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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년 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를 고려하여 주로 개발도상국의

지난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새로

대외경제적 측면과 연관될 수 있는 국토 인프라

운 국가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하

요소인 경제특구, 교통·물류, 에너지 분야에 대

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처음으로 제시되는 경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을 검토

제계획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대북제재, 코로나

하고, 이를 경제발전의 측면과 인프라의 측면에

19, 수해 등 삼중고 속에서 북한은 다소 방어적인

서 평가하여 향후 국토 인프라 분야 남북경협의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방향을 제시한다.

번 계획에서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전략 방향에
대한 고민도 읽혀진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
번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Ⅱ. 북한 경제의 현황

을 분석하여 향후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경협
방향을 제시해본다.

1. 북한의 산업구조 실태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을 검토하여 북한 경제의 기본 틀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특히 북한이 공산권 붕괴 후 처음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북한경제의 기본 틀을 파악하

경제정책에 변화를 시도한 1993년 이후 현재까

기 위해 산업구조부터 간략하게 살펴본다. 여기

지 다양한 여건변화 속에서 어떤 경제발전전략

에는 크게 북한의 독특한 산업 분류와 경제 구획

을 선택해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 같은 북

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경제발전전략의 장기적 추세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산업 분류의 경우, 한국은행에서는 한국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5가지(농림어업, 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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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요 산업부문과 목표
부문
농축수산업

관련 분야

주요 목표

•농업

•축산업

•수산업

•과수업

인민경제

•전력공업

•석탄공업

선행부문

•금속공업

•철도운수

자립경제의 기초 공고화를 위한 선행부문과

•화학공업

•기계공업

중요 공업부문 발전

부문

중요 공업부문

•전기전자공업
•토지관리

국토관리 부문

농축수산업 발전으로 먹는 문제 해결

•산림복구

•강하천 정리 및 시설물 관리

자연재해 예방과 산림복구

•환경관리
•식품공업
경공업 부문

•방직공업

•신발, 가방생산

경공업의 질적도약에 의한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화장품, 위생용품생산
지방경제 부문
대외경제 부문

•농축수산업부문

•경공업부문

•상업부문

•건설부문

•특구, 개발구

•관광산업

지방공업 현대화 및 군단위 인민생활 향상
자력자강과 대외경제협력 확대 동시 추구

출처 : 유영구(2021),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경인문화사, p.68 참고해 저자 작성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로 북한의

자립경제를 위해 인민경제 선행부문이라고 하는

산업을 분류하고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파악하

4대 산업(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

고 있다1.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발표한 경제

수)과 기타 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여

발전 계획에서 드러나는 산업 분류를 보면 일반

기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공업과 농수산 부

적인 분류와는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갖는데, 이것

문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

은 북한의 경제 정책이 특유의 자립적 민족경제

다. 동시에 지방경제가 인민의 생필품을 자체적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생산에 기초한 수입대체

으로 해결하여 중앙은 중공업 건설에 집중하는

공업화 정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이 정착되면서 농수산업, 경공업, 상업, 건설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은 크게 중공업 우선주

업을 포괄하는 지방경제 부문과 경제특구와 개

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군사·경제 병진 노선

발구 중심의 대외경제 부문이 추가로 존재한다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전후 본격적인 한반

(표 1).

도 체제경쟁에 따라 빠른 성장과 자립 경제, 국방
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선택

1 	이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까지는 2차산업이 발달한 산업구조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

를 형성하여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이 전체 산업에서 차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거나 군사적으로 소련 의존적인 노선을
추구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정이다2.
이에 따라 북한의 산업 정책은 중공업 중심의

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1990년대 공산권 붕괴 이후 제조
업 특히 중공업 부문 감소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
는 추이를 보인다. (출처: KDB 산업은행(2020); 북한의 산업 I,
pp.76-77)
2 	이영훈(2006),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북한의 경제,
경인문화사,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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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고전적인 사회

이다. 이것은 주로 기업체(기업소, 공장, 협동농

주의 계획경제와는 다른 독립적인 경제구획들이

장, 협동단체 등) 관리운영 방식의 개선과 연관된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다. 셋째, 대외경제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하

경제를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이분법으로 파

는 문제이다.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은 경제특구

악하는 경우와 몇 개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

와 경제개발구 정책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를

역으로 파악하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

통해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다. 또한 후자의 경우 연구자 별로 다양한 의견이

수출지향형 경제전략의 도입을 꾸준히 모색했다

있는데, 주로 인민경제, 군사경제, 당경제, 시장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비공식경제)로 분류되는 4중 경제론이 일

이와 같은 개선 방향에 따라 1993년 이후 진행

반적이다3. 특히 시장경제의 경우, 2000년대 이

된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후 장마당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시장경제

다음과 같다(표 2). 탈냉전 이후 최초의 북한 경

의 발달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추정할 수

제정책 변화는 김일성 주석이 1993년 12월 당 중

있는 바로미터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여기

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혁명

에서 다루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내각이

적 경제전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관할하는 계획경제로 4개의 경제구획 중 인민경

기존의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

제에 해당한다.

