
this course is organized with the topic of ‘IT’ to see the chang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provide interesting stories about unific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this course will invite various experts on unification.

3. 학교핵심역량 설정
- 본 교과목을 수강하여 배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설정(최대 2개 이내)
핵심
역량

친화적
인성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통섭적
창의역량

선도적
지역혁신
역량

글로벌
도전역량

선택
(√)

( )

(√)

(√)

( )

( )

수행기준
ㆍ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탐구하고 정신세계를 투시하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영
위하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려는 바람직한 인성을 함
양한다.
ㆍ또한 공동체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자신을 적극 개발
하는 동시에 타인의 관심과 공감을 획득하는 고도의 친화력을 배양하여 인간과
인간의 조화 및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모색한다.

ㆍ자기세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자기표현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현대사회의 복잡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협력적
인 소통의 역량을 고양한다.
ㆍ소통과 융합의 가치를 중히 여겨, 타인을 포용하고 포섭하는 덕성을 함양하며,
환경과 기계 기술 등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소통능력
을 배양한다.

ㆍ현대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여 수용하고, 이를 다시 종횡으
로 융복합하여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통섭의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ㆍ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통섭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배양한다.

ㆍ세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 지역의 입지와 역할을 단단히 구축하여,
수도권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
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ㆍ이를 통해 광범위한 국제화의 네트워크 속에서 로컬리티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일조하고,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 연대를 통해 보편적 의제인 평화와 인권
을 도모하여 우리의 주권을 시현하는 강인한 혁신역량을 도모한다.

ㆍ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능력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사고 및 태도를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추구한다.
ㆍ이를 위해 언어 이외에도 우리 문화의 특수성과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국제사회에 통용될 유연하고 글로벌한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4. 차 례

주차
1

수업주제
분단의 의미를 지리, 군사,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동북
아 국제정세와 한반도에 대해 살펴본다

2

북한체제의 성립 및 배경, 북한정치를 바라보는 이론 등을 살펴본다.

3

북한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의 기업에 대하여 알아본다.

4

북한의 의식주라는 주제로 최근 북한의 사회변화를 살펴본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북한의 통치 이념 및 통치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하
여 논의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 전략과 대외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라는 주제로 통일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과 시선에 대
하여 살펴본다.
중간고사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최근 모습을 살펴본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북한전기 전자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개방화된 사회로의
이행,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해보자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바라본 북한의 실상을 살펴보고 IT의 기술 발전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글로벌 이동통신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
한 남북한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남북한의 스마트폰 시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를 통한
문화 교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말고사

비고

【1주차】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학습목표』
1. 탈냉전 시기 국제질서 변화과정
2.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
3. 주변국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

『학습내용』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나면서 국제질서는 근본적인 재편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20
세기 후반 국제질서의 큰 축을 이뤘던 양극체제는 붕괴되고, 동서 진영 간 대립구도도 사라졌다. 탈냉
전기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특징은 이념, 체제, 제도 간의 대립
이 현저히 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시대의 양극
체제 대신 더 복합적이고 다극적인 질서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국제정치
에서 규모는 크지만 그 동안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었던 거대국가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경제성
장을 경험하면서 부상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펴낸 ‘Global Trends 2025’ 보고서도
2025년까지의 향후 국제질서가 더욱 복합적으로 변하고, 미국이 여전히 초강대국이겠지만 지금보다는
‘덜 지배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경 국제질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부
상과 함께 세계화로 인한 경제발전, 인구증가, 지역적 발전 격차 등으로 인해 더욱 다극화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탈냉전 이후 형성되고 있는 신 국제질서는 냉전시대에 비해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부상에 따라 국
제질서의 복합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일 동맹의 조정 움직임에 따라 동북아 정세
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국제안보의 위협요인도 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4개년국방 검
토보고서(QDR 2010)’는 21세기 국제안보의 핵심 위협을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만큼 오늘날의 안보 환경은 매우 복합적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의
분산,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대 등은 전쟁 양상
의 복합성을 초래한다. 특히 WMD로 무장한 국가의 붕괴나 불안정은 WMD 물질, 무기, 기술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하고 국제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1991년 소련 해체 등으로 인한 냉전의 종식은 미국을 국제사회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게 하
였다. 군사 분야 차원에서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대략 절반을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부문의 기술혁신
에 힘입어 군 전략 및 무기기술체계 등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향후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나, 한
편으로 EU, 중국, 일본 등의 다극적 경쟁구도로 전이되고 있다. EU의 통합된 경제력이나 일본, 중국
등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 되고 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축, 증대하는 무역적자와 정부 재정 적자 등 일부 경제적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주도

세계경제질서의 해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며 장기간에 걸쳐 IT, BT, NANO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
에 막대한 투자를 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국제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협의 개념이 복잡화되었다. 즉, 안보어젠다(Agenda)의 복합화와 안보주
체의 다양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테러단체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수
적 확산과 영향력 증대 등 안보주체가 다양화되었으며 안보 위협 또한 군사적 안보를 넘어 정보와 기술
적 자산의 보호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러 전략관계가 재정립됨에 따라 유럽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워졌고, 그 결과 국제
정치의 중심축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아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와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
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끌어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력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러시아의 재부상, 일본의 정상국가화 등 역내 국가들의 전략
및 위상 변화 또한 동북아 역내 정세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9.11테러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 속에서 미국은 외교기조 및 전략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전 세
계적인 반테러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북핵문제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도 최근 들어 중요한 변화
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위상은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새로운 현실로 대두되었고,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을 중심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협이 현
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자주의 혹은 다자적 협력에 대한 역내의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동북아 국가들은 양자관계의 재조정, 다자간 경제 안보협력 논의 등 평화
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800억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 조성 합의(2008. 5 제1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계약 확대 등 치
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확대방안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2009년 5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
에서 열린 제1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역내의 통화협력을 위한 치앙마이 다자기금
(CMMI)의 각국 분담금을 일본과 중국이 각각 기금의 32%, ASEAN 국가가 20%, 그리고 한국이 16%
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주요국들의 정책공조
와 협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요인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의 65%를 차지하고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으로 연평균 3-4% 인 다
른 지역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동북아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냉전 대립과 갈등이 첨예했던 지
역이었으며, 현재도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북한의 1차 핵실
험(2006. 10) 및 2차 핵실험(2009.5)은 역내 안보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2010. 3. 26)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2010. 11. 23)으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의 불안
정성이 증대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과 중국이 영향력을 지속
적으로 증대해 나가고 있으며, 러시아도 과학기술, 석유와 가스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영향력
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간 세력관계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

에 있으며, 이는 역내의 정치·군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는 역내 강대국 간
의 역학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 이외에도 몇 가지 불안정 요인이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는 남북한
관계와 중국-대만 관계 등 분단국의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영토와 자원 문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나,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가 간 문제와 국가 내부
의 사회적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는 지역
안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보 부문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 이
사회(C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과 같은 협력 조직이 있으며, 경제 부문에서는 아태경제협력
회의(APEC)가 있으나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력기구로 기능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동북아 지역의 다
자 간 협력기구 창설은 이 지역이 안고 있는 불안정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한다
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제 질서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협력과 조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
에서는 주변국들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주변국들의 협력
을 유도해 우리에게 유리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며, 북한 핵문제는 국제 비확산 논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되었다.
<수업 ppt자료 예시>

【2주차】
북한의 정치체제
『학습목표』
1. 북한체제의 성립 및 변화과정
2. 북한정치체제의 특성과 사회, 주체사상의 개념과 이해
3. 북한정치의 이해와 주체사상 그리고 북한주민의 의식
4. 북한체제의 공식이념과 변화과정

