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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농업부문 대북 교류협력은 1995년부터 북한
의 요청으로 인해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효과
성 제고를 위한 농업개발협력의 초기 단계로 진화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행동으로 인하여 한반
도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2008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교류협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불확실하고 가변적이
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주변국 모두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 시점을 남북농
업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핵심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
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면 남북이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방향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향후 추진될 대북 농업투자협력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새롭게 접근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집필에는 여러 국내외 북한 경제 전문가와 사회주의 농업 전
문가들이 참여해 주셨다. 알찬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화여자
대학교의 조동호 교수와 인천대학교의 이명헌 교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 아울러 해외에서 참여해 주신 연변대학교 윤승현 교수께도 사
의를 표한다. 또한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개
발연구원의 이종규 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과
진필식 사무관, 본원의 어명근 명예선임연구위원과 우병준 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과
정에서 이 연구의 분석과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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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

며 농업부문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북한농업의 생산
수준이나 주민들의 생활 및 식품소비 여건은 여전히 열악함. 이로 인해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임. 최
소한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북한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민생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한농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함.
○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자본공급과 제도개혁이 필요함. 즉, 농민

들에게 적절한 동기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토대 위에 생산기반이 정비·확충되고 생
산요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함. 그러나 농업생산부문의 부분적인 개
혁적 조치들은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성공
하지 못하였으며, 농업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 노력은 체제의 한계
와 제도개혁의 미진으로 인해 눈에 띠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북한의 농업부문에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이로움. 북

한농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북한지역 농업기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농촌사회 고용을 안정화시키며, 남북 간 농업생산성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이는 추가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향
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 농민들이 시장경제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충격
을 완화시킬 수 있음. 또한 북한농업의 투자 유치가 남북 간 농업구조
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한반도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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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불확실하고 가변적이

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 시
점을 남북농업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즉 이 국면을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안
목에서 과거에 추진되었던 대북 농업투자 사례들을 되돌아보며 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진단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시점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법
○ 1차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2차년도 연구도 협동연구로 추진됨. 북한

의 최근 경제 상황에 따른 가장 현실성 있는 개혁·개방 시나리오 분석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담당함.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농업투자 유치 사례
조사와 분석에는 인천대학교가 참여하였고,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
조사와 분석은 연변대학교 소속 대북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 동향, 과거 대북 농업투자협력 사례와 평가

등에 관해서는 방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정리함.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해서는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 기업 및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함. 또한 베트남 농업투
자협력 유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CJ 등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담당
자와 인터뷰를 실시함.
○ 북한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여건을 전망하기 위해서 국내외 북한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회의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농업
투자 유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SWOT분석을 실시함. 또한 북한 경
제 및 농업을 주제로 국내에서 개최된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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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 즉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도출 →

대북 개발협력 방향 및 농업투자협력 사례 분석 → 북한농업의 투자유
치 여건 전망과 대북 농업투자협력모델 구축 및 추진방안 제시로 구성
되어 있음.
○ 먼저, 1차년도 연구에서 논의한 4가지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가운

데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를 도출함.
-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과 변화 양상을 통해 예측해 본 결과, 북한의 개

혁·개방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3단계(전환 → 이행 →
변혁)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논의함.
○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동향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분

석, 체제전환국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 분석,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의 과거 대북 농업투자협력 분석을 실시함.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북한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와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 문제를 우선순위로 선정함. 이를 해결하기 위
한 개발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재원 부족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농업개발
협력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함을 논의함.
- 체제전환국의 해외농업투자 유치의 주요 사례로서 루마니아의 SAPARD와

한·베트남 농업투자협력사업을 검토하고 대북 농업협력투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함. 루마니아의 SAPARD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EU 편
입을 위해 추진된 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베트남 농업투자협력사업은 농업 가
치사슬 강화를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농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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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임. 이 사업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봄.
- 한편 과거에 추진되었던 한국, 중국,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

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과거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
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과를 논의하고 문제
점을 진단함. 최근에 추진되었던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 분석은
북한농업의 투자수요와 투자유치 여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또한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하
여 북한과의 농업협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함.
○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양상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을 전망하며 대북 농업투자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추진방
안을 제시함.
-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은 다음과 같음. 먼저

북한농업의 강점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고지대가 많은 지
리적 특성, 풍부한 노동력, 농식품 국내수요 잠재력, 북한 당국의 농업
진흥정책과 점진적 개방정책 등을 꼽을 수 있음. 약점으로는 취약한
인프라, 시장경제 마인드를 가진 인적자원 부족, 농업기술 부족, 가격·
유통체계 및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 북한 당국의 빈약한 재정 등을
들 수 있음. 기회 요소로는 소득수준 높은 주변 해외시장 존재, 동북아
시장에 접근성 향상, 주요국과의 관계 개선 등이며, 위협 요소로는 국
제사회와의 신뢰 및 북한농업 정보 부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이 포함됨.
- 향후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은 분명한 목표와 원칙하에 추진되어

야 함. 이에 설정된 대북 농업투자의 목표로는 첫째, 대북 농업투자협
력을 통하여 북한 농장의 자립 기반 조성, 둘째, 점진적인 대북 농업투
자협력 추진으로 북한체제에 시장경제질서의 안정화 모색, 셋째, 상호
보완적 상생의 농업투자협력으로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참여자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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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공유가 제시됨.
- 또한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의 원칙으로는 첫째, 투자공여의 사업

계획과 북한의 정책적 수요의 일치, 둘째, 북한 일반주민의 적극적 참
여 유도로 주인의식 고취, 셋째, 투자재원 관리의 투명성 제고, 넷째,
다양한 참여주체 간 협력 강화, 다섯째, 정보·조사·분석·평가의 강화와
실질적 성과 추구, 여섯째,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사
업의 유연성 확보가 제시됨.
-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을 제

시하였는데, 그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농업가
치사슬 구축사업, 농업인프라 구축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여
러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 농업투자협력 프로그램임. 여기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농업 가치사슬 구축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이며, 이
는 효과성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함. 둘째,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프로그램임.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지원
사업이 전개되겠지만, 이후 본격적인 개혁·개방단계에 들어서는 남북
상호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본 모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남북 양측의 공공부문과 민간파트너가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임. 남북 협상, 프로그램 기획·추진·모니터
링·평가, 정보 교류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과 협력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임.
-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 추진을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양상에 따라 개성, 금강산,
평양 인근, 라선, 신의주 등의 경제특구 배후 협동농장을 대상지역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둘째, 사전 협상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함. 셋
째, 우리 구성원 내에서도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
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넷째, 북
한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가 그들의 소득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함. 다섯째, 북한에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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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적역량강화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 여섯
째, 북한 측의 수용력에 따라 지원, 개발협력, 투자협력 순으로 중장기
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일곱째,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기
구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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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operation Policies to Attract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in the Future Reform and
Opening Period of North Korea (Year 2 of 2)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Kim Jung-eun has repeatedly emphasized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through innov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after his inauguration in 2012. Today, however, agricultural production
quantities and food consumption circumstances in North Korea are still very
poor. This is why many residents still suffer from malnutrition and diseas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agriculture is very important,
at the very least, in order to secure social stability through solving the humanitarian problems, and furthermore to prepare a foothold for the economic take-off through enhancing the self-sustainability of North Korea.
North Kore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quires capital supply and institutional reform. First of all, the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giving appropriate motivation and autonomy to the farmers. Under the
normal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then, the production infrastructure should
be maintained and expanded, and the production factors must be supplied.
However, the partial reform measures of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ector
have not succeeded in achieving the desired outcomes due to the lack of
capital. Besides the efforts to attract foreign capital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have been limited due to the lack of institutional reform.
The current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a crisis, but it is
so uncertain and variable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a new phase
develops. Therefore, we should use the present time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in mind.
To do so,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both the past cases of 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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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ion countries to attract agricultural investment and the past example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an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model for North Korea and
propose our cooperation plan in view of the expected agricultural conditions in the future reform and opening process of North Korea.
Method of Research
This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entitled ‘A Study on Cooperation
Policies to Attract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in the Future
Reform and Opening Period of North Korea.’ It is l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and sponsored by the Korea Council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has analyzed the most realistic reform and
opening scenarios according to the recent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a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agriculture investment inducement cases for the Eastern
European transition countries such as Romania and Eastern Germany.
Finally, the research and analysis of China's agricultural investment case
into North Korea was conducted jointly with a North Korean expert at
Yanbian University.
The researchers basically have collected and summarized a vast amount
of domestic and overseas previous research for discussions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al cooperation and past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 researchers have gathered individual case data on China's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related researchers, companies and policy makers. In addition,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related companies and organizations, such as CJ and
KOICA, to investigate the case of attracting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in Vietnam.
In order to forecast the circumstances of attracting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the researchers have had several advisory meetings using an external expert network. And we conducted a SWOT analysis
to derive the strategy for North Korea to attract agricultur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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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ers attended various seminars held in Korea on the topic of
North Korea's economy and agriculture, and listened to various information
and opinions, and made reference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During the gradual reform and opening, conditions for attracting investment in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rength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the clean environment, high geographical
features, abundant labor force, agricultural domestic demand potential, and
agricultural promotion policy and gradual opening policy. Weaknesses in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weak infrastructure, lack of human resources
with a mindset of market economy, lack of agricultural skills, inefficiency
of price and distribution systems and financial systems, and poor finances
of North Korean authorities.
Opportunity factors include the presence of high-income overseas markets, increased access to Northeast Asian markets, and improved relations
with major nations. The threat factors include increased dependence on international trust, insufficient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increased risks from macroeconomic instability.
Our future invest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agriculture should
be pursued under clear goals and principles. The objectives of the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ing the independence of North Korean farms through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econd, seeking stabilization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by promoting progressive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inally, creating economic performance
and sharing benefits for all participants through complementary win-win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The principles of invest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as follows: (1) the coincidence between the business plan of investors
and the policy of North Korea; (2) encouraging enthusiastic particip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3) the transparency of investment management; (4)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various participating entities;
(5) strengthening information, research, analysis and evaluation and pursuing substantial performance; and (6) securing flexibility of business by giving appropriate authority to the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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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goals and principles discussed above, we have established the
'Private-public Cooperation Model for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The proposed model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t is a
comprehensive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program composed of
several projects including value chain constructio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ural environment improvement. Second, it is a long-term
program, not an one-time project. Third, it is a program in which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partners of the two Koreas participate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he following cooperation plan with North Korea for the
promotion of the model. First, given a gradual reform and opening pattern
farms beof North Korea, we need to plan a program with the cooperative 
hind the SEZs (special economic zones) such as Kaesong, Geumgangsan,
Pyongyang, Rason, and Sinuiju. Second, the program should have a system
that facilitates communication not only in negotiation but also in business
process. Third, we ne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so that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partners can be done smoothly. Fourth, the key point of this program
is that the active involvement of North Korean farmers is closely linked
to an increase in their income. To this end, we must develop a mechanism
to provide incentives for participants. Fifth, another focus of the program
should be placed on strengthening human capacity so that market economy
order can be settled in North Korea. Sixth, depending on North Korea's capacity,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hould be promoted in
the order of assistanc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vestment
cooperation. Through this approach, we must prepare thoroughly to reduce
trial and error and to find successful models. Seven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assist North Korea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secure more resources and utilize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earchers: Yongho Choi, Younghoon Kim, Yoonjung Lee,
Chehwan Lim, and Kabseok Ko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2.
E-mail address: yonghochoi@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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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배경
오늘날 북한농업의 생산수준이나 주민들의 생활 및 식품소비 여건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식량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식량지원 감소와 자연재해 등에 기인한 농업생산의 부진은 식량난을
악화시켜 중국이나 한국으로 주민들의 대량 이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으로는 북한주민의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북한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민생경제 도약
의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한농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출범 이후 체제 유지 차원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거듭 강조하며 농업부문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농업이 북한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전체 인구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인구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를 책임지는 등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농업·농촌 개발이 꼭 필요한 일이다(권
태진 201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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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 조건은 자본공급과 제도개혁이다(김
영훈 2006: 38). 즉, 농민들에게 적절한 동기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토대 위에 생산기반이 정비·확
충되고 생산요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생산부문의 부분적
인 개혁적 조치들은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
지 못하였으며, 농업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 노력은 체제의 한계와 제도개
혁의 미진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김영훈 외 2009: 161).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 경
영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지 않으면 농업생
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은 요원하다. 또한 기술과 경영능력 제고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농업부문의 자본과 기술
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농업부문에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북한지역 농업기반의 붕괴를 방지하
고 농촌사회 고용을 안정화시키며, 남북 간 농업생산성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추가적으로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 농민들이 시장경제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농업의 투자 유치가 남북 간 농업구조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한반도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
닫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주변국 모두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정리되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국면 전환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추진되었던 대북 농업협력사업을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에 맞추어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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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필요성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농업부문 대북 교류협력은 1995년 인도적 차원
의 단순 식량지원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농
업개발지원의 초기 단계로 진화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
등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행동으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2008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교류협력은 급격히 위축되
었다. 이러한 대북 농업교류협력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관
련 연구는 대부분 개발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형태는 남북 간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상호보완적 상생의 경제협력을 추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남북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남북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1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 단계를 넘어선 투자협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와 정책이 구
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남북농업의 상호보완적 체제구축과 지속가능성 차
원에서 민간부문의 투자협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상업적
투자협력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북한농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상업적 투자협력은 공공부문의
개발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농업부문의 대북
민간투자는 제도적 한계와 인프라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공
공부문의 개발협력은 정치적 제약과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
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에 대하여 창의
적이고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는 위기 상황이지만 불확실하고 가변적이어서 새
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을 남북

1

이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면 남북이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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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과거에 추진되었
던 대북 농업투자 사례들을 되돌아보며 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진단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시점으로 이 국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2차년도)는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개혁·개방 양상을 살펴보는 한편, 과거 주요 체제전
환국 및 북한의 농업투자협력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외농업투자 유
치 여건을 전망하며 북한농업의 투자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우리의 협력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연구의 주요 내용
위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여섯 부분으
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 현황과 전망을 통해 향후 북한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양상을 전망한다. 최근 경제성장과 분배 상황은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선정된 개혁·개방 시나리오는 이후 논의의
기초가 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 최근 UN과 북한 간에 합
의한 대북 개발협력의 방향을 살펴본다. 최근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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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항과 UN의 대북 개발협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향후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 구상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함의를 도출한다.
셋째,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대표적인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를 조사·분
석하여 향후 대북 농업투자협력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체제
전환국들은 토지국유화, 농업집단화 등 사회주의 농업체제의 비효율성과
정치·경제적 투자 유치환경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초기조건
과 대외환경에 있어서는 국가마다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과 상
대적으로 유사한 체제전환국을 선정하여 농업투자 유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농업의 투자유치에 대하여 보다 더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루마니아와 베트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넷째, 과거 북한의 농업투자협력 경험을 검토하는 데 있어 주요 투자공
여 주체별(한국, 중국, 국제기구)로 구분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한
다. 이는 미래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 구상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
이고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앞서 제시한 북한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양상과 최근 북한농업
의 실태를 토대로 개혁·개방 시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을 전망한다. 또
한 SWOT분석을 통하여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전략을 살펴본다. 이는 이후
북한 맞춤형 농업투자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
여섯째, 위의 논의에서 도출된 모든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북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원칙, 목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다. 다음으로 북한
농업의 여건과 투자유치 전략에 맞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이 모델을 성
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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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체계도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북한 개혁·개방의 구체적 양상
국제개발협력과 대북 개발협력
○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동향
○ UN의 대북 개발협력사업 방향

주요 체제전환국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
○ 루마니아 SAPARD
○ 한·베트남 농업개발협력사업

대북 농업투자협력 사례
○ 한국의 대북 농업개발협력
○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 프로그램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과 전략
○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
○ 북한 입장의 농업투자유치 전략
대북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
○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목표와 원칙
○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방향
○ 대북 농업투자협력모델과 우리의 협력방안
자료: 필자 작성.

3. 연구의 구성: 1차년도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계성

본 연구는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먼저 2016년 1차년
도 연구와 2017년 2차년도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연구는
해외농업투자 가운데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는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초점
을 두고 분석을 실시한 반면, 2차년도 연구는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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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진되는 공공부문의 농업투자(개발협력) 유치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
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2 따라서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는 농업투자의 주
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 1-1> 1·2차년도 연구의 주요내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연구
내용

∘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전망
∘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과정 분석
∘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실증분석
∘ 북한농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과제

∘ 북한 개혁·개방의 구체적 양상
∘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협력의 방향
∘ 과거 주요 체제전환국 및 북한의 농업투자협력 유치
사례 분석
∘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과 전략 전망
∘ 북한농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우리의 정책적 협력방안

자료: 필자 작성.

다음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연구
에서 제시된 네 가지 개혁·개방 시나리오 중 최근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를 2차년도에서 제시한다. 또한 1차년
도 연구의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결과
를 반영하여 2차년도에서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모델을 설정한다. 그리고 1
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대북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를
토대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정책적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2

민간부문 농업투자에 대한 분석과 논의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본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 내용을 다시 기술하지 않고 공적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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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범위

4.1. 대북 농업투자의 개념과 범위
4.1.1. 국제적 관점에서 대북 농업투자
일반적으로 투자(investment)는 “미래에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편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는
일”을 말하며(FAO 한국협회 2012: 12), 미래에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 축적
으로 귀결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투자의 개념을 농업부
문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FAO에서는 ‘농업투자(Agricultural Investment)’를
“미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

의하고 있다(FAO 한국협회 2012: 13).
농업투자의 주체는 국적에 따라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그리고 부문
에 따라 민간 투자자와 공공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FAO 한국협회 2012:
3-4). 이 투자자들은 투자의 대상과 목적이 일반적으로 다르며, 대체가능하

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며, 때로는 중복되기도 한다. 민간 투자자들은 생산
성 및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예상되는 위험(risk)이나 다른 곳에 투자했
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이 기대될 때 농업부문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농
자재 구입, 농업설비 확충, 기술 습득, 식물 재배 및 동물 사육 등이 민간
투자에 해당한다(FAO 한국협회 2012: 5). 한편 공공부문에 속하는 정부나
기관은 경제성장과 빈곤경감,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얻고자 농업부문 공공재에 투자한다. 연구개발
(R&D), 인프라 등 공공재는 중요한 형태의 공적 농업투자에 속한다. 또한

제도나 인적 역량 강화 등은 무형의 공공재로 경우(시점, 지역)에 따라서
훨씬 중요할 수 있다(FAO 한국협회 2012: 5-11).
위에서 살펴 본 국제적 관점에 따른 농업투자의 주체 분류를 북한에 적
용해 보면, 북한 내 부문에 따라 정부, 국영농장 등 공공부문과 일반농민,

서 론

9

협동농장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적 사
정상 정부나 개별 협동농장은 가까운 미래에도 농업투자의 여력이 거의 없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주체에서 일단 배제시키기로 한다.
반면 북한 외부로부터의 농업투자 주체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북
한농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은 부문에 따라 개별
국가, 국제기구 등 공공부문과 NGO, 다국적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1-2> 대북 농업투자의 주체

자료: 필자 작성.

4.1.2. 우리 법률에 따른 대북 농업투자
한편 대북 농업투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은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먼저 농업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
확히 하기 위하여 대북지원, 개발지원, 개발협력, 교류협력, 투자 등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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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남한과 북한

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
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통일부
2009: 15). 여기에서 단순 왕래, 접촉, 통신 역무는 농업투자와 무관하다.

교역 또한 미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행
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속한 행위 가운데 ‘협력사업’만
이 농업투자와 관련성이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서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의 주민(법인과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통일부 2009: 53), 크게 경제협
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구분되
어 있다. 여기에서 우선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농업투자와 관련성이 떨어지
므로 논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사업’은 “남한의 사업자
가 북한에 투자하여 남북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수
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통일부 2009: 55). 이는
민간부문의 농업투자에 해당한다. 한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
업’은 “일정기간 지속되는 인도적 성격의 ‘개발지원성 사업’ 등 북한과의
공동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통일부 2009: 56).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우리 민간단체의 일방적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협력사업으
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도적 지원이 점차 다양화되고 중장기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이나 사회문화협력사업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통일부 2009: 56).” 이에 해당하는 사업
을 엄밀히 구분하면,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은 다시 인도적 지
원사업과 개발협력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투자
와는 거리가 멀지만 개발협력사업은 인프라 건설과 같이 공공부문이 결과
물로 도출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므로 공적투자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대북 농업투자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 농업투자’를 북한의 미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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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대북 농업투자’의 범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면, 경제협력사업과 인도적 대

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중에서 단순 인도적 지원과 교역을 제외한 농
업부문 교류협력의 형태를 말한다. 즉, 북한의 미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사업과 경제협력사업이 본 연구에서의 대북 농업투자에
해당한다.
<표 1-2> 남북한 농업부문 교류협력의 형태
협력사업 형태
인도지원
사업
공공부문
교류협력

개발협력
사업

민간부문
교류협력

교역
경제협력
사업

주체

주요 사업

정부 역할

공익기관

식량·비료 지원

직접 참여

NGO

보건·의료 지원

제도 구축

정부

긴급구호 지원

기술·재정 지원

공익기관

농자재 지원

북한과의 협상

NGO

농업기술 교류협력

제도 구축

정부

생산기반복구 지원

행정·재정 지원

기업

농업 관련 재화 교역

기업

농산물 계약재배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농업 관련 산업 민간투자

주: 대북 농업교류협력 중 음영처리된 부분이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농업투자에 해당함.
자료: 김영훈 외(2012a: 15) 및 김영훈(2011: 4)을 토대로 필자 일부 보완.

4.2. 해외 사례국과 농업부문의 세부분야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로부터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국으로는 루마니아와 베트남을 선정하였
는데, 두 국가는 1차년도 연구에서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 논
의에 포함된 국가이며, 체제전환 초기조건에 있어서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북한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루마니아는 사회주의시대에 1인 독재지배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 또한 경제구조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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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심이었으나 국가의 자원은 중공업 분야 등 다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다는 점도 유사하다(최용호 외 2016: 73). 루마니아 농업부문
은 체제전환과정에서 EU와의 통합을 위하여 EU로부터 공적 개발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남북 통합을 향한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이루어질 개
연성이 큰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과 매우 흡사하다.
베트남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로, 1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체
제를 전환하였다. 또한 전체 경제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고 중국에 비
해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북한의 개
혁·개방 시나리오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베트남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농업부문의 범위는 1차산업인 순수 작물재
배업, 2차산업인 식품가공업, 그리고 농기자재 관련 농업전후방산업을 포
함한다. 또한 대상 농식품은 곡물과 더불어 축산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모두를 포함한다.

5. 연구방법

1차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2차년도 연구도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다. 북

한의 최근 경제 상황에 따른 가장 현실성 있는 개혁·개방 시나리오 분석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담당하였다.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농업투자 유치 사례
조사와 분석에는 인천대학교가 참여하였고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 조사
와 분석은 연변대학교 소속 대북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 동향, 과거 대북 농업투자협력 사례와 평가
등에 관해서는 방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중국 현지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고 연구자, 기업 및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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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투자협력 유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CJ 등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담
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여건을 전망하기 위해서 국내외 북한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회의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농업투
자 유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 경제 및 농업을 주제로 국내에서 개최된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 참고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전망3

이 장에서는 먼저 북한의 최근 경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한다. 이를 토대로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가운데 미래에 가장 현실성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
나리오를 도출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한다.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에 따라, 즉 예를 들어 급진적인가 아니면 점진적인가에 따라 북
한농업에 대한 투자 여건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작업은 이후 논의의 기초가 된다.

1. 북한의 경제 현황과 향후 전망

1.1. 경제 현황
1.1.1. 경제성장률 및 경제규모
가.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는 소폭의 성장세를 지속
3

이 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의해 위탁연구로 수행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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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6년은 3.9%의 경제성장률을 시
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9년 6.1%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최
고치이다. 또한 이러한 성장률은 2016년 남한의 경제성장률 2.8%보다도
높은 것이며, 남한과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것은 한국은행이 자료를
수집해 발표한 1991년 이후 세 번째다.
<표 2-1>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단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성장률

1.3

1.1

1.0

-1.1

3.9

1.2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7. 21.),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경제가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로 다음의 <표 2-2>를 보면, 2016년 북한의 모든 산업은 플러스 성장을 보
였으며, 특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부문인 광업과 제조
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성장률은 무려 22.3%를
기록했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서 전체 성장에 미친 영
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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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16년 북한경제의 산업별 비중과 성장률
단위: %
1)

농림 어 업
광
업
제 조업
(경 공 업)
(중화학공업)
전기 가 스수 도 업
건 설업
서비 스 업
( 정
부 )
( 기
타2))
국내총생산

GDP 비중

성장률

21.7
12.6
20.6
(6.9)
(13.7)
5.2
8.8
31.1
(22.4)
(8.7)
100.0

2.5
8.4
4.8
(1.1)
(6.7)
22.3
1.2
0.6
(0.6)
(0.5)
3.9

주 1)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생산액의 비중.
2)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및 통신, 금융보험 및 부동산 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7. 21.),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한다.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김정은 집권
5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1.2%로서 1%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다. 또한 한국은행은 북한경제가 2016년 상대적으로 커다란 성장률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가뭄 등의 피해로 2015년 크게 위축됐던 북한경제 성장세
가 기저 효과로 크게 반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서울신문
2017).4 즉 2016년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높긴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

일 가능성이 크며 1%대의 성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은행의 추정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경제의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환경경영
신문 2015).5 예를 들어, 최문 중국 연변대학 동북아경제연구소장은 “최근
북한 경제학자들을 만나보니 그들은 북한 경제성장률을 7~9%로 전망”했
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일보 2017).6 뉴욕타임스는 2017년 4월 30일 “북

4
5

“북한 지난해 경제 성장률 3.9%…17년 만에 최고.” 2017. 7. 21.
“북한경제의 오늘과 미래 01.” 2015. 1. 23.

18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전망

한의 경제성장률이 1%에서 5% 사이로 추정된다”며 “이는 제재를 받지 않
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와 비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2017년 7월 27일 ‘북한경제가 성장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연간 1~5%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의 김병연 교수도 2017년 7월 13일 중앙일보 컬럼에
서 자신의 추정에 따르면 “2011~2013년 동안 북한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3% 가까이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이 과소평가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시장 활동의
확대에 있으나, 한국은행이 이를 정확히 파악·추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
업이기 때문이다(환경경영신문 2015).7 결론적으로 북한경제는 김정은 정
권 이후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추정치보다는 다소 높은 연평균 3~5%의 성
장률을 시현해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경제규모

북한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아
지고 있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다. 우
선 남한과 비교하면 2016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4조 원으
로 남한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146.1만
원으로 남한의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규모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확대
되어 오고 있다. 1990년 남한 1인당 GNI 대비 북한 1인당 GNI 비율은
17.6%였지만, 2000년에는 6.2%, 2010년에는 4.9%, 2016년에는 4.6%로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6
7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이유.” 2017. 6. 8.
“북한경제의 오늘과 미래 01.”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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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6년 북한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NI
북한(A)

남한(B)

A/B

명목GNI(한국 조 원)

36.4

1,639.1

0.022

1인당 GNI(한국 원)

146.1

3,198.4

0.046

인구(천 명)

24,897

51,246

0.486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7. 21.),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그림 2-1> 남한 1인당 GNI 대비 북한 1인당 GNI 비율의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
HAN&parmTabId=M_03_02#SubCont: 2017. 11. 6.).