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수정하여 농업, 경공업, 무
역 제일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는 1987년~1988
년 무렵부터 자력갱생과 대외경제협력 사이에서

2.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5, 이후 기존의 경제·
군사병진노선이 초래한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

기본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중공업 중심의 자

기 위해 농업과 수출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립경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산

정책을 제시하였다. 당시에 북한은 ‘나진·선봉

업구조에는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공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는 등 처음으로 경

산권 붕괴 이후 1993년부터 북한은 주어진 경제

제특구 정책의 추진을 결정하기도 했다6. 그러나

조건 하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경제정

정책 발표 전후로 조성된 1차 북한 핵 위기라는

책 변화를 모색해왔다. 이것은 크게 다음의 세 가

안보환경의 변화와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

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4.

망에 더해 1995년에는 100년 만의 대홍수, 가뭄

첫째, 기존의 내각 중심 중앙경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집권화 정도를 결정하는

3 	박형중(2009),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 – 잉여

문제이다. 이에 따라 지방기관 경제정책 결정의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북한연구학회

분권화 정도, 국영기업소 운영에서 하부 단위의

보 제13권 제1호, pp.37-38
4 	이찬우(2019),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시대의 창, p.134

자율성 정도 등을 결정하였다. 둘째, 경제사업에

5 	유영구(2021),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1, 경인문화사, p.442

서 수익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위해 국

6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결정 74호로 나진선봉자유경

영기업소의 생산성 증가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제무역지대를 선포하고 해당 지역을 무역, 중계수송, 수출가공,
금융서비스 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

07

표 2 탈냉전 이후 시기별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구분

연도

주요전략

김일성

1993년

혁명적 경제전략

김정일
김정은

2002년
2004년

주요정책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중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사회주의 상업법 개선

2014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우리식경제관리방법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출처 : 저자 작성

등의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새로운 경제전략

산재 시장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소비자시

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장을 종합시장으로 합법화했다. 또한 기업소의

김일성 주석 사후 공식적 지도자로 등장한 김

계획, 재정, 노무 부분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독

정일 위원장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에 걸

립채산제를 실시하여 기업소의 경영자율권을

쳐 발생한 고난의 행군 종료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의

이것은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경제발전전략은 군사를 우선하는 ‘선군경제노선’

초보적 경제개혁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경제계획과

기존의 계획경제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하는 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방공업을 강조하지만 이를

시적 수단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7.1 조

보완하기 위해 자생적인 시장화의 흐름도 활용하

치 발표 이후 경제개혁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저

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4대 선행

지하려는 움직임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2004년

부문을 포함한 중공업 부문의 자립적 발전과 농

부터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동원정책을

업 부문의 동시발전을 목표로 국방공업의 강화

복원하였고, 종합시장 외에 불법시장과 불법경

가 추진되었으며, 동시에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제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

장마당과 같은 시장화 현상을 고려한 경제개혁

재정 확보와 함께 화폐숭배사상을 시정하기 위

조치가 발표되었다.

해 2009년 화폐개혁, 2010년 종합시장 폐쇄와 농

당시 발표된 대표적인 경제개혁조치로 7.1 경

민시장으로의 전환도 추진하였다7.

제관리개선조치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이후 2012년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

가격, 분배, 국영기업의 분권화 측면에서 다양

일 위원장 시대에 마련된 사회주의 원칙과 경제

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가격 측면에서 인

적 실리 추구라는 원칙을 이어받으며, 계획과 시

위적인 국정가격을 폐지하되 수요-공급 관계를

장의 공존을 제도화 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그는

반영하여 기업소의 자체적인 가격 제정을 가능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4월 최고

하게 했다. 분배 측면에서는 기존에 무상으로 공
급하던 주택과 토지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식량
과 생필품 배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

7 	이창희(2020), 탈냉전 30년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변화, 평화학
연구, 제21권 4호, pp.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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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회의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해 자원을 경제에 집중시키는 사회주의경제건설

노선’을 채택하고 기존의 선군경제노선과 마찬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핵무력

가지로 체제수호를 위한 국방부문의 강화와 함

병진이라는 표현의 삭제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

께 시장활용을 제도화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기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이를 통해 소위 북한식 시장사회주의를 점진적

명확하지 않다10. 그러나 이후 수차례 회담에서

으로 정착시키고자 했다.

합의에 실패한 북한은 결국 자력갱생 중심의 정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부터 다양한 시

면돌파를 의미하는 ‘새로운 길’을 다시 선택하며

범사업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경

농업 등에 자원을 집중하는 구호를 제시하였고,

제개혁정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이후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

2014년 5.30 담화를 통해 경제개혁 정책을 우리

년 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

식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

구체화시켰다. 여기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제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경제정

국가차원의 운영과 기업소 차원의 운영을 모두

책이 자립경제 건설을 바탕으로 국방과 4대 선행

포함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소 차

부문을 강조하는 대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

원의 운영방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경제

해 농업에도 집중하는 전략은 현재까지 큰 변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의 핵

가 없다. 한동안 경제특구나 경제개발구를 통해

심부문에 집중하여 단계별 계획과 법·제도적 정

대외경제 추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정책 추진

비 방안을 고안하는 대신, 사회주의기업책임관

과정에서 부침이 컸다. 대신 북한은 지방기관이

리제를 통해 각 기업소에게 관리권한을 넘기고

나 국영기업소를 중심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였다8.