『학습내용』
1945년 8월 광복과 더불어 북한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점령 아래 혁명의 원천지라고 할 수 있는 민족
기지 건설작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그 첫 작업은 소련군이 북한지역에 진주하기에 앞서서 구성된
각 도의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노동자·농민이 중심이 된 진보적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작업이
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처음에 이를 거부하였으나 소련군정의 압력에 의하여 결국 인
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에서의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을 둘러싸고
북한에서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조만식(曺晩植)과 조선민주당(朝鮮民主黨)을 중심으로 한
우익진영이 반탁운동을 전개한 반면에, 좌익진영은 찬탁운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소련점령군과 함께 우
익세력을 탄압하였다.
북한 정권은 그 수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법제의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북한 통치의 기본은 김일성 중심체제 구축으로 일관된 과정이었다.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는 파벌간의
연립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소련군을 따라 들어온 갑산파의 김일성이 당위
원장이면서 내각 수상이었고, 중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귀국한 연안파의 김두봉(金枓奉)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었다. 남한에서 남로당(南勞黨)을 조직했다가 월북한 남로당파의 박헌영(朴憲永)이 부
수상 겸 외상이었다. 그리고 허가이(許可而)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가 당과 정권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광복 전 북한지역에서 지하공산당 활동을 했던 국내파는 현준혁(玄俊赫)의 암살로 그 세
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
1956년에 접어들며 북한에서는 군수공업을 위주로 한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팽배하였
다. 또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개인숭배 반대연설에 고무받은 소련파·연안파로부터 김일성 중
심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등 김일성은 또 한 차례 정치적 혼란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중소대립이란 상황을 이용하여 반종파투쟁을 전개, 김두
봉·최창익(崔昌益)·박창옥(朴昌玉) 등 연안파와 소련파의 핵심세력을 제거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주민들에 대한 사상검토 작업을 전개하여 김일성중심체제의 기반을 확립하였
다. 1960년대 말에 들어 김일성의 권력 강화는 자신의 권력기반이었던 갑산파에 대한 숙청으로 보다
확고해졌다. 이 과정에서 군사력 강화보다 경제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박금철(朴金喆)·이효
순(李孝淳) 등이 숙청되었으며, ‘김일성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또 대
남전략에서 이견을 나타낸 김창봉(金昌奉)·허봉학(許鳳學) 등 군부파를 숙청함으로써 1970년대를 전후하
여 김일성 1인 지배체제의 확립과 개인숭배운동이 전개되었다.

북한에서의 모든 국가권력은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같은 당 우위체계는 공산국가의 일반
적 특징인데, 북한에서도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
도체계가 제도화되어 40년 동안 지속되어 옴에 따라 ‘1인수령영도체계’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김용범(金鎔範)·오기섭(吳琪燮) 등을 중심으로 창설된 조선공
산당 북조선분국이 모체였다. 이 분국은 형식상 박헌영이 1945년 9월 11일서울에서 창당한 조선공산당
을 ‘중앙당’으로 삼고 있었다. 북조선분국은 그 뒤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1946년 8월 중국
연안에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계의 ‘조선신민당’과 합당,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하게 된다.
북한의 통치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수차례 「헌법」을 개정했는데, 1948년 제정된 「헌법」(총 11장 104조)의 골격이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즉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휴회 중일 때에는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인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 사법기관으로 최고재판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인민회의와 지방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최고인민회의가 주요정책 결정과 국가대표 및 권력층의 임면권을 가짐으로써 행정부나 사법부의 상위
에 존재하여 대체로 변형된 ‘회의체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뒤 1972년 12월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총 11장 149조)을 채택하고 통치구조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신대통령제적 요소를 강하게
가미하였다. 즉 국가원수로서의 국가주석 제도가 신설되는 대신 최고인민회의의 지위가 추인기관(追認
機關)으로 약화되었으며,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동시에 내각은 정무
원(政務院)이란 이름의 단순 집행기관으로 바뀌면서 그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다.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
은 강화되었고 사법·검찰 기구의 독립성이 폐지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67조를 통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
다.
조선노동당을 제외한 북한의 정당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朝鮮社會民主黨)과 천도교청우당(天道敎靑友
黨)이 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1981년 조선민주당이 개칭된 것으로서, 조선민주당은 1945년 11월 조만
식(曺晩植)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기독교세력을 기반으로 창당되었다. 그러나 1946년 1월 신탁통치 반
대문제로 조만식이 당직을 사임당하고 최용건(崔庸健)이 새 당수로 선출되면서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
으로 변신하였다.
천도교청우당은 김달현(金達鉉)을 당수로 하여 1946년 2월 창당되었으나 창당 초기부터 소련군정과
공산당에 대해 조선민주당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였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그
동안 여섯 차례 당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중앙조직만 있을 뿐 하부조직이 없는 취약한 정당조직에 머물러
있다. 각종 대남성명을 발표할 때나 통일문제 등 주로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
최를 주장할 때에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3주차】
북한의 경제실상
『학습목표』
1. 사회주의 경제체제
2. 북한의 경제정책
3. 북한의 무역
4. 남북한 경제협력

『학습내용』
‘북한의 경제실상’이라는 주제로 먼저 북한경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최근북한 경제체제, 경제정책
및 북한의 무역 등을 살펴본다. 더불어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고찰한다.