한편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추정치는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이들 추정치를 다른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
은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 북한경제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추정된 국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
한 목적에서 UN 통계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북한은 아직도
세계 최빈곤 국가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8 심지어 2014년 북한의 1인당

8

물론 UN 통계의 정확성은 별도의 문제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경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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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국가들과 비교

해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9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경제의 성장 속도 역시 매우 느리다는 것이
다.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 동안 아시아의 빈국들조차 1인당 GDP
증가율은 131~420%로 1인당 GDP가 작게는 2배, 크게는 5배 정도 커졌으
나, 북한만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에 머물고 있다.
<표 2-4> 1인당 GDP 비교
단위: 달러
연도

2005년

2010년

2014년

증가율

북한

548

570

696

27.0%

중국

1,755

4,478

7,617

334.0%

베트남

685

1,312

2,015

194.2%

필리핀

1,197

2,145

2,871

139.8%

라오스

473

1,077

1,756

271.2%

캄보디아

473

783

1,095

131.5%

미얀마

239

801

1,244

420.5%

몽골

1,158

2,650

4,197

262.4%

주: 증가율은 2005년 대비 2014년의 증가율.
자료: UNdata(http://data.un.org/Default.aspx: 2017. 10. 27.).

1.1.2. 주민생활
가. 시장화에 따른 비공식(사적) 경제활동의 증가

최근 수년간 북한경제의 변화는 시장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김정
은 정권 등장 이후 시장은 급속한 확장을 하고 있다. 농민시장의 형식으로
농촌지역에만 존재하던 북한의 시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불법적

9

계와 UN 통계의 비교·검토에 관한 논의는 이석(2014) 제3장을 참조.
참고로 UN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8,166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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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암시장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2003년 종합시장이라는
명칭으로 합법화되었다. 김정일 정권은 시장을 허용했지만, 시장의 확대에
는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은 2005년 무렵부터 시장 활동을 제
한하는 조치를 수시로 실행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불법적 거래 통제,
2008년 10월부터 시장에서의 판매품목 통제, 2009년 6월부터 시장의 물리

적 축소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계획부문이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의 억압은 북한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뿐이었다. 결
국 북한당국은 2010년 5월 단행된 조치를 통해 시장에 관련된 모든 규제
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장사는 24시간 허용되었고 시장에서의 금지품목
제한도 철폐되었으며, 상인의 연령 제한도 폐지되었다(박영자 2010: 161).
김정은 정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도입한 ‘5·30 조치’ 또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책적 조치는 독립채산제 및 분권화를 확대하여 국가계획 이외의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하고 생산량, 품목, 품질, 가격,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서 일부 권한을 부여하며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시
장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의 삶에서 시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북한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36명을 대상으로 한 DuMond(2017)10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6명은 가계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벌어들인다고 답했고
9명은 75% 이상을 시장에서 벌어들인다고 답함으로써 조사대상 36명 중
35명이 가계소득의 3/4 이상을 시장에서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가

아닌 시장을 주 소득원으로 응답한 비중은 현 거주지에 대한 중국 국경과의
인접성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한주민의 시장 의존도는
전국적 현상임이 확인되었다. 2015년 탈북자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 13)의 조사에서는 직장에서 월급이 5,000북
한원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39명으로 95.2%에 달한 반면, 비공식 수입이

10

https://beyondparallel.csis.org/paradise-evaporated-escaping-no-income-trap-north-korea/
(2017.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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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9만 북한원이었다는 응답은 29.5%, 50만~99만 북한원이었다는 응

답은 24.7%, 심지어 100만 북한원 이상이었다는 응답은 23.3%에 달하였다.
이는 시장에서의 장사 등 개인적인 자구활동 없이 공식적인 직장생활만으
로는 이미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북한주민의 경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시장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홍민
(2017: 4)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허

가되어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세금을 내는 시장은 404개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2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의 시장은 439개로 시장화 정도가 40% 정도 되어 헝가리, 폴란드 등의 체
제전환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서울신문
2017).11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

원은 위성으로 북한을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북한의 시장 수
는 2015년 확인된 396개보다 40개 많은 436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연합
뉴스 2017).12 멜빈 연구원에 의하면 하루 시장 이용객은 평균 100만~180
만 명으로 추산되며, 북한 시장은 계속 증가하거나 확장·보수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에서 그 현상이 더 뚜렷하다고 한다. 조봉현(2016: 58)에 따르
면, 북한의 시장은 시·군·구당 2~3개로 매년 30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불
법적인 골목 시장까지 헤아린다면 8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단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요 지역에는 시장이 존재하
므로 신규 시장의 설립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존 시장들의 면
적도 증가하고 있다. 고명현(2016: 52)에 따르면, 북한 대부분의 시장은 면
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평성 시장만이 유일하게 면적 감소를 보이는
데 이는 2010년 도매시장의 폐쇄에 기인한다.

11

12

“김정남 독살 주도한 북 김원홍 보위상은 연금상태, 차관급 부상 등 간부 5명
은 총살돼.” 2017. 2. 27.
“北 공식 시장 수 436개… 하루 이용객 100만 명대.”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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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북한의 주요 시장 면적 변화
지역

면적 변화

평양

2007~2013년 사이 시장면적 0.2% 감소

함흥

2008~2013년 사이 시장면적 변동 없음

청진

2006~2013년 사이 시장면적 2.5% 증가

남포

2008~2013년 사이 시장면적 11.2% 증가

원산

2009~2013년 사이 시장면적 2.5% 증가

신의주

2003~2014년 사이 시장면적 114% 증가

개성

2004~2013년 사이 시장면적 15.8% 증가

사리원

2006~2014년 사이 시장면적 0.17% 증가

평성

2005~2013년 사이 시장면적 70% 감소

해주

2004~2014년 사이 시장면적 227% 증가

강계

2006~2013년 사이 시장면적 변동 없음

혜산

2003~2013년 사이 시장면적 109% 증가

자료: 고명현(2016: 52).

이처럼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에서의 경제행위가 널리 확산되면서
다양한 부문별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종 소비재 시장뿐만 아
니라 부동산 시장, 유통·여객·운수·식음료·교육 등 서비스 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13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
주의적 요소가 싹트고 있다. 즉 아직 형식적으로는 국가 소유이지만, 실질
적으로는 민간이 소유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2-6>에서 보이듯이 2005년에서 2015년의 기간 중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소유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장을 제외한 상점, 식당, 개인
서비스업, 외화벌이 사업소 등에서는 개인 소유가 이미 절반 이상을 넘었
거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시장
화’라는 조정 메커니즘 영역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유화’라는 소유권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장기적

13

부문별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이석기 외(20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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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본다면 북한은 이미 개혁·개방 또는 점진적 체제전환의 길에 들
어서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양문수 2017: 23-24).
<표 2-6> 북한기업의 사실상 사유화 수준과 추세
지방산업공장 중
사실상 개인 투자·운영 비중
중앙공업공장 중
사실상 개인 투자·운영 비중
국영상점 중
사실상 개인 투자·운영 비중
식당 중
사실상 개인 투자·운영 비중
개인서비스업체 중
사실상 개인 투자·운영 비중
외화벌이사업소 중
사실상 개인 투자·운영 비중

2005년

2009년

2015년

11.3%

23.3%

25.7%

10.8%

21.5%

20.9%

42.2%

51.3%

57.3%

55.5%

58.0%

64.7%

41.5%

46.7%

55.3%

34.5%

41.0%

45.3%

자료: 양문수·윤인주(2016: 62-63).

나. 소득격차의 확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평등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공식부문에
서의 급여가 소득의 전부였으며, 계층별·지역별 급여의 격차는 거의 없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장사, 사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돈주’라고 불리는 계층까지 발
생하고 있다. 그 결과 계층 간 및 지역 간 소득격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즉 “북한에 거주
할 당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200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 이전과 비교
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과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9.1% 및
50.9%로 거의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는 소득격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김병로 20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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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2011)
단위: 명
항목

빈도

구분

비율

훨씬 좋아짐

21(18.4%)

조금 좋아짐

36(31.6%)

좋아짐

50.0%

조금 나빠짐

12(10.5%)

훨씬 나빠짐

43(37.7%)

나빠짐

48.2%

결측

2(1.8%)

결측

1.8%

합계

114(100.0%)

합계

100.0%

자료: 김병로(2012: 57).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관찰된다. 매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주민
들의 식생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식생활이 안
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하루 세끼 이상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72.4%에서 2017년 86.5%로 증가한 반면 하루 두 끼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5.7%에서 2017년 7.6%로 크게 감소하였다. 고기
를 거의 매일 섭취한다는 비율은 2012년 불과 3.1%에서 2017년에는
17.4%로 크게 늘어났으며, 고기를 주 1~2회 섭취한다는 응답 비율도 증가

했다. 반면에 고기를 월 1~2회 혹은 연 1~2회밖에 섭취하지 못한다는 비율
은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12~2015년의 기간 동안 북한경제의 성장 및 시
장활동의 증가에 따라 주민의 생활수준이 나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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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012년 대비 2017년 식생활 수준
항목

응답비율

식사

고기
섭취

하루 세끼

86.4%(2012년 72.4%)

하루 두 끼

7.6%(2012년 15.7%)

하루 한 끼

3.8%(2012년 4.7%)

거의 매일

17.4%(2012년 3.1%)

주 1~2회

37.1%(2012년 21.3%)

월 1~2회

32.6%(2012년 45.7%)

연 1~2회

9.1%(2012년 26.8%)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7: 98).

그러나 계층별로 식생활 수준을 살펴보면 확연한 격차가 발견된다. 서울
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 70-71)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 세끼 식사의
경우 상위층은 90%인 반면 하위층은 63%에 불과하다. 거의 입쌀로 먹는
다는 비율은 상위층이 100%이지만, 하위층은 고작 29%에 지나지 않는다.
‘고기 섭취 주 1~2회 이상’, ‘충분한 양, 다양한 음식’ 항목에서도 매우 커

다란 격차가 나타난다.
<표 2-9> 계층별 식생활 수준 비교
항목

응답비율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

하루 세끼 식사

90%

87%

63%

거의 입쌀

100%

66%

29%

고기 섭취 주 1~2회 이상

85%

42%

7%

충분한 양, 다양한 음식

86%

44%

7%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5: 70-71).

물론 식생활에서만 계층 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은미(2015:
104-105)에 따르면 격차는 의생활, 주거생활 등 생활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도 나타나며, 북한사회의 계층 분화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유형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7: 109) 역시
탈북 직전 월평균 지출 항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스스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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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식비 31.3%, 의류비 25.4%, 저축 17.5%로
응답한 반면 하위층인 사람들은 식비가 52.2%로 크게 높고, 의류비와 저축
은 각각 15.8%, 3.8%로 훨씬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임을출(2016: 109)의 연구
에 의하면, 지역별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시별 생활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평양을 제외하
고 가장 잘사는 시로는 나선과 신의주가 꼽혔고, 가장 못사는 시로는 3년
연속 사리원이 선정되었으며, 중간 정도로는 함경북도 청진과 양강도 혜산
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시장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선은 경제특구로서 외부와의 연계가 가장 활발한 곳이고, 신
의주 역시 중국의 단동과 접경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무역도시이자 커
다란 물류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중간 정도 사는 곳으로 선정된 청진시와
혜산시는 국경지역으로 무역과 시장이 발달된 공통점이 있다. 또한 도시
간에서뿐만 아니라 동일한 도시 내에서도 격차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가까울수록 집값도 비싸고 부유한 지역이다.
<표 2-10> 도시별 생활수준 비교
가장 잘사는 도시

2012년

2013년

2014년

나선

나선

신의주

중간 정도 사는 도시

나선

청진

혜산

가장 못사는 도시

사리원

사리원

사리원

자료: 임을출(2016: 10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4: 25).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자 이농(離農)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14 본래 북한
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14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0/globalB
bsDataView.do?setIdx=247&dataIdx=160529&pageViewType=&column=&search=
&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
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
emName=&page=7&row=10: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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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심지어 행상이 되어 전국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경제력 격차가 거의 없는 사회에서 살아왔던 북한 주민들에
게 이와 같은 계층 간 및 지역 간 격차의 확대는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
다. 격차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나도 잘 살 수 있다”, “나도 잘 살아야겠
다”라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체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래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주목해서 관찰해
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1.2. 경제 전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북한경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
제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의 소유가 확대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
시에 계획부문조차 시장과 연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등 시장경제가 계획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경제는 현재 ‘성장하며 붕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
제성장률로 측정되는 거시경제 상황이나 일반 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과거
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라고 하는 경제시스템 측
면에서는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돈주’가 더욱 많이 출현하게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인 역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
은 과정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선순환’ 과정을 보일 것이다. 즉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인이 커지게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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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의 확산은 다시 시장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주민의식 및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
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발달은 출신 성분을 바탕으로 한 획득적 지위를 중
시하던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의 사(私)적 경제 능력에 따른
새로운 계층 분화의 맹아가 싹트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개인의 시장적응 능
력과 소유한 사회적 자본, 즉 시장 활용능력을 비롯해 정보공유 능력, 당,
고위 간부 등 정치권력과의 네트워크 능력 등에 따라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폐와 금융 측면에서도 개인 소유 자금에서부터 국가의 자금까지 모두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사금융 시장은 공식 금융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시장
형 돈주들의 뒤에는 보다 강력한 권력형 돈주들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
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엘리트들과 간부들의 약탈적 경제행위
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반 주민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욱 피폐해지
고 있다. 북한주민 평균적으로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상대적인 분배는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권력의 시장 활용은
부패의 확산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 및 분배 시스템에 대한 국가 장악력과
공신력을 밑으로부터 허무는 것으로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동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본축적과 경제활동의
기회 증가는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아래로부터
의 경제체제 전환 가능성의 확대와 연결된다.
문제는 북한당국의 정책 대응이다. 현재까지는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라
시장을 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활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당국은 재정 확보를 위해 시장을 장려하고 있
으며, 일반 공장 및 기업소들은 생산활동의 정상화와 수입의 증대를 위해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
문이다. 시장의 확대는 그 자체적으로 동력(dynamics)을 지니고 있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지닌다. 시장을 경험한 주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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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계획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밑으로
부터 시장화의 진전에 대한 요구는 커지게 되고,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연결되게 된다. 아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딜레마인 셈이다. 경제를 성장시키자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의 성장을 허용하자니 기존의 전통적인 체제가 위험
해지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미래는 내부
적으로는 시장화의 진전 양상과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
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외부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는
가 역시 북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2.1. 북한 개혁·개방 시나리오의 평가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최근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북 제재가 지
속되는 상황에서도 조금씩이나마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제재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며,
시장화의 심화로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킬 불씨를 가지고 있다. 한편
국내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한편, 내부결
속을 다지고 대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하여 대외적 환경은 미국과의 갈등이 최
고조를 향해 가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최근 상황에서 북한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현실에 맞춰 평가하는 방식
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4가지로 구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제시

하였다. ① 계획경제로의 회귀, ② 현상 유지, ③ 점진적 개혁·개방, ④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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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혁·개방이 그것이다. 이러한 4가지 경로는 선행연구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은 시장화 추세의 진
전으로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며, 만
약 김정은 정권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고수를 고집하는 경우 북한당
국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폐쇄하고 기존 체제로 회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둘째, 현상 유지 시나리오는 현재의 시장화 추세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화 정도가 북한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기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면,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될 것
이라는 시나리오이다.
셋째,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개인 소유가 확
대되고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의 법적 인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북한당국이 점진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이는 현 단계에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가 좀 더 진행되어 시장화가 더욱 진전된 단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넷째,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는 만약 북한당국이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를 선택하는 경우 이미 시장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대다수 북
한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권을 잃어버리게
된 엘리트들도 정권의 반대 세력으로 나서게 될 것이므로 급변사태가 발생
하고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그런데 계획경제체제
로의 회귀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초래했으므로 새로운 정권은 급진적 개
혁·개방과 점진적 개혁·개방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 4가지 시나리오의 현실 가능성을 평가해 보자면, 우선 계획경제체
제로의 회귀 시나리오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미 북한경제는 되돌리기 어려
울 정도로 시장화가 진전된 상황이며, 북한주민은 물론 엘리트들도 계획경
제체제로의 회귀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일시적으로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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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결국 개혁·개방 시나리오로 연결될 것이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
미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현재는 시장과 계획의 불안정한 병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상 유지 시나리오는 시
간의 문제일 뿐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 혹은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로
연결될 것이다.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는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고 주민과 엘리트들
의 개혁·개방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과감한 결정을 하는 경
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급진적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큰 급진적 개혁·개방보다 우선은 점진적 개혁·개
방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급변사태 이후의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으나, 그 전 단계로 요구되는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급변사태 이후의 급진적 개혁·개방도 현실
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2-2> 북한의 미래 변화 시나리오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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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평가
된다. 북한의 엘리트들도 점진적 개혁·개방을 선호할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
제활동으로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계획경
제체제로의 회귀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급진적 개혁·개
방은 경제적 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적·사회
적으로 누리고 있는 특수 권력을 잃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점진적 개혁·개방을 선호할 것이다. 이미 시장에
생계를 의존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회귀는 받
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설령 계획경제로 돌아가서 배급 등 기존의 사회주
의적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경제 체제의 효
율성을 경험하고 자본주의적 소유권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일반 주민들
의 대부분은 급진적 개혁·개방에도 부정적일 것이다. 시장화가 진전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문제일 뿐 북한 주민의 상당수는 심리적·사회적
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하다. 따라서 지나치게 급속한 정치·경제 체제
의 변화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점진적 개혁·개방을 선호할 것이다.15
기존 연구들도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1차년도 연구인 최용호
외(2016)와 김석진(2012)은 계획경제로의 회귀, 현상 유지, 점진적 개방･개
혁, 급진적 개방·개혁 등 4가지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갑식(2012)은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도 급진적 개방·개혁은 제외하고 현상 유지 경

우를 세분화하고 있다. 한편 2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연구를 보면
이근·최지영(2016)과 이수석(2012)은 점진적 개방·개혁과 급진적 개방·개
혁의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조봉현(2012)은 현상 유지와 점
진적 개방·개혁의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15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당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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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기존 연구의 시나리오 분류

전체 수1)

이근·최지영
(2016)

최용호 외
(2016)

이수석
(2012)

김갑식
(2012)

조봉현
(2012)

김석진
(2012)

2

4

2

4

2

4

계획회귀

○

○

현상유지

○

○○

○

○

○

○

○

점진개혁

○

○

○

급진개혁

○

○

○

○

○

주 1) 전체 시나리오의 수.
2) 김갑식(2012)의 ‘고난의 행군’ 시나리오와 ‘하로동선’ 시나리오는 현재의 선군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되 미국과 중국의 갈등 혹은 협력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 시나리오이므로 현상 유지라는 측면에서
는 동일한 시나리오로 분류하였음.
자료: 필자 작성.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모든 연구들이 점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는 데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상정할 수 있는 4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점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높다. 둘째, 상대적으로 계획경제로의 회귀나
급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2.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의 구체적 내용16
북한의 점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물론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점진적 개방·개혁은 기본
적으로 북한의 내부적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점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인들을 전환(change), 이행(transition), 변혁(reform)의 3단

16

이 부분은 조동호(2010: 15-22)를 인용·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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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살펴보기로 한다.17 즉 북한이 점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의 과정을
겪는다면, 우선은 현재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갈등과 제재 국면이
평화적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외부의 경제적 지원과 내부의 개혁 조치
가 시작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향한 이행 과정
과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완료되어 북한의 경제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
뀌는 변혁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2.1. 전환단계
첫 번째 전환단계는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외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임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당국이 개방·개혁을 향한 전향적 조치를 실행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화에 따라 이익을 얻고 있는 일반 주민들과 엘
리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과감한 조치를 희망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지나치게 과감하고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입장을 가질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수령 독재체제, 나아가 국가 자체
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북한당국이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점진적 개방·개혁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
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즉각적인 도입보다 우선
은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내에서의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
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본격적 개방·개혁을 위한 사전 준비의 단계로 삼
을 것이다.
즉 이 단계에서 북한당국이 선택하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기존 체제 내에
서의 개선(improvement within the system)이지 체제 자체의 개혁(reform of the
system)은 아니며, 그 결과 체제유지적 경제조치(system-preserving measures)

라는 특징을 지닌다. ‘체제유지적’이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근간을 유

17

물론 점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를 2단계 혹은 4단계로 나누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3단계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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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는 의미로서 사회주의의 근간인 국가 중심의 소유제에서 사적 소유제
로 변화하는 사유화(privatization) 및 계획경제의 핵심인 계획 중심의 경제운
영을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으로 대체하는 자유화(liberalization)를 추진하
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치는 사유화 대신에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생산 자극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권의 인정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단계에서 사유화를 추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통해 노동 유인을 제고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다. 자유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계
획을 포기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
에서는 국가의 계획을 완전 철폐할 수 없으므로 중앙의 계획을 축소하고
대신 하부단위로 결정권한을 부분적으로 이양하는 분권화 조치를 하게 된
다. 그 결과 기업소 및 농장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와 동시에 시장 활성화 조치는 꾸준히 실행될 것이다. 사실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나 분권화 및 자율성 제고 조치는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시
장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가 많아지고 시장 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장
의 수가 증가할 것이며, 기존 시장의 규모도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시장에
서 거래되는 품목도 확대될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각종 경제활동
도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재 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를 거래하는 생산재 시장도 발달하게 된다. 또한 시장의 확대에 따라 금융
시장, 서비스시장, 부동산시장, 노동시장 등 시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
문별 시장도 발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자
연스레 대출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빌려주는 돈주가 생
기게 되며 나아가 상업은행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금융시장이 형성되게 된
다. 실제로 최문 연변대 교수는 2017년 6월 14일 경남대 산하 극동문제연
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개최한 ‘북한과의 비즈니스’를 주
제로 한 세미나에서 평양에 현재 30~40개의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18 그뿐만 아니라 2017년 6월 10일 발행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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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7년 2호에 수록된 ‘현금계획은 발권과 통화조
절의 기초’라는 논문은 지방에서도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연합뉴스 2017).19
한편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상응조치로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속
도, 범위 등에 따라 경제제재가 일시에 해제될 수도 있고, 부분 해제라는
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제재 해제에
서의 핵심은 철광석, 석탄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금지 철폐 등
북한의 대외무역을 허용하는 조치와 함께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허용
하는 조치일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도 재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될
것이다. 북한의 수요와 남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영양 지
원, 식량 지원, 비료 지원 등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규모 신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신규 남북경협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실제로 대규모의 신규 남북경협이 성사되
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면서 우라늄 농
축 등 관련 핵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8
19

“평양에 상업은행 30~40개…예금이자율 중국의 3배(종합).” 2017. 6. 14.
“北 잡지, 상업은행 운영 확인…독립채산제 방식.”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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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전환단계의 조치
구분

정치·군사
분야

내용
북한의
조치

∙
∙
∙
∙

외부의
조치

∙ 6자회담 재개
∙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불가침선언을 비롯한 기존 합의의 준수 확인

북한의
조치

∙
∙
∙
∙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중앙 계획의 축소 및 분권화 조치의 확대
기업소 및 농장의 경영 자율성 확대
시장 활성화 조치

외부의
조치

∙
∙
∙
∙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 해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대규모 남북경협 논의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비료 지원

경제
분야

핵·미사일 실험 유예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 활동 중단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IAEA 사찰팀 복귀

자료: 필자 작성.