서 자율권을 부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추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은

마당을 비롯한 시장화 현상을 제도화하는 정책

당시의 낙관적 정책기조를 잘 드러냈다. 5개년

도 추진하였다.

전략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
화를 바탕으로 연 평균 8%의 경제성장을 추구하
는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었다. 경제운영에서 전
력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기간산업과 농업, 경공
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형
태의 무역, 합영합작, 경제개발구를 제시하여 대
외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9.
그러나 이후 유례없는 대북제재가 진행되면
서 5개년 전략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이 어려워졌
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18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

8 	이찬우(2019),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시대의 창, p.143
9 	양문수(2021), 북한 8차 당대회가 북한경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KREI 북한농업동향, p.9
10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미정
상회담, 1차례 남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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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내 전진 과

Ⅲ.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제의 일부로 기존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용 및 특징

평가하고 새 전망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개요

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13의 전반적인 경제전략
북한의 당대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조

은 빠른 성장보다는 기존 정책의 정비와 보강에

선노동당의 전당대회로, 이를 통해 지금까지 당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큰 틀에서 이렇다 할만한 큰

과 국가의 지도이념을 변화시켜 왔다11. 국가경

변화는 없다. 여기에는 주로 외부환경 변화와 상

제발전 5개년 계획은 2021년에 개최된 제8차 당

관없이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회 일정 중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제

는 점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대

7기 사업총화보고’에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 위

회와 경제발전계획을 5년마다 일정하게 발표하

원장은 당대회에서 1월 5일~7일까지 3일 간 9시

면서 북한의 경제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간에 걸쳐 사업총화 보고를 낭독하였고(표 3), 노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도

동신문은 이 내용을 발췌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읽혀진다.

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 강령’
으로 보도하였다12.
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사업총화 보고 내용은
크게 과거 사업을 평가하는 부분과 분야별 새로
운 과업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
야별 과업 제시 부분은 대내 전진 과제, 대남 및
대외관계, 당 강화발전 등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당대회(黨大會) http://encykorea.
aks.ac.kr/Contents/Item/E0070186
12 	한기범, 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II); 김정은의 사업총화보
고, INKS 논평(2021.1.10.), 북한연구소, p.1
13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대회
기간에 로동신문에서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의 제8차 당대회총
화보고를 통해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 제 8차 당대회 진행일정
날짜
1일(1.5)

의제
개회사(김정은), 집행부 선거, 주석단 추천, 서기부 선거, 의정 승인
(1)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정은 보고)

2일(1.6)

(1)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계속 (김정은 보고)

3일(1.7)

(1)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계속 (김정은 보고)

4일(1.8)

(1)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

5일(1.9)

(1)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 (2)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3) 당 규약 개정

6일(1.10)

(4)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당 중앙위원회 8기 1차 회의

7일(1.11)

부문별 협의회 진행

8일(1.12)

8차 당대회 ‘결정서’ 채택, 폐회사(김정은)

출처 : 북한연구소,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전반평가, 월간 북한 2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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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특징

에 따라 자강력 제일주의를 다시 반복하면서 주
요 선행부문(주로 금속, 화학공업)에 대한 투자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5개년 계획의 내용
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북

및 역량 집중, 지방자립화 강화, 대외경제부문의
축소 등의 방침이 정해졌다.

한은 5개년 계획에서 사실상 군사·경제 병진노

이에 따라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

선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 북

생활 개선을 목표로 ‘자립성, 계획성, 인민성 강

한은 새로운 경제건설 구상으로 ‘자력갱생과 핵

화’라는 경제관리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여

억제력 강화’를 기반으로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

기에 이번 5개년 계획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

볼 수 있다14.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한은 한때 국방과 경제 사이에서 자원을 경제에

5개년 계획의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의 내용을 정

집중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번

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5개년 계획에서 중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통한 자

먼저 자립성의 경우, 경제 부문 및 주체 간 유

력갱생을 다시 강조하면서 사실상 과거의 경제

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해 내부 경제순환을 활성

정책을 답습하게 되었다.

화시켜 자립경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로 금

둘째, 북한은 지난 5개년 전략에서 제시된 경

속공업과 화학공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바

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내부적 요인으

탕으로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시켜서, 농업과

로 설명하였다. 이번 당대회에서 발표된 김정은

경공업 등 인민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증산

위원장의 총화보고를 보면 외교안보 부문에서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원료·자재의 국산

핵 능력 확충과 정상외교를 성과로 지목하였으

화,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생산 정상화, 자립경제

나, 경제부문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

토대 보강에 대외경제활동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달’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의

이 추가로 제시되었다15.

원인을 대북제재나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의 외

또한 경제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

부적 요인이 아니라 기존 5개년 전략이 과학적인

하기 시작하면서 계획성이 강조되었다. 앞서 언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점, 과학

급한대로 기존 5개년 전략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

기술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으로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때문

점,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체계를 제대로 정비하

에, 이번 계획에서는 국가 경제의 전 부문에 있어

지 못한 점, 내부인력의 역량부족과 같은 내부적

서 달성 가능한 목표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이에

요인에서 찾았다.