1. 사회주의 경제체제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
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
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인민적 소
유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
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극히 부분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북한은 차별을 둔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뿐이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
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경제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
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오늘날 북한과 쿠바 외에는 이와 같은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경제체제 자체의 구조
적 모순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경제관리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가 경제 전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집행을 감독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정무원의 각부 및 위원회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
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는다. 이를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라
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계획의 세부화라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경제에서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
획이 세부적인 것까지 상호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계획의 원칙적 체계이다. 이러한 계획의 세부
화는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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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의 경제정책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자력갱생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대내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생산에 요구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까
지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북한 경제운영의 대원칙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국제경제에
대해 배타적으로 폐쇄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내자동원에 의한 경제개발
이 한계에 직면하자,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분단 이후 시종일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최근 북한경제는 산업부문간의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
리고 있다. 경공업은 물론이고 농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부문간 유
기성을 상실, 효율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의 발전을 효
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의 발전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시기도 있었다. 북한이 1989년에 '경
공업발전 3개년계획'(1989∼1991)을 발표하고 1989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설정한 것이나 제3차7개년
계획의 완충기(1994∼1996) 중점과업으로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
주의 방침을 제시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부터 선군(先軍)사상을 앞세우면서 다시 중공업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경제침체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전력, 석탄, 금속 등 이른바 '선행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기본적으로 중공업부문의 산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정책적인
관심도 경공업부문보다 중공업부문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이 대부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과 계열화되어 있어서 민수산업과 엄격히
구별할 수 없기도 하지만, 예산상의 군사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병력이나 장비 등 군사
력은 오히려 매년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북한은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력
을 강화할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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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무역
북한은 그들의 대외무역정책에 따라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를 정무원 내에 두었으며, 이들
중앙기관의 통일적인 감독과 지도하에 실제로 무역업무를 집행하는 각종 산하기관을 중앙이나 지방에
설치 운영하였다. 먼저 정무원 내의 기구로서, 각 생산부문별 계획과의 연계하에 무역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국가계획위원회, 경제분야 외교업무와 함께 외국의 투자유치, 기술도입 등을 담당하는 대
외경제위원회 등이 있었으며 특히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에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국제무역촉진위원
회, 합영공업총국 등이 조직되었다.
실제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며 필요한 정보나 금융, 기타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무
역업무 집행기관으로는 통신, 품질검사, 보험, 운송 등을 담당하는 세관검사국의 공장·기업소, 국제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은행, 금강은행, 대성, 수출입검사국, 국제보험회사, 대외운수회사 등이 있으며,
100여 개의 무역상사와 수출 전담은행,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 조선합영은행 등이 있다.
북한의 무역거래 형태는 교역상대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즉 구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 제국과
의 교역은 전통적으로 쌍방간의 장기무역협정을 통해 매년 수출입 품목·규모 등을 결정하는 한편, 1년
간의 교역결과에 대해서는 쌍방의 결제은행 간에 청산결제를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구소련·중국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견지해 왔던 주요 교역상대국마저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나라와의 무역거래 형태 및 결제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북
한·구소련 간에 1990년 11월 ‘조·소 무역결산체계 변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에 1991년
부터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중국 간에도 1992년부터 이와 같은
결제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서방권 국가와의 무역은 교역절차나 대금결제방식에서 자본주의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역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북한 원화와 결제통화 간의 환율이 수출
거래 성립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무역 통계는 북한이 발표하지 않
기 때문에 무역상대국이 발표하는 무역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북한의 무역상품 구조의 특징은 저부가가치의 1차산물이 주종수출상품인 데 반해, 수입상품은 기계
류·수송장비 등의 고부가치의 상품이나 에너지원, 식량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구조적
인 무역역조에 따른 외환부족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경제협력은 아직까지 영세자본을 중심으로
한 합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여건 미비로 경제협력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합영기업이란 한 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
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6개조
‘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 회사, 기업소가 북한 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권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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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 경제협력
1988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교류’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을 칭한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교역’(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이 없는 일방적 지원 등에 따른 반출입하는
비거래성 교역)과 ‘협력사업’(북한법에 의해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직접투자 방식은 합영
기업, 합작기업, 단독투자기업)이 있다.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 후인 그 해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 발표로 대북교역 허용되었다. 또한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남북 교역 관련 법적 근거 및 지원제도 등 기본토대 마련되었다.
1992년 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 및 분과위원회 공동위
원회 설치 등 남북경제관계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1년 위탁가공교역 최초 성사(학생가방 반입)되었고
이어서 1992년 9월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 후 직교역 추진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청산계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합의하였고 교역규모도 1992년 1억 7천만 달러로 급성장하였지만 북한핵문제 부
상으로 인해 경색국면 돌입하였다.
소강상태를 지속하다가 김대중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주목
할 만한 진전되어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제도적 장치 확충되면서 개성공단 조성,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
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 사업이 성과를 보이면서 일반교역 및 위탁 가공교역 중심에서 경공업과 광
업분야로 확대 움직임을 보인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쟁적, 분쟁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유인에 따라 상호이익의 증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의 경제기구를 설치․추진하는 상호간 협력이 용이한 공동의 이익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이는 진화와 발전을 거쳐 다른 부분의 협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배우게 하고, 경제협력에 수반되는 인적
교류를 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장점
과 동시에 북한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만큼 국제경제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고 대외 개방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전력·통신·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
져 있지 않아 경협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전략물자통제제도 및 원산지 문제로 인한 물자 반출
및 수출에 대한 제약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경쟁력을 총체
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남북을 오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며, 작동방식은 거버넌스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주체
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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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참여자와 주변환경 요인은 남북경협의
참여자는 목표나 이해관계에 따라 남한정부, 남한기업, 사회단체 그리고 북한정부 등이며 환경요인으로
는 북미, 한미, 북중, 한중관계 등 남북한을 둘러싼 대외관계를 주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목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남한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
익성을, 사회단체들은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생존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북한정부는 경제협력사
업을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회복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남한의 의사와는 무관
하게 흡수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특정한 정치세력과
특정한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이익실현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공통된
이익실현에 봉사되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성과물은 경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당국 간 경협사업의 실현, 민
간차원의 사업 추진분위기 개선 등을 들 수 있고, 이 사업의 진전으로 인하여 이산가족 상봉 등 비경제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제고 시키고 있는 것도 긍정적 측면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교역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서 남한은 북한무역에 있어서 제3의 상대이면서 제
2의 수출시장이 되었고, 남한의 자재와 기술로 이루어지는 위탁가공산업이 주력이며 개성공단사업의 경
우에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공동번영을 도모하려는 대표적인 남
북간 경제협력 사업이다. 대북투자는 북한의 법과 제도의 폐쇄성과 미비로 교역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남남내부갈등으로 인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제한되는 상황도 제기되곤 한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단순한 물질적 교류와 투자가 아닌 상호간의 신뢰의 구축과 ‘통일준비사업’으로
그 의미는 ‘평화만들기’(peace making)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한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교류’와 ‘상호투자’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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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북한의 의식주
『학습목표』
○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 북한의 사회변동을 이해하고, 의식주 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학습내용』
〇 현재 북한의 의식주 생활을 이해하고,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이해한다.
의식주는 사회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한 사회의 의식주 생활의 변화는 보다 더 거대
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의 의식주는 특히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공
존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〇 식(食)
한 사회의 생활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거론 되는 것은 식생활의 수준이다. 예전 배급제가 정상
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에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특권층을 제외하면 거의 동질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
다. 북한주민들은 급수(1급~9급)에 따라 1일 식량공급량이 정해졌다.
1급
3급
7급
9급

직업
유해직노동자. 중노동자
일반 노동자
전업주부. 은퇴고령자
1세 미만의 영아

1일당
1일당
1일당
1일당

배급량
900g의 식량이
700g의 식량이
300g의 식량이
100g의 식량이

배급
배급
배급
배급

이 밖에도 장류나 조미료, 식용유 등 기본식자재들 역시 배급의 대상이 되었고, 배급제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식량의 매매가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주민들 간에 식생활 격차가 크게 나타나
지 않았지만 김일성 사후 보편적 배급제가 중단되고 시장을 통해 식량이나 식료품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식생활의 차이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식(食) 중에서도 주식의 구성(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수준 뿐만 아니라 북
한사회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고기섭취횟수)에 따르면
거의 매일 먹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약 4%, 한달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약 22%정
도로 북한 주민의 고기 섭취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평가된다. 세계 건강보건 기구(WHO)는 칼로리
의 급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 인구집단의 평균적인 섭취수준을 각각 통칼로리의 55~77%,
10~15%, 15~30%의 범위가 적당하다고 권장하고 있으나, 북한 인구의 과반수가 탄수화물의 섭취비율은
기준보다 초과하고, 반면에 단백질과 지방은 기준보다 적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〇 의(衣)
베블런 효과라는 이야기를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베블런은 의복이 가지고 있는 과시 효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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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가 있는데 의복은 단지 초보적이고 단순한 낭비의 증거보다 더 미묘하고 심원한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의복에 다원적인 사회적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시기에 식량 뿐만 아니라 의복도 배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다
수의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서 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자
신에게 돌아올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식량과 마찬가지로 의복배급 역시 급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 의복이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능을 했다. 하지만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에는 권력이나 부의 과시, 치장, 체면유지, 개성표현 등 다양한 상징체계를 갖게 되었다. 먹는 수준
은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옷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일부러 가난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입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연구
분석도 있다. 이는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서도 사회관계에서 체면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으며, 옷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체면을 드러내는 문화적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〇 주(住)
얼마전 평양 아파트 거래가격이 10만 달러~20만 달러에 달하는 기사가 방송에 적잖이 놀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주택거래소가 등장하고 있다. 주택거래소는 2013년도부터 등장하여 집
을 사고 싶은 사람이 미리 주택거래소에 지급을 하면, 주택거래소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집을 짓고 이
를 개인에게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제 집, 토지가 더 이상 공동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형태
(자본주의의 모습)등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 사회주의에서 주택은 정치적으로, 관료적으로 분배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택 정책은 소득계
급, 직업신분 또는 다른 차이들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
었으나, 실제로 주택보급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은 존재하였다. 동독의 경우 도심 근처, 입지조건이 좋고
수요가 많은 신 건설지역에는 국가기관 또는 정당기관에서 영향력이 큰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우대를
받으며 주거했다. 북한에서는 주거 단위 또는 주택을 살림집이라고 부른다. 북한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입주자의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4호, 특호 등 5개 유형으로 배정되며 평등적 분배보다는 정치적
조정에 의해 분배되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주택보급률은 일반적으로 50~60%수준에 불과한 것으
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사회에는 시장화와의 진전과 함
께 도시화도 진행되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공동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제로서 주택이 매매의 대상
이 되고 있다.
주택유형은 크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나뉘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주택유
형은 연립주택으로 약 588만 가구 중 약 258만 가구가 거주하여 43.8%, 단독 주택의 경우 198만 가구
33.8%를 아파트는 126만 가구 21.4%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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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집 장만 경로를 살펴본 여러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하면 기존의 국유의 대상이었던 주택이
개인이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이 주택시장이 형성되
고 있음을 말해 분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존재유무는 북한 사회의 사적 소유재의 부활여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개인이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이외에도 자신이 직접 집을 짓은 경
우도 존재하는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북한 사
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국가의 영역에서 개인과 시장의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치적 조정과 분재에 의해서 의식주가 보장되는 특별한 집단이 존재하지만,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자본과 능력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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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북한의 통치체제
『학습목표』
1. 북한의 국가 조직과 그 기능 이해
2.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와 통제 실태
3.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 통제
4.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제사회문제