2.2.2. 이행단계
두 번째 이행단계는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초기 단계이다.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
장경제 체제로의 변화 경험을 보면, 사유화, 자유화, 안정화(stabilization)20
가 핵심적인 과제이며, 각 세부 부문의 개혁, 예를 들어 금융개혁, 재정개
혁, 무역개혁, 복지개혁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의 경우
에는 김정은 체제의 국가운영 슬로건인 경제·핵 병진노선의 근본적 변경이
있어야 한다.
점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더욱이 점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
한경제의 실정으로 볼 때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20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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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유화의 경우 모든 국유 및 협동단체 소유를 일시에 민간 소유로 이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 주민은 국유자산을 매입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외국기업에 매각하기도 어렵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국면 진입으로 이제 막 국제사회의 경제제
재가 해제된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북한 자산을 대규모로 매수할
외국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매입 의사와 능력을 지닌 외국기업들이 다
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
은 국부 유출과 함께 외국자본의 지배, 그리고 그에 따른 자존심의 훼손을
강하게 느낄 것이므로 북한당국으로서는 내부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불가
능한 결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소규모 사유화가 추진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식당, 상점, 여관, 편의점, 주유소, 학원 등 소규모 서비스
업과 지방의 공장, 기업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유화를 실시한
다. 이러한 소규모 사유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진입과 퇴출의 자유
화와 함께 경쟁제도의 도입도 동시에 추진한다.
가격 자유화 역시 개방·개혁을 향한 핵심적 과제이다. 그러나 모든 가격에
대한 국가 통제를 일시에 철폐하는 전면 자유화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지나치게 클 것이다. 북한의 경제주체들도 가격 자유화에 대한 훈련이 전
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면 자유화를 실시하는 경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개방·
개혁에 대한 반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격 자유화는 순차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진적 개방·개혁 시나리오에도 부합한다.
자유화는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국가경제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
필품, 전략물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부터 자유화한다. 단, 가격의
이중구조로 인해 초래되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기회를 북한당국이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 자유화를 하는 품목들의 경
우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인 자유화 스케줄을
작성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자유화의 폭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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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는 개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된
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조기
에 경제안정을 달성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은 경제재
건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었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과 루마니
아, 불가리아 등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한 국가들은 경제재건은 물론 경제
체제 개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부
정치적으로도 안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대규모
실업,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감소 등 거시경제가 불안정해
지면 북한 주민들은 개방·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 개혁은 실물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창출·순환시키고 북한경제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할 과잉유동성의 흡수·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
방·개혁에 필요한 자본 동원 및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개혁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업무와 상업은행의 업무를 구분하
여 현재 조선중앙은행의 단일 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하는 것
을 의미한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1990년대에 체제전환을 시작하면
서 가정 먼저 추진한 과제가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이었다(신형구 2006:
82). 따라서 다른 금융개혁 과제들은 천천히 진행시킨다고 할지라도 이원

적 은행제도의 구축은 초기에 완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북한 금융
제도를 감안한다면 조선중앙은행의 기능 중에서 상업적인 기능은 별도의
상업은행을 설립해 분리하고 무역 및 외환 관련 기능은 무역은행에게 이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신형구 2006: 82).
또한 북한의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제로부
터의 유산인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기존 금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
권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는 경우 은행부문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부실여신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조기에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인 변혁 단계에서 북한의 은행들이
남한 및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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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신형구 2006: 83). 한편 1970년대 차관 도입으로 발생한 서방권
은행에 대한 미결제 채무는 국가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선중앙은행이
인수하고 부분적으로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북한에
대한 대규모 금융 제공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 신인도를 제
고시켜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환율정책의 변화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환율은 공식 환율과 시장 환
율로 나누어져 있고, 양자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져 있다. 2016년
12월 기준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약 110북한원 수준이지만, 시장 환

율은 약 8,300북한원에 달한다(연합뉴스 2016).21 시장 환율은 2017년 8월
초 현재에도 평양 기준으로 약 8,130북한원이다.22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의 차이가 무려 75배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던 것이다.23 따라서 환율을 대내외 경제상
황을 반영하여 단일 환율제도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재정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연성예산제약
(soft budget constraint)을 철폐하고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으

로 변경하는 것이다. 연성예산제약이 존재하는 한, 공장·기업은 원자재, 노
동력 등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 늘림으로써 물자 부족 현상을 심
화시키는 동시에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조세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소유이
므로 소득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는 논리로 1974년 관세를 제외한 모
든 조세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거래수입금, 국가
기업이익금 및 협동단체이익금 등과 같은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세금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사유화의 진전에 맞는 조세제도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무역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는 국가가 독점해 온 무역 권한을 새로
21
22
23

“통일연구원, 北 전역서 시장 404개 운영·110만명 종사.” 2016. 12. 9.
데일리NK 홈페이지(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2017. 8. 25).
20여 년 전인 1999년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인 셈인 암시장 환율 간의
격차는 약 100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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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현하는 민간 기업에 이양하는 것이다. 북한은 소위 ‘와크’라고 불리는
무역 권한을 일부 무역회사에만 허용함으로써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차지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점진적 개방·개혁 상
황에서는 이러한 무역 권한을 민간 기업에 넘김으로써 무역의 활성화를 도
모해야 한다. 물론 석유, 주요 원자재 등 전략물자의 수입은 당분간 국가가
전담하고 일반 소비재부터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 부문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의 제도를 통해 주민의 생활을 일정 수준 보장해 왔지만 ‘고난
의 행군’을 지나면서 국가의 보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더욱이 시장
이 크게 커지고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이 사
실상 매매되고 학원이 성행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자본주의적 양상이 전개
되고 있다. 이처럼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하층 주민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유화, 자유화가 실행되면 하층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의 확충·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김정은 체제의 국가운영 슬로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제·핵 병진노선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경제·핵 병진노선은 북한이 2013년 3월 당중
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
한 새 전략적로선’을 의미한다.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로선”이라고 주장한다. 즉 “강위력한 핵무력 위에 평화도 있고 부
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으므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
위적 국방력 강화, 바로 여기에 경제와 국방 병진로선을 심화 발전시킨 우
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근본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24 이는 결국 경
제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조동호·남영숙 2013: 140). 아
직은 통한 안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경제성장을 도외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조동호·남영숙
24

로동신문, “조선 노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보고.” 201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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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40). 그러나 경제·핵 병진노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핵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경제·핵 병진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
노선’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점진적 개방·개혁을 선택한 상황에서는
경제·핵 병진노선이 ‘선경노선’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업관리에
서는 사상을 중시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폐기하고 지배인 중심의 운영체
계를 확립해야 한다. 농업관리에서는 협동농장 체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
되, 가족 단위의 도급제 제도를 실시하여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 작물 결정의 자율권, 판매의 자율권 등 농업부
문에서도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기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내부적인 조치에 상응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도
중요하다. 설령 북한이 점진적 개방·개혁을 선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들을 입안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한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점진
적 개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 대신 선경노선을 선택
한다고 하더라도 체제와 정권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협정 협상
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점진적 개방·개혁
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
비록 점진적이라고 해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수십 년간 익숙해져 있
던 북한의 경제주체들에게 사유화, 자유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
험했던 것처럼 극심한 인플레이션, 대규모 실업 등 상당한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노년층처럼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 능
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더욱
이 개방·개혁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이 약해지고 개인 스스로의 보
호가 요구되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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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방·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남한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경제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경제가 스스로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자생력 있는
성장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북한 내의 주요 공장 및 기업, 단체
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유화·자유화된
공장, 기업들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개혁이 비가역적이면
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지원한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함
께 개방·개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메시지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북한의 개방·
개혁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개방·개혁의
지원·자문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체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북한
의 개방·개혁 자체를 돕는 동시에 외부의 지원·자문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한 본격적
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전 단계에서는 경제제재의 해제로 그동안 중단되
었던 대북 투자의 재개가 위주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
제의 진전과 경제적 개방·개혁의 가시화에 따라 김정은 체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실현된다. 북
한은 현재 5개의 중앙급 경제특구, 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17개의 지방
급 경제개발구 등을 지정한 상태이나,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외국투자 유
치의 난항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북한
이 선경노선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북한의 정책 전환
이 대내외적으로 강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 및 국제사회의 적
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
를 선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북한의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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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북한주민들이 점진적 개방·개혁에 지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향후 보다 과감한 개방·개혁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것이
다. 따라서 북한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북한의 개혁·개방 3단계 과정 가운데 이
행단계를 대북 농업투자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로 설정한다.
<표 2-13> 이행단계의 조치
구분
정치·군사
분야

내용
∙
∙
∙
∙
∙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 동결
추가 핵능력 포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협상 개시
동결조치에 대한 검증 및 핵 프로그램 신고에 따른 동시 사찰
한․미 합동군사훈련 유예

북한의
조치

∙
∙
∙
∙
∙
∙
∙
∙

식당, 상점 등 소규모 사유화
생필품, 전략물자 등을 제외한 가격 자유화
상업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
환율 단일화
연성예산제약의 철폐
무역의 분권화
가족농 허용, 생산작물 결정의 자율권 등 농업개혁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선경노선으로 변화

외부의
조치

∙
∙
∙
∙
∙

북한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 경제개혁 지원·자문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체제 구축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한 투자
북한 농업 현대화 투자

북한의
조치
외부의
조치

경제
분야

자료: 필자 작성.

2.2.3. 변혁단계
전환 및 이행 단계를 지나면 변혁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전환 및 이행
단계에서 착수되고 진행된 다양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조치들은 변혁 단
계에서 완성된다. 즉 변혁 단계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는 단계이다.
우선 사유화의 경우 이전 단계에서 추진한 소규모 사유화를 넘어 대규모
사유화를 추진한다. 대형 연합기업소 등 대부분의 공장, 기업을 사유화함
으로써 자본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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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한다. 대규모 사유화는 북한경제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한 외자 유치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토
지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개인농 및 기업농이 출현할 수 있는 법
적 토대를 마련한다.
자유화는 이전의 이행 단계에서 보류된 품목까지 자유화함으로써 자유
화를 완성한다. 즉 생필품 및 전략물자의 상당 부분까지도 자유화 목록에
포함함으로써 시장경제 체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기능을 보장한다. 이러한 자유화의 완성은 계획경제 체제의 완전
한 철폐를 의미한다.
각 세부부문의 개방·개혁을 본격화한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설치 등 금
융 자유화를 실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및
외국 은행의 진입을 허용한다. 민간 보험회사의 설립 허용 등 보험시장의
개방도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개혁도 실시한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허용
을 통해 근로 계약이 국가가 아니라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임금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하지만, 임금 수준은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하도록 한다. 무역에 있어서도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완전 자유화를 추진한다.
정부부문 축소 등 본격적 산업구조 조정도 실시한다. 이전 단계에서 소
규모 사유화를 통해 초보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일어났다면, 변혁 단계에서
는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적·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 이
래 중공업 우선정책, 선군정책 등으로 군수공업을 포함한 중공업이 지나치
게 비대해져 있는데, 수출 중심의 경공업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 서비스는 과잉인 반면 민간 서비스는 거의 발달하지 못했으므
로 이를 균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적
정 규모 이상으로 고용된 농업 인력은 경공업 부문으로의 이전을 촉진하
고,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한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이 개방·개혁의 성공적 완성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변혁 단
계에 접어들면서 개방·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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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개방·개혁을 지지하였으나, 기존
체제와 새로운 체제 간의 긴장과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개방·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한국 및 국제사회는 변혁 단계에서
북한의 개방·개혁 조치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표 2-14> 변혁단계의 조치
구분

정치·군사
분야

내용
북한의
조치

∙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 핵무기 폐기
∙ 핵능력의 완전 포기

외부의
조치

∙ 평화협정과 6자 간 불가침협정 체결
∙ 북·미 국교정상화

북한의
조치

∙
∙
∙
∙
∙
∙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권 인정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법제화
협동농장 해체
대규모 사유화
가격의 완전 자유화
주식시장, 채권시장 설치 등 금융 자유화
정부부문 축소 등 본격적 산업구조조정

외부의
조치

∙
∙
∙
∙

북한과 주요국 간의 FTA 체결
남북한 긴밀한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공동체협정의 체결
북한 경제인력의 본격 육성 지원
남북 경제통합의 기틀 마련

경제
분야

자료: 필자 작성.

특히 한국은 북한의 경제 변혁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이를 남북 공동 번영
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대규모 사유화에 적극 참여하고 시장 메
커니즘의 정착과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성장에 기
여함과 동시에 남북 경제통합의 기틀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이 무역을 확대
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원한다. 남북한 간에는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이
고 전향적인 경제공동체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북한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북한 경제인력의 교육·육성 지원에
도 커다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남북 경제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협력 방향

이 장에서는 먼저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동향 검토를 통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민관협력과 가치사슬 구축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대북 농업투자협력
프로그램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참여는 재원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
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UN과 북한 간 합의하여 작성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을 분석한다. 이 문서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협력에 대
한 방향이 기술되어 있는 바, 향후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 구상에
있어 참고해야 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동향

1.1.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국제개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때까지의
국제개발협력은 교회나 종교단체 중심의 국제구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
었는데, 1945년 UN이 설립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으로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
아동기금(UNICEF) 등 긴급구호를 담당하는 전문기구가 이때 설립되었다.
이 기구들은 1950년대 들어 식민지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들을 대상으
로 긴급구호를 추진하였다. 한편으로 이때 유럽의 전후복구를 위한 원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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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는데, 사회경제적 인프라 재건 및 구축에 초점을 맞춘 원조 사업
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1960년대는 개발원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발협력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들이 탄생한 시기였다.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는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가 설립되어 개발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각국의 원조 통계 등을 수집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UN세
계식량계획(WFP), UN개발계획(UNDP), UN공업개발기구(UNIDO) 등이
새로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전문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수원국의 경제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국제원조는 신고전경제학의 경제
성장이론을 기초로 수원국의 산업화를 위한 투자자본을 제공하는 사회기
반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조공여국들은 GNP의 0.7%를 ODA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두 차례의 석유파동 등으로 인하여 그 약속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빈곤상황이 더욱 심화되면서 공여국들은
기존의 인프라 중심 원조 전략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즉 빈곤(식량, 영
양, 안전한 물, 의료, 주택, 교육 등)에 중점을 둔 원조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NGO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NGO의 전통
적인 활동분야였던 소규모 긴급구호로부터 기술훈련 및 농촌개발 등으로
그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에 공여국들은 NGO에 자금을 지원하고
NGO는 그들의 전문성에 따라 수원국을 지원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세계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주요 공여국에서 원조예산을 삭

감하는 등 개발협력이 위축된 시기였다.25 이로 인해 이 시기에는 긴급구
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긴급구호를 수행하는 NGO의 수와 규모
도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의 채무가 점점 늘어 채무
누적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른바 원조피로(aid fatigue)라는 용어가 대
두되었다(박혜윤 2013: 43). 이에 세계은행과 IMF의 주도로 수원국의 제도
적 환경 개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그러
25

‘개발의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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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의 수원국에서 구조조정정책은 실패로 나
타남에 따라 원조의 성과 부진도 계속되었다.
1990년대는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한편, 본격적인 세계화

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도 빈곤, 환경, 여성,
노동, 보건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1992년 UN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2개 국가가 기후변화협

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는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이 논의되면서
인간안보에 대한 개념이 처음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1996년 세계은
행의 빈곤감소전략보고서 발간을 통해 수원국 당사자의 정책에 기반을 둔
개발전략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수원국 정부의 정책 수립 역
량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ODA 예산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0년대는 개발협력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2000년 UN의

제55차 정기총회에서는 189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엄 선언(Millenium
Declaration)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현재의 빈곤수준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공표하였다. MDGs는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8대 목표26는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는데, 공여국
GNP의 0.7%를 ODA로 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국내 자금

동원, 무역 촉진과 민간투자 및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관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민간기업과 민간 재단
등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 4차례 개최27되면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6

27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 건강 개선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초록
우산 어린이재단: 2017. 10. 17.).
2002년 로마선언(1차), 2005년 파리선언(2차),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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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 공
여국 간 원조 조화, 성과지향적 관리, 상호책임성, 포괄적 파트너십 등 개발성
과의 극대화를 위한 원칙, 우선순위, 이행방안 등의 의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다.28 특히 국제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포괄적인 파
트너십과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표 3-1> 부산선언 주요 내용
구분

서언

주요내용

세부내용

공통원칙

① 주인의식(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② 결과중심(Focus on Results)
③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④ 투명성과 상호 책임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공동
행동방침

① 개발정책 및 절차에서 개도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②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 강화
③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개별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지원
④ 다양한 개발재원의 촉매적 역할 확보

새로운 글로벌
환경 조망,
개발협력의 공통원칙
및 행동방침 설정

주인의식, 결과 및
책임성 강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

∙ 원조의 비구속화 가속화, 2012년 중간점검
∙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 여성권한, 시민사회 및 의회 역할 강화
∙ 공적자금 개발활동에 관한 전체 정보의 공개 및 표준화된 정보 공개 방식 활용
∙ 2012년까지 중장기 예측 가능성 제고

원조 효과성 취약, 분쟁상황에서의 ∙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 활용
심화
∙ 수원국 주도 취약성 평가 활용, 재원의 효과적 활용 및 결과 중심 접근을 통한 상호
지속가능한
신뢰 강화
개발 촉진
재난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 충격을 견디는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호 체제 구축 투자

효과적 개발을
∙ 수원국 주도하 개발 관련 핵심 국가기능 강화, 정책 제안 이해 지원을 위한 정보
효과적 제도 및 정책
위한 협력
수집, 정책 개혁에 관한 지식 공유 등

28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4차).
국제개발협력(http://blog.naver.com/jhy1225/220874940665: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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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주요내용
남남/삼각협력
민간분야

세부내용
∙ 삼각협력의 확대, 남남 및 삼각협력의 성과 인정
∙ 지식공유, 동료학습 및 남남협력 내 조율 권장
∙ 민간분야의 역할 중요성 인정
∙ 민간의 성장과 개발 관련 정책 수립 참여, 민간역할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

반부패 및 불법자금 ∙ 부패 척결에 관한 공약이행, 자금세탁, 조세회피 대처 위한 장치 마련
기후변화 재원
PostBusan
이행
체제

∙ 기후변화 대처 문제의 가발전략 포함, 기후변화 재원 활용에 있어 원조 효과성 원칙
적용 권유

∙ 2012년 중반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지표 개발
수원국 현장중심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이행과 가벼운 형태의
∙ 2012년 6월까지 각료급 참여대상, 각료급 참여 등을 포함한 실질 운영방안 협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 OECD 및 UNDP가 파트너십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자료: 한국 국제개발협력 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4_S04.jsp/:
2017. 11. 7.).

기존 MDGs가 2015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수립에 대한 논의가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시작되
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최된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16~2030년의 기간 동안 MDGs를 잇는 총 17대 목표<그림 3-1>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였다. 이 SDGs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SDGs는 형성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했다.29 이는 전문가와 관료만이 참가하여 시
민사회와 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MDGs의 태생적
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30 둘째, SDGs는 기존의 개발목표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31

29

30
31

국제개발의 가이드라인, MDGs, SDGs란?(http://blog.naver.com/gntkddlek/220773
466487: 2017. 10. 19.).
위와 동일.
문재인 공약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http://blog.naver.com/bidam1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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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속가능개발목표와 5Ps

주: SDG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사람
(People)

지구
(Planet)

번영
(Prosperity)

평화
(Peace)

파트너십
(Partnership)

1, 2, 3, 4, 5, 10

6, 11, 12, 13, 14, 15

7, 8, 9

16

17

자료: UN. 201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www.kp.undp.org/content/dprk/en
/home/sustainable-development-goals.htm/: 2017. 6. 29.).

SDGs에서는 MDGs의 한계를 넘어 국내외의 불평등 문제, 정의,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환경 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32 셋째, SDGs에서는 MDG 8번의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를 구체화하
면서 강화되었다. 또한 유엔개발협력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과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과 같은 별도의 이행 메커니즘 및 개발재원(financing

32

21004133494: 2017. 10. 19.).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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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velopment) 논의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되고 있어 실질적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MDGs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33

1.2. 개발재원 논의
국제사회는 MDGs가 수립되면서부터 성과중심의 ODA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수립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에 대
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 정상회의에서는 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재원 유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해외직접투자
(FDI) 등 해외 민간재원의 유입 확대, 국제무역의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몬테레이 합의가 도출되었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선진국 GNP의
0.7% 수준으로 ODA 재원 확대를 목표로 수립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

인 달성방안과 재원마련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
기도 하였다(정지원 외 2014: 47).
2008년 도하에서 개최된 개발재원 후속회의에서는 몬테레이 합의의 이행

성과를 검토하고, 재원의 효과적인 동원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무역원조(Aid for Trade: AfT) 확대를 강조하였다. 특히
AfT는 중장기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도국의 무역 관련 역량

강화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김태균 2013: 185-186).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발
재원의 확대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임소진 2012: 34-35).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Post-2015 고위급 패널회의는 개발재

33

문재인 공약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http://blog.naver.com/bidam1960/2
21004133494: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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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루었으며, 민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혁신
적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재원의 조달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공여국의 역할로 지
식공유, 기술이전 등이 명시되었다(정지원 외 2014: 49).
SDGs에서는 이행을 위한 수단 및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행수

단으로서의 개발재원을 강조한 17번 목표34가 설정되었으며,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17번 목표하에 다
주체 파트너십에 의한 지속가능한 개발,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는 공공·
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 장려 및 증진 등의 세부목표가 수립되었으며, 민
관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박수영 외 2015: 16-17).
이렇듯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즉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제기되었으며, 여러 공여국은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과의 개발협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ODA 재원조달과 더불어 기업의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과도 큰 관련이 있다.

1.3. 민관협력과 가치사슬 논의
1.3.1. 민관협력의 개념
앞 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개발재원 확대를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가 강조되면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관협력은 본래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인프라)를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에만 사용되었던 민관협력의 개념은 무형의 인
프라(softer types of infrastructure)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곽재성 외 2011:
27). 이에 따라 현재는 각 국가 및 기관에 따라 민관협력의 개념을 다양하

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공부문의
3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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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과 민간부문의 재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이봉훈·
이승원 2016: 215-217).
이러한 개념들<표 3-2>로부터 민관협력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보면, 민관
협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자의 역량을 활용하여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사업 수행 시에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분담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공서비스 제공과 수익 창출을 달성할 수 있는 협력 프
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 민관협력에 대한 의미와 개념은 기관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나, 민관협력 사업의 필수적인 구성 요건은 1) 공공부문이 제공해
왔던 인프라 및 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제공하며,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봉훈·이승원 2016: 217).
<표 3-2> 공여주체별 민관협력의 의미
구분

내용

World
Bank

- 민간부문에서 중대한 위험 및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따르는 공공 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계약

ADB

- 인프라와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공공과 민간 주체 간 협력방안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경우 사회적 책무에 부합하고,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하며, 공공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공공의 역할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 제시
⋅참여자 간 위기관리, 수행 개선 및 비용절감에 대한 계획 포함

OECD

- 정부와 민간파트너 간의 협약에 의함
⋅정부의 서비스 제공의 목적과 민간파트너의 수익목적과 일치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에서 민간부문 서비
스 제공 및 위험 분담

UN

- 개발분야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생을 위해 민간의 기술 및 전문성을 공공부문의 적법성 및 지식과
결합

미국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이익을 위하여 개발프로그램에 공동 투자

영국

- 재원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정부가 추진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 부담

독일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서로의 장점을 활용
⋅민간 기업은 개발협력경험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투자안정망 확보, 신흥시장 진출, 장기적인
영업건전성 확보
⋅개발협력은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과 비용효율성 제고

일본

- 개발도상국의 빈곤삭감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일본
기업의 활동과 ODA 등 공적자금의 연계를 강화
⋅민관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의 위험부담 및 경비를 경감하도록 하고 ODA 등
공적자금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고용, 기술, 무역 및 투자 촉진

자료: 이봉훈·이승원(2016: 216), Moreddu(2016), Rankin et al.(2016)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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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에서 민관협력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관련기관에서는 민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허장 외 2016: 74;
관계부처합동 2010: 30). 일례로 KOICA는 기업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였
으며,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기업협력 프로그램
은 ODA재원의 다양화와 ODA사업의 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진출목적인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오수현 2015: 15).

1.3.2. 농업부문 민관협력과 가치사슬
농업부문에서의 민관협력 추진 유형은 크게 1) 정부와 기업이 ODA사업에
공동 참여, 2) ODA 성과와 기업활동의 연계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ODA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형의 경우, ODA사
업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ODA 성과와 기
업활동을 연계하는 유형은 ODA 성과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하여 현지 주민
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2개의 유형은 관련 기술
<표 3-3> 농업부문 민관협력 추진 유형
민관협력
추진 방식
1

2

3
4

정부와 기업이
ODA사업에
공동 참여

ODA 성과와
기업 활동의
연계

세부 유형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전수 및 보급
예) 선진영농기술 전파를 통한 생산역량 강화, 선진 기계화 농법 전수 등
대상국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예) 현지 실정에 맞는 양돈산업 교육 모델 개발, 현지에 적합한 누에품종 연구 및 양잠기술
개발 등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전수 및 보급
예) 채소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 가공용 감자 종자 배양기술 전수 등
대상국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현재까지는 관련 민관협력 사례가 없음.

자료: 허장 외(2016: 69-71)를 참조하여 필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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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원의 출처에 따라 4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허장 외 2016: 69).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ODA의 민관협력 사례를 보면 주로 농업 및 농촌
지역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타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여기에는 민간부문의 핵심 기술 및 역량 활용이 부족
하였으며, 농산물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손혁상 외 2014: 213-214). 또한 현재 미국, 독일, FAO, ADB 등에서
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가치사슬을 분석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
도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농업 ODA에서 가치사슬 접근을 통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농업부문은 생산
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기회요소와 제약요소가 많아 이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사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부문 가치사슬 내에는 개발수요와 시장수요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함께 공유하고, 각 주체
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수진 외 2016: 12).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 KOICA와 CJ가 민관협력 모델로 진
출한 사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2.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협력 방향: 유엔전략계획 2017-2021

2.1.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주요 내용
최근 유엔과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북한에서 추진될 개발협력사업의 방
향을 제시하는 ‘유엔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35을

35

이는 북한의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와 유엔 상주조정관, FAO, UNDP, UNEP,
UNESCAP, UNESCO, UNFPA, UNICEF, UNIDO, UNISDR, UNO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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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마련하고 합의하였다. 이 문서는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최
신 자료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유엔의

대북 활동에 있어서 유엔과 북한 간 합의된 목표, 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기존의 ‘유엔전략계획
2011-2016’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하여 우선

순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SDGs 지표를 반영하고 성과목표를 수립하였다
<표 3-4>. 전략 내 우선순위를 제시함에 있어 유엔은 북한만의 특수한 지

역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적용하였다.
<표 3-4>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우선순위와 성과목표
성과목표

SDGs 달성
목표

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안보

1. 농업, 원예, 어업, 축산 부문에서 식량생산, 생산성, 가공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주민들의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군 접근성 강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3. 취약계층(가임기 여성, 5세 미만의 아동, 노인 등)의 영양상태 개선

우선순위 2:
사회개발
서비스

1. 취약한 인구집단의 1차의료 개선 및 일관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보장
2. 취약계층의 전염·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개선된 의료서비스 제공
SDG 3
3. 보건분야 긴급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역량 강화
SDG 4
4.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물·위생시설 보급
SDG 6
5. 양질의 교육제공 및 형평성 제고

우선순위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SDG 7
1. 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및 대응력 제고
SDG 11
2. 취약계층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 접근성 강화
SDG 12
3. 환경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의 정부기관의 통합적인 사업수행 SDG 13
SDG 15

우선순위 4:
데이터와
개발관리

1. 인도적 지원, 개발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가용성 강화
2. 국제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역량 강화
3. 국제조약 등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체계 강화

SDG 2
SDG 9

UNOPS, WFP, WHO 등 유엔 산하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합의한 문서이며,
2015~2016년까지 2년에 걸쳐 준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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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SDGs 달성 목표의 세부 내용
SDG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SDG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SDG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SDG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SDG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SDG 9

복원력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도모하며 혁신을 장려한다.

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를 조성한다.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확립한다.

SDG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실시한다.

SDG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자료: UN(2016: 16-30).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기존의 ‘유엔전략계획 2011-2016’과 달리

북한 주민의 식량 및 영양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 가장 큰 차이
점이다. 북한의 향후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유엔과 북한 당국은 농업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표 3-5> UNSF 2011-2016과 UNSF 2017-2021의 우선순위 비교
UNSF 2011-2016
4개 전략 우선순위
1. 사회 개발
2. 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3. 영양
4. 기후변화 및 환경

UNSF 2017-2021
4개 전략 우선순위
1. 식량안보 및 영양
2. 사회 개발 서비스
3.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4. 데이터 및 개발 관리

자료: UN(2010: 3-11); UN(2016: 1).