따라 경제운영에 우선 순위를 두어 선택과 집중을

셋째, 정비와 보강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전략
의 일환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였

하고, 생산물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통계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 이것은 이번 5개년 계획에서 경제목표 미달
성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모든 문제는 주체의 역할을 통해 내부적으로 풀
어나갈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14 	이찬우, 북한의 2021년 이후 경제 전망, 전문가 세미나 발표 자
료(2021.2.23.), 국토연구원
15 	한기범, 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II);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
INKS 논평(2021.1.10.), 북한연구소,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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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 개선

방향

•자립성, 계획성, 인민성 강화
•사실상 군사, 경제 병진노선으로의 회귀

특징

•경제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으로 설명
•자강력 제일주의 강조
•자립경제 강화를 위해 경제부문 간, 주체 간 유기적 연계 복구 및 정비

주요 방안

•경제정책 수립 시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경제주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중공업 우선, 농업 및 경공업 동시발전 정책 답습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에 투자 및 역량 집중
•과학기술발전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핵적 과제

주요 과제

•원료, 자재의 국산화 및 원가저하와 질 제고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 강화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강화, 경제관리 개선
•자립경제의 보완, 보강을 위한 대외경제활동

출처 :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경제주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

가. 경제특구

독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내각책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임제를 활용한 국가의 관리지도 강화, 국영상업

에서 경제특구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추진, 농업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

국가의무수매 확대 등을 볼 때 내부결속 차원에

세안 주요국에서 경제특구를 활용한 고도성장은

서 향후 경제운영에서 중앙의 역할이 강화될 것

1980년대 이후 수입대체형 공업화에서 수출주

으로 보인다.

도형 공업화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중국의 특
별경제지대(SEZ)에 영향을 받아 경제특구의 형
태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0년대

3.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내용

이후 제품 생산에서 수직적 분절화가 심해지면
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장, 심화된 것도 아세안
주요국에서 경제특구가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16.

이번에 발표된 5개년 계획에서는 지난 5개년

같은 시기에 진행된 북한의 대외경제 확대 구

전략과 마찬가지로 주요 산업의 부문별 목표와

상은 김일성 주석 시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시

과제가 명시되었다. 여기에서는 향후 남북경협

초로 볼 수 있으나,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들어서

재개를 고려하여 북한의 대외경제와 연관된 국

정책과제들이 체계화되었다. 당시 선군경제노선

토 인프라 분야(경제특구, 교통·물류, 에너지)에
대해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16 	외교부(2016.12), 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특구,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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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국가경제발전계획의 대외경제분야 비교
구분

국가경제발전전략 (2016-2020)

국가경제발전계획 (2021-2025)

목표

대외경제사업 개선

자립경제 보강에 활용

•원료 위주 수출에서 가공품 위주 수출 전환
대외무역
활성화

•중국 외 여러 국가와 무역 활성화

•과학적 전략 수립으로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목적지향성 있게 발전

대외경제활동 확대
•서비스 무역과 기술 무역 발전

합영합작
확대
정책
과제

•합영합작기업 확대로 외국선진기술도입
•합영합작으로 자재, 설비, 자금 충당해

-

생산액 1.4배 증가
•각 지방별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

경제개발구
추진

•원산-금강산, 청수, 경원개발구를 예시로
각 도 경제개발구 개발 추진

-

•첨단기술구 개발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실현
•국제관광지대 개발 및 녹색관광 활성화

관광교류
강화

•원산-금강산 관광지대,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대상건설의 연차별 계획 수립

무봉 국제관광특구 개발

•관광사업 활성화

•관광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완비

•소개선전사업 추진

출처 : 저자 작성

하에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목표로 무역사업 발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차이점들이 북한 경

전, 합영합작사업 확대, 경제특구 건설, 관광교류

제특구의 성격에 본질적인 변화를 준 것은 아니

강화 등의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기

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에 이미 경제

본 방향은 김정은 위원장 시기 경제발전전략에

성장전략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경제특구를 시

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신 대외무역의 분권

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경제특구는

화를 추진하고, 대중국 무역 편중과 무역 적자를

여전히 수입대체형 공업화 전략 하에서 사회주

극복하고, 선진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의 기반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려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18.

이와 같은 특징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히 이번 5개년 계획의 주제가 자력갱생, 자

유형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발표하면서 더욱 구

립경제로 압축되면서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

체화되었다17. 또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활

화되었다. 5개년 계획에서 대외경제활동의 목표

용하여 관광특구의 역할을 부여한 경제개발구를

는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의 보완, 보강을 지

계획하고, 관광형 경제개발구 외에 3대 관광지구
를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에 적극적으
로 유치하려 했다는 점도 김정은 시기 대외경제
발전전략의 차이점으로 꼽힌다.

17 	자세한 내용은 유영구(2021),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경인
문화사, pp.335-360 참고
18 	이찬우(2019),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시대의 창, pp.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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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도록 계획되었고, 대외경제발전과 관련해

제에 시달리면서 지역 내, 지역 간 경제활동을 효

‘대외경제사업의 실태와 대내외 환경에 대한 분

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인프라 개발 방

석에 기초해 대외경제부문에서 과학적인 전략

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을 세우고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발전시킬 것’

북한의 교통·물류 인프라의 경우, 여기에 더해

만을 언급할 뿐 실질적인 언급은 거의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마련된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

관광부문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현대적 개발을

가 심화된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 북한은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

일관되게 철도를 교통 인프라의 중심에 놓고 있

로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나, 해금강 호텔을 비

는데19, 현재 철도 총 연장의 77%가 일제강점기

롯한 기존 시설물의 독자적인 철거 및 신규 건설

에 건설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철도 설

의 단계별 진행을 결정한 점이 눈에 띈다.