『학습내용』
북한은 국가 조직 자체가 주민 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대한 감시 및 통제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은 행정·사법·입법부의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주요기관
의 간부 직위는 노동당 열성당원이 독점한다. 이들 모든 기관과 단체에는 각기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당
의 통제체제를 일원화시켜 놓았다.
한편 당적 통제 외에 주민 통제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은 직업총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농업근로
자동맹, 여성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
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하부는 무조건 상부에 복종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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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각종 사찰기관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동태를 은밀히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반당·반혁명적 세
력의 색출과 사상적 감시를 통해 이른바 불순분자를 숙청한다. 북한 사찰기관은 치안유지 및 반당·반국
가행위자 색출·검거와 주민 이동사항을 통제하는 사회안전부와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된 국가안전보
위부가 있다.
주민통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관료주의 제거와 엄격한 법적
통제, 전주민에 대한 사상투쟁 전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통상 20~30세대로 조직된 인민반은 주민
들의 일상생활을 통제·감시하고 있다. 그밖에 20호 및 위생 검영열 따위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의 필요성과 그 실태, 북한의 주민 통제를 위한 수단 이해, 주민
통제와 관련한 제 사회문제 등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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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북한의 대외관계
『학습목표』
1. 북한-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2. 북한-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3. 북한-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4. 북한-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5. 북한-유럽연합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6. 북한-기타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학습내용』
1. 북한-미국과의 관계
북한-미국과의 관계는 1970년대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미·소 간의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의 대미 접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유럽 사회주의권 붕괴로 외교 기반이 위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 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외교 고립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
왔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 거부 등 이
른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
북 제네바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대미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요구에 협력하고, 1996년 4월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
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의 틀
을 유지해 왔다. 1999년 9월 미·북 간에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진 후 미국은 대
북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북한 역시 미사일 재발사 유보를 밝힘으로써 미국
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2001년 1월에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검증,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를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 사회와 반테러 협력에 집중하고
있던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미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국가로 규정하자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크게 반발하였고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이 미·북 제네바 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쌍무
약속뿐만 아니라 NPT 및 IAEA 핵 안전 협정 등 국제사회와의 합의 위반 행위이므로 북한의 핵 포기는
당연하고, 이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미·북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중재 노력으로 북한과 미국, 중국
이 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 23~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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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핵 포기’를 강조하였으나 북한은 ‘선(先)미·북 회담, 후(後) 다자회담’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한
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CVID)하도록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동시에
WMD 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7’(PSI)으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갔다. 또한 북한 핵 문제는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의 틀에서 논의·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문제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미국만이 문제 해
결의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반대하면서 다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였
다.
이와 같이 미·북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노력
에 힘입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다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다자회담이 바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와 경고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2013년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7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 제2094호를 채택했다. 이후 중국을 매개로 북한과 미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하였으나 미·북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업자료 예시>

2. 북한-중국과의 관계
북한정권 수립 후 60여 년 동안 중국과 북한 간 관계는 때로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기도 하였으나 정
치·경제·군사 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을 토대로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나라지만 북·중 관계는 이념보다 실리경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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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중국은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 관계
를 수립하자 이것은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동안 표면상 동
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으로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8년여 동안 이루어져 온 양국 정상 간 교환 방문의 전통이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0년까지 6차례 방중하면서 협력 관계를 모색 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상
하이 시 푸둥 지구의 첨단 산업기지, 금융 및 상업시설 등을 시찰하고 나서 중국의 개혁·개방성과를 높
이 평가하였다. 이어서 2001년 9월 성사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한·중 수교 이후 소원
해진 북·중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쌀·석유·비료 등 지원과 대북 협력을 약속하
고, 양국은 당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정치 관계 발전을 모색하였다.
2003년에 등장한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전통 계승, 미래 지향,
선린 우호, 협력 강화’라는 대북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후 2005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실질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김정일은 2006년 1월 10~18일 중
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경제 중심 도시(베이징, 광둥, 선전 등)의 기업과 연구
소 등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어느 때보다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대화와 협상
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유지하고, 북한을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는 대북 경제 전면 제재에는 반
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북·중 친선의 해(中朝友好年)’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고위인사 교류 등을 추진하여 전통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북·중 관계 속
에서도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 5.)으로 양국 관계는 불편한 국면을 맞았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 반
대 성명 등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동참하였다. 김정일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네 차례 중국을 방문하였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협력
수요가 많이 발생 하였음을 방증한다. 2010년 5월 3~7일에는 단둥·다롄·베이징·선양 등지를 방문하고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층 교류 지속,
경제무역 협력 등에 합의한 것으로 중국 측에서 발표 하였다. 2010년 8월 26~30일에는 지린·창춘·하얼
빈 등지를 방문하여 창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6자회담, ‘창지
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등 경제 협력과 지원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사망 이틀 후인 2011년 12월 19일 중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당·국가·인민 간의 관
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공식 발표 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사망이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 정세를 안정되게 유지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북
한으로서도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양국 간의 공동보조가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대중 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명분 아
래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2년 7월 북한 인민보안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30일~8
월 3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북한을 방문하였다. 2012년 8월에는 장성택을 단장으로 한 북·
중 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3년 북한과 중국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
나, 2014년에 들어와서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 기조에 대해서는 유감과 비판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 조치에 대해서 미온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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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발사에 대하여 중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2·29 합의를 유지·이행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였다. 2012년 11월 등장한 시진핑 지도부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
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 채택에 찬성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모든 당사국에 역내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였다. 중국은 최근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2014.7)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3. 북한-일본과의 관계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일본과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부터 쌍방 간에
국교정상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까지 실속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 간의 데탕트와 특히 미·중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남북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도 다소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수교 문제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논의되
기 시작하였다. 일본과 북한 간 수교회담은 1991년 1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까지 11차
례 개최되었다. 수교회담에서 양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등 과거사 문제, 북한의 핵사찰,
일본인 피랍자 등 현안에서 현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 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접촉과 대화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던 일·북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들을 포괄 해결하기로 하는
한편 ‘일·북 평양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전기를 마련하였다. 양측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2년 만에
제12차 수교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일본의 핵 개발 포기 요구 및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 차 등으로 차기
회담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하였다. 2004년 5월 22일 김정일과 고이즈미 총리는 1년
8개월 만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2002년 10월 이후 중단된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일·북 관계 개선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사망한
후 2004년 12월 일본으로 송환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진위 여부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본 국민의 대
북 감정이 악화되었고, 북한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였다. 일본과 북한은
2006년에 재개된 제13차 수교회담(2.4~8, 베이징)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였다. 회담 결렬 이후에
는 일·북 간에 대화 채널이 단절되고 상호 비난이 강화되는 등 대립 국면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국제 사회의 대
북 제재를 주도하는 한편 일·북 간 전세기 일본 착륙 금지, 북한 당국자 및 승무원 입국 금지, 모든 북
한 상품 수입 금지 등 대북 제재 독자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2007년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되면서 일본과 북한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2·13 합의 제2조 4항에서 일·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를 개시하기로 규정하였고, 일본은 대북
제재 조치 가운데 인도주의 차원의 물자 수송 선박에 한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일·북 간 민간
인 왕래 금지 조치 해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에 출범한 아소 다로
정권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일·북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이 2009년
4월 장 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
(2009.6.12)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북수출 전면금지 등 독자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전략을 구사하였다.
2009년 9월 일본의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하였지만 일본의 하토야

마 총리는‘ 선 북핵·납북자 문제 해결, 후 관계정상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북한은 일본이
납북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불참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 사항을 위반하였다며 일본
에 6자회담 참가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2011년 8월 노다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
조하며 남북 대화, 미·북 회담, 6자회담 등과 관련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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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후 2013년 5월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지마 내각관방참여가 방북하고, 2014년에는 일·북 간 국장급 회담이 수
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5월 26~28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일·북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 측은‘ 특별조사위
원회’를 설치하여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납북 일본인 전면재조사, 재북 일본인 유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 측은 재조사 개시 시점에 민간인 왕래 규제, 송금·휴대금액 제재, 인도주의 목적 아래
에서의 북한 국적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등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7월 4일에는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일본도 같은 날 합의한 대북 제재의 해제를 공식 결정하였다.