기존 ‘유엔전략계획 2011-2016’은 사회개발, 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영양, 기후변화 및 환경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이중 영양부
문 주요 목표는 1)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영양상태 개선과 2) 개별가
구의 식량안보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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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곡물, 야채, 과일, 육류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의 접근성 증대,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상태 개선, 원예, 축산 등
의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 등의 세부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개별가구
의 식량안보 강화’ 목표는 기초 식량 접근성 증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통한 프로그램 대상 계층의 영양상태 개선, 국가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평
가 역량 강화 등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다. ‘유엔전략계획 2011-2016’은
주로 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식량안보 및 영양부문 전략은 농
업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식량공급 확대를 위한 농업분야 연구 강화와 식
량에 대한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확 후 손실 감소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의미하는 식량안보
및 영양이란 모든 이들이 언제든지 기초 식량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
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식품에 대한 개인의 수요와 선호가 충족되고 양질
의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수준의 위생 및 보건서비스 등도 식량 및 영양안보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WFP의 기아종식사업(Zero Hunger
Challenge)은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아동 발육부진 근절,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 유지, 소농의 생산성 증대, 식량손실과 낭비 감축 등
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식량안보 및 영양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영양가
높고 안전한 식량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식량의 공급량을 증
가시키는 것이다. 본 계획은 식량 생산을 더 이상 농작물에만 국한하는 것
이 아니라 축산, 어업, 원예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 주체를 협
동농장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농가까지 포함하였다. 식량공급 증대를 위해
서는 개별농가에서의 생산 증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보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곡
물생산량의 16%가 수확 전후에 손실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확 후 손실분
을 줄이고 식량공급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악한 수확 후 식량유통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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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한다. 또한 가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먹거리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유엔은 영양부족, 특히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 취약계층의 영
양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 영양결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유엔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공급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며,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아동의 치료, 영양소 균형 제공, 구충사업 등을 지원할 것이다.

2.2.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특징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계획은 국제사회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북한개발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국제적인 보편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결합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계획은 지속가능개발의 목표와 4개의 전
략 우선순위를 매칭시킴으로써 북한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SDGs를 적용
하였다.
둘째, 앞으로 추진될 유엔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유엔전략계획의
성과기반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of UNSF)에 의해 관리되고 이행
하기로 양측은 합의하였다. 유엔상주조정관과 북한 정부의 공동책임으로
전략계획을 실행하며, 특히 북한은 통합적 사업추진을 위한 표준이행절차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Delivering as One)를 따르는 데 동

의하였다. 또한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유엔상주조정관이 공동
의장으로 있는 유엔전략프레임워크 운영위원회가 조정과 조율을 담당하는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s)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 전략계획은 정기 검토와 2019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이 결과
에 따라 방향이 수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유연성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국
제표준에 따라 설계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북한은 동의하였
다. 이에 북한 정부는 수혜자 선정, 기준치 설정, 사업 진척 정도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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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유엔북한팀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로 하
였으며 또한 현장 모니터링 방문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이 계획은 유엔과 북한 정부가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관련된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
어 주요 우선순위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물과 위생, 식량 및 영양, 교육
등의 분야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 계획에서는 각각의 사업을 별도
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대북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추구한다.

2.3. 시사점
가. 농업분야 개발수요 증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식량 및 영양
안보부문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기초 식량의
공급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과일, 채소 등 먹거리의 다양화를 강조하
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농업부문에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며,
최근 시장화의 진전으로 농식품 소비행태가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
하고 있다. 기본적인 식량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손실을 줄
이는 등 연구와 기술 보급이 필요한 반면, 먹거리의 다양화를 위한 농민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 작목을 다양화하고 유통산업과 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족한 농업인프라를 포함하여 농산
물 상품화 및 식품가공분야 등 특히 농업가치사슬과 관련한 개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본 전략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유엔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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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전제하에 구성되었다. 이는 재정이 부족할 경우 전반적인 사업 추
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의 경우, 기후조건에 민감
하기 때문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 필요한 투입재, 기자재, 각종 시설 및 설
비 등이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일례로 2016년 말부터 2017년 6월까지
북한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이 봄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상당량 부족한 상황이 여러 지역에 발생하여 5~6월 실시해야 하는 모내기
에 차질을 가져온 바 있다. 양수기와 지하수 개발설비 등이 꼭 필요한 상
황이었으나 공급여건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북 개발협
력에 있어서 이러한 투입재, 기자재, 각종 시설 및 설비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원 준비
는 필수적이다. 또한 식품가공 및 농산물 유통 등 가치사슬 관련 수요, 특
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 또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원확대 방안으로 관련 민간
부문에서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
식의 개발협력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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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를 살펴보고, 대
북 농업투자협력에 있어서 이들이 주는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례 분석 대상국으로는 루마니아와 베트남을 선정하였다. 두
국가는 1차년도 연구에서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 논의에 포함
된 국가이며, 체제전환 초기조건에 있어서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북한과 유사하다.
루마니아는 다른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비교했을 때 1인 독재지배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은 국
가이다. 또한 경제구조가 농업 중심이었으나 국가의 자원은 중공업 분야 등
다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다는 점도 유사하다(최용호 외 2016:
73).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체제전환과정에서 루마니아 농업부문은 EU와의

통합을 위하여 EU로부터 공적 개발지원을 받았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에서 추진될 개연성이 큰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과 매우 흡사하다.
베트남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로, 1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체
제를 전환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 많아 베트남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 매우 의미 있
는 일이라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베트남의 농업투자유치 사례로서 우리나
라의 대베트남 농업개발협력사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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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마니아 SAPARD 사례36

1.1. EU의 SAPARD 추진배경
1990년대에 들어 동구권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중동부유럽 국

가들은 유럽연합체제로의 편입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회복을 이루고자 하
였다. 유럽연합 역시 기존 유럽국가의 안정과 전 유럽 차원에서의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유럽연합에 가입시키고자 하였다. 그
러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EU체제와는 다른 사회주의체제하
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통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농업구조, 농산물시장 및 가격제도 등에서 유럽연합과
뚜렷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의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김경량 외 2005: 184).

이러한 배경하에서 EU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사전 준
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1991년 각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연
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상호교류, 특히 경제교류의 긴
밀화, EU에 의한 기술 및 금융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
다. 1993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EU정상회담에서는 연합협정을 체결한 국
가들을 ‘잠재적인 회원국’으로 지칭하고 EU 정식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조
건37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잠재적인 회원국들의 가입조건 충족을 지원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 전 전략(pre-accession strategy)’을 추진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PHARE, ISPA, SAPARD 등 세 가지 지원프로그램이 추진
되었다(김경량 외 2005: 184-185).

36
37

이 절은 인천대학교에 의해 위탁연구로 수행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제도의 확립, 2) 작동하
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3) 사법제도, 단일시장, 기술표준 등 ‘EU규약’을 내국
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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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E(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Economy) 프로그램은 기관 및 제도의 설립, 유럽공동체 규약과 관련된 투

자지원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주로 정책자문, 컨설턴트 등을 통해 관
련 노하우(Know-how)를 이전하는 프로그램이다(김경량 외 2006: 8). 이
프로그램은 가입후보국의 경제적, 사회적, 지도적, 행정적 역량 강화를 통
해 유럽연합의 규약을 수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유럽
공동체의 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부구조 강화를 위해 관련 투자를
지원하였다(김경량 외 2006: 8).
ISPA(Instrument for Struct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는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입 신청국들의 환경 및 교통 인프라 등을 유
럽 규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김경량 외 2006: 8-9).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는데, 범유럽교통망뿐
만 아니라 가입신청국의 국내교통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환경인
프라 구축을 위하여 식수, 오수처리, 폐기물관리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
진하였다(김경량 외 2006: 8-9).
SAPARD(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는 농촌재건특별시책으로 EU가입후보국들의 농업과 농촌분

야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의 각 프로젝트
는 개별 후보국의 농업농촌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점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되는데 주로 농가에 대한 투자 지원, 농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
농축산물의 방역관리, 식료품의 품질, 농외소득 개발, 농촌인프라 개선, 직
업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경량 외 2005: 201). EU의 세 가지 체제전환
국 지원 프로그램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깊은 프로그램은 SAPARD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이후 논의에서는 SAPARD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SAPARD는 1)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 2) 친환경적 농업생산방식과

조림, 3) 직업교육, 4)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 5) 농외소득 개발, 6) 마
을구조 개선과 농촌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 7) 농촌인프라 개선, 8) 기타
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APARD에 지원한 국가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를 포함하여 10개국이며, 이 10개국에서 추진된 관련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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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중에는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농가에 대한 투자, 농촌 인프라 투
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 SAPARD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세부 사업

주요 내용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

1) 목적: 농가의 경쟁력 증진
2) 주요 사업내용: 농가 주요자산의 효율성 개선, 생산품의 질적 조건 향상, 농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력 증가, 기술수준의 향상, 농업에서의 환경오염 감소,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등

친환경적
농업생산
방식과
조림

1) 목적: 경관보호 및 관련 농업생산방식과 농업생산 강화
2) 주요 사업내용: 경관 구조의 최적화를 고려한 사유농지의 조림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지원, 다양한 농촌경관의 유지 등

직업교육

1) 목적: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활동 재교육 및 기술교육 제공
2) 주요 사업내용: 경제활동 관련 지식 및 기술 향상, 농촌 환경 및 가축위생 개선 등을 위한 관리기술
배양, 관련 인적재원 개발 등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

1) 목적: 유럽연합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물 품질관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
2) 주요 사업내용: 식품가공시설물 투자, 냉장시설을 포함한 저장시설 확충, 관련 기계 및 설비의 도입 등

농외소득 개발

1) 목적: 농업부문에서의 수입원 다양화
2) 주요 사업내용: 수공업(직물, 목각 및 도예) 개발 및 확장, 농촌관광 등

마을구조 개선 및
농촌문화
유산의 보전 및
관리

1) 목적: 농촌생활환경 개선
2) 주요 사업내용: 도로 및 공공장소 복구, 마을경관 개선, 공동체 문화센터 신축, 도시 인프라 확충 등

농촌인프라 개선

1) 목적: 농촌인프라 확충
2) 주요 사업내용: 용수 및 폐수 관리, 도로 복구 및 확충, 전기 및 전화공급 등

기타시책

농업생산자 조직 육성, 토양개량 및 경지정리, 농업용수 관리, 식품위생 및 소비자 보호, 농촌지역
산림녹화, 임산물 가공 및 유통, 농가경영 서비스 지원 등

자료: 김경량 외(2005: 202-211)를 참조하여 필자 구성.

1.2. 루마니아의 SAPARD 사례
1.2.1. 사업개요
2000년 5월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루마니아도 농업부문에 대한 EU가입의 사전 준비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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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ARD를 추진하게 되는데, 주목적은 기존 유럽연합체제의 농정 및 시

장과 격차를 줄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2000~2006년 사이 루마니아
에 대한 SAPARD 재정 지원액은 약 11억 6,000만 유로38에 달하였다. 루
마니아 SAPARD 프로그램의 사업 개요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루마니아 SAPARD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 기간/
사업 대상지역

2000~2006년/루마니아

사업비

약 11억 6,000만 유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공동농업정책(CAP) 및 EU 단일 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
-

농업사업체에 대한 투자
농수산품 가공 및 마케팅 향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축 및 식물 품질 개선
농촌 인프라 개발 및 개선 등

자료: Metis GmbH(2013: 32-41).

1.2.2. 추진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
루마니아의 SAPARD 추진체계는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EU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되었다. 루마니아 중앙정부는 농림부 산하에
프로그램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SAPARD 운영청(SAPARD Agency)을 설
립하고, SAPARD 운영청을 중앙본부 및 8개 지역본부로 구성하였다. 또한
감사원, 재정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 본 프로그램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주체들의 관련 정책추진 경험 부족으로
EU의 조직체계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결과 SAPARD 운영청 설립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루마니아의 SAPARD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02년 7월에서야 SAPARD 운영청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2003년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다.

38

1999년 고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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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는 SAPARD 프로그램을 통해 EU 가입 준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인구 생활여건 개선 등의 세 가지 종합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
으며, 루마니아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lan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NPARD)의 목표를 (1) 가공농산품의 시장 접근성

및 경쟁력 향상, (2) 농촌 개발 및 농업 인프라 개선, (3) 농촌 경제 개발,
(4) 인적 자원 개발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앞서 언급되었던 SAPARD의 세부사업 중 1) ‘농촌
인프라 개발 및 개선’, 2) ‘농수산품 가공 및 마케팅 향상’, 3) ‘농기업 육성
투자’ 등 세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
였다. 이는 루마니아가 SAPARD 추진을 위해 수립한 우선순위와 항목별
특정적격정책(Specific eligible measures)의 방향을 나타낸다.
<표 4-3> 루마니아의 우선순위 항목별 특정적격정책(2000~2006)
항목

정책

우선 항목 1

정책 1.1. ‘농수산품 가공 및 마케팅 향상’
정책 1.2. ‘가축 및 식물의 질병 관리, 식품 품질 및 소비자 보호 구조개선’

우선 항목 2

정책 2.1. ‘농촌 인프라 개발 및 개선’

우선 항목 3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우선 항목 4

정책 4.1. ‘직업훈련 강화’
정책 4.2. ‘기술 지원’

3.1.
3.2.
3.3.
3.4.
3.5.

‘농업사업체에 대한 투자’
‘생산자그룹 조성’
‘환경 보호 및 농촌 유지를 위한 농업 생산 방법’
‘다양한 활동 및 대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활동의 개발 및 다양화’
‘임업’

자료: Ecosfera et al.(2011: 66-68).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에 책정된 예산은 11억 6,000만 유로에 달한

다. 세부정책별 예산배분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87%가 정책 2.1.
‘농촌 인프라 개발 및 개선’(45%), 정책 1.1. ‘농수산품 가공 및 마케팅 향

상’(25%) 그리고 정책 3.1. ‘농업사업체에 대한 투자’(17%)에 배분되었으며,
‘경제 활동 다양화’(5.5%), ‘임업’(5%), 기타(3%) 등의 순으로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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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루마니아 SAPARD 주요 정책 및 지원규모(2000~2006)
단위: 백만 유로
약칭

정식 명칭

예산

정책 I

농업 투자

농업사업체에 대한 투자

195.4

정책 II

가공 투자

농수산품 가공 및 마케팅 향상

285.9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축 및 식물 품질 구조 개선

28.3

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생산 방법

1.4

다양한 활동 및 대체 소득을 제공하는 경제적 활동의 개발 및 다양화

63.3

정책 III

동식물 건강

정책 IV

농업 환경

정책 V

다양화

정책 VI

농촌 구제

정책 VII

생산자 그룹

정책 VIII

마을 재건

마을 혁신 및 개발과 지역 유산 보호 및 보존

정책 IX

토지 개발

토지 개발 및 재분양

농촌 구제 및 농촌 관리 서비스 구축
생산자 그룹 조성

0.750
-

정책 X

토지 등기

토지등기제 설립 및 갱신

정책 XI

직업훈련

직업훈련 강화

2.96

정책 XII

농촌 인프라

농촌 인프라 개발 및 개선

524.8

정책 XIII

수자원

정책 XIV

임업

조림을 포함한 임업, 민간 숲 소유자들이 운영하는 임업사업체와 임제품 가공
및 마케팅에 대한 투자

55.8

정책 XV

기술 지원

프로그램 준비 및 점검, 정보 및 홍보 캠페인 등을 돕기 위한 연구 등
SAPARD 정책들에 대한 기술 지원

1.15

농업 수자원 관리

계

-

1,159.78

자료: Metis GmbH(2013: 41).

루마니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정책 XII: 농촌 인프라 개발
및 개선’으로, 본 정책에는 총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 농촌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EU 가입 준비시점에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공공 도로, 농업
및 생활용수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일례로 루마니아 농촌
인구의 1/3(340만 명)만이 공공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단지 10%의 농
가만이 하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GmbH 2013). 이러한 인프라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도로 건설, 식수 공급, 중앙집중식 하수처리시스
템 구축, 홍수 예방 및 방지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이 중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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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역 도로 건설에 가장 많은 자금(3억 3,900만 유로)을 투입하였으며, 완
료된 프로젝트 수도 441개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표 4-5> ‘농촌 인프라 개발 및 개선’ 사업규모
하위 정책

공적자금
(100만 유로)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총가치(비용)
(100만 유로)

완료된
프로젝트 수

농촌지역 도로

339.1

442

334.2

441

식수 공급

237.4

292

183.2

292

중앙집중식 하수처리시스템

65.1

91

74.6

91

홍수 예방 및 방지 인프라

36.6

22

27.1

19

합계
- 그중 EU 공적 자금

678.2
524.8

847

619.1

843

자료: Ecosfera et al.(2011: 77).

루마니아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추진한 정책은 ‘정책 II: 농수산품 가공
및 마케팅 향상’이었다. 이 시기 루마니아 식품회사 대부분은 식품 안전 기
준에 대한 개념 이해도가 낮았으며, 거의 모든 생산제품이 ISO, HACCP
등 EU 표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EU의 규범에 준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육류, 우유 및 유제품, 곡물, 와인, 과일
및 채소 등에 중점을 두었다.
육류와 우유 및 유제품에 각각 8,730만 유로가 지원되어 이 두 제품군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육류의 경우, 완료된 프로젝트 수가
192개로 우유 및 유제품(91개)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과일

및 채소에는 6,070만 유로가 지원되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나, 완료된 프로젝트 수는 39개로 곡물(63개), 와인(43개)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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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농수산품 가공 및 마케팅 향상 사업규모
하위 정책

공적자금
(100만 유로)

프로젝트
총가치(비용,
100만 유로)

프로젝트 수

완료된
프로젝트 수

육류

87.3

197

174.7

192

우유 및 유제품

87.3

91

48.5

91

곡물

37.9

65

41.3

63

지방종자

11.4

3

3.1

3

와인

34.2

44

28.0

43

과일 및 채소

60.7

40

30.9

39

어류 및 수산품

22.8

18

10.3

18

설탕

15.2

-

22.8

1

0.7

1

379.5
285.9

459

337.4

450

섬유 제품
합계
- 그중 EU 공적 자금

-

자료: Ecosfera et al.(2011: 76).

루마니아가 세 번째로 역점을 둔 정책은 ‘정책 I: 농기업 육성 투자’이다.
공산주의체제 붕괴 이후 루마니아는 이중적 농업구조로 인한 문제에 직면
해 있었다. 이 시기의 루마니아 농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업법인체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도 되지 않았지만 전체 농경지 중 35%,
평균 270ha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전체 430만 농가 중 99.6%
가 평균 2.2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극단적인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
었다.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은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았고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루마
니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농업사업체에 대한 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하위정책은 밭작물 분야로 총 4,92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또한 전체
농업사업체에 대한 투자 정책의 완료 프로젝트 1,916개 중 1,209개가 밭작물
분야에 속하였는데, 이는 밭작물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높았음을 시
사한다. 그 외에 낙농 분야(소, 돼지)의 지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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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농업사업체에 대한 투자’ 사업규모
하위 정책
밭 작물
원예 (화훼 재배액의 1.5%)
포도밭
과일 재배
온실
낙농 젖소/물소
번식우 및 비육우
양/염소 농장
어린 양 비육농장
돼지 농장
가금류 농장
기타 채소/축산 농장
합계
- 그중 EU 공적 자금

공적자금
(100만 유로)
49.2
20.7
20.7
20.7
10.4
36.3
36.3
7.8
7.8
25.9
12.9
10.4
259.1
195.4

1,213
76
62
71
44
230
15
28
10
87
81
18

프로젝트
총가치(비용)
(100만 유로)
110.1
3.0
7.3
5.0
5.3
31.1
3.2
3.9
2.1
30.2
26.5
2.9

1,935

230.5

프로젝트 수

완료된
프로젝트 수
1,209
76
62
71
44
223
15
23
9
86
80
18
1,916

자료: Ecosfera et al.(2011: 78).

1.2.3. 사업성과 및 평가
SAPARD의 중요 성과로는 1) 농촌 일자리 창출, 2)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3) 환경 개선, 4) 법적·행정적 시스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SAPARD는 농촌지역 총고용의 약 2%에 해당하는 총 7만 2,000여 개의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정책 1.1., 3.1.
및 3.4. 그리고 정책 3.5.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SAPARD가 농촌 인구의
이주를 막기 위한 세부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로의 이
주율은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5.2% 하락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정책 2.1.: 농촌 인프라 개발 및 개선’을 통해 도로, 식수,
하수처리 등 기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정책 1.1., 3.1. 및 3.4.는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농촌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SAPARD 수혜자들은 프로그램 추진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3 정도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이 농가 소득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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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APARD는 홍수 예방 및 방지에 대한 투자(정책 2.1.), 산림자원 보호
및 강화(정책 3.5.) 및 농업 환경(정책 4)에 대한 투자를 통해 루마니아 영토의
약 1.8%를 정비하는 데 직접적인 성과가 있었다(Ecosfera et al. 2011: 9).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SAPARD는 루마니아가 EU 가입에 적합한
법적·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50여
개의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EU와 루마니아의 SAPARD
에 대한 협정 승인, 생산자 그룹 및 홍수 피해 지역을 포함한 소외 지역에
관한 제도, 농업 대출 등 농업정책 및 농촌개발의 제도적 시스템 관리 등
다양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몇몇 정책들(정책 1.1., 1.2., 3.1.
및 4.2.)은 루마니아 농업발전에 있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Ecosfera et al. 2011). 이러한 제도적 역량강화는 EU의 규범에
대해 이해하고, EU 가입의 전제조건인 “‘EU규약’을 내국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Metis GmbH(2013: 111)은 본 프로그램이 “법과
행정적 구조에 대한 일련의 개혁을 시작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역
할과 EU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 당국이 EU 가입 후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SAPARD 프로그램은 EU 가입을 위한 여건마련뿐만 아니라 EU
가입 후의 농촌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루마니아 농업발전에 많은 영향
을 미쳤으나 몇 가지 향후 개선과제를 남겼다. SAPARD 추진 시 발생된
장애물 중 하나는 지원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이었다. 자격요
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했기 때문에 소수의 농민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
되고 다수의 농민들은 자금지원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고
려하면 본 프로그램은 다수의 소규모 농가로 구성된 농업부문의 구조적 결
함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체제전환국 자금지원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SAPARD는
관련 프로그램 경험이 부족한 소기업들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들의 장비 및 농장 현대화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소규
모 생산자들이 농산물 공급체인에 통합되는 데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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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 한·베트남 농업협력사업

2.1.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사업39
2.1.1. 사업 개요 및 추진배경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은 2008~2010년에

추진된 사업이며, 사업대상지역은 베트남 하노이 및 달랏 지역이다. 본 사
업의 주요 목적은 수입에 의존하던 가공용 씨감자의 생산기술 및 관련 시
설 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관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3년 동안 투입된 총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
이며, 씨감자 종자 연구시설, 재배시설, 저장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과 전문
가 기술연수, 농가기술 교육 등 생산 기술 컨설팅에 지원되었다.
<표 4-8>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개요
세부 내용
사업 기간/
사업 대상지역
사업비
사업 목적

2008~2010년(3개년)/베트남 하노이 및 달랏 지역
4억 9,000만 원
가공용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사업수행기관

강원대학교

사업참여기관

오리온,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하노이 농업대학

주요 사업 내용

관련 기본시설 및 기자재 지원, 기술교육훈련, 농가조직화 컨설팅

자료: 이대섭 외(2010a: 93-94); 이대섭 외(2010b: 31-32)를 참고하여 필자 구성.

베트남은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
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감자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당시
가공을 위한 감자는 연간 약 5,000톤 가량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간

39

이대섭(2012a, 2012b), 농림부(2011)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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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톤의 감자종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감자 생산여건
은 매우 열악하여 공급 확대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사업의 대상
지인 베트남 북부지역은 아열대 기후대로 감자는 동계기간 중 1기작으로 재
배되고 있었으며, 주로 영세한 소규모 농가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었다. 더욱
이 감자 재배기술과 저장시설이 미흡하여 생산성도 매우 낮았다. 베트남에
서 가공용 감자 생산에 필요한 씨감자 종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
는데, 수입가격이 kg당 300~600원으로 매우 높았고 수입물량의 10%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등 품질이 좋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와 산업계는
감자의 수입대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국 내 가공용 감자 생산체계 구축 관
련 사업을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하였다(이대섭 외 2010a: 93).

2.1.2. 추진체계 및 사업 내용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강원대학교이며 우리 기업인 오리온도 베트남 진
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다. 베트남 측의 사업담당기관은 베트남 농업농
촌개발부와 하노이 농업대학이며, 사업의 수혜자는 1만 2,000여 명의 감자
생산 계약농가이다. 본 사업은 1) 강원대학교와 베트남 하노이농업대학 간
기술협력 확대, 2) 대상지역 농가소득 증대, 3) 한국의 감자 가공식품 수출
기업인 오리온의 해외 진출 기반 구축 지원 등을 목표로 사업 내용이 구성
되었으며, 연도별 주요 수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9>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의 연도별 내용
년도
2008(1차)

주요 지원 사업
조직배양 기본시설·기기 및 전문가 기술연수 지원
조직배양 후 무병종서(G0-G1) 증식 시설보완 지원

2009(2차)

베트남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씨감자 생산 기술 교육
농가 기술교육 및 조직화 지원을 위한 현지 컨설팅
무병종서 저장고 시설지원

2010(3차)

무병씨감자(G2-G3) 생산시설 지원
재배기술 컨설팅 및 농가 생산조직 강화 지원

자료: 이대섭 외(2010b: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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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강원대학교는 본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감자종서 조직 배양, 씨감자 생산과정 점검 및 보완지도 등의 기술협
력을 지원하였다. 하노이 농업대학과의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베트남 측의
관련 기술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오리온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하노이 농업대학에 감자종서 증식용 망
실, 조직배양실 등의 시설을 지원하였다. 하노이 농업대학은 이러한 시설
과 기술협력을 통해 보급용 씨감자를 생산하고 그 종자를 베트남 농가에
공급하였다. 또한 하노이 농업대학과 오리온 간 협력체계를 통해 농가에
감자 생산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감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농가에서 생산된 감자는 오리온이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매하였으며,
오리온은 계약재배를 위해 개별 농민을 조직화하고 생산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그림 4-1>.
<그림 4-1>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추진체계

오리온 스낵
인터내셔날
(베트남 지사)

베트남 농가
(계약재배)

수매

기술지원

협력관계
강원대학교
(국제농촌개발
협력사업단)
(IIRD)

사업신청

계약(원료확보)

기술지원
종자 공급

시설 및 기술연수지원

∙ 인력, 건물, 기타 사업 관련 물자 제공
∙ 연수생 파견

하노이
농업대학
(생물연구소)

자금지원

한국정부
(농식품부)

자료: 농림부(2011: 29).