비의 노후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북한이 아직까
지 자신들의 경제개발계획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나. 교통·물류

교통·물류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자유로

일제강점기 건설된 북한지역의 철도 노선은 당시

운 경제활동의 보장은 경제성장의 기본 조건이

일본의 관점에서 지역 내 천연자원 개발과 수송,

다. 이를 위해 철도, 도로, 항만과 같은 교통·물류

만주 지역과의 연결, 동해안 항구를 통한 만주와

인프라의 개발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필수적
이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기존 인프라

19 	북한의 교통인프라별 수송 분담률은 철도 86%(화물운송

노후화, 국토 면적 대비 총 연장 부족, 교통 연결

90%, 여객운송 62%), 도로 12%, 해운수송 2%라고 알려져

성 부족,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같은 만성적인 문

화사, p.202)

있다. (출처: 유영구(2021),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경인문

표 6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국가경제발전계획의 교통·물류분야 비교
구분

국가경제발전전략 (2016-2020)

국가경제발전계획 (2021-2025)

목표

기간산업 효율성 제고

철도현대화 적극 추진, 수송사업 혁명적 개선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 적극 개발

•철도현대화

철도운수

•현대적인 철도통신 및 신호체계 도입

•평양지하철도 기술개건 현대화

활성화

•철도역과 철길 주변 수림화, 원림화,

•철도통합수송관리체계 구축

과수원화

정책
과제

도로운수
활성화

•자체 기술개발역량과 설계역량 확보

•고속도로, 관광도로 개건현대화

•자동차통합운수관리체계 구축

•자동차 운수부문의 수송기반 마련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생산(지하전동차,

•현대적 륜전기계 개발 생산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여객버스)

•신규 선박 건조
항만능력
제고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원산항을 세계적 항으로 건설
•여객수송을 위해 현대화된
대중교통 수단 도입

출처 : 저자 작성

•세계적인 선박건조기술
발전추세에 맞는 대형짐배 건조
•수송지휘의 정보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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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의 연결을 목표로 계획, 건설된 것이다20.
또한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도 위주의 교통 ·
물류망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보다 오

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
의 7.7%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자급도는 91.4%
에 달하는21 자력갱생을 실현하고 있다.

히려 자립경제노선을 강화하는 데 쓰인 것도 문

현재까지 북한의 에너지정책은 절약 및 효율

제가 된다. 북한은 초기부터 도로 인프라에 투자

화, 공급능력 확충,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크게 세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자립경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에너지 절약 및

제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석유 수입과 치안의 관

효율화를 위해 기존 발전소 시설의 개보수22, 4대

점에서 주민의 이동 제한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

선행부문 및 중요 공업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기술

에 따라 교통 인프라는 석탄으로 생산되는 전력

도입, 기업소 운영 시 에너지 절약형의 기업전략

기반의 철도를 중심으로 운행되었고, 석탄공업

이나 경영전략의 강조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과 철도운수부문이 인민경제 선행부문으로 중요

공급능력 확충의 경우,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취급되었다.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23 지방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년 전략과 5개년 계획

자력갱생 차원에서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

에 도로운수 활성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추가된

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24. 특히 김정은 위원장

것을 볼 때 현재 북한은 기존 교통·물류 인프라

이 2016년에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수립하

에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

면서 기존에 중앙에서 수행하던 전력공급사업이

체 기술 개발과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철도, 도로

도(道)가 자체 실정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는 것으

인프라의 전기화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계획

로 바뀌면서 지방에 다수의 소수력 발전소가 건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보다 도로 수송이 증

설되었다25.

가하기 시작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에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너지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자립노선은 유지하면

북한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기존의 수력, 화력

서 새로운 교통·물류 수단을 발굴할 수 있다는 판

발전과 마찬가지로 자체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자력갱생의 원칙 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다. 에너지
북한의 경제계획에서 에너지 분야는 4대 선
행부문의 전력공업과 석탄공업을 합한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전력생산이 수

20	이찬우(2019),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시대의 창, p.175
21	김경술 외(2020),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p.11
22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북부지역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1990년
대 이전에 건설된 소련식 화력발전소 등이 해당된다.