4. 북한-러시아와의 관계
탈냉전 이전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의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소련은 군사·이데올로기 관계
에 기초하여 북한정권 수립을 지원하였고, 북·중관계를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복구와 군사력 증강 등
을 지원하였다. 북한은 1961년 7월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1965년 5월 ‘조·소 군사원조
협정’, 1966년 6월 ‘기술 및 경제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 및 경제 지원
등을 받았다. 김일성은 1970년대 데탕트시기에 중국과 소련 어느 편에도 편향되지 않는 자주 노선을
표방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구사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북·러 관
계 설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
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1996년 4월 평양에서 제1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북·러 경제공
동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 지대 투자 확대와 대북 원유 제공, 금속
공업 제품 교환 등 양국 간 무역 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협력 관계가 본격화
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 관계도 차츰 회복되어 갔다. 양측은 2000년 2월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고, 이로써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협력의 파
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김정일과 푸틴은 2000년 7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 8. 4.)’에는 양국 간
의 협력 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 사업, 대미 공동보조, 한
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러시아가 미·일 경계 차원에서 북한을 지
지하였고,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안보 후견국으로 러시아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에도 러
시아 경제공동위원회의 방북 등 교류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러시아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을
공개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도 동참하였다. 2010년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다소 소강
상태였으나 2011년에는 김정일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김정일은 8
월 24일 울란우데 군부대 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경제 협력, 가스 수송관 건설 문제 등
을 합의하였다. 2011년 12월 13일에는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항공운수국 대표단과 북·러 간‘ 항공탐색
및 구조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도 북·러 관계에서 친선을 강조하며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22
일에는 북한 북동부 경제 특구인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방의 하산을 잇는 약 54km의 철도가
개통되어 양측 열차의 직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또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이 대북 차관을 탕
감하는 협약에 비준하고, 2014년 6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양측 간 무역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
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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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3자 협력 계획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을 도모하며 실리를 취하는 한편 남북한의 중재자 역
할을 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북아에서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5. 북한-유럽연합과의 관계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유럽연합 회원
국에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4일에는 이탈
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 가운데 외교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제의에 호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북 수교
방침을 표명한 데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유럽연합 의장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북하여 김정일과 회담하였다. 그 직후 5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유럽연합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
이탈리아(2000.1.4.), 영국(2000.12.12), 독일(2001.3.1) 등 2013년까지 프랑스 및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유럽연합국가와 경제측면에서 관계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12월 대외결제수단으로 미
국 달러화 대신 유럽연합의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과 정치대화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2003년부터 꾸준히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였
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하여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
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을 주도해 왔다. 2005년 11월 유럽연합이 유
엔에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채택 이후 북한과 유럽연합 간 대화는 단절되었으나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일정한 진전이 합의된 이후 재개되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의 제2차 핵실험은 양자 관계를 냉각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하였다. 유럽의회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6월 17일‘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
택하였다. 이후 2011년 3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을 방문하고 유럽연합 가입국의원 및 유
럽의회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일부 교류는 있지만 핵과 미사일 및 인권 문제 등으로 유럽연
합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한 상태다.
6. 북한-기타국가와의 관계
북한은 유럽연합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이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다. 당시 북한은 노
동당 제3차 대회에서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의 비동맹 국가들로 외교 관계를 확대할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후 북한은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활발한 비동맹국 외교를 전개하였다. 북한이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지속 추진해 온
배경에는‘ 반제·반미 공동전선’ 형성과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획득, 유엔에서의 비동맹그룹 국가 수의 우
세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국들에 자신들의 핵 보
유가 자위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동맹국들과
의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는 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리비아, 시리아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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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의 수교국은 아시아·태평양 24개국, 아메리카 22개국, 유럽 47개국, 중동 16개국, 아프리카 45
개국 등 총 154개국이었다. 이후 2006년 미사일 발사, 제1차 핵실험으로 한동안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
는 소강상태에 빠졌고,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
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의 외교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2010년 들어
가봉·감비아·세네갈 등 아프리카 지역과 베트남·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2011년과
2012년 몽골·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방북과 북한 외무성 대표단의 몽골·탄자니아·나미비아·
모잠비크 방문 등 비동맹국 외교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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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학습목표』
○ 남한 역대 정권별 통일정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 방안에 대해 생각하자

『학습내용』
남한 역대 정권별 통일정책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방법과 함께 통일인식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다.
1. 한눈에 보는 한반도 통일 정책
통일정책 내용
1공화국(이승만)
2공화국(장면내각)
3공화국(박정희)

북진 통일 (무력수복)
혁신계의 중립화 통일 방안
선 걸설. 후 통일
○ 최초 남북 적십자 회담(1971년)
○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

4공화국(박정희)

· 비공식 접촉(이후락 중정부장)
·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 통일 3대 원칙 설정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독재정권 구축에 활용(남한: 유신헌법. 북한: 사회주의 헌법)

5공화국(전두환)

북의 구호물자 전달(1984년) - 최초 이산가족 상봉 (1985년)

○ 북방외교(소련 중국 수교)
○ UN 남북 동시 가입 (1991년)

6공화국(노태우)

○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 남북고위급회담 (공식) - 남북관계 잠정적 특수 관계 인정
· 남북간 교류 – 민족 내 교류
○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2년)

김영삼 정권

○ 최초의 남북한 정상 회담 결정 –

취소 (김일성 급사)

○ 햇볕정책 – 최초 금강산 해로 관광(1998년)

김대중 정권

○ 6.15 남북 공동 선언 (최초 남북 정상회담)
· 남한 연합제 =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 자유민주주의 통일원칙 수립 X
· 금강산 육로 관광 시작. 경의선 복구 ·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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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평화번영정책 전개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

노무현 정권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

이명박 정권

○ 상생 공영정책 (원칙적인 대북정책)
· 비핵개방 3000 – 무력도발 불용. 불핵불용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정권

· 신뢰(Trustpolitik)와 균형 정책(Aligment policy)
- 서로의 약속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신뢰
- 향후 도발에 대해선 엄중. 진정 화해의 길로 나오면 상응하는 보상

1.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제1공화국]
한국은 1948년 초기부터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라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그 해 8월
제헌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국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100석의 의
석을 채우도록 촉구한 바 있다. 6·25전쟁 직후에는 통일문제를 미수복지역에 대한 수복의 개념으로 보
고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평화 통일을 주
장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해당되었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은 진보당사건으로 사형을 당하였다.
[제2공화국]
장면내각의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였다.
이승만정부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지향하면서 북한 불승인원칙하에 2개의 한국을 부인하는 할슈타인원칙
을 고수하였다. 당시 혁신계 정당들은 남북협상과 중립화 통일안(한반도를 중립화시켜 통일을 이루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가 수립되어 반공을 국시로 내세움에 따라 그러한 혁

신계 정당들의 제의는 일축되었고, 군사정부는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 선거안을 유일의 통일방안으로
재확인하였다.
[제3공화국]
박정희정부는 장면내각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선건설 후통일(先建設後統一)’이라는 원칙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경제를 먼저 세우고 통일을 생각하자, 지금은 통일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소극
적인 입장이었다. 통일방안의 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데 힘쓰는 ‘통일역량 배양정책’
을 내세웠다. 즉,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의 우위를 확보한 후에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해 나가
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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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제 4공화국에 들어서자 세계정치의 변화가 일어난다. 닉슨독트린과 데땅트의 분위기 속에서 1972년 남
북한의 화해 무드가 일기 시작하였다. 1972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통
해 7.4 남북공공성명을 이뤄냈다. 이 접촉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통일 3대 원칙
이 만들어졌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대단결이다. 남북한은 주
한민군철수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 시
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대

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일원화시켰다. 이 선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으
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문호를 개방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1974년 8월 15일
평화정착,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통일성취라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제5공화국]
제 5공화국 1984년 한국에 큰 수재가 발생하였을 때, 북한에서 구호물자?가 온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이 상봉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제 5공화국은 1982년 1월 22일 한국이 추구하
는 평화통일방식으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고, 이를 북한이 수락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통
일방안은 당시까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모든 통일정책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단계적 접근방법에 의한 구
체성과 실현성에 중점을 둔 ‘선평화 후통일’의 기본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즉, ‘잠정협정’을 통해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통일에 이르는 단계에서 남북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그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며, 그 통일헌법이 6천만 민족의 자유로
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여 ‘통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제6공화국]
제 6공화국 노태우 정권은 북방외교에 노력을 기울렸고,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1991년 남북이
UN에 동시가입을 하고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어 1992년 한반도 비
핵화 선언을 공표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고 남북관계
가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보며 남북간 교류도 민족 내 교류로 규정하였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민주적으로”라는 통일의 3원칙과 신뢰구축협력→남북연합→단일민
족국가건설의 3단계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통일의 과도기적 체제로서의‘남북연합’
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최고협의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남북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담’과 남북한 동수(同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연합체제하의 각료회의와 평의회 일부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서를 두
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를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의 발족을 계
기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적성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영삼 정부]
1993년 7월 6일 국민적 합의와 공존공익 그리고 민족 복리를 기조로 한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였다. 3
단계 통일론은 첫째 단계는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
가면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정례화되면서 제도화된 남북기구들이 나타나는 남북연합의 단계, 셋째 단계는 남북평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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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형태로 통일을 이루는 통일국가단계이다. 민주
주의체제’를 강조하였다. 한편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 맞추어 종합적 통일 청사
진으로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공동
체 통일방안’이라고 약칭하는 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은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1체제·1정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는 ‘국가통일’보다는 ‘민족통일’을 우선시하고, 특히 ‘7천
만 한민족공동체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조하였다.