농업협력체계구축

베트남정부
(농업농촌발전부)

베트남
인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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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구축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들은 국내에서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얻어 관련 통관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
치하였다. 이러한 협조로 필요한 시설을 적시적소에 공급하였으며, 사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농림부 2011: 29).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농
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 내 씨감자생산 계획 관련 전략을 수립하여 하노이
농업대학, 베트남 인민위원회 등 사업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역
할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주체들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유지하였다(이대섭 외 2010b: 35~36). 본 사업
참여기관의 주요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0>와 같다.
<표 4-10> 베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관 역할
참여 기관

담당 역할

강원대학교

▪
▪
▪
▪
▪

협력사업 총괄
조직배양실, 묘 배양실, 병리검정실, 기본종 G1증식망실 등 지원
조직배양 및 순차증식 기술연수 및 현지지도
씨감자 생산 일련과정 수시체크 및 벤치마킹 보완지도
지원사업의 현지 평가 및 홍보

오리온

▪
▪
▪
▪
▪
▪

보급종 G2 증식망실 지원
씨감자 생산-보급-원료계약생산 주도
감자칩 가공 품질평가
베트남 농업농촌발전부와 협력 추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도 증진 및 양국 협력관계 조성
계약재배 농가가 생산한 원료감자 전량구매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부

▪ 가공용 감자 생산계획 수립추진 지원
▪ 한국정부, 한국진출 가공업와의 협력체계 구축
▪ 베트남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한국진출기업과의 협력관계 조성

하노이
농업대학

▪ 씨감자 생산 일관시설 시공 건물 및 부지, 전기, 수도, 인력, 시약 등 사업에 필요한 한국지원물자
이외의 기타 시설 지원
▪ 시공시설의 강원대학교 팀과의 공동감리
▪ 조직배양 및 순화증식하우스시설 이용, 씨감자 생산기술 연수 및 생산을 통한 생산농가 보급(2011-보
급용 씨감자 750톤 생산규모)
▪ 생산 씨감자의 virus검정기술 축척 및 자체 검정 및 베트남 국내 농가를 위한 기술이전

자료: 이대섭 외(2010a: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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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업성과 및 평가
본 사업의 성과로는 1) 가공용 감자 생산 확대, 2) 씨감자 생산농가 소득
증대, 3) 오리온의 시장경쟁력 강화, 4) 베트남 농업기술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본 사업을 통하여 가공용 감자 생산이 확대되었는데 재
배농가의 수가 2008년 1,280호에서 2009년 4,200호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베트남 오리온 지사는 더 많은 원료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백만 달
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설정하였던 자체
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시스템 구축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농
림부 2011: 29).
둘째, 사업대상지의 농가들은 건기에 간작으로 씨감자를 생산함으로써 소득
이 증가하였다. 감자 수요 증가에 따라 씨감자는 벼 생산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작목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오리온이 생산된 감자를 전량 수매해
줌에 따라 농가소득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농림부 2011: 29).
셋째, 오리온은 안정적인 원료공급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서 펩시(Pepsi
Co.)와 같은 경쟁기업보다 베트남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

다. 오리온이 베트남 내 씨감자 생산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이후 한국과 베
트남 간의 농업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농림부
2011 30; 이대섭 외 2010b: 40-41).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열악한 소규모의 현지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씨감
자의 생산, 저장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생산농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높였다. 특히 연수사업을 통하여
기술의 파급효과 증대를 꾀하였으며, 생산농가의 주민 조직화와 더불어 현
지컨설팅을 병행하여 주민들 간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러한 주민들 간 기술협력 또한 감자 생산량 증대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이대섭 외 2010a: 23, 33).
본 사업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있
어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대섭 외 2010a, 2010b)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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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의 5대 평가항목으로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이 있다.
먼저 적절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계획과 내용이 베트남의 수요 및
농업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
이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감자의 수입대체가 필요한 실정이었
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
차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결과
적으로 해당 농가의 소득이 높아졌으며, 자국에서 생산한 감자의 공급이
목표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은
적절성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본 사업은 사업의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효율적으
로 정립되었으며, 각 참여기관의 역할이 잘 배분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
진이 가능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업비 지출 면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3년 동안 연차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을 구분하고 이에 알맞게 사

업비를 배정하여 사업산출물의 달성도와 완성도가 높았다. 사업의 1차년도
에는 2억 원을 배정하고 씨감자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시설 확보를 사업 시
행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1억 6,0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배정하고 재배시설의 확충과 저장시설 및 망실하우스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연도별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투입된 사업비 대비 성과효율성이 매우 높았다는 평가이다.
효과성의 경우 사업목표의 달성도, 세부 지원사업의 목표달성 기여도, 사
업 수혜자 및 대상국의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평가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가공용 감자종서 자체 생산기술 및 기술인력 확보, 수입대
체 시스템 및 가공용 감자의 계약생산-수매 시스템 구축, 감자 생산농가의
농민조직화 등의 세부 사업목표가 100% 달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베트남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및 대학 간 기술전수협력 모델이 구축되었고 이는 빈곤탈피라는 UN의 보
편적 목적에 부합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소농가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조직화, 컨설팅 등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

84 주요 체제전환국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와 시사점

였으며,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을 펼침으로써 대
상국의 수혜자와 농업정책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으로 베트남의 농업기술 개발, 특히 소농과 농업기
술자의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영향력 측면에서도 기여한 바
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 측뿐만 아니라 우리 진출기업의
해외식량기지 개발 및 한국과 베트남 간 추후 협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경우,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었던 시설물
과 기자재들이 주로 대학 실험실에서 관리되도록 하여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노이 농업대학과 더불어 오리온, 씨감자 생산농가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
되었다. 또한 본 사업의 효과로 농가들의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베트남 중
앙정부와 사업대상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의 지속성뿐만 아니
라 자생력 향상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두 국가 간
ODA사업과 농식품기업의 투자협력사업이 연계되어 하나의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을
구상할 때 본 사업에서와 같이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참고할 수 있다.

2.2.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마을개발사업40
2.2.1. 사업 개요 및 추진배경
본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CJ제일제당(이하 CJ)이 2014년 5월
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 8월에 종료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닌투언
40

본 사업은 2017년 8월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현재 종료평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관련 보고서 등이 공개되지 않았음. 본 절의 내용은 2017년 10월에
수행한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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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h Thuan)성 땀응(Tam Ngan)의 2개 마을이며, 이 지역주민의 농업소득

향상 및 농촌마을 자생력 강화를 통한 절대빈곤 퇴치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2개 마을의
빈곤가구비율을 33%에서 20%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
비는 총 23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지원대상자는 땀응 2개 마을의 250가
구 총 1,149명이다.
<표 4-11>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업 개요
세부 내용
사업 기간/
사업 대상지역
사업비
사업 목적
사업수행기관
주요 사업 내용

2014.5~2017.8
/베트남 닌투언(Ninh Thuan)성 땀응(Tam Ngan)의 2개 마을
2억 3,320만 원
땀응 2개 마을 지역주민의 농업소득 향상 및 농촌마을 자생력 강화를 통한 절대빈곤 퇴치
KOICA, CJ제일제당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 사업(마을자치역량 강화, 마을생활환경 개선), 농업소득증대 사업(농업생산성증
대사업, CJ고추작물 계약재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5: 4)와 CJ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베트남은 1990~2010년 동안 평균 7.3%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이 1,130달러에 달해 중저소득국으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빈곤인구 수는 1993년 58%에서 2012년 11.3%로 급감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
으며, 특히 소수민족이 빈곤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 20%에서
2010년 47%로 크게 증가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농촌의 열

악한 기술, 인프라 부족 및 시장접근성의 제한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신농촌발전계획(National Target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이하 NRD)을 수립하였다. NRD는 현대적 사회·경제 인프라의

구축, 경제개발, 농업과 산업의 신속한 발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
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 꼬뮨(면)이 달성할 19개의 지표를 수립하고
2015년까지 20%의 꼬뮨이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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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19개의 지표를 모두 달성한 꼬뮨은 0.75%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재원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KOICA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역량강화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

농촌개발사업의 발굴을 추진 중이었다. 특히 개도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인프라 개발,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강화 등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마을단위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
근에는 민간부문의 개발재원 활용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가치창출
(CSV)을 통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
CJ는 중국의존도가 높은 원료작물인 고추의 공급처를 다원화하고자 하

는 기업 내 수요가 있었으며, 공급처 다원화를 통하여 향후 급변하는 원료
가격 및 수급상황 변동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
추의 생산단계에서부터 CJ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업 내부 수요에 의하여 베트남과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CJ식품연구소의 주도하에 시범연구가 진행되었다. CJ는 1990년대부터 베

트남에 진출하여 관련 노하우 및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이미 어느 정도 구
축되어 있었으며, 향후 베트남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관련
투자사업의 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선정하였다. 베트남 내 사업대상지 선정
을 위하여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빈곤율과 소수민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2.2.2.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본 사업은 1) 닌투언성의 사회경제개발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 농업 가
치사슬의 구축, 2) 주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3) 우리 진출기업(CJ)의 비즈니스와 연계한 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닌투언성의 4개 핵심 개발 분야는 농수산업, 관광, 생산 및 가공, 청정에
너지로 농업·농촌부문에서의 개발 수요가 풍부하다. 특히 닌투언성은 농업
개발을 위해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생산량 증대와 시장진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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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닌투언성 생산 농산물의 브랜드화 등을 실행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의 사업파트너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
기 위하여 농업 가치사슬, 특히 사업대상지역에서 전략화할 수 있는 농산
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적 역량강화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우리 기업과 사업대상지
역의 공동체가 가치사슬 구축과 관련된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
업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는 윈윈(win-win)모델을
구축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 2) 농업소득 증대
등 2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관련성 높은 세부사업을 포
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의 경우, 마을 자치역량강화
사업과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으며, 주로 주민 역
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유치원 개보수, 수도관 연결 등 환경 개선 관련 세
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소득 증대의 경우, 농업 생산성 증대, CJ 고
추작물 계약재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12>.
<표 4-12>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세부내용
구분
항

목

주요활동

1.1.1.
마을자치 역량강화교육
1.
농촌
발전
자생력
강화

1.1.
마을자치
역량강화

세부사항
▪ 마을발전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마을자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베트남 농업관료 초청연수
▪ 마을지도자 및 공무원 현지 워크숍 실시
▪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

1.1.2.
농기계 뱅크

▪ 심토 파쇄기, 제초기 등 필수 농자재 대여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 농기계 임대수익을 통한 마을운영조직 자립기반 마련

1.1.3.
소액금융대출

▪ 종자자금(seed money) 조성
▪ 소액금융 운영시스템 구축 및 주민교육 실시

1.1.4.
마을발전 기금 운용

▪ 지역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마을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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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항

목
1.2.
마을생활
환경
시범개선

2.1.
농업
생산성
증대
2.
소득
증대

2.2.
CJ
고추작물
계약재배

주요활동
1.2.3.
초등학교
환경개선

세부사항
▪ 화장실 신축: 학생용(남녀 구분) 3동 신축
▪ 운동장 포장
▪ 식수대 설치
▪ 교육기자재 지원

1.2.4.
수도관 연결

▪ 마을 주 수도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보건소, 마을회관에 우선 실시
▪ 마을 주 수도관에서 가정까지 수도관 연결

2.1.1.
영농교육 실시

▪ 일반 교육: 벼, 옥수수 기존재배기술, 유기퇴비 제작기술, 육묘 및
멀칭 기술, 소규모 농기계 활용 교육 등 실시
▪ 특별 교육: 고추재배 모델 농가를 활용하여 계약재배 농가에 고추
재배, 수확건조 관련 농자재 사용법 교육

2.1.2.
관개용수로 개선

▪ 기존 관개용수로 개보수
▪ 개별경작지 용수공급을 위한 간이수로 연결

2.1.3.
공동작업장설치

▪ 마을회관 앞마당을 시멘트로 포장하여 수확농작물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천막형 지붕 설치
▪ 간이형 미곡종합처리장 설립으로 수익 증대
▪ 마을 공동 유기퇴비 생산을 위한 공간 마련

2.2.1.
고추작물 모델농가
육성

▪ 매년 2개 농가 시험농장 운영
- 농가는 변경될 수 있으나 매년 총 2개 유지
▪ 현지 재배 적합 품종선발 및 재배방법 세팅
▪ 현지농민의 기술수준파악 및 이해도 평가
▪ 지역주민들의 Benchmarking 대상 농장 선정

2.2.2.
재배선도 농가지원

▪ 우수 품질 수확 및 고(高)생산 농가에 동기부여
▪ 베트남 선진 농가 견학 기회 제공
▪ CJ 선진 교육 기회 제공
▪ 농기술 지도자로 양성

2.2.3.
CJ R&D
농장운영

▪ 농업연구단지 운영
▪ 고추 외 농작물 직접경작을 통한 재배가능품종 다양화 및 품질개선
연구 실시

2.2.4.
건조장 건립 및 운영

▪ 건조가공공장 건립으로 수출 인프라 확보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2.2.5.
CJ수요작물 계약재배

▪ 홍고추 수매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5: 6-7).

본 사업의 주체는 KOICA-CJ,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닌투엉성 정부 등
4개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인적 역량강화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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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에서 담당하였으며, 용수공급을 위한 간이수로 연결 사업은 KWater에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동시에 참여하였다.

사업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KOICA-CJ-닌투언성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다<그림 4-2>.
<그림 4-2>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수행 체계
결정: 사업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
(KOICA-CJ-닌투언성)
아측

베측

KOICA 본부

CJ 본부

사업관리기구
(PMU)

예산지원,
행정지원 등

예산지원,
사업관리 등

닌선현, 농업부, 기획부,
경제연구소, 자원환경부 등

↓

↓
럼선면 인민위원회

↓
현지 사무국

현지운영총괄 전문가(PM)
농업분과/새마을분과

지원
→

사업집행 총괄

농업농촌개발부

신농촌개발
자문 등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5: 8).

우리 측에서는 KOICA 베트남 사무소와 CJ 베트남 지역본부 사무국이
사업운영을 총괄하였으며, 현지 상주총괄이 땀응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CJ 본부와 베트남 사무소는 고추작물 계약
재배를 위한 농업기술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건조장 건축을 위한 현지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하였다. 또한 마을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생활
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베트남 측에서는 닌선현, 농업부, 기획부, 경제연구소, 자원환경부 등으로
사업관리기구(PMU)를 구성하고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였다. 농업
농촌개발부는 신농촌개발(NRD) 관련 자문을 담당하였으며, 럼선면 인민위
원회는 현지 사업집행 총괄로 사업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90 주요 체제전환국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와 시사점

2.2.3. 사업성과 및 평가
본 사업담당자를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우리 측 수행기관이
기대하였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목표는 사업대상지
역인 땀응 2개 마을의 빈곤가구 비율을 42.4%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것
이었는데, 약 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의 주요 성과를 2개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농
촌발전 자생력 강화와 관련하여 농민 조직이 구축되었으며 주민과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운영되었다. 교육 프로그
램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한글교육, 운동회 개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
해 마을자치 역량과 조직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하여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한편 주
민에게 기금운영의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마을의 조직화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협동조합에서는 또한 소액금융 대출을
운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종자자금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다. 현재 상환율은 90% 정도이며, 소
액금융 대출에 대한 재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리모델링,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개보수 등을 통
해 마을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 특히 수도관 연결 사업으로 유치원, 초등
학교, 보건소,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260가구 중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았던
181가구에 수도관이 연결됨에 따라 상당수 주민들의 생활용수에 대한 접

근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액금융을 활용하여
수도관을 연결하거나 연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
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소득 증대사업과 관련한 주요 성과로는 영농교육 실시를 통한 작물생산 성
증대, 관개용수로 개선, 제분 설비 및 저온저장 설비 구축 등이 있다. 먼저
영농교육의 경우, 일반교육과 고추 계약재배 농가에 필요한 고추 재배 및
수확건조 관련 농자재 사용법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선진화된 농업기
술을 습득하고 농업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관개용수로 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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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개용수로 300m가 보수되고, 950m의 수로가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관개용수와 개발경작지를 연결하는 간이수로도 설치되었다. 이 세부사업의
결과로 경작지 60ha가 증가하였다. 또한 고추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재배된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41
이러한 본 사업의 성과는 1) 대상국의 개발목표와 우리 기업 해외진출
전략의 연계, 2) 의식교육의 필요성, 3) 가치사슬 관련 비즈니스모델 구축
에 따른 사업지속성 강화 등에 기인한다. 먼저 본 사업을 통해 베트남 정
부의 농촌개발목표와 닌투엉성의 실행과제에 부합하는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의 성과뿐만 아니라 CJ에서 필요한 주 원재료의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양측의 이해가 동시에 충족되었다.
또한 본 사업담당자에 따르면 네슬레 등 다른 다국적기업은 자신들의 농
업투자사업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성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교육 프로그
램의 차별성을 꼽을 수 있다. 본 사업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의식교육은 해외
기업들이 많은 관심으로 보이고 있는 요소로, 단지 기술교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특히 노동과 소득 증대와 관련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다. 이러한 의식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는 없었으나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에
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
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CJ의 주요 원재료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
는 전반적인 가치사슬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에서는 소득을 창출하
고 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이

41

현재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는 맵도 차이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CJ의
김치원료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CJ는 판매망을 활용
하여 현지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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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CJ와 베트남 파트너 간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성과도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체제전환국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의 시사점

이 장에서 살펴본 두 국가의 사례는 향후 대북 농업투자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루마니아의 SAPARD는 EU가 구사회주의
국가 체제전환과 공동체 편입을 위해 추진된 농업개발지원 프로그램으로,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 농업환경으로부터 시장경제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한·베트남
농업투자협력 사례는 협력방식에 있어서 민관협력과 가치사슬 구축에 중
점을 두고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루마니아 SAPARD의 사례는 1) 대상국 현지 사정과 실수혜자를 고려한
사업 구성, 2) 사업추진체계에 있어서 참여주체의 역할 구분 및 역량강화
를 위한 지원 등을 시사하고 있다. 베트남 사례에서는 크게 1) 대상국의 개
발수요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계, 2)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3) 사업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시사하고 있다.
가. 대상국 현지 사정과 실수혜자를 고려한 사업의 구성

앞서 언급된 SAPARD의 사례는 SAPARD의 지원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사업추진의 장애물 중 하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요
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했기 때문에 다수의 루마니아 수혜자들이
자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수의 소규모 농가로 구성된 루
마니아 농업부문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적용된 SAPARD 유형의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부족한 소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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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생산자
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대북 프로
그램을 추진할 때 북한의 농업·농촌 구조 등 실상을 반영하여 현지 사정에
맞는 실수혜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 적합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 사업추진체계에 있어서 참여주체의 역할 구분 및 역량강화 지원

루마니아의 경우 전략적인 재원배분에 관해서 농림부 이외의 관련 부처,
지방정부, 기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더라도 그 활동이 미미했다고 평

가되고 있다. EIF(2005)의 보고서에 나타난 SAPARD 관리 및 집행 기구표
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내용 변경을 승인하는 ‘점검위원
회(monitoring committee)’만이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조
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폴란드의 경우 중앙에 운영위원회와 점
검위원회를 구분하여 각각 설치하였으며, 중앙의 운영위원회는 관계부처들
(경제, 농촌발전, 재무, 노동, 환경, 유럽통합)과 지방정부 및 전문가들로 구

성되었으며,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및 재원의 지역 간 분배를 담당하였다
(EIF 2005: 189). 이는 관련 부처와 조직들이 보다 전략적인 자원배분에 대

해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용도가 높
지 않은 프로그램의 재원이 보다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등
자원을 활용도에 맞게 재분배하였다. 이러한 추진체계의 운영을 통해 예산
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였다(EIF 2005: 191).
또한 루마니아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집행기관, 지방정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업집행 관련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SAPARD는 기본적으로 농촌발전 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지역 단위의 사업발굴과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단위에서 여러 수준의 행정기구는 물론 이해관계자 참여 및 원
활한 정책집행을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SAPARD 운영청이 프로그램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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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집행업무가 불필요하
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 되었다. 농수산품 가공 및 마케팅, 경제활동 다각
화, 농업경영체 투자 지원 등 프로그램 등의 집행 책임 전체 또는 일부는
농림부 내의 농촌발전국에서 담당하였으며, 농촌 인프라 프로그램의 집행
은 교통건설관광부(MTCT)에 위임하였고, 실제 집행은 이들 조직의 지역
사무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EIF 2005: 205-206). 이는 해당 조직이 추진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위임은
프로그램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조직의 지역 사무소들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 규정 적응
에서의 융통성, 그리고 경제적, 법적 분석능력 등이 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EIF 2005: 209). 향후 북한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전개된다면 프로그
램 수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 대상국의 개발수요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계

앞에서 언급된 베트남의 두 사례 모두 베트남의 농산업개발 정책, 대상
지역의 농업 관련 주요 목표 및 정책 등에서 도출되는 개발 수요와 대상국
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역량 및 주요 투자 수요가 잘 부합되었다. 베
트남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지원과 기술지원 사업의 경우, 베트남은 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가공용 감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베트남은 감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
입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으며, 정책적 지원하에 농촌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의 우리 측 수행기
관인 강원대학교와 우리 진출기업인 오리온의 경우, 베트남 사업대상지에서
필요로 하는 감자 종자 생산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오리온은
감자칩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였으며,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매하고자 하였다. 이런 방식의 사업을 통하여 베트남은
대상지역의 감자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계약재배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여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우리 기업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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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원료를 활용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KOICA-CJ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진출 전략을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신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의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을 목표로 각 면에서 달성할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대부분의 지
역에서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닌투언성의 경우, 4개 핵심
개발 분야로 농수산업, 생산 및 가공을 포함시켰으며, 농업생산량 증대와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닌투언성의 농산물 브랜드화 등을 실행과제로 수립하
였다. 우리 측 사업참여기관인 KOICA의 경우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기업협
력사업으로 민간부문에서의 개발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CJ는 중국의존도가 높은 원료작물인 고추의
공급처를 다원화하고자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수요들을 잘 매
칭하여 사업을 구성한 결과 베트남 측에서는 농촌의 소득이 증대하였으며, CJ
측에서는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양측 모두가 사업추진으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북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북한의 농산업 개발 수요와 우리 진출 기업의 역량 및 투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 참여주체들이 상생 발전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
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종료 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적·자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실수요자, 실수혜자)가 혜택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야 한다. 특히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농가 소득 증대를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모델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베트남의 오리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업의 실수요자는 우리 진출
기업인 오리온이며, 실수혜자는 하노이 농업대학교와 생산농가이다. 본 사업
모델, 특히 계약재배에 따라 수요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혜택을 얻을 수 있
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KOICA-CJ
사례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지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원료를 생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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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가에서는 재배된 고추를 가공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마. 사업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체제전환국의 경우, 사업 참여자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와 생산 및
노동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추진체계 내 정부
나 사업담당자 역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및 투자사업, ODA사업 등
사업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앞서 KOICA-CJ 사례에서 언
급되었던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농가의
역량뿐만 아니라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의 개념 및 절차 등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 제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산에 중점을 둔 사업의 경우, 종자, 재배기술, 관련 농기계 사용 및
관리법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바로 적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체제전환국의 경우,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
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며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KOICA-CJ 사업담당자에 따르면 실제로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 제

공 시 관련 기술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
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농가들을 직
접 대면하는 방법 외에도 사업대상지의 지역 정부 혹은 농업 생산 관련 조
직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와 시사점

이 장에서는 과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투자협력 경험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농업투자의 주요 주체인 한국, 중국, 국제기구를 중
심으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한다. 한국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은 다시
공적 농업교류협력과 민간부문의 농업교류협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여
기서 도출된 과거 사업의 평가는 향후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 구상
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들은 가장 최근까지 추진된 사업들로 최근 북한
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되
어 왔던 바, 이들 사례가 주는 시사점 또한 가치가 있다.

1. 한국의 대북 농업투자협력

1.1. 공적 농업교류협력
우리 정부가 북한과 농업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그동안
갖추어지지 않았다(김영훈 외 2009: 29). 체제 유지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
서 기인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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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
식으로 대북 농업협력에 참여해 왔다.

1.1.1. 민간지원단체의 농업협력사업
1990년대 들어 경제침체와 계속된 자연재해 등의 요인으로 농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김영훈 외 2012b: 13).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대북 식
량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당국 간 합의에 따라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농업교류협력을 시
작하였다(김영훈 외 2012b: 13).
2000년 들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사업은 점차 농업개발과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등으로 분야가 다양
해졌으며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 민간지원단체가 추진
한 주요 대북 농업개발협력은 옥수수 및 감자 종자 개량, 종자 생산, 젖소
목장 및 양계장 설치 운영, 산란종계장 설치 운영, 젖염소 종축 및 유가공
설비 지원, 채소온실 설치 운영, 농기계 수리공장 설치 운영, 양묘장 설치,
농기계 지원, 농자재(비료, 농약, 비닐하우스, 종자 등) 지원 등이다(김영훈
외 2012b: 15, 최용환 외 2013: 104).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한 주요 단체는 월드비
전,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고성군농업협력단, 통일농수산사
업단 등 24개 단체에 이른다<표 5-1>.42

42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에 대한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2015)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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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주요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활동
사업단체

기간

경남통일농업협력회

2006~2014

통일딸기모종생산, 온실지원, 과수원조성, 농업기술지원

사업내용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2007~2009

배합사료공장 건립지원

국제사랑재단

2006~2008

농기자재지원

국제옥수수재단

1998~2009

종자 저장용 창고 및 옥수수 종자 지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998~2009

낙농 및 사료공장 지원

굿피플인터내셔널

1999~2003, 2010

기아대책

1997~2009, 2015

농기자재, 젖염소, 비료, 시범농장 지원

남북나눔운동

1997~2009

수경재배시설, 온실자재 및 농자재 지원

옥수수종자 지원, 비료 지원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1999~2003

씨감자, 비료 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7~2007

옥수수 종자 및 사료, 씨감자, 농기자재 지원

민족사랑나눔

2006~2015

종묘장 및 채소 재배 손실 지원

북고성농업협력단

2002~2008

영농자재, 온실, 양돈장 지원

새누리좋은사람들

2008, 2014~2015

새마을운동중앙회

1998~2005

비료, 종자, 농기자재 지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005~2009

농업용 기자재 지원

유산양 도입, 온실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7~2009

농촌 현대화 지원 및 돼지공장 설립

월드비전

1998~2014

채소, 씨감자, 과수묘목 생산 및 전문가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2003~2009

농기계 공장 건설 및 기자재 지원

통일농수산사업단

2004~2009

종자 및 비료, 농기자재 지원

평화3000

2005~2007

못자리비닐장막, 비료 지원

한국대학생선교회

1998~2015

젖염소보내기운동 및 축산지원 개발

한국JTS

1998~2007

비료, 비닐 농기자재 지원

한코리아

2002~2009

협동농장 복토직파농업기술 전수 및 농기계, 농자재 지원

자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2015: 107), 대북지원 20년 백서.