력 발전소와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 위주

23	최근 건설 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

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전력은 일제

해당 사업은 총 발전용량 200만 kW, 물길굴 160km, 8개의

강점기에 마련된 수력발전소와 송배전망을 기반
으로 1960년대 이후 신규 건설된 석탄 활용 화력
발전소, 공산권 붕괴 이후 도입된 중소형 수력발
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중심으로 생산되

목공사라고 하는 단천수력발전소(2017년 5월 착공)가 있다.
댐, 6개의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한다.
24	최근 3개년(2018년~2020년) 완공된 소수력발전소가 12개,
현재 건설 중인 소수력발전소가 35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25	유영구(2021.5.24.), ‘북한, 지방 차원의 에너지 자급 추진’,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
21051815593094841#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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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에너지분야 비교
구분

국가경제발전전략 (2016-2020)

국가경제발전계획 (2021-2025)

목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망 조성

전력증산

•기존 수력발전소의 정비 보강
전력
증가

•기존 수력, 화력 발전소 정비 보강

•수력발전소 신규 건설

•신규 수력, 화력 발전소 건설

•기존 화력발전소 복구

•국가의 전력계통을 방사형으로 구성해

•기존 송배선망 개건 보수

전력도중 손실 감소

•국가의 전력관리체계 개선

•석탄공업부문에 설비, 자재, 노동력,
정책
과제

석탄
생산량
증가

자금 등의 집중 투자

•탐사선행
•탄광설비 현대화 투자로 석탄생산량 증가

•새 탄광 개발로 석탄생산능력 증가
•유연탄 적극 개발이용
•선진과학기술 적극 도입
•조수력발전소 건설 집중

친환경

•에너지 절약기술 적극 수용

에너지

•풍력, 조수력, 메탄가스, 태양광, 태양열,

개발

지열에너지 적극 활용

•핵동력공업창설 추진
•조수력, 태양빛, 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출처 : 저자 작성

이해된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가 탄소

량 증가를 바탕으로 전력 증산의 목표를 달성한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과 정책 추진에

다는 방어적인 방식을 제시하였다.

집중하면서 최근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기 시

여기에 덧붙여 중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한 조

작했지만, 북한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역

수력 발전소 건설과 핵동력공업 창설로의 진입

사는 19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에 신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이 신재

재생 에너지 개발을 장기적 국가행동계획의 주

생 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요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2001년에는 신재생 에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존 에너지원이 80% 이

너지 개발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26. 그리

상(2017년 기준 석탄 53.6%, 수력 26.5%)을 차지

고 김정은 위원장 시기인 2013년 9월에는 최고

하며, 지방의 중소형 발전소나 신재생 에너지 발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을 채

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소규모 공장이나 가

택하기도 했다.

정용 전력 충당을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

2016년 5개년 전략과 2021년 5개년 계획에서

는 실정이다.

제시된 정책과제도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공급
능력 확충,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는 큰 틀을 벗
어나지 않는다. 대신 5개년 전략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전력생산 증대를 바탕으로 4대 선행부

26	풍력, 태양광, 태양열, 조력, 바이오가스 및 매스, 연료전지 등

문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

6개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에 관련된 계획 내용을 담았다. (출

과 다르게, 5개년 계획은 기본적으로 석탄 생산

인, p.80)

처: 권세중(2020),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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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전망

있지만, 경제적 차원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
는 자립경제 전략을 사실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에너지·물자 절약형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국가 단위의 경제 성장에서 일반적인 원칙은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례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

의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발전의 향방을

이 최근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새로운 성

꾸준히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93년 이후

장 경로는 다양한 경제 정책의 시행착오를 경험

북한은 여타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성

하면서 점차 확립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

장을 위해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에서 수출지향

북한의 경제 정책은 저개발국 경제에서 일반적으

형 공업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지만 자

로 나타나는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립경제라는 기본 노선의 변화 없이 효과적인 대

점에서 문제가 된다. 국가 성장의 일반 원칙은 존

외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북한이 처

재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국가의 경제성장 경로

음으로 경제전환을 모색한지 거의 30년이 지난

가 개혁을 통한 적절한 자원의 배분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는 북한 내부의 산업구조나 인프라의

추가적인 자원의 투자에서, 기술 투자를 통한 생

낙후성 문제,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위기요소

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로 취급되는 문제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존

그런데 북한의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4대 선행공

경제, 사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업을 기반으로 거의 모든 원료나 자재를 국산화

제기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하겠다는 자립경제 노선을 고수하면서 천연자원,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경제 성장 경로를

자본, 노동력 등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의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속에서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자립성이 다시 강조
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북한 경제의 장기적인
부진은 표면적으로는 국제제재로 인한 투자유치

현재 북한 내부에서도 새로운 경제 성장 경로

실패를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효율적인 경제성장전략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은 최근 학술적 차원에서 순환경제 개념을 통해

대외경제정책을 대표하는 무역 개혁은 보통 기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업 차원의 민영화, 노동력 차원의 노동 개혁, 자

생산방식을 제안했다. 이것은 생산에 투입된 자

원 분배 차원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

원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반복 사용하는 경제시

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은 경제 발전을

스템으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술개발

포함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제

및 발전이 병행되면서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끌

도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어낸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 광범위

을 가진 인적자본의 부재가 무엇보다도 문제가

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체제전환

된다.

논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이에 따라 북한이 원하는 보건,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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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과

까지 0%로 감축한다는 야심찬 목표이다. 이것은

함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국제협력을 위해 달성해야 할 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때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젠다로 취급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국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자생

서도 친환경 인프라 개발로 해당 목표를 달성해

력 강화를 목표로, 북한 경제 특유의 특수성에 매

야 할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몰되지 않는 장기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 제시가

첫째, 자연재해, 폭염의 기후변화나 대기오염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할 역

과 같이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할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
이다. 둘째,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2.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국토 인프라 분야의 전망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들
이 친환경 인프라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국토 인프

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를

라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모두 자립경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자립은 그동안 국

제 노선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제 에너지 시장 변화에 취약했던 개발도상국 경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통·물류 인프라의 전

제의 약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

기화나 에너지 인프라의 조수력 발전소 건설 집

해 줄 수 있다27.