[김대중 정부]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로 다가섬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화해협
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남북 간에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을 허용하지 않고, 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하며, 셋째 이 두 전제하에서 남북이 공존하면서 화해와 협력
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간다는 세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6월 평양에
서 남북 정상이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향으로
통일 지향,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장기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남북대화 조속히 개최 등
을 내용으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
결 등 교류 활성화, 민간의 통일운동 강화, 금강산 관광 등 화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
화번영정책을 전개하였다.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는 북한의 핵 불용(不容)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3대 원칙으로 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2007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
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남북 정상이 6·15 남북공동선
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총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금강
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등 남북교류의 영역을 확장하여 남북 평화공존을 꾀하였으나, 한
편으로는 보수 세력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만 공고히 할 뿐이고 북한 민중의 삶
은 더 피폐해지게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이전의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와 달리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차 핵실험, 천암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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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방안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명명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정책
(Trustpolitik)과 균형정책(Alignment)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뢰정책은 남북한 간 진정한 화해를 저
해하는 근본 요인이 신뢰의 결여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간 협력없이는 불가능하
며, 따라서 남북한 간 신뢰 조성이 긴요하다고 본다. 신뢰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
한 약속의 준수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이며, 신
뢰정책은 무조건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북한의 도발을 망각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균형정책은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북한
이 진정으로 화해를 위한 길로 나온다면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 증진과 북한과의 협력의 문제를 균형있게 다루면서, 동시에 남북교류를 국제사회와의 협조 증진
맥락에서 조화롭게 추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1월 북핵 도발 및 미사일 실험 등으로 박근
혜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폐쇄 및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
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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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본 북한 실상
『학습목표』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남한에서의 정착과정
2. 탈북배경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3. 통일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미의 역할 및 남한 정책

『학습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1)라는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탈북배경을 살펴보고, 다문화와 북한
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융합형 교과를 제시한다.
1. 북한이탈주민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
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면서 기존의 ‘귀순’ 개념이 ‘북이탈’로 바뀌었으며 북한을 떠난 후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이탈주민’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 대한민국 통일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명칭을 마련하여 한국 거주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하
였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용어개념에 대
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08년 11월 통일부는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10명 내외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
였다. 이때부터 탈북의 성격도 정치적 망명에서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
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
행해왔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2년 5월 현재 23,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
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도에는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등 제3국에 10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체
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단속과 송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지의 전체탈
북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북한이탈주
민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북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인권보호와 송환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들이 난민협약의 난민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식량난에 따른 경제적 이주자이기에
중-조(북) 사이에 난민문제는 없다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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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북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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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독일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학습목표』
1. 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 학습
2. 독일 통일 사례를 참고하여 한반도 통일 방안 논의

『학습내용』
■ 독일의 통일 과정
동서독은 분단의 배경이나 분단 이후 사회 변화 과정에서 한반도와 다른 점이 많다. 하지만 남북한이
통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독일 통일인 것도 분명하다. 독일
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했고, 그 통일은 어떻게 왔으며,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통독은 무엇을 남겼는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함.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직후부터 동독군 해체 작업을 주도하며 동서독 통일 작업의 실무를 맡아 본
서독 출신 요르크 쉔봄(77) 전 독일 국방차관은 “통일 후에는 더욱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았다”
며 이렇게 말했다. 독일 통일은 어떻게 물꼬를 텄고, 통일 과정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 통일
후 24년이 지났지만 독일이 여전히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25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는 그 직전
여행자유화를 발표한 샤보프스키 당시 동독 공보담당 정치국원이 실수로 “즉시 국경개방”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은 다분히 우연의 산물인가. 샤보프스
키 말이 와전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와전을 불러일으킨 데는 동독 주민의 역할이 컸다. 동독 주민은 예
전부터 통일을 원하고 있었다. 서독과 동독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 일이 있기 오래
전부터 있었다. 샤보프스키의 발언이 와전되는 데는 동독 사람들의 힘이 적잖게 작용한 것이다.
샤보프스키의 기자회견은 지금도 회자되는 독일 통일의 유명한 에피소드다. 1989년 11월 9일 오후 6
시를 넘어 동베를린 정부가 여행자유화 원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장에서 당시 동독
여당인 사회주의통일당의 샤보프스키는 이탈리아 통신사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자유화는 언제부터인
가”. 샤보프스키는 “지금 당장부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동독 자유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상황에서
생중계된 이 기자회견을 본 동베를린 시민 수 천명은 말 그대로 ‘당장’ 장벽 앞으로 몰려들었고,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에 적응하는 것을 사회주의 체제는 굉장히 버거워했다. 사실상 전체적
으로는 붕괴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서독의 자본주의 화폐시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이닥쳤고
그걸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 변화들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 오히려 바로 붕괴되는 편이 더 낫
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통일이 될 때 서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
다. 그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 왔을 때 서독 주민들은 자기 집의 문을 열었고, 카페를 개방해 커피와
빵을 나눠줬다. 동독을 마음으로 환영했다. 비단 베를린만이 아니고 국경을 접한 모든 서독 지역 작은
마을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베를린장벽은 동독 사람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지 서독 사람들이
직접 기여한 것은 실제로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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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북한의 전기전자 산업현황과 남북 협력의 가능성
『학습목표』
○ 북한전기전자 산업현황을 분석하고 남북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학습내용』
〇 북한전기 전자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개방화된 사회로의 이행, 자본주의 체제
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보자
북한은 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이후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총 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하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공장 가동율은 20%
내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과거 10년간의 제조업 성장률이 군수
관련 제조업 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0.7%인 매우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산업의 구성을 보더라도
전체 산업에서 농림어업, 광업등 1차 산업의 비중 1/3이상을 차지하는 후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대부분의 자원이 군산복합형 중공업에 상당부분 편중/배분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
스의 비중이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과거 4개년간 북한의 산업 구성
(단위 %)
2010