사업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증가세가 시작되어 처음으로
100억 원 규모를 돌파하였다. 2007년에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45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대북 농업지원사업에 투입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북한농업에 지원되었으나 2010년 5·24조치로 대

부분의 사업이 중단되었다<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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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연도별 민간지원단체의 농업부문 대북사업 규모
단위: 억 원

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24개의 농축산분야 지원 단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2015: 108), 대북지원 20년 백서.

1.1.2.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협력사업
한편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03년 이전부터 강원도와 제주도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들 지자체의 초기 사업은 농업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물자지원이나 남북 간 접촉 증진에 더 중점을 둔 것이었다(김영훈 외
2012b: 17). 2003년부터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이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지자체
가 대북 농업개발협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김영훈 외
2012a: 18-19)<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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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
지자체

연도

경기도

2002-04
2005
2006-08
2007-08

농기계 지원
벼농사 지원(3ha), 농기계 지원
농촌환경개선, 벼농사지원(100-200ha)
양묘장 조성 지원

주요 사업

비 고
농자재지원
농업개발지원
산림개발지원

강원도

2000
2001-04
2004
2008
2001-08

못자리용 비닐 지원(33,000롤)
연어치어 방류 지원, 연어부화장 건립 지원
농민기술강습소 보수 지원(원산)
양어사료공장 건립 지원(안변)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17,000여 ha)

농자재지원
농업개발지원

경상남도

2006-08

벼농사 지원(130-300ha)
시설온실 지원(24동)
딸기묘 생산 협력사업
소학교 건립 및 시설 지원

전라남도

2003-04
2005

농기계수리공장 및 농기계 지원(대동군)
못자리용 비닐, 온실, 기술 지원

자재지원
기술지원

제주도

1999-09
2008

제주산 감귤 지원(11차)
돼지농장 건립 지원(평양)

인도지원
자재지원

제천시

2004

과수원 조성 지원(삼일포)

자재지원

농자재지원
기술지원

주: 2007년 이후의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현되지 않음.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200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워크샵 자료.

지자체의 협력사업은 보통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되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에 지자
체가 합류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을 안정화시킬 수 있
었다(김영훈 외 2012b: 18, 최용환 외 2013: 104). 둘째, 지자체들은 산하에
농업기술원 등 농업전문기관을 두고 있어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김영훈 외 2012b: 18, 최용환 외 2013: 104).

1.1.3. 당국 간 농업협력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정부 간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2차례나
있다. 첫 번째는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5개 농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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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업의 추진을 남북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김영훈 외 2012b: 19). 이후
2007년 12월 남북경협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는 2005년의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항을 참고해 농업 및 수산협력을 추진하기로 재차
남북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김영훈 외 2012b: 20)<표 5-3>. 하지만 이 합
의에 따른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표 5-3>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당국 간 합의
구 분

주요 내용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년)

협동농장 협력, 농업과학기술 및 인력 교류
종자부문 협력, 산림자원 보호 협력,
축산·과수·채소·잠업·특용작물 분야 협력 추진

남북경협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위원회
(2007년)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지원
검역 관련 협력
과수, 채소, 잠업, 축산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자료: 통일부(2005. 8.).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문; 통일부(2007. 1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문.

1.2. 공적 농업교류협력의 평가43
1.2.1.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사업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10년 5·24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진화를

거듭했던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낳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지원단체는 공공부문(정부 및 지자체)을 대신하여 대북 접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담당하였다. 둘
째, 초기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농업개발협력사업으로 진화되고 축산, 채소,
농기계, 종자 및 사료 등으로 분야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등 지속가능한 북
한개발의 초석을 제공하였다. 셋째, 초기에는 단체별 독자적 사업만이 추
43

이 부분은 권태진(2014: 9-20)을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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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여 주었다. 넷째, 과거 추진되었던 민간단
체의 농업협력사업은 북한의 인도적 문제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남북관계의 부침 속 여러 돌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
처하여 많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지원단체의 농업지원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민간단체의 대부분은 재정이 취약
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매우 낮았다. 외부(정부나 기업)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경우 그동안 추진되던 사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
되었다. 둘째, 농업협력에 있어서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수적
이나 많은 단체에서는 전문성이 취약하였다. 셋째, 민간단체가 추진한 농
업협력사업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
는 데 한계를 나타내었다. 사업지역 선정, 사업의 감독 및 평가 등에 있어
서 우리 측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웠으며,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감독이나
평가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한된 인원과 지역을 대상
으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2.2.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들은 양묘장 건설, 농기계 수리시설 지원, 농촌생활환
경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차별화를 시도하
였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가 지닌
농업특성을 살려 북한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협력을 시도하였
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북한과 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조례를 마
련하여 민간단체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협
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도나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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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활용하여 민간단체에 부족한 기술을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협력사업에서도 이러한 성과뿐만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은 민간단체가 대행하여 수행하고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민간단체 협력사업
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
의 자체 접촉라인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협력사업을 보완하기보다는
민간단체 협력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과거 추진되었던 지자체의 농업협력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
어 북한 지역개발 차원의 협력사업이 되지 못 하고 특정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된 한계가 있다.

1.2.3. 당국 간 농업협력
남북 당국 간 농업협력은 두 차례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 실제적인 사업
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협력사업
의제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협력사업의 의제는 민간의 힘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유전자원 교류나 보관시설 지원 등과 더불어 동식물 검역
에 관한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남북 당국 간 농업협력 합의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
다. 첫째, 정부 차원의 협력에 관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 중에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양돈장이나 양묘장 건설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정부 차원의 협의 과정에서도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한 모니터링이나 평가 등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셋째, 여러 부분에 걸
쳐 정부차원의 협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
치적 변수에 의해 협력사업이 한 건도 추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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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간부문의 농업투자협력44
민간부문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공공부문의 대북 사업에 비해 활성화되
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된 모든 민간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길지 않고 지금
으로부터 10여년 전의 사업들이라 조사도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의 수
익성이나 지속성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관련 자료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분석에 있어서 큰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에 유념하면서 통일농수산포럼(2006)에 의존하여 제한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과거 북한과의 농업부문 투자협력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
다. 첫째, 위탁가공의 형태는 단순 매매거래인 일반 교역에서 한 단계 발전
한 것으로, 국내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
한으로 반출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북한에서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거나 해외수출을 하는 방식이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생
산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신형 또는 중고 생산설비를 북한에 무역형태
로 반출하여 위탁가공을 진행하였다.
둘째, 계약재배 혹은 계약생산 형태는 국내 기업이 현금 혹은 현물로 자
본을 선투자하여 북측의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
업이 생산물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셋째, 합작·합영의 형태는 국내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동출자 형식으로, 현지 기업을 설립하고 생산
물의 판매 수익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북한 현지 시장
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된 농식품 거의 전부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혹은 외국으로 수출하였는데, 이 때 대부분의 판매권을 국내 기
업이 갖고 있었다.
기타 투자협력의 과거 사례로, 전형적인 투자협력의 유형은 아니지만 투자
협력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현대아산의 고성남새온실농장 연불수
출 방식과 KT&G의 담배임가공 방식 등이 있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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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농업부문 민간협력사업(자) 승인기업 현황
기업

사업상대자

금오식품
(합작)
안흥개발
(합작)
두레마을영농
조합법인(합작)

릉라888
무역총회사
은하무역
총회사
조선56
무역회사
라선경제
협조회사

국제옥수수
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백산실업
(합영)
㈜G한신,
㈜경평인터
내셔날(합영)

선봉군
온실농장

태창(합영)

사업내용

지역

금액
(승인기준)

금강산샘물 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 달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 달러

’97.8.1.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 달러

’98.3.13.

나진, 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200만 달러

’98.4.8.
(’98.7.27)

새품종 생산력검정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품종슈퍼옥수수개발을 위한 평양, 기타
공동연구

30.9억 원
→216억 원
(‘99.3.25.)

’98.6.18.
(’98.6.18.→
’01.6.20. 변경)

2억 3,355만
달러

’98.8.6.
(’98.9.7.)

20.8만 달러

’98.10.28.
(’98.10.28.)

금강산관광사업(‘98.9.7)→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99.1.15.)

금강산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나진, 선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선봉군읍)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96.4.27.
(’97.5.22.)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 음료 등)

평양

240만 달러

’03.10.31.
(’04.3.20.)

㈜안동대마
방직(합영)

새별총회사,
화성합작회사

삼베섬유제조

평양

250만 달러
→500만 달러

’04.2.18.
(’04.9.17.)
’05. 변경

제일유통
(계약)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순안구역
산림지대

54.6만 달러

’04.8.21.
(’04.8.21.)

상하씨엠
(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품 가공공장
설립·운영

남포

5만 달러

’04.9.17.
(’04.9.17.)

이원유통상사

수정금강산샘물회사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

황북신평,
평양

582만 달러

’04.9.17.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 공장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 달러

㈜대동무역

개선총회사

강서청산수 생산 및 판매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에너지
극동개발
㈜제이유
네트워크

남포시
강서구
황북봉산
황남연덕
평양
만경대

250만 달러
26만 달러
164만 달러

’04.12.30.
(’04.12.30.)
’05.11.10.
(’05.11.10.)
’05.12.30.
(’05.12.30.)
’05.12.30.
(’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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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업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승인기준)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평양

30만 달러

’05.12.30.
(’05.12.30.)

㈜두담(합영)

아리랑총회사

개성공단 식자재 공급

개성

50만 달러

(’07.7.23.)

㈜한국체인
(합영)

아리랑총회사

특산물 가공 판매

개성

250만 달러

(’07.12.31.)

㈜통일고려인삼
(합영)

광명성총회사

인삼 재배·가공 판매

평양

285만 달러

(’07.12.31.)

㈜독여로
(합작)

광명성총회사

참깨 재배·가공

평양

25만 달러

(’08.2.25.)

㈜G-한신
(합작)

민경련총회사

감자라면 생산

평양

240만 달러

(’08.11.24.)

자료: 통일부. 민간 경제협력사업 현황(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32: 2017.
5. 16.).

1.4. 민간부문 농업투자협력의 평가45
과거 농업부문 대북 투자협력사업의 대부분 사례들은 실패했거나 혹은 중
단되었다. 반면, 일부 사업은 비교적 사업이 잘 유지되었던 것으로 통일농수
산포럼(2006)은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태창의 금강수, ㈜경평인
터내셔날의 평양통배추김치 등이다. 그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북한에서 생산되었다는 감성적 이미지와
아울러 다른 농식품과 차별되는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평양통배추김치의 경우 국내 김치와는 차별
화된 맛과 시중 국내산 김치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금강산샘물(금강수)의 경우 금강산 청정지역의 깨끗한 이미지를 투영하였다.
둘째, 안정적 판매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판매망 구축에 투입되는 제반 비용과 노력을 사업유지를 위

45

이 부분은 통일농수산포럼(2006)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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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평양통배추김치는 이마트 시험판매를 통해 이마트 식품류 단일 상품
최대 매출을 달성하여 전국 이마트의 모든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로 시장을
확대하였다. 금강수의 경우, 국내 생수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동원산
업과 제휴하여 홈플러스와 백화점 등의 시장을 확보하였다.
셋째,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로 위험요인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
이 중요하다. 다른 실패사례에 비해 평양통배추김치와 금강수의 경우 투자
협력에서 시장진입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진행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위험요인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낮추었기 때문
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김치와 생수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과
검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북한 사업파트너
와 오랜 기간 협의하여 규격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넷째, 비용절감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저렴한 토지 및 노동
력의 비용과 민족내부 간 거래로 인한 세금 감면이 공통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금강수의 경우 동해
선 연결 이후 도로를 이용한 육로운송으로 국내 반입이 허용되어 비용절감
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데에는 여러
차원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대두된 문제점을 북한,
한국 투자자, 남북관계 및 제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계획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
는 북한의 특성상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
가 가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 투자사업자의 입장을 이
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상업적 투자협력의 생산물 판매시장은 주로 한
국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한국 소비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사업 파트너는 이러한 고려 없이 과다
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등급별 품질의 균
일성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인데, 북한의 사업 파트너는 한국시장 판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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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품질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 않았다.
이 때문에 품질의 등급별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선
별비용이 발생하고, 판매수익이 기대보다 낮게 실현되었다.
둘째, 인프라의 부족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평양에서조차 전기･
용수･도로･물류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진출의 장점인 토지 및
노동력 비용의 절감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셋째, 현장접근의 어려움도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시설과 장비를 운영하
거나 생산기술 및 재배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담당자의 현지
체류 및 현장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기술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물의 품질을 일정하게 균일한 수준
으로 유지하거나 품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러한
품질의 문제가 결국 한국 내 시장에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경제적
수익을 실현하는 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넷째, 사업파트너의 전문성 부족 또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과 사업을 합의한 파트너와 현장 기술자들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및 기술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
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협력사업 파트너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
기술자는 사업에 대한 협의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산 및 재배과정에서 신속
하게 취해야 하는 조치가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투자자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농업투자협력에 대한 국내
투자사업자의 준비부족이 가장 결정적인 실패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계획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및 투자협력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일부 사업자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 타당성
이 떨어지거나 준비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함으로써 북한
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사업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소규모의 기업이 추진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대부분의 농업분야 투자협력사업에 진출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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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소기업이었다.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수
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추진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투자사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 북한 주변 국제정세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남
북관계의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투자협력을 위축시켰다. 정세의 불안정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농업투자협력에 있어서 투자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위험비용을 과다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남북 정부 당국이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였
다. 특히 결제방식이 불안정하여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는데, 이 때문에 대금결제를 둘러싸고 남북 사업파트너 간 오해와 갈등
이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업을 유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셋째, 한국 내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되었는데,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
화하려는 대북정책과 국내 농림수산물 시장의 안정 및 농어민의 경제적 안
정을 중시하는 농림수산업 정책 사이의 모순이 대표적이다. 한쪽에서는 남
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하여 관세와 부과금을 면제함으로
써 교역을 활성화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품목을 지정하여 북한산 농
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2.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46

앞서 살펴본 한국의 대북 농업협력과는 달리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는 최
근까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절에서는 중
국의 대북 농업투자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북한 농업부문이 원하는 투
46

이 절은 연변대학교에 의해 위탁연구로 수행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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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요는 어디에 있으며, 북한농업의 투자 유치 여건은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2.1.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와 분석47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90%
안팎을 나타냄에 따라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렇
게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더불어 중국의 대북 투자 역
시 확대되었을 것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임수호
외(2016: 45-46)에 따르면, 2005~2013년 기간 동안(2008년 제외) 중국의
대북투자액은 매년 3,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5-2>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액
단위: 천 달러

자료: 임수호 외(2016: 45-46).

47

여기서 논의되는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에 대한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와 함께 발간되는 자료집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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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배종렬·윤승현(2015), 임수호 외(2016) 등의 최근 연구에서
파악한 중국의 대북 투자 전체 사례 중에서 농식품부문의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된 사례가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의 전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입
수 가능했던 정보나 자료들 중 상당수가 중국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수집되지 못하거나 신뢰성을 잃어 버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교차 검증하여 신뢰성이 담보되
는 사례만을 살펴본다.
<표 5-5> 농림축산식품 분야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내역
투자 기업 정보
년도

투자
합작회사명
금액
(만 달러)

투자기업명

소재지

투자분야
(상세)

2000

길림연초공업유한
책임공사

길림

식품가공업
(담배)

61.2

2001

길림연초공업유한
책임공사

길림

식품가공업
(담배)

305

2004

요녕화풍목업고분
유한공사

요녕

전후방산업
(축산업사료)

44

조선은풍
합영회사

2004

본계시기금물자
중개판매처

요녕

식품가공업
(음료)

35

모란봉음료
합영공사

2006

대련천일상무
유한공사

요녕

식품가공업
(조미료)

2006

연변홍달공무
유한공사

길림

2008

길림연초공업유한
책임공사

2008

2010

대동강연초
유한회사

투자 지역
형태 (북한)

투자유형

합영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판매 확대

라선신흥연초
독자
회사

나선

북한 내수시장 진출
- 판매 확대

합영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판매 확대 및 대북지원적 성격

합영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대북지원적 성격(설비 투자)

40

흠금합영회사 합영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대북지원적 성격(설비 투자)

식품가공업
(술, 음료)

35

조선라선미연
상업회사

나선

북한 내수시장 진출
- 판매 확대

길림

식품가공업
(담배)

325.89

평양백산연초
합영
유한책임공사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판매 확대

수광시용태포장
유한회사

산동

농업
(하우스재배)

39

원봉합작회사 합작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판매 확대 및 대북지원적 성격

단동대동강무역
유한회사

식품가공업
요녕 (과자, 사탕,
조미료, 음료)

77

국광합작회사 합작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무역 원활화(식품가공 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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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투자 기업 정보
년도

투자기업명

소재지

투자분야
(상세)

투자
투자 지역
합작회사명
투자유형
금액
형태 (북한)
(만 달러)
라선북대황
북한 내수시장 진출
합영 나선
316.8
우호농업회사
- 대북지원적 성격

2013

길림성간일농업과기
길림
유한공사

농업
(벼농사)

2013

천진시홍화세가유지
천진
유한공사

식품가공업
(홍화씨유)

39

조선묘향홍화
합작
식품유한공사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대북지원적 성격(수입 대체)

강소

전후방산업
(농기계)

132

라진대양회사

?

나선

북한 내수시장 진출
- 판매 확대

송원시길성중양수출
길림
입유한공사

식품가공업
(맥주)

35

라선시길성
동아회사

?

나선

북한 내수시장 진출
- 대북지원적 성격

2014
2014

율수현공로객운
유한회사

2014

안휘성안국제발전
유한회사

안휘

식품가공업
(면류)

35

조선성안
합영회사

합영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대북지원적 성격

2015

혼춘정성공무
유한공사

길림

임업
(목재가공)

31.8

두만강목재
가공창

합작

나선

원자재, 노동력 확보

2015

조중명서투자관리
(북경)유한공사

북경

전후방산업
(비료)

39

평양승복
합영회사

합영

평양

북한 내수시장 진출
- 판매 확대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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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북중 투자와 북중 관계
연도 건수 북·중 관계
2000

1

2001

1

북한
개방조치

북·중 경제협력

중국
동북 3성 진흥정책

비고

장쩌민 주석
북한 방문

2002
2003
2004

개혁조치

7·1 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2
경제관리개선지침
(외자기업 규제완화
특혜 부여)

후진타오 주석
북한 방문

2005

2006

2

2007
2008

2

광산 투자 붐
시작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발표

장길도 선도구 계획
북·중 수교
비준,
60주년요녕성 연해
북중친선의
경제벨트 발전계획
해
비준

원자바오 총리
북한 방문

2009

2010

라선특별시 승격
1

2011

김정일 중국
3회 방문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개정,
외국인투자법제 정비
라선 6대 산업 발전
방향 발표,
북중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6·28
새 경제
관리체계

2012

라선 및 황금평
공동개발 합의

2013

2

경제개발구법 제정,
13개 경제개발구 설치

2014

3

5·30 조치 6개 경제개발구 설치

2015

2

혼춘국제합작
시범구 설립

김정은 정권
출범

자료: 필자 작성.

2000년부터 최근까지 추진된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는 총 16건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된 총 16건의 사례를 연도별·정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북중 간 농업투자협력은 북중 관계의 변화(고위급 방문), 북한의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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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정비, 중국의 동북3성 경제진흥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
된다. 특히 2010~2011년 만 1년 기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세 번이
나 이례적으로 방문하면서 이후 양측은 경제협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1년 라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법제도를 정비
하였으며, 2012년에는 북·중 간 나선지대 공동개발이 본격화되고 북중 농업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러한 양측의 노력에 힘입어 2013~2015년 기
간에만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가 7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투자기업은 주로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소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리적 인접성과 중국의 동북3성 경제진흥정책과 관련
이 있어 보인다. 북한의 투자유치지역을 살펴보면, 나선이 6건, 평양이 10건으
로 두 지역이 양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 측면에서 보면, 나선과 평양의 에너지, 통신, 교통·운송 등 인프
라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우수하여 중국기업의 투자대상지로 선정되었을
수 있다. 한편 이것은 북한의 투자수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나선의 개
발수요와 평양의 소비수요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조차 나
선과 평양 이외의 지역을 개방하지 않아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분야를 세 가지 세부분야, 즉 순수 농업(1차산업), 식품가공업(2차산
업), 농업전후방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순수 농업(1차산업) 2건, 식
품가공업(2차산업) 11건(목재가공 1건 포함), 농업전후방산업이 3건으로
식품가공업분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농업
부문 투자수요가 식량생산이 아닌 식품가공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식품가공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주요 생산 농식품을 보면, 담배, 음료,
조미료, 식용유, 술, 면(국수)류 등으로 다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
고적으로 북한은 2012~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7,500만 달러 규모의 식
음료제조용 기계를 수입하고 있으며 과거 수입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5-3>.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일정수준의 경제성

장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식량 이외에 가공식품의 수
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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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북한의 식음료제조용 기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가공하여 재구성(http://comtrade.un.org: 2017. 9. 21.).

총 16건의 사례 중 투자형태가 조사된 사례는 12건이다. 이들 사례를 살
펴보면, 2008년 이전에는 합영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 합작의
형태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지방 분권화 확대와 기업 및 농장의 자
율성 확대 등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조치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제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나 농장이 자체적으로 중국
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돈벌이를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모든 사례에 대한 투자유형을 분석해보면, 중국은 북한에 설비와
기술을 제공해주고 북한은 중국기업에 내수시장 개방과 각종 혜택(세제,
판매독점권,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다. 중국기업은 북한으로의 진출을 통해 시장 확대를 꾀하는 투자목적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투자 유치를 통해 중국의
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자국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
양화된 수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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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 여건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사례로, 이를 통해 최근 북
한농업의 투자수요와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 여건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최근까지 추진된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라
선의 개발수요와 평양의 소비수요에 의하여 농업투자를 유치하게 된 것으
로 판단된다. 나선지역은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가 맞아 떨
어져 공동개발에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농업투자 유치가 활성화되었다. 평
양은 북한 내 소득이 높은 계층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
업 입장에서 시장수요 점유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농업에 투자된 사례를 세부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기업의
투자는 식품가공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담배, 음료, 조미료, 식용유,
술, 면(국수)류 등으로 다양화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
의 농업부문 투자 유치 목적이 식품가공산업에 부족한 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양화된 수요를 충족시키
는 데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은 2005년 경제관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내수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고 특혜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1년 말에는 외국인투자법제 정비를 통
해 나선시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특혜를 보장하였다. 이로 인해 특히 농업부문 투자유치가 늘고는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
해 투자기업에 세제, 임금, 토지임대료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써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6년 초에 있었던 4차 핵실험 이래로 그동안 진행 중이었던
북·중 간 농업투자협력 모두가 중단되었다. 투자 유치에 있어서 핵문제 해
결은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할 것이며 향후 외국인투자법제 보완, 인프라
(전력, 통신, 도로, 철도 등) 개선, 대외적 신뢰 구축 등의 투자여건이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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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투자사례
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나 주요 국제기구에서 추진한 몇몇 농업협력사업 사
례가 있다. UN 산하 농업 관련 국제기구들의 대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위기 때부터 시작되었고, 정세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국제기구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개발협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북한농업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는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
발협력 프로그램으로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을 검토한다.
<표 5-7> 국제기구 대북 농업투자협력 주요 사례
프로그램명

기간

규모
(백만
달러)

목적

잠업개발
지원사업

1995~
2001

24.2

양잠업의 현대화, 고치생산력
증대, 생사 생산과 수출 증대

작물 및
축산복구
프로젝트

1997~
2003

32.1

식량위기 완화를 위한 곡물
식량생산 회복,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및 영양상태 향상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

2000~
2008

41.8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및 농
촌 지역 빈곤 탈피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구축 및 환경 관리, 안정적인
농업 생산 및 협동농장 내 빈
곤 농가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취약농가
식량안보
개선사업

2013.2.
~12.

0.7

쌀, 옥수수 등의 주요 작물의
안정적인 재배 및 생산 증대

IFAD

FAO

내용
-

뽕나무 단지 조성 및 관개시설 구축
양잠업 협동조합 연수 및 기술 지원
가금류 지원 사업
농촌금융 지원 사업
초원지 개발 사업
작물 생산을 위한 투입재 지원 사업

-

지속가능한 작물 생산 도입
농업협동조합 금융 사업 지원
감자 종자보급
장작 공급을 위한 경사지 조림지 형성 지원

- 북한 농업부를 통하여 플라스틱 시트를 협동
농장에 배포 및 모니터링
- 쌀과 옥수수 생산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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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프로그램명

기간

규모
(백만
달러)

목적

내용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

2011~
2014

1.7

대상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한 종자생산체계 개선 및
관련 연구역량 강화

- 농장과 종자실험센터 관련 시설 및 장비제공
- 종자보관소, 온실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 종자생산 관련 가치사슬 관리 등

농업복구와
환경보호
계획
UNDP

식량 및
농업정보
시스템 강화
식량안보를
위한 수확후
손실 감소
사업

-

비료, 연료, 농약 등 투입재 하위프로그램 구축
토지 복구 및 관개 개선
한계농지 산림환원, 양묘장, 산림 조성
종자생산, 생물농약, 농업부문 연구 및 APEP
지원 등 역량 강화

1998~
2002

340

북한의 농업부문의 복구

2011~
2014

1.6

식량 및 농업정보 구축 을 통
한 식량안보 강화

- 식량 및 농업정보 시스템(Food and Agriculture
Information Systme) 구축

2011~
2014

1.6

생산된 곡물의 안전한 수확
및 건조, 보관 및 제분 등의
가공 및 유통분야 개선

- 수확후관리 방안 수립
- 새로운 기계,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운영 등

자료: FAO 홈페이지; IFAD 홈페이지; UNDP 홈페이지; 한국농촌공사(2007: 68-87)를 참고하여 재구성.