중 같은 정책과제를 통해 국토 인프라 분야에서

현재의 기후변화는 주요 선진국에게 막대한

선진기술의 도입이 기존의 자립경제 노선을 강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

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그러나 북한의 국토 인프라 분야의 정책과제들

지구적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

은 향후 국제경제 편입을 가정하고 이 때 필수적

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여건변화들

으로 탄소중립 관련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전략이

을 반영하여 미래 선진기술에 대해 좀 더 거시적

세워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

북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에는 크게 환경·기술적 측면의 여건 변화와 경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북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

제·산업적 측면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

제사회의 이해와 합의를 얻어내기도 쉬워질 것

이다.

이다.

먼저 환경·기술적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관련 논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
난화를 1.5도 이내 상승으로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45%, 2050년

27	실제로 2015년에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도상국
의 투자가 선진국을 능가하였다.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사이언스 온(2016.6.6.).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도상
국의 투자가 선진국을 능가’ https://scienceon.kisti.re.kr/
srch/selectPORSrchTrend.do?cn=GTB2016000239 )

18

다음으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자립경제 건설

이 촉발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 인프라

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기존 북한의 경제정책 기

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자립경제는 미

무역은 저임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가 제품의 대

국이나 중국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에서

량 생산과 수출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알려져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북한과 같은 중소규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립된 개도국이 국제시장

모의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은

에 진입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려면 아직

불가피하다. 특히 현 시점에서 북한은 전 지구적

가난한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중국과 경쟁

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기존 경제, 사회 시스템에

해야 한다. 또한 생산제품의 수입은 대부분 수출

대한 패러다임 전환까지 고려한 경제 발전 전략

국보다 부유한 국가들을 통해 이뤄질 것이므로

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경제발전이 촉발하는

해당 국가들의 환경, 노동, 안전 규제들을 만족할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적자원의 부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북한과 같이 고립된 개도국이

이에 대응해 본고에서는 미래 한반도에서 지

무역을 통해 국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

속가능한 새로운 장기비전 및 경제발전전략의

국의 수출모델보다 경쟁력 있고, 주요 선진국의

수립과 전방위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인프라 개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여기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에 우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실현하

이동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이나, 데이터

기 위해서는 먼저 대외경제를 종속과 자립 사이

와 가상공간을 활용한 공유 경제 영역 확대, 메타

에서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는 북한의 국가경제

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확대와 같이 디지털 전환

발전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야기하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남북경협을 재개, 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이 촉

기존의 저임 노동력 기반 수출주도형 성장 방식

발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강

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전략과 협력 방

소기업들의 등장, 이들이 요구하는 생산 모델 변

안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기술적 측면

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과 경제·산업적 측면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국

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토 인프라 개발 계

토 인프라 개발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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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제8차 당대회로 본
북한의 국가운영 전략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

Ⅰ. 들어가며

년 1월 제8차까지 총 8차례 열렸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후 35년간 열리지 않았다. 대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부

적으로는 1990년대 말 동맹국들이었던 동유럽

터 12일까지 중앙기관과 각급 조직대표 5,000명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전환, 경제문제가 원만

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에

하게 해결될 때까지 당대회를 열지 말라는 김일

서 노동당대회(이하 당대회)는 국가가 나아갈 방

성 주석의 유훈이 있었고, 극심한 수해로 인한 대

향과 규범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량아사자 발생 등 대내외적 상황으로 오랜 기간

북한주민은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동안 당대회를 열 수 없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 없다. 10세 전후부터 15세 전후까지는 소년

와서야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가를 운

단, 15세 이후 30세까지는 청년동맹, 30세 이후

영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2016년 5월 제7차

에는 직업총동맹(일반 회사원) 또는 농업근로자

당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다시 5년 만인 2021년

동맹(농민)에, 결혼한 여성은 여성동맹에 자동

1월 제8차 당대회가 열렸다.

가입된다. 노동당에 입당하면 다른 조직으로부

북한은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기간에도 조

터 자동 탈퇴된다. 이러한 모든 조직들은 조직법

선노동당이 국가 주요 지도부의 직책이나 직위

에 “조선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노동당의 지도

를 대외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국가 운영 방향을

를 철저히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결정해 왔다. 다만, 당대회를 통해서 하는 방식은

제1장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

보다 더 공식적이고 체계화된 방식이다. 따라서

선노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

정기적으로 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향후에도

고 되어 있다. 즉 북한 내 모든 조직과 정부기관

국가운영에 있어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대외전

은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필수로 규정한 것이다.