2011

2012

2013

농림어업

20.8

23.1

23.4

22.4

광업

14.4

14.6

14.0

13.6

제조업

21.9

21.9

21.9

22.1

- 경공업

6.6

6.5

6.7

6.8

- 중화학공업

15.3

15.4

15.2

15.4

전기가스수도업

3.9

3.1

3.5

4.1

건설업

8.0

7.9

7.8

7.8

서비스업

31.0

29.4

29.4

30.0

〇 북한의 전기전자 산업 현황
북한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자력갱생원칙’에 따른 산업정책으로 일관하여, 선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필수적인 전자 산업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가장 낙후된 실정이다. 일부 미사일이
나 정밀 유도장치 전자기술분야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반면에 민간 가전 사업부분에 대한 기술적 격
차는 매우커서 TV, 냉장고 등 민수용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부품을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 조
립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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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북한의 전기전자 산업 관리현황
북한은 전자공업을 “전자재료(반도체, 정밀합금), 전자회로요소(축전기, 집적소자), 전자장치(통신장치,
컴퓨터, TV)를 생산하는 기계공업의 중요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전자공업성을
1999년 11월에 설립하였다. 첨단과학기술인 전자공업의 육성이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수단
이라는 인식아래 전자공업성을 설립하였지만 낙후된 북한의 경제 과학기술여건으로 과거 전자공업성은
민수부분보가는 우선적으로 군수부분을 중심으로 전자공업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전기기기
1990년대 이후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력발전소 관련 중전기 부문은 북한의 여타 산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꾸준한 생산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용량 발전기 변전기기. 전력 전자
기기와 자동화 관련기기 부문은 기초 소재 및 반도체 관련기술의 미흡으로 인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전기기기 산업은 한국의 1980년대 초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전자기기
북한의 전자 기기산업분야는 전문기술 및 인력부족, 생산시설미비와 수출입 통제에 의한 기술 및 첨
단제품 수입 한계 등으로 각종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가전산업은 사실상 산업기반이 붕괴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TV, 냉장고, 전화기 등이 북한
시장을 장악한 덧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자사업은 주민생활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민간 가전
사업을 제외하면 군수용 전자 산업의 발전으로 한정되어 있다. 군수 기술분야는 굉장치 발전되어 있으
나 민간 산업의 기술수준은 한국의 1970년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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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남북 경협의 관점에서의 북한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방향
· 노동집약적 전기 전자산업의 육성
2002년에 삼성전자가 해주에 5년간 5억달러를 투자하여 전자산업단지를 조성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
듯이 북한이 비록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기반과 기술수준에 있어 많이 뒤처져있지만 북한의 값싼 노동력
을 토대로 국내기업이 소규모 투자를 수행하고 이를 통한 기술이전이 이뤄진다면 북한 경제 전체의 기
술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기술산업(IT)의 육성
IT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를 육성하는 것이 초기적인 경협을 추진하는데 가시성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남측자본과 북측 기술인력을 결합한 게임, 에니메이션(뽀로로), 디지털 콘덴츠등 투자 부담이 적
고 부가가치가 큰 분야가 우선 협력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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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
『학습목표』
1. 소셜미디어의 발전과정
2. 소셜미디어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학습내용』
■ 소셜미디어의 발전과정
가까운 지인 또는 유명인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이미 주요한 인터넷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SNS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SNS의 사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싸이월드가 보다 일찍 일으킨 돌풍이
잠시 잠잠해지고 싸이월드의 성장세도 둔화되었으나, 미국의Facebook, Twitter 는 지속적으로 성장하
여 핵심적인 인터넷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온라인 상에서 보내는 전체
시간의 22%를 SNS 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57.5%(약 1억
2,700만 명)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SNS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미국 인터넷 이용자의
2/3이 정기적으로 SNS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SNS가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신뢰가 높은 관계 혹은 친분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일상, 생각,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SNS의 확대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사례 중 하나가 작년 10월 작년 유명 대기업의 오너와 대표 벤처기업인이 Twitter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대해 논쟁한 것을 들 수 있다. Twitter에서 시작된 논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
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일화는 SNS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를 보여준다.
SNS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의사 소통하고, 경험, 느낌,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로 글,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컨텐츠를 통해 자신의 취미 및 생
각을 표현하며, 인맥을 넓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서
비스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이미 1980년대 등장한 USENET과 같은 게시판 중심의 서비스에서 그 뿌
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감
상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간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었다. SNS라는 개념의 등장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 경험, 관점,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채널을 통틀어 소셜
미디어라고 불려왔다. SNS 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에 인맥관리가 추가된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
를 기반으로 개인의 생각, 일상, 컨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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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에서부터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초기 형태가
시작되었으며, 인맥관리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SNS로는 ‘아이러브스쿨’이나 ‘싸이월드’가 있다. 1999
년 시작된 아이러브 스쿨은 연락을 하지 못하던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
각되어 2000년대 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다.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연락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
고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서비스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아이러브 스쿨의 성
장은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까지 확장되었고, 이후 다양한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기
폭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브스쿨은 적절한 수익모델 확보에 실패하면서 하나의 트랜드로 끝나
는 한계를 보였다. 이후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인수한 싸이월드는 국내 대표적인 SNS 서비스
로 자리잡았고, e-머니 기반의 수익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싸이월
드 또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SNS로는 Twitter과 Facebook이 있다.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Twitter
는 사용자가 짧은 단문으로 컨텐츠를 등록하고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로도 불리
고 있다. 2010년에는 가입자가 1억5천만 명에 이르렀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의 대선 홍보 수
단으로 활용되어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연예인, 정치인, 기업
가, 소설가 등 유명인사들의 트위터를 사용하는 등 사용자 층이 다양하고 폭넓어 지고 있다. Facebook
은 2004년 2월 하버드 재학생 마크 쥬커버드가 개인의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컨텐츠를 배포하고 공
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내에 개설한 사이트에서 시작하였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SNS로 성장하였다. 최근 2 ~ 3년간 두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Facebook은 Google에 육박하는 트래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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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글로벌 이동통신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
『학습목표』
1. 글로벌 이동통신의 발전
2. 북한의 이동통신의 역사와 통일

『학습내용』
1. 글로벌 이동통신의 발전
무선통신의 역사는 1990년대 초부터였으나 무선을 이용한 전화가 등장한 것은 1921년으로 미국 디
트로이트에서부터였다. 오늘날 이동통신 전화기와 같은 양방향 통신 전화기가 등장한 것은 1964년 미
국 세인트루이스에서였고 1975년 모토롤라가 이동통신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하였다.
1978년 아날로그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 ARTS(American Radio Telephone Service)가 워싱턴DC
에서 시험 운용되었고 1979년 일본, 1983년 미국이 상용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아날로그 방식의 제 1
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이 시작되었고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이 각기 다른 방식의
기술로 이동통신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한국과 미국은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유럽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그리고 일본의
PDC(Personal Digital Cellular)으로 서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일본의 PDC는 칼라파고스 증후군으
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유럽의 GSM과 한국과 미국의 CDMA가 제2세대 이동통신의
주요 운용서비스가 되었고 특히 유럽의 GSM방식이 제2세대 이동통신의 중심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2GHz 대역에서 2Mbps의 전송속도로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지향하는 IMT-2000이라는 기준이다. 이를 만족시키는 기술표준인 W-CDMA와
CDMA2000는 상용화되었고 선명한 통화품질과 글로벌 로밍으로 핀란드의 노키아, 한국의 삼성 등이
경쟁하였다. 2007년 애플은 새로운 개념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최초의 3.5인치 멀티터치스
크린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발전시켰고 기존 이동통신이 통화에
집중하였으나, 애플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연결시키는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였다.
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가 고속 이동시에 100Mbps, 저속에서는 1Gbps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4세대 기술로는 LTE-Advanced와 Wibro-Evolution 등이 개발되었고
그 중 LTE 방식이 상용화되어 현재 세계 공통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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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이동통신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시작은 2002년 태국 통신사를 통해서였다. 북한은 한국과 같은 CDMA방
식의 서비스는 북한 내부 정보누출과 한국과 통화 등을 통해 체재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한국과 전혀 다
른 방식인 GSM서비스를 통해 북한 내부의 이동통신망을 구축하였다.
북한은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사고로 인해 이동통신이 금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휴대폰이 폭발의 기
폭장치가 될 것을 우려한 북한정부의 우려 때문이었다. 실재로 용천역 폭발사고는 당시 북한 지도자 김
정일의 특별열차가 지난후 폭발하였고 김정일은 천우신조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2008년 북한은 국내외의 수요에 따라 이동통신 금지령을 풀고 다시금 이동통신을 허용하였다. 이집트
계 통신사 오라스콤텔레콤(Orascom Telecom Holding, OTH)의 진출을 허용하였고 오라스콤과 북한
의 합작회사인 ‘고려링크’를 설립하였다. 고려링크는 오라스콤 75%, 북한정부 25%의 지분을 가진 합작
회사이며 북한 이동통신사업의 독점사업자로 등장하였다.
2013년 북한은 강성네트망을 등장시켜 고려링크의 이동통신시장 독점을 견제하였고 조선노동당이 직
접통제를 받는 국영 통신사이다. 강성네트망은 늘어나는 휴대전화 사용자 증가로 인해 북한 당국이 직
접 설립하였고 인터넷은 제외된 모바일 TV시청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 3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등장시켰는데 외국인 대상 유선인터넷 회사인 ‘별’을 이동통신
시장에 등장시켰다. ‘별’은 고려링크나 강성네트망처럼 외국인이 가입할 수 없고 내국인 전용으로 운영
되고 있다. 제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CDMA를 통해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선인터넷 서비스
도 제한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카카오톡과 북한
한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메신저 카카오톡은 북한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북한에서 인터넷만 된다면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재로 평양에 위치한 호텔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서울
과 통신한 예가 있다. 재미교포 목사에 의해 시연되었고 일설에 의하면 북한에 남겨진 탈북자 가족들도
카카오톡을 통해 남으로 탈북한 가족과 통신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북 송금방법과 소식을 전한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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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남북한의 스마트폰 시장과 전망
『학습목표』
1. 북한 이동통신 시장 현황
2. 북한 이동통신 시장 성장전망
3. 이동통신 시장을 통한 통일 방안 모색