3.1.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1976년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과 식량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식량생산 및 소농의 소득 증대와 농촌
에 거주하는 인구의 건강, 영양 및 교육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자 농촌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농
촌공사 2007: 75). 국제농업개발기금은 1996년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1) 잠업개발 프로젝트(Se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2) 작물
생산 및 가축지원 프로젝트(Crop and Livestock Rehabilitation Project), 3)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Uplands Food Security Project) 등의 차관사
업을 추진하였다. IFAD는 북한을 대상으로 농촌빈곤 탈피라는 목표하에
식량이 부족한 지역의 농업 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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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만성적인 기근을 해결하고자 식량 생산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또한 장
기적인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작물 다양화를 지원하였다(IFAD 홈페이
지). IFAD는 북한의 농업부, 재정부, 외교부와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업부의 경우 부처 내 IFAD 프로젝트 운영을 위
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또한 IFAD는 북한 내 프로젝트 비용을 직접 지불
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data triangulation)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IFAD는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2008년 6월 종
료)를 끝으로 2009년부터 더 이상 북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표 5-8> IFAD의 대북 협력사업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규모
(백만
달러)

목적

잠업개발
지원사업

1995
~
2001

24.2

양잠업의 현대화, 고치생산력 증
대, 생사 생산과 수출 증대

작물 및
축산복구
프로젝트

1997
~
2003

32.1

식량위기 완화를 위한 곡물 식량
생산 회복,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및 영양상태 향상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

2000
~
2008

41.8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및 농촌 지
역 빈곤 탈피

내용
- 뽕나무 단지 조성 및 관개시설 구축
- 양잠업 협동조합 연수 및 기술 지원
-

가금류 지원 사업
농촌금융 지원 사업
초원지 개발 사업
작물 생산을 위한 투입재 지원 사업
지속가능한 작물 생산 도입
농업협동조합 금융 사업 지원
감자 종자보급
장작 공급을 위한 경사지 조림지 형성 지원

자료: IFAD 홈페이지(https://operations.ifad.org/web/ifad/operations/country/home/tags/dpr
korea: 2017. 6. 20.).

3.1.1. 사업 개요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Uplands Food Security Project)는 2001년부터
약 7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양강도와 황해북도의 46개의 협동농장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61,000명이었다(IFAD 200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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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IFAD의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역

자료: IFAD(2009: v).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구축 및 환경 관리, 안정적인 농
업 생산 및 전작지대 지역의 46개 협동농장 내 18,000여 빈곤 농가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환경보존, 감자 종자보급 개선 등의 7개의 사업 구성요소로 이루
어졌으며, 요소별로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7개의 사업구성요소 중 지속
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이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
작물 가공(1%)의 비중이 가장 작다<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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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IFAD의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 사업 개요
기간

2001. 4.~2008. 6.(7년 2개월)

금액

41.77백만 달러(IFAD 대출: 24.44백만 달러)
주)

사업 구성요소

세부목표

비중
(%)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윤작(crop rotation) 및 경작법 개선, 토지 비옥도 향상, 수확량 증가, 소득
및 노동생산성 향상

55

감자 종자 공급 개선

고품질 및 무병(disease-free)감자 생산을 위한 협동농장 가용성 증대

2

환경 보존

미세집수(micro-catchment) 계획 개선, 연료재 재배지 및 침식 통제를
통한 환경 보존 및 개선

31

금융 서비스 이용 장려(협동농장 대출사업)

4

공동 시설 및 서비스

생산적인 프로젝트 선택 및 착수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3

농작물 가공

협동농장 생산 작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 역량 개발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관련 기술 및 프로젝트 관리
능력 향상

4

농가 및 협동조합 금융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 지원

주: 프로젝트 계획시에 수립된 목표치임.
자료: IFAD(2009: x-xi).

본 사업의 총 예산은 41.77백만 달러였으며 IFAD로부터 24.44백만 달러,
북한정부에서 4.44백만 달러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국제연합식량농업
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이탈리아 NGO인 CESVI 등의 공동자
금 출자로 이루어졌다.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는 IFAD 대출자금
운영 및 사업 감독을 위한 협력기관 역할을 수행하였다(IFAD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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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사업 결과
본 사업의 주요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0> IFAD의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 사업 결과
주)

사업 구성요소

세부목표

비중
(%)

- 37개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윤작 시스템 도입(총 18,000ha)
- 비료, 농약 등의 투입재 및 기계화를 위한 패키지 공급

61.1

- 양강도의 대홍단에 위치한 감자연구소에 고품질 및 무병(disease-free)
감자를 위한 투입재 및 장비 공급
- 37개의 협동농장에 감자 종자 보급을 위한 지원 관련 연구를 위한 장비
지원

2.6

- 5,500ha 규모의 연료재림에 재식수

14.3

농가 및 협동조합
금융서비스

- 소규모의 축산협동조합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수혜자는 45,000
이상의 농가였음
- 본 프로젝트의 구성요소 중 성과가 크게 나타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 배정
예산이 2배로 증가

15.6

공동 시설 및 서비스

- 참여적 계획수립 접근법 및 기술, 기술 적용 등 관련 교육 및 워크숍
2)
제공
- 문화센터, 유치원, 의료시설, 교량, 탈곡장 등의 공동시설 건설 지원

3.6

농작물 가공

- 총 102 세트의 쌀 정제소, 국수 제조기, 감자녹말가공공장, 사료분쇄기,
착유기 등의 가공시설 지원

1.2

프로젝트 추진 지원

- PMU3)는 관련 장비, 기계, 농업 투입재 등을 조달하고 북한 농업부의
채널을 통해 이를 분배 및 전달
- UNDP는 모니터링 및 평가, 조달, 환경적 계획수립, 농경계획수립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WFP는 관련 식량 관련 부분 기술협력 지원
- FAD는 농업가공 관련 부분 기술협력 지원

1.6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감자 종자 공급 개선

환경 보존

주 1) 프로젝트 계획시에 수립된 목표치임.
2) 협동농장의 구성원들에게 참여적 계획을 교육할 UNDP지원의 기술협력전문가의 부재로 본 구성요소
프로젝트 연기.
3) Project Management Unit.
자료: IFAD(2009: 9-18).

본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구성요소는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으로, 전체 예산의 61.1%가 투입되었다.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템
사업을 통하여 37개의 협동농장에 윤작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작물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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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투입재48와 영농기계가 공급되었고, 투입재 및 농기계 사용과 관련하여
협동농장 내에서 실습과 교육 등이 제공되었다. 농기계의 경우, 2002~2004년
기간 동안 37개의 협동농장에 계획되었던 수량만큼의 트랙터 및 장비들이
성공적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나 협동농장은 기계의 유지보수를 위한 역량
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으며, 교체 및 수
리를 위한 관련 부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IFAD 2009: xi).
<표 5-11> IFAD의 전작지대 식량안보 프로젝트 영농기계 지원현황
황해북도

양강도

계획량
(25개 협동농장)

공급량
(18개 협동농장)

계획량
(20개 협동농장)

공급량
(19개 협동농장)

트랙터

3

2

2

2

4련 회전식 쟁기

2

2

2

2

감자 점파기(2row)

2

2

2

2

옥수수 조파기

1

1

1

1

분무기

2

2

2

2

비료살포기

2

1

2

1

트레일러

3

2

2

2

감자수확기

2

2

2

2

감자 점파기

-

2

-

2

곡물 점파기

-

2

-

1
1

항목

곡물 수확기

-

1

-

트럭

-

1

-

1

디젤 발전기

-

2

-

2

탈곡기

-

2

-

2

자료: IFAD(2009)를 바탕으로 요약 및 정리하여 작성.

또한 농가 및 협동조합 금융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4만 5,000 이상의 농
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축산협동조합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프로젝
트 시행 기간 중 관련 성과가 크게 나타나, 배정 예산이 계획보다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환경보존 사업을 통하여 5,500ha 규모의 임
지에 연료 사용을 위한 연료림을 조성하였으며, 공동시설 및 서비스 강화를

48

총 프로젝트의 예산의 30%인 1,170만 달러가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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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문화센터, 유치원, 탈곡장 등 공동 시설을 구축하여 생활환경개
선에 기여하였다.

3.1.3. 사업 평가
2009년 IFAD에서는 본 사업을 IFAD의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1) 사업

수행, 2) 농촌빈곤 영향 평가, 3) 기타 수행 관련(지속가능성, 혁신), 4) 파
트너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본 사업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전체 점수는 4점49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표 5-12>.
<표 5-12> IFAD의 작물 및 축산복구 지원 사업 평가표
평가 부문

점수

평가의견

사업 성과

사업기획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몇 가지 결점이 발견되었음.
본 사업은 북한 내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에 충분히 개입할 수 없는 Top-Down 방식의 접근임.
기타 국제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연계성 부족.
사업의 중요 요소인 토지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하였음(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지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4

지속가능한 작물시스템의 경우,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WFP와 UNDP로부터의 지원
이 부족하여 사업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음. 또한 2002년 북한의 경제개혁의 여파로
환율변동성이 심화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북한 중앙은행이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여,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었음. 사업초
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M&E로 사업에 참여하는 협동농장의 성
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음.

연관성

5

본 사업은 농가의 수익을 창출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개발수요에 잘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이 기획되었음. 본 사업의 세부전략들은 북한 정부의 지속가
능한 국가 식량안보 정책과 일치하였으며, IFAD의 북한 농업전략페이퍼(COSOP)와도 연관성
이 높았음.

효과성

4

본 사업은 대부분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본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효율성

3

본 사업은 2년 연장이 필요하기도 하였으며, 사업의 추진이 다소 느리게 진행된 편으로 사업
효율성에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사업 시행

49

3

본
1)
2)
3)

IFAD의 사업 평가 점수는 1~6점까지로 6점의 경우 아주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약간 불만족, 2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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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평가 부문

점수

평가의견

농촌빈곤 영향평가
물질적 자산

4

문화센터, 유치원, 보건소, 교량 및 탈곡장 등의 공동시설 구축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지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가 증가하였으며, 식품가공시설 관련 102개의 기자재를 도입하여 농장의
자본이 증가하였음.

금융 자산

5

협동조합을 통해 소액금융 등 신용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협동농장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활동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음. 이러한 투자를 토대로 농가의 소득이 증대하고 개별
가구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음.

식량 안보

5

개선된 작물생산시스템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대상지의 식량 공급
량 증대에 기여하였음.

환경

4

인적 자산

4

사회적 역량
및 역량강화

5

농업생산성

5

시설 및
서비스

4

윤작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관련 환경이 개선되었음.
효율적인 곡물생산과 농업경영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으며,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관련 인적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음.
본 사업의 추진으로 협동농장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공동체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음.
감자종서의 질이 크게 개선되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무병종자의 보급지역을 확대하여, 북한
내 감자 생산지가 확대되었음.
대홍단 감자 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감자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연구
소 내 시설을 활용하여 감자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기타 중요 요소
사업 대상

5

사업대상지는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발전정도가 가장 낮은 협동조합을 사업
대상 농가로 선정하였음.

성(Gender)

4

본 사업은 젠더접근 전략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본 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음. 특히 신용사업 중 82% 정도는 여성이 가장인 농가를 대상으
로 지원되었음.

지속가능성

4

윤작 시스템의 도입으로 본 사업은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 또한 정부
의 개발 수요에도 부합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련 사업이 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혁신

4

본 사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 병충해 관리 기법 및 윤작시스템 등 농업생산 증대
와 소득 증대에 있어 매우 중요하면서 혁신적인 요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파트너십

3

프로젝트 기획 당시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몇몇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 하였으나 적절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되
고 있음.

전체 평가
점수

4

자료: IFAD(20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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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 임업, 어업, 농촌개발 부문의 유엔 내 전
문기구로 모든 국민의 영양과 생활수준 향상, 농업생산성 증대, 농촌 생활여
건 개선을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되었다. FAO는 1) 영양상태, 식량 및 농업
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보급, 2) 영양, 식량, 농업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사
회적 연구, 3) 영양, 식량, 농업에 관한 교육 및 행정 개선, 4) 천연자원 보호
및 농업생산방식 개선, 5) 식량 및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개선, 6) 농업신용
제도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7) 농산물 상품협정 관련 국제 정책 채택,
8) 기술원조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농촌공사 2007: 69)

북한은 1977년 11월 FAO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FAO는 북한의 식
량 및 영양 안보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AO는 지난 30년간
북한에 총 804억 2,8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총 21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
며, 농림, 어업 및 양식, 과일 및 작물생산에서부터 해충 및 질병통제에 이
르는 농업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내에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더 포괄적
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긴급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FAO 홈페이지).

현재 FAO의 대북협력사업의 우선순위는 1) 국가 식량 및 영양 보장 강
화, 2) 천연자원 관리 개선, 3) 농촌생계 개선, 4) 기후변화 영양 완화 및
재난관리 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FA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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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FAO 대북협력사업 우선순위
우선순위

주요 내용

1) 국가 식량 및
영양보장 강화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산 및 수확후 단계에서의 식량 손실을 줄이고자 하며, 식량가공분
야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영양과 관련된 지식, 태도, 습관 및 행동을 개선하여 영양 섭취를
개선하고 식량 가치사슬 내 모든 단계에서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천연자원 관리
개선

토지이용, 산림 관리, 농업용수 사용, 자연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3) 농촌생계 개선

농촌 소득자원을 다양화하고 농촌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재난관리
개선

북한은 최근 들어 홍수 및 가뭄을 포함한 극심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FAO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
연구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 역량 및 식량안보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함.

자료: FAO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3.2.1. 사업 개요
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Improved Seed Produc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추진된 사

업으로 대상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종자 생산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총 1,729,355달러가 지원
되었다. 사업대상지는 평양 강동군, 평안남도 석촌군, 황해남도 운파군과
평안남도로 사업대상지 내 종자검사센터를 대상으로 농장과 종자실험센터
에 관련 시설 및 장비 제공과 시설 및 장비 이용을 위한 교육 제공하였다.
또한 종자 보관소, 온실시스템 구축, 종자건조시설 등의 관련 인프라 구축
하였으며, 종자품질관리 및 종자 생산 프로그램을 생산농가에 보급하였다.
그 외에도 본 사업을 통해 종자생산 및 관련 가치사슬 유관기관의 역량강
화 등을 지원하였다(FAO 2014a: 2).

3.2.2. 사업 결과
본 사업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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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FAO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 주요 결과
사업 결과
종자 정책 수립 및 종자
관련 사업 계획, 시행 및
모니터링 부분 역량 강화
종자 생산, 가공 및
품질관리 도입을 위한
적정기술 도입
종자 관리 분야에서의
협동농장 농민 및 종자
시험센터 내 담당자 역량
강화
종자 품질관리 및 종자
개선의 중요성 인식

주요 내용

달성도
(%)

- 종자 정책 관련 실무자 교육
- 국가농업정책 중에서 종자관련 정책을 우선순위에 둠
- 종자개발을 위한 준비 및 관련 계획 지원

90~95

- 채소종자 생산, 종자 품질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전문가를 통한 교육 제공
- 중국, 태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관련 담당자 현지 연수 실시
- 협동농장 내 종자관련 교육 실시

90~95

-

90~95

종자 시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제공
종자보관, 생산, 건조, 실험을 위한 모델 시설 구축
관련 장비 사용을 위한 담당자 교육훈련 제공
옥수수 육종 및 종자 생산 관련 매뉴얼 제작

- 시범포 사업 실시
- 관련 문서 작성 및 배포

95~99

자료: FAO(2014a: 30-31).

본 사업을 통하여 종자 관련 정책이 북한 내 농업정책의 우선순위로 선
정되었다. 우선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
었으며, 관련 사업의 추진 및 모니터링 부문에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문별 필요한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담당자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의식교육을 위하
여 가이드라인, 관련 매뉴얼 및 문서 등을 제작하고 보급하였다.

3.2.3. 사업 평가
본 사업은 1)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도, 2) 기대효과가 전달된 범위, 3) 결과가
달성된 범위 등의 평가 지표50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 좋은
사업수행”의 평가를 받았다(FAO 2014a: 30-32).

50

각 평가지표에 따라 1~3점의 점수가 부여됨. 1점의 경우, “좋은 사업 수행”, 2점
“수행상 문제점 발견”, 3점의 경우 “수행상 결점 발생” 등을 의미함.

130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와 시사점
<표 5-15> FAO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의견

점수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도

- 본 사업은 식량안보, 영양 및 식품 개발 등 두가지 목적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엔의
전략서(2011~2015)의 주요 대북전략에 부합함. 이 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식량안보 효과가 있었기에 북한의 현 상황 개선에 기여하였음.

1

기대효과가
전달된 범위

- 2014년 북한의 국가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 후속사업을 추진하거나,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요청하였음. 이는 본 사업의 효과가 사업대상지에
잘 전달되었으며, 효과 확산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함.

1

사업결과가
달성된 범위

- 2014년 중반부터 자금거래 문제, 조달 지체, 열악한 물류상황으로 인한 높은 운송비
등의 제약조건이 있었으나 그 외의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이 좋았음. 또한 사업결과가
만족스러우며, 다른 두 개의 평가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를
잘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1

자료: FAO(2014a: 32).

3.3. 유엔개발계획(UNDP): 식량안보를 위한 수확후 손실 감소사업
유엔개발계획(UNDP)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를 목표로 1965년 창설
된 유엔기구로서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규모의
다자간 원조기구로 1979년에 북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UNDP 북한 사무
소는 주로 인도주의적 활동과 생산성 향상 및 농업 복구, 농촌 에너지 문
제 등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량생산과 농촌
및 환경부문 관리를 위한 개발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1994년부
터 1998년까지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부문 복구에 초점을 두었다.
UNDP는 ‘No Access, No Support(접근이 되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라는

정책을 채택하여 프로젝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한 내 활
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응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UNDP 북한 상주대표의 지도하에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한국농촌공사 2007: 65).51 그러나
2007년 4월 UNDP는 자금 조달과 사업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북한정부와

51

원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UNDP의 대북지원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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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발생하여 평양에서 철수하였다가 2009년에 북한 사무소를 재개소
하였다(Carl Levin et al. 2008: 13). 2009년 이후로 북한사무소는 “식량안
보와 농촌개발”, “기후변화와 환경”의 두 가지 분야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추진된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분야의 프로젝트로는 1) 지

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 생산 개선52, 2) 식량 및 농업정보 시스템 강화,
3)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 등이 있으며, “기후변화

와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로는 1) 지속가능한 농촌에너지 개발 사업과
2) 농촌지역의 소규모 풍력 개발사업이 있다(UNDP 북한사무소 홈페이지).

3.3.1. 사업개요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총 1,575,062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생산된 곡물을 안전하게 수확하고, 가공 및 유통될 수 있도록
작물의 수확, 취급, 건조, 보관 및 제분 등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의 쌀, 옥수수, 밀 등의 곡물은 생산량과 수확량이이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투입비용과 수확 후의 손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1년
쌀, 옥수수, 밀의 수확 후 손실은 각각 15.6%, 16.6%, 16.4%로 추정되었다
(FAO 2014b: 8). 수확된 작물은 주로 탈곡, 건조 및 보관 전에 약 3~4주

정도 노지에 방치되는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곰팡이 피해
혹은 고온으로 인한 곡물 손실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탈곡, 건조 및 보관과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협동농장에 있는 탈곡시설로 이동하여야 했으나,
수송기기가 부족하여 협동농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노지에 방
치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
었으며 수확 후 관리와 관련된 장비 및 기계류를 공급하여 지역 내 협동농
52

본 사업의 사업시행기관은 FAO이며, 앞부분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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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다. 본 사업은 평양,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남포 등에 위치한 총 6개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3.3.2. 사업결과
본 사업을 통하여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수확 후 관리
관련 기술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관련 사업 분야의 담당
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였는데, 특히 작업반장 등 담
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당시의 수확 후 관리 문제점과 향후 수확후 관
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표 5-16> UNDP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확후 손실 감소 사업 주요 결과
사업 결과

주요 내용

달성도
(%)

수확후관리
시스템 구축

- 연간 작업계획에 수확후관리 조치 및 방안 수립
- 관련 훈련 제공 및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제공
- 태국, 베트남 등에서 현지연수를 실시하고 교육 내용(기술과 노하우 등)을 향후
수확후 관리 개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90~95

수확후관리 관련 기술
도입 및 시범 운영

- 새로운 기계,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운영
- 옥수수에 최적화된 건조 조건 및 기술 개발

90~95

수확후관리의 좋은
선행사례 구축, 관련
장비 관리와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역량개발,
손실평가 등을 활용한
역량개발

- 관련 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군(County)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리 방식
및 주요 기술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제공
- 작업반 및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수확후손실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요 수확기술에 대한 교육 제공
- 시범협동농장을 구성하여 협동농장 내 농민 간, 협동농장 간 수확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주요 전략 공유 등을 통한 역량 개발
- 쌀, 옥수수, 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수확후기술 및 관리기법 적용

90~95

자료: FAO(2014b: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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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사업평가
본 사업은 1)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도, 2) 기대효과가 전달된 범위, 3) 결
과가 달성된 범위 등의 평가 지표53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
좋은 사업수행”의 평가를 받았다(FAO 2014b: 34-37).
<표 5-17> FAO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종자생산 개선사업 평가 결과
사업 결과

주요 내용

달성도
(%)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나은 품질의 옥수수를 생산하였으며, 작업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음. 특히 여성인력의 업무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작물의
건조 및 보관 상태가 개선되었음.
- 본 사업은 또한 유엔이 수립한 UN 대북사업 전략보고서의 주요 전략인 “영양
및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였음.

1

기대효과가 전달된
범위

- 본 사업을 통하여 수확기, 이동식 탈곡기, 옥수수 박피기 등의 사용을 통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상품의 품질을 높여 수익성이 증가하였음.
- 또한 2014년 북한 국가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음.

1

사업결과가 달성된
범위

- 특정 조달 규칙 및 수출입 허가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물류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품운송비용이 매우 높음. 또한 사업착수기에
협동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의 물리적 검증을 위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성된 결과(평가지표별 결과
수준)가 매우 만족스러우며, 지속가능한 영향을 위한 후속사업 등이 필요

1

자료: FAO(2014b: 34-37).

3.4. 국제기구 대북 농업개발 프로그램의 시사점
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북한의 개발수요 분석와의 연계성

앞서 언급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과를 위해서
북한의 개발수요,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구성해야한다는 점을 알
53

각 평가지표에 따라 1~3점의 점수가 부여됨. 1점의 경우, “좋은 사업 수행”, 2점
“수행상 문제점 발견”, 3점의 경우 “수행상 결점 발생”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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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IFAD 사업을 예로 들면, 북한 내에서 지속가능한 작물생산 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윤작시스템을 사업 요소로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
대상지에서 윤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향후 후속사업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북한 정부의 개발수
요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며, 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발수
요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협력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FAO 사업의 경우, 북한 정부에서 사업종료 후에도 후속사업을 추진
하거나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구성
요소가 사업대상지 농업개발에 있어 필요한 요소로 개발 수요가 있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북한에
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개발수요 및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고
려하여야 한다.
나. 북한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관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국 관련 전략계획서 등에서
제시하는 방향성, 목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구성하여야 하며,
다른 부문의 ODA사업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FAO의
경우 ‘유엔전략계획(2011~2015)’의 주요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목적을 수립
하였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유엔전
략계획서의 경우, FAO 뿐만 아니라 UNDP, UNFPA, WFP 등 북한에 상주
하는 유엔기구들의 전략도구로 각 기구들이 향후 어떠한 부문에서 협력할
것인지 그 방향과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국 관련 전략계획서
등에서 부문별로 제시하는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농업부문에서의 사업을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가 더 넓은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IFAD의 사례도 사업의 세부전략들이 북한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IFAD의 북한농업전략페이퍼(COSOP)과도 연관성이 높아 사
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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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각 공여국에서도 국가별 협력전략계획서를 작성하
여 대상국 지원 시 우선순위와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고 국가별 협력전
략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북한에 관련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역량 및 경험과 북한의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대
북 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한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
련하여야 한다.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 전망과 우리의
협력방안

이제 앞서 살펴본 북한의 개혁·개방 양상과 체제전환국 및 과거 북한의
농업투자협력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에 있어서의 협력모델을 구축하며
그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이 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1절에서는 뒤에서 제시
할 대북 농업투자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분석을 수행한
다. 이를 위하여 향후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농업의 여건을 전망하고
이어서 그 여건에 기초한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 전략을 SWOT 분석을 통
하여 도출한다. SWOT 분석과정에서 북한농업의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이
검토되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북한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농업투자 유치
전략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2~4절은 본 연구의 핵심부문으로,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
의 농업여건과 농업투자유치 전략을 기초로 하여 대북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적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우리의 분명한 대북
농업투자협력 목표와 원칙을 수립한다. 3절에서는 목표와 원칙에 맞는 대
북 농업투자협력의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4절에서는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모델과 우리의 협력추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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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여건과 전략 전망

1.1.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농업의 여건 전망
1.1.1. 북한농업의 강점
먼저,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지역 농업부문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개발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까지 북
한을 다녀온 경험이 많은 중국 기업인에 따르면,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
은 북한의 농촌지역 대부분은 과거 60~70년대와 비교하여도 크게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깨끗한 농촌환경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친환경 농식
품 수요가 많은 해외시장을 고려할 때 투자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다.
둘째, 북한은 고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인 고지대는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으로, 평균 해발고도가
1,340m에 달하여 고지대농업의 적지로 판단된다. 환경오염과 더불어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북한의 고지대는 고랭지 채소 등 특수작물 재배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어 이점이 있다.
셋째, 북한의 농촌지역은 풍부한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FAO 통
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농촌인구는 984만 8천 명으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8%나 된다.54 북한체제의 특성상 개인의 지역적 이동
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개방 시에도 농촌인구의 규모나 비중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이는 투자기업에 풍부한 농업노
54

FAO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OA: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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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넷째, 북한은 개혁·개방과정에서 농식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잠재력이 확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농식품 소비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주변
국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있어 개혁·개방이 시작되어 본격화될 경우 주민들
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북한 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은 미래 개혁·개방 시 농업개혁을 비롯한 농업진
흥정책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북한 당국은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생활 향상의 기본은 먹거리의 충분함과 다양함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농업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외부로부터 자본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는 투자 유치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1.1.2. 북한농업의 약점
다음으로,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농업은 외자 유치에 있어서 여러 가
지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첫째, 개혁·개방 시에도 북한지역 농업부문의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
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북한은 에너지 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 통신과 같은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이 많다. 이
는 당국의 재정상황과 외부지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도 쉽
게 개선되기 힘든 부분이다.
둘째, 개혁·개방과정에서 시장경제시스템에 적응된 농촌 인적자원이 매
우 부족할 것이다. 개혁·개방이 점진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시장경제 마인
드를 가진 인적자원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될 것이다. 현재 시장화가 진행
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현재는 물론
개혁·개방이 추진되는 시점까지도 시장경제시스템에 적합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육성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셋째, 북한의 농업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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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전체 농경지의 40%가량이 축력을 이용하여 경작되고 있다(최용호
2017: 11). 이러한 외부 투자자와 북한 간 농업기술의 격차는 북한 내부의