략이나 국가규범을 정해 나갈 뜻을 보여준 것이

그동안 당대회는 1946년 8월 제1차부터 2021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8차 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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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대 조선노동당 대회 현황
구분

개최일

주요 의제

참여자 수(명)

제1차

1946. 8. 28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 목표 제시

801

제2차

1948. 3. 27

제3차

제1차대회 목표 재확인 및

999

김일성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선출

(결의권: 903, 발언권: 96)

1956. 4. 23

제1차 인민경제 5개년 계획 등

914

제4차

1961. 9. 11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등

제5차

1970. 11. 2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등

제6차

1980. 10. 10

제7차

2016. 5. 6

1,230
(결의권: 1,157, 발언권: 73)
1,871
(결의권:1,734, 발언권:137)

당의 지도이념 주체사상으로 정하고

3,220

수정주의 배격 결의

(결의권: 3,062, 발언권: 158)

국가발전 5개년 전략 및 김정은 제1비서 추대

3,667
(결의권: 3,467, 발언권: 200)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위키백과, 이승열(2016) 등에서 구성

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향후 북한의
국가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8차 당대회 개최 특징
1.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인원
이번 제8차 당대회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그
동안 개최된 당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
여하였다.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중앙당급) 인

표 2 제8차 당대회 참여자별 구성
부문별 대표

참여자 수(명)

당·정치 일꾼대표

1,959

국가행정·경제 일꾼대표

801

군인 대표

408

근로단체 일꾼대표

44

과학·교육·보건·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현장 핵심당원 대표

1,455

계

5,000

그림 1 제8차 당대회에서 참석 중인 부문별 대표들

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
표자 4,750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여성대표자
가 501명(약 10%)이다. 대회 방청으로 2,000명
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 위기임에도 많은 인원
이 모인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8차 당대회를 통
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대내외 위상을 보다 강
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방역으로 인
한 경제적 위기를 당을 중심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333

자료 : 조선중앙통신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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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당원 의견수렴1

제 실태를 잘 이해하고 이들의 자본을 국가경제
발전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북한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당대회 준비기간

당대회 참석자 수도 역대 가장 많은 5,000명이었

동안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각급 조직에 파

는데 현장 핵심당원 대표를 당·정치일꾼 대표자

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

에 버금갈 만큼 많이 참석시킨 것은 당이 현장민

자, 농민, 지식인 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

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

록 하였다고 한다. 방식도 단순보고가 아니라 관

을 보여준다.

련 요해검열 소조(TF)들을 각 도에 파견하여 실
태를 파악하게 한 다음 성, 중앙기관들을 방향별,
부문별로 보내어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구체

Ⅲ. 제8차 당대회 주요 내용

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당에서 파견한 TF들은 제7차 당대회 결정 집

제8차 당대회에서 논의되고 승인된 안건으로

행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는 첫 번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두

하지 않고 태공(외면)한 것은 무엇인가, 실리적

번째,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세

으로 한 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 것은 무엇

번째,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네 번째, 조

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이다2. 중앙위원회

당 지도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업총화는 제7기(2016년 5월6일~2021년 1월

그 진상을 구체적으로 투시(점검)하였다고 한다.

9일, 위원장 김정은)에 대한 것이다. 사업총화는

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동안 중앙당 부서들과 전

과거 특정기간 동안 진행하여온 일에 대한 결산

국의 당 조직들이 지난 5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

을 의미한다.

한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목표와 계획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당중앙위원
회 정치국과 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안(제기)하여

1. 제7차 당대회 총화

왔다고 하였다.
당에서 파견한 TF들의 활동 과정을 통해 ‘대

제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언급되었듯이 국가

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발전 5개년 전략 등 제7차 당대회에서 결정했던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

주요 과제들을 총화하고 ‘당면한 간고한 상황’을

어 현장 민심 실태 파악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했다. 제8차

인다. 인민대중과 유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당대회 목적이 제7차 당대회 결정의 집행 과정을

으로 보인다. 소조의 임무 중에는 장마당 실태를

전면적으로, 다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앞

파악하는 것도 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개선

으로 개선을 위한 구체적 경험과 교훈을 찾는 것

조치 이후 북한의 국가계획경제와 주민들의 장
마당(시장) 경제는 사실상 따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 경제 운영에서도 장마당 경

1 	이하는 노동신문 2021. 1. 9 참고
2 	노동신문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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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7차 당대회 주요 결정들
주요방향
① 수령권력의 공고화
② 국방공업과 경제건설 병진노선 채택

주요내용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위원 10인) 위원장으로 추대
특별히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국가기업의 자산을

③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

경제행위자들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기존의 사업체계(국가계획경제시대에 제정된
경제관리체제)를 헌법에서 삭제

자료 :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을 참고하여 구성

이라고 했듯이 제8차 당대회에서는 주로 국가발

필품과 식량을 제외한 물품 대부분이 북한으로

전 5개년 전략 등 제7차 당대회 주요과제의 결정

유입될 수 없도록 하였고 또 북한의 주요 외화획

과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성과와 문제점들을 토

득원인 광물자원과 그 외 다양한 임가공제품의

의하고, 앞으로 개선을 위한 구체적 경험과 교훈

수출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해외에 파견하였

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던 건설부문 노동자들도 더 이상 해외에서 외화
벌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에 대응해
북한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을 통한 경

2. 성과 이룬 국방분야,
목표 미달된 경제분야

제발전을 꾀하여 왔다. 이를 위해 평양과 강원도
원산 갈마지구, 양