『학습내용』
정보통신 측면에서 2016년 5월 실시한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살펴보면 북한은 기존 김정일 체제의
‘과학기술 강국’에서 ‘지식경제 강국’으로의 계승 및 발전방향을 밝히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실
현을 통한 지식경제 달성’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전략으로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현대화 및 첨단화를 위해 미래과학자거리 조성,
교육비중 강화, 관련 예산 증액(’12~’15년 연평균 6.55%) 등을 통해 성과증진을 독려하였으며 자체 통
신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입에 의존했던 자재, 설비 등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실제로 2016년 정보통신 부문을 강화하라는 구체적 지시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양자암호통신기
술을 개발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수자식중심교환기, IP전화교환기 등 첨단통신설비를 전국에 적용하는
등 자체 통신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첨단기술과 정보화를
통한 내부적인 기술력과 생산성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집트, 중국 등 해외자본의
의존도가 높고 북한의 외화벌이를 지원하는 주요 산업으로 그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북한은 과거 해외사
업자 및 해외합작법인으로부터 투자된 인프라 및 외화, 기술 등 유입자본을 기반으로 북한의 국영기업
을 신규 통신사업자로 선정하고 자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제작 판매하는 등 ICT분야에서 북한
실정에 맞는 자체 기술개발과 독립된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단절시키면서 지난 수십 년간 통치를 유지해 왔지만 1990년대 말
북한에서 대기근으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전면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됐다. 그 이전에는 국가가 식량배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계유지
의 유일한 수단을 잃을까 두려워 정권에 굴종했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꿈꿀 수 없었다. 그러나 배급
체계가 무너진 이후 주민들이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섬으로써 북한 정부는 더 이상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독점 차단할 수 없게 됐다.
북중 무역업자들과 밀수업자들의 뒷받침으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부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외부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외국 TV나 라디오
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 주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담은 USB 드라이브, MP3 플레이어, DVD까지
확대되었다. 여기에 더해 중국 휴대전화 수신이 가능한 북중 국경지역의 주민들은 밀수된 중국 휴대전
화로 중국이나 한국의 친지들과 통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북한 가족들에게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전달해서 연락하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는 한국의 일부 민간단
체들이 북한 내부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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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의 유입을 단속하기 위해 밀수된 중국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같이 중국 휴대전화는 단속하고 있지만 자체 국내 휴대전화 서비스는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북한 휴대전화 서비스는 2008년 말 단독 공식 휴대전화 사업자로 등장한 고려링크가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말 태국 기업인 록슬리 퍼시픽이 2세대(2G)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뒤 2년 만
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등록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반면 고려링크가 제공하
는 3세대(3G) W-CDMA 이동전화 서비스는 지금까지 중단 없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소수 특권층만
휴대전화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고려링크의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휴대전화는
2백만 북한 가입자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북한 휴대전화 서비스는 2011년 3분기 말
현재 평양과 100개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 지역의 14%, 전체 인구 2천4 백만 명의 94%를 커
버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이동통신 산업은 해외사업자(오라스콤)의 수익이 상당수 북한에 재투자되고 외화벌이를
지원하여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5년에 북한은 신규 통신사업자로 지정한 북한의 국영기업
‘별’과 ‘고려링크’의 합병을 추진하여 ‘고려링크’ 내 북한의 지분을(25%) 확대하려 했으나 오라스콤이
같은 해 11월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분리해 협력업체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오라스콤이 그간 투자한
인프라와 협력사업을 통해 자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분석이며 실제로 북한의 ‘별’은 북한주민에게 더 나은 통화품질과 다양한 단말기 디자인, 낮은 요
금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 진출 외에도 광케이블 생산공장 설립, 근로자 원격교
육 실시 등을 통해 통신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부품 등을 국산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의 이동전화 서비스도입 초기에는 태국의 록슬리퍼시픽(Loxley Pacific)과 북한의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가 설립한 ‘동북아전기통신회사(North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
NEAT&T)’가 사업권을 소유하였으며 유럽의 GSM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2004년까지 가입자가 3
만여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04년 4월 중국 접경지역인 용천역에서 휴대폰의 원격조정에 의한 폭발
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된 이후 특정 계층과 외국인 일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 일반서비스가 금지되었
다. 이후 2008년 12월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Orascom Telecom Holding, OTH)에 의해 이동전화
서비스가 재개통되었으며 자회사인 CHEO테크놀로지와 조선체신회사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사업권을 획
득하고 북한에서 25년간의 사업권과 초기 4년간 독점권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국내 통신업체와
고려링크와의 합병추진을 통해 고려링크의 북측 지분을 확대하려하며 오라스콤의 외화반출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오라스콤과 의견이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딜로이트(Deloitte)가 오라스콤 재무제표를 분석한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자산 8억 3,200만 달러 중 6억 5,300만 달러가 북한의 현금자산으로 남아있고(Deloitte, 2015) 북한당
국이 현금잔고를 특정한 영업과 자본비용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고려링크의 현금잔고는 비유동
성 금융자산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딜로이트는 사업상의 주요 장애물로서 북한에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다. 오라스콤은 현금잔고의 본국 송금 문제로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
어 2015년 11월 북한 체신성과의 합자관계를 파기하고 ‘고려링크’를 계열사에 서 협력사로 전환하며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오라스콤의 사업독점권이 만료되는 2012년을 앞두고 2011년 하반기 조선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이동통신사로서 당국에 의해 자체적으로 설립된 북한의 제 2이동통신사인 ‘강성네트’를 출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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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성네트는 전용단말기를 제작하고 북측의 자체 인트라넷인 광명망을 활용하며 고려링크의 기지국
을 함께 사용하여 3세대 WCDMA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위 간부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3G 데이터서비스를 지원한다. 북한 주민들은 고려링크와 서비스가 비슷하나 강성네트의 통신비가 더욱
저렴하고 고려링크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시간을 쓰기위해 외화카드를 구입하
여야 하지만 강성네트의 경우 북한 돈으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성네트를 더욱 선호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고려링크의 기존 가입자들이 서비스 이용 시 시내에서 통화가 빈번히 끊기고 도시-농촌간
통화가 불통되는 등 통화품질이 저하되어 ‘강성네트’로 통신사를 급속히 옮겨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당국이 고려링크를 견제하기 위해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선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해온 ‘별’을 제3통신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외국인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고려
링크’와는 달리 ‘별’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자재 ․ 설비 ․ 원료’의 국산화를 내세우고 7차 당대회에서도 인민경제의 현
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북한의
이동통신은 태국, 이집트, 중국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해외자본을 활용하여 기초 네트워크 인프라
를 구축하고 부품수입, 생산기술 습득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나가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양자암호통
신기술, 수자식중심교환기 등 자체 통신기술력을 확보하고 북한 내 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 스마트폰을
제작 ․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체 개발한 기술과 독립된 시장의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내부적인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개선해나가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제 3국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하드웨어 분야에서 경량, 터치감, 등에서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운영
체제의 최적화 및 교육, 오락, 사무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북
한의 자생적인 경제발전과 당 가입 및 평양 거주에 따라 교육의 기회 및 지역 간 이동과 커뮤니케이션
이 제한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원격교육, 의료정보 지원, 날씨, 민생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 개선 등 삶
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통신기기와 콘텐츠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의 ICT, 방송통신의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남북의 관계개선 시 우리 측의 우수한 HW분야 기술력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활용
한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태블릿 컴퓨터를 통한 원격교육 지원, 원격의료 실시 등 남북이 상생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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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번영할 수 있는 남북 ICT 교류협력의 폭이 확대될 수 있음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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