자본 사정과 에너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단기간에 축소되기 쉽지 않아
보여 투자 유치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 요소가 된다.
넷째, 가격·유통체계, 금융시스템 등 제도적 한계성이 또 하나의 약점으
로 지적될 수 있다. 북한농업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농
산물 유통의 선진화, 수요와 공급에 따른 농산물 가격 결정,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1차년도 연구의 체제
전환국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도 농업제도적
개혁 부족이 농업투자 유치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의 빈약한 재정 또한 농업투자에 있어 한계를 가
져올 것이다. 개혁·개방과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북한정부의 투자성 지출
확대는 외부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다. 하지만 개혁·개방이 시작되더라도 북한 당국의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
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1.3. 북한농업의 기회 요인
한편, 점진적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농업은 투자 유치를 위한 외부로부
터 오는 몇 가지 기회 요소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 주변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외시장이 존재한다. 한국과 일
본은 물론 중국 경제도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은 인구가 꾸
준히 늘고 있다. 농식품 판매처로서 이들 시장을 겨냥한 대북 투자는 충분
히 매력적이다.
둘째, 북한의 점진적 개방은 세계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북한
의 개방으로 라선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으로, 또한 라선 및 신의주를 통
해 고속철도가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기
업들에게 또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농식품의 판매시장으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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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입의 관문으로 접근성이 증가된다는 측면에
서 북한에는 기회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은 주요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의미이므로 대
규모 개발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공적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1.1.4. 북한농업의 위협 요인
마지막으로, 점진적 개혁·개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은 북한농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서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국제사회와의 신뢰와 북한농업 정보가 부족한 점이다. 오랫동안
패쇄적 대외관계를 지속해 온 북한으로서는 점진적 개혁·개방의 시기를 대
외적으로 표방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당장 얻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대외적 신뢰 부족과 더불어 북한의 폐쇄성은 외부 투자자로 하여금 북한농
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왔다. 이러한 점
은 외부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에 매우 불리하며,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점진적 개혁·개방 과정에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된다는 점
이다. 환율 불안,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발생 등은 점진적 개혁·개방을 겪
은 국가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1.2.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략
다음으로 북한농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적 협력방안을 모
색하기에 앞서, 북한 입장에서의 투자 유치 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북
한의 투자 유치 전략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우리의 정책적 협력방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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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전략 도출
을 위해서 앞서 논의한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여건을 활용하여
SWOT 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북한의 농업여건을 북한농업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 북한농업 외부환
경으로부터의 기회와 위협 요소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다음의 4가지 북한 입장의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SO전략으로 북한농업 내부의 강점으로 외부환경으로부
터의 기회를 잡는 전략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략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전략
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깨끗한 환경에서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식품
을 생산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변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목적의 농업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개발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과 고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고랭지 채소, 생수 등의 생산에서 부가가치를 높여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기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해 보인다. 다른 하나
는 풍부한 농업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농식품에
농업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다. 김치, 면제품(라면, 국수), 커피믹스, 냉동
식품, 담배, 술, 음료 등의 가공 농식품 분야에서는 상당한 노동인력이 필
요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유능한 노동력을 보유한 북한으로서는 투자 유치
에 있어서 성공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번째 전략은 ST전략으로 북한농업 내부의 강점으로 외부환경의 위협
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략도 두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점진적으로 특구를 개방하여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전략이다. 개혁·개방 초기에 과거 체제전환국은 과도한 인플레
이션, 급격한 환율 변화 등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
다. 이는 투자 유치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정형곤 외
2014: 90) 순차적으로 특구를 개방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농업발전에 대한 의지를
발현하여 공적개발원조 재원 유치와 더불어 민간투자자의 인센티브 강화
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농업개혁에 착수하여 농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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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쌓는 것은 외자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이금순 외 2008: 131).
세 번째 전략은 WO전략으로 북한농업 내부의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환
경으로부터의 기회를 살리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전략 중 하나는 한국, 미
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인프라
분야 공적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개혁·개방을 계기로 구 사회주의 국가
들은 공적개발협력 자금을 도입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북한도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투자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인프라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전략으로 농산물
가격과 유통체계를 개편하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여 개혁·개방 시 해외
시장과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시장경제를 향한 농산물
가격제도와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외부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
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여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네 번째 전략은 WT전략으로 북한농업 내부의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의
위협은 피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맞는 전략으로는 첫째, 개혁·개방을 계기
로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
는 농업투자 유치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
사정 개선에 관심이 많은 바, 다양한 인적교류를 통해 시장경제 마인드를
가진 인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선진농업기술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
째, 개혁·개방을 계기로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북한 내부 농업개혁을 진전시켜야 한다. 북
한당국 스스로가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농업개혁의
실질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농업투자 유치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김영훈
외 2012a: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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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농업의 여건과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 전략
강점(S)
○
○
○
○
○

개발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고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
풍부한 노동력
농식품 국내수요 잠재력
북한 당국의 농업개발정책과 점진적
개방정책
<SO전략>

기
회
(O)

<WO전략>

○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하 ○ 주변국(한국, 미국, 중국)과의 관계
여 수요 증가 추세에 있는 주변 해외
개선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
○ 소득수준 높은 주변 해외시장
시장에 판매하는 목적의 농업투자 유
한 인프라분야 공적개발투자 유치
(한국, 중국, 일본) 존재
치(생수, 특용작물, 고랭지 채소)
○ 국제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선
○ 동북아 시장에 접근성 증대 ○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비용절감
진농업기술 도입, 인적자본 증대
○ 주요국과의 관계 개선
목적의 농식품가공분야 투자 유치
(김치, 면제품, 커피믹스, 냉동식
품, 음료)
<ST전략>

위
협
(T)

약점(W)
○ 취약한 인프라(전력, 교통, 통신 등)
○ 시장경제 마인드 가진 인적자원 부족
○ 농업기술 부족
○ 비효율적인 농산물 가격·유통체계,
금융시스템
○ 북한 당국의 빈약한 재정

<WT전략>

○ 점진적 특구개방정책으로 거시경제 ○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를 통하여 글
○ 폐쇄적 대외관계 지속으로 인
불안정성 완화
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농업투자여
한 국제사회와의 신뢰 및 북한
○ 공적개발원조 자금 유치와 더불어
건 구축
농업 정보 부족
민간투자자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 ○ 시스템 개선을 위한 북한 내부 농업
○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한 민간투자 유치
개혁 진전
따른 리스크 확대

자료: 필자 작성.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 전망과 우리의 협력방안

145

2.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원칙과 목표
2.1.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미래 북한이 개혁·개방의 과정으로 진입한다는 전제하에
북한농업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북한농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농업부문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북한을 둘러싼 이해당사국 간 갈등의 원인인 지금
의 핵·미사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여러 주변국에 안보적인 불
안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은 대북 투자는 물론 인도적 지원까지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 또한 대북 농업투자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시장경제시스
템을 향한 제도·정책적 전환을 꺼린다면 인도적 지원 이상의 개발협력과
투자협력은 사실상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어느 정
도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대북 투자협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
지도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한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한 설득과 더불어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은 분명한 목표와 원칙이 설정된 후 추진되어
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거에 추진되었던 우리의 대북지원과 개
발협력은 뚜렷한 목표와 원칙이 없이 진행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비판
을 받았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과정으로 진입한다는 전제하에 북
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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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목표와 추진방법

자료: 필자 작성.

첫 번째 목표는 대북 농업투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다시 농업소득 제고로 이어져 북한 농장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는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기반 마련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는 개혁·개방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북 농업투자협력을 추진하
여 북한체제에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고 안정화하는 것이다.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확산은 북한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안정성이 제고되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한반
도의 안보적 위험도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상호보완적 상생의 농업투자협력으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며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농업투자협력은 남북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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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의 기초가 될 것이며, 경제공동체
형성을 넘어선 생활공동체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2.2.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원칙
다음으로는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에 대한 원칙을 설정한다. 이를 위
해서는 국제사회 해외농업투자의 원칙을 참고함으로써 당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한다.
2008년 국제식량위기 등을 계기로 최근 국제사회는 개도국 해외농업투

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투자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빈곤퇴치에 기여하며 식량생산을 증가시켰으나,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생산방식의 도입, 지역 주민의 자연자원 접근성 감소 등 부
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FAO, IFAD, OECD, UNCTAD 등은 책임 있는 농업투자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다(이대섭 2016: 53-54).
<표 6-2> 책임 있는 농업투자의 원칙
구분

기본 원칙

1

토지 및 자원

2

식량안보

3

투명성, 선정(good governance),
법률

4

협의와 참여

사적재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합의를 도출, 동의된 사
안은 문서로 기록

5

경제성과 책임 있는 농기업 투자

투자 프로젝트는 대상국 법규를 준수하여 최상의 수단으로 실현 가능해
야 하며, 지속가능한 공적 가치 창출

6

사회적 지속가능성

투자는 사회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영향을 창출해야 하며, 사회적 취약
부분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함

7

환경적 지속가능성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
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에 초점

자료: 이대섭(2016: 54).

주요 내용
대상국의 기존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권한 존중
대상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 고려,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
투명한 투자절차 관리 및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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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는 위의 7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를 이루었으며, 2009년 라퀼라 선언에서는 본 원칙의 준수를
권고하였다. 또한 2010년 무스코카 정상회담에서 본 7가지 기본 원칙을 합
리적이고 책임 있는 농업투자의 기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FAO는 본
원칙을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사회경제적 지속가능 개발, 로컬
푸드 생산체계 개선 등으로 세분화하여 2013년 12개의 농업투자에 대한
원칙과 개념을 수립하였으며, 기본 개념은 기존의 7개의 원칙과 유사하다
(이대섭 2016: 55).
<표 6-3> FAO 농업투자 원칙
구분

기본 원칙

주요 내용
1)
2)
3)
4)

충분하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량 생산체계 확보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식량생산체계 복원력 강화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 향상
위기 시 식량체계 복원력 강화

1

식량안보와 영양 강화

2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화

3

포괄적 성장을 위한 취약계층의
생계수단 다양화

4

문화적 기준 및 국제적 인권 규범
준수

생산 및 가공 등을 위한 기술은 대상국의 문화적 기준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전수되어야 함

5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정(good
governance)에 의한 지원

해외농업투자의 유치는 선정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함

6

일관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대상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등을 통해 지원

7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농업투자의 경우, 투자 지역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이 있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제도 및 정책의 정기적 검토

투명하고 참여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가 필요함

9

제도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효과적인 개선체계 수반

10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 및
체계 구축

1) 지속가능하고 효율적 자연자원 활용
2) 생태계 및 관련 서비스 유지
3) 기후변화 대응 및 영향감소에 기여
1) 사회 경제적 영향도출
2)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노동권 준수 및 고용 창출
3) 적법한 토지 소유권 인정

신뢰할 수 있는 갈등 해소 장치 및 개선 체계가 필요함
관련 정보체계 개선, 위험요소 감축 등을 위한 농업투자 수행체계 간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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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기본 원칙

주요 내용

11

소규모 생산자 및 가공업자에
초점을 둔 국제기구의 지원 활용

국제기구의 소규모 생산자 및 가공업자 지원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활용이 필요함

12

투자에 포함된 이해관계자의 결정
및 행동에 대한 책임 강화

1) 투명하고 의미 있는 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국 규제와 권고 준수
2) 국제법규하의 독립적인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임 있는 보고를 통해
대상국 정부로부터의 지원 강화

자료: 이대섭(2016: 55-58),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2013: 3-11).

이러한 해외농업투자 기본원칙은 강제성을 가지거나 관련 세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책임 있는 해외농업투자를 활성화하
고 대상국의 식량안보 강화와 빈곤퇴치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에서 준수하고 있는 규범을 대북 농업투자협력을 구상할 때 필수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투자공여의 주체인 국제사회 및 한국의 농업투자협력의 목적은 북
한의 농업정책 및 농업개발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일반주민
의 적극적 참여로 자신들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삶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
도록 한다. 셋째, 공공개발자금과 민간투자재원 모두의 관리 투명성을 확
보한다. 넷째,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유도·강화한
다. 다섯째,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 조사·분석·평가를
철저히 하며 외형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추구한다. 마지막
으로, 필요와 수요에 따라 빠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
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한다.

3.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추진방향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방향성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국제사회 개발협력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투자협력의 목적이 협력프로그램에서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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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참여자 모두가 공유함에 있으므로 이 또한 추진방향을 설정함에 있
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재원 부족은 과거 남북농업협력에 있어
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사회
는 개발협력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수단으로서
개발재원을 강조하는 목표(17번)를 설정하고, 공공·민간·시민사회를 아우
르는 파트너십을 장려 및 증진하는 등 세부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협력 방식으로 민관협력이 부각되었고 다
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민간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보면 투자국과 투자대상
국 간 제도·정책적 협력네트워크 미비, 인프라 부족 등은 잠재적 위험요소
또는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국 및 투자대상국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개발협력 차원의 재원 마련과 민간투자 차원
의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형태의 대북 농업투자협력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부문 투자협력은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
기까지 각각의 단계에 기회요소와 제약요소가 많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분
야의 사업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가치사슬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농
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개발수요와 시장수요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
에 민관협력의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 각 주체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현하
는 것을 가능케 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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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 농업투자 모델과 우리의 정책적 협력방안

4.1. 대북 농업투자 모델
여기에서는 우리의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의 1절에서는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 전략을 살
펴보았다.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북한의 투자수요와 정책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 주요 전략으로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투자유치, 비
용절감 가공농식품 생산을 위한 투자유치, 특구지역 투자유치, 공적개발원
조와 민간 재원을 결합한 투자유치, 인프라 개발 투자유치, 국제사회와의
접근성 및 교류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국제기준의 농업여건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농업개혁을 통한 투자 유치 등이 앞서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이
러한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협력모델을 모색한다.

4.1.1. 대북 농업투자 모델의 특징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협력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시되는 모델
을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이라 부르고자 하며,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은 여러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 농업
투자협력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가치사슬
구축사업,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업기술 개
발 및 교류사업, 농기자재 지원사업, 소액금융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이다. 이와 같이 상호 관련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제공함으로써 투자협
력의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본 모델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프로그램이다. 북한 대상지
역에 맞는 가치사슬 구축, 인프라 구축, 종자 개발 등은 단기적으로 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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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에 따라 프로그램이 단계적으
로 진화해야 투자협력에까지 이를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전환단계)에는
남북 상호 간 화해 분위기와 신뢰 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지
원사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후 개혁·개방이 점차 진전됨에 따라 즉, 이행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됐을 때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모델은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소규
모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시행착오와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와 대상지역
을 확대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6-2> 개혁·개방 진전에 따른 남북농업교류협력

자료: 필자 작성.

셋째, 프로그램에는 남북 양측의 공공부문과 민간파트너가 동시에 참여
하게 되어 있다. 이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성공의 핵심이며, 투자
협력 강화를 통해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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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대북 농업투자 모델의 적용품목 예시
이 투자협력모델은 어떠한 특정 품목을 고려하여 구상된 프로그램이 아
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의 농업현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제한된 정보하에 이 모델에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예시를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로 김치, 생수와 같은 가공농식품이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
델’에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북한의 개발수요,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비용 절감 목적의 투자유치 전략, 깨끗한 환
경에서 생산한 원료(고랭지 배추, 샘물)의 원활한 수급, 한국과 북한의 수
요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품목들은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기에 가능성이 상
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고추, 옥수수와 같은 품목 재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고추와 옥수수 자급률은 2015년 기준 각각 57.0%, 0.8%(사료용 포함)55로
소비수요가 생산량에 비해 매우 크다. 이들 품목의 생산은 소비시장 확보
가 원활하여 충분한 수익성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 민간기
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 보인다.

4.1.3. 대북 농업투자 모델의 추진체계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체계는 <그림 6-3>과 같

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남북 각각의 공공부문과 민간파트너로 구성되며,
양국 각 기관 및 주체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담당한다.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프로그램의 자문·평가, 예산 지원 등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 공공부문의 프로그램 추진 주체는 다양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는

55

고추 자급률의 출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이며, 옥수수 자급률의 출처는
2016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p. 296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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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현재 구축되어 있는 ‘남북농업협력추진단’을 기초로 하며 각 참여기관
은 자신의 본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남북교류협력의 일
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통일부는 북한정부와의 협상, 정책개발, 각종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부문에 해
당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에 맞게 ‘남북농업협력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에 대한 심사, 모니터링,
평가 등을 수행하며 북한정부와의 협상에도 참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북한 농업·농촌 조사 및 연구, 프로그램
및 산하 프로젝트 기획, 농업경제 관련 학술교류 등을 담당한다. 한국농어
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 농촌생활환경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담당한다. 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식량, 비료, 농기자재 등
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은
종자, 기술교육 콘텐츠 등 농업기술 R&D, 북한 측과 농업기술교류 및 공
동연구 등을 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북한의 지자체와 1:1로 자
매결연을 맺고 산하 농업기술원 간 농업기술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민간파트너는 농식품 민간기업, 농협, 대학, 민간단체로 구성될
수 있다. 농식품 민간기업은 이 모델의 핵심 주체로서 농작물 또는 식품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을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농협
은 북한 협동농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액의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대학은 북한 일반농민들과의 교류 및 교육을 통하여 생활여건 개선
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인적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민간단체는 과거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식량, 비료 등 인도
적 지원과 문화교류를 담당한다.
한편 북한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의 대남 교류협력 담당기관(민족화해
협의회 또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및 농업성, 농업성 산하의 농업과학원,
지방 농업연구소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대남 교류협력 담당기
관은 우리의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대남 협상과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행
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농업성은 농업선진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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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림축산식품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관리를 공동으로 담
당한다. 나머지 농업성 산하의 농업과학원, 지방 농업연구소 등은 한국 실
무자들에게 지역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자 및 기술담당자를 파견
하여 농업기술 공동개발과 교류에 참여한다.
북한의 민간부문은 프로그램 대상지역 협동농장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인프라 구축사업, 가치사슬 구축사업, 농업기술 교육사업, 시장경제 교육사
업 등에 적극 참가한다.
<그림 6-3>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

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남북 각 사업 담당자와 민간 측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함.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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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북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적 협력방안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본 프로그램을
추진할 대상지역은 경제특구 배후의 협동농장이 적절하다. 이들 지역은 과
거부터 북한당국 스스로가 개방을 원하고 있어 투자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
을 것이다.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구한다면, 한국 또는 중국 국경 근
처의 경제특구를 먼저 개방한 후 점차 내륙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모델은 경제적 성과의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장수
요의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성, 금강산, 평양 인근, 나선, 신의주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56
본 프로그램의 모든 사항은 북한 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사
업의 규모, 행동 제약,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사전 협상뿐만 아니라 사업추
진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져
야 할 것이다. 이는 루마니아 SAPARD나 한·베트남 농업투자협력 사례로
부터의 교훈이다.
한편 우리 구성원 내에서도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상
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파트너의 프로그램 참여 목적과 업무 추진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소통과 업무추진에서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 농장의 자생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

56

한편 현재 북한에는 지방 차원의 농업개발구(함경북도 어랑, 함경남도 북청, 평
안남도 숙천)도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자협력은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점진적 개혁·개방하에서 북한은 국경
근처 특구를 먼저 개방할 것으로 보이고, 둘째, 이들 지역과 생산물의 수요처까
지 거리도 상당하며, 셋째, 인프라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자자
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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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 일반농민들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가 소득 향상과 밀접하게 연
계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시장경제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적역량강화사업에 중
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한·베트남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정부 담당자의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가, 일반 농민들에게는 시장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대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농업투자협력 프로그램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일정수준 이상 고도
화된 후에 추진될 수 있다. 즉, 북한 측의 수용력에 따라 지원, 개발협력,
투자협력 순으로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수준에 따라 탄
력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투자협력 전에 대상지역 농업
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제도 및 인프라 여건도 개선시키는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시범사
업으로 시작하여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그 성공모델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
시켜 나가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될 경우
재원조달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할 수 있도록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하는 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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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양상에 따른 북한농업의 해외투자 유
치 여건을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른 새로운 대북 농업투자협력모델을 마
련하고 우리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향후 북한의 가장 현실성 높은 개혁·개방 시나리오
를 전망하고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북한
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로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본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근 북한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근
거하여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로서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도출
하였다.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는 ‘전환 → 이행 → 변혁’의 3단계로 전
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환단계에서는 현재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갈등과 제재 국면이 평화적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외부의 경제적 지원
과 내부의 개혁 조치가 시작된다. 이행단계에서는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단행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전이 가속화된다. 변
혁단계는 모든 개혁적 조치들이 완료되어 북한의 경제체제 자체가 근본적
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 전반의 개혁과 부분적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후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음으로는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UN과 북
한 사이에 합의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검토하였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개발재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민간부문과의 협
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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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중요한데, 이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편 최근 유엔과 북한은 향후 5년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합의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달성목표 설정에 있어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하는 한편 북
한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는데, 그 결과 종전과 달리 식량 및 영양 안보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였다.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등 여러 분야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
성 향상을 통한 식량 공급 증대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채소, 과일 등
식품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유엔의 표준이행절차에
따라 사업이 관리·추진되어 북한이 국제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체제
전환국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주요 사례로서 루마니아의 SAPARD와 한·베
트남 농업투자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루마니아의
SAPARD는 체제전환국의 공적 농업개발협력 사례로 향후 대북 사업을 구

상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SAPARD는 농
촌 일자리 창출,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환경 개선, 법적·행정적 시스
템 강화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는데, 이는 루마니아 농업의 EU 편
입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두 가지의 문제점
도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지원 수급을 위한 자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다수의 소농이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추진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이 활성화되
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대북 사업 구상에 있어 현지 사정과
실수혜자를 고려한 사업 구성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체계의 명확한 역할 구
분, 협력시스템 및 자체역량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개의 한·베트남 농업투자협력사업, 즉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사업’과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마을개발사업’은 한국의 대
체제전환국 농업투자사업으로 가치사슬 강화를 추구하며 민관협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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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들 사업으로부터도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의 개발수요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 잘 연계되어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둘째,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반적인 가치사슬이 구축됨에 따라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로 평
가되며, 사업종료 후에도 효과가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국 정
부,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으나,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기관들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역량에 맞는 세
부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배분되어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마
지막으로, 지역 농민들의 인식변화 및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참여도와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 분석으로서 과거에 추진되었던 한국, 중국, 국제기구의 대
북 농업투자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은 민간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공적 개발협력사업
과 민간기업의 투자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적 개발협력사업
의 경우 초기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농업개발협력사업으로의 진화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정 수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재정 및 전문성 부족,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미확보, 특정 프
로젝트 위주의 사업구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민간 투자협력의 경우
에는 품목 경쟁력과 판매시장의 확보,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 비용
절감 효과 실현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
식 및 전문성 부족, 인프라 부족, 현장접근의 어려움, 투자자의 준비 부족,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제도적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농업의 투자수
요와 투자유치 여건을 살펴보았다. 지역적으로는 라선의 개발수요와 평양
의 소비수요가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분야별로 보면 식품가공업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중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정비는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시킨 것으로
보이나, 핵문제로 인한 관계 경색, 외국인투자법제의 제한적 개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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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등은 여전히 투자유치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IFAD, UNDP, FAO 등 국제기구 또한 대북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1990

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왔다. 이들의 주요 농업개발협력 사례에서는 공통적
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기획·추진되었을 때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향후 북한농업
에 대한 맞춤형 사업이 구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각 기관은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농업개발협력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
었다. 이는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여 주체별 역량 강화를 통
하여 노하우(know-how)와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먼저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농업의 투
자유치 여건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략을 SWOT 분
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을 4가지 요소로 구분
하면, 강점으로 개발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고지대가 많은 지리적 특성,
풍부한 노동력, 농식품 국내수요 잠재력, 북한 당국의 농업진흥정책과 점
진적 개방정책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약점으로 취약한 인프라, 시장경제 마
인드를 가진 인적자원 부족, 농업기술 부족, 가격·유통체계 및 금융시스템
의 비효율성, 북한 당국의 빈약한 재정 등을 들 수 있다. 기회 요소로는 소
득수준 높은 주변 해외시장 존재, 동북아 시장에 접근성 증대, 주요국과의
관계 개선 등이며, 위협 요소로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및 북한농업 정보 부
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 전략을 도출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SO전략으로는 깨끗한 환경에서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식
품을 생산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변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목적의 농
업투자를 유치하는 전략과 풍부한 농업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
감시킬 수 있는 부문에 농업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
다. 둘째, ST전략에는 점진적으로 특구를 개방하여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전략과 북한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농업발전에 대한 의지를
발현하여 공적개발원조 유치와 더불어 민간투자자의 인센티브 강화를 복
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셋째, WO전략으로는 주변국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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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선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인프라 분야 공적투자를 유치하는 전
략과 농산물 가격 및 유통체계를 개편하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여 개혁·
개방 시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WT전략으로는 개혁·개방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통하여 국

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과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시스템 개선을 위한 북한
내부 농업개혁을 진전시키는 전략이 도출되었다.
이어서 본 연구의 핵심인 대북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
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향후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은 분명한 목표
와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설정된 대북 농업투자의 목표로서 대
북 농업투자협력을 통하여 북한 농장의 자립 기반 조성, 점진적인 대북 농
업투자협력 추진으로 북한체제에 시장경제질서의 안정화 모색, 상호보완적
상생의 농업투자협력으로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참여자 모두의 이익 공유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의 원칙으로서 투자공여
의 사업계획과 북한의 정책적 수요의 일치, 북한 일반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주인의식 고취, 투자재원 관리의 투명성 제고, 다양한 참여주체 간
협력 강화, 정보·조사·분석·평가의 강화와 실질적 성과 추구, 사업의 유연
성 확보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기초하여 구상된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치사슬 구축사업, 농
업인프라 구축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
농업투자협력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농업 가치사슬
구축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이다. 둘째,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프
로그램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지원사업
이 전개되겠지만, 이후 본격적인 개혁·개방단계에 들어서는 남북 상호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본 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 양측
의 공공부문과 민간파트너가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남북 협상,
프로그램 기획·추진·모니터링·평가, 정보 교류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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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 추진을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양상에 따라 개
성, 금강산, 평양 인근, 라선, 신의주 등의 경제특구 배후 협동농장을 대상
지역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 협상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추어
져야 한다. 셋째, 우리 구성원 내에서도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사업
자 간 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을 강화해야 한
다. 넷째, 북한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가 그들의 소득 향상과 밀접하게 연계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에
시장경제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적역량강화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 여섯째, 북한 측의 수용력에 따라 지원, 개발협력, 투자협력 순으로 중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곱째,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기구와의 협
력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추진되었던 체제전환국과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사례 분
석을 바탕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대북 투자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모델
은 북한농업에 대한 기초 정보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기본적이고 표준적
인 형태로 구축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008
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농업협력이 거의 단절된 상태여서 최근 북한
농업 및 농촌의 변화는 외부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여건이 허
락한다면 농식품 수요 변화, 농업생산의 지역적 변화 등 북한농업의 현황
을 면밀히 파악하는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그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구축된 모델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화할 수 있는 후
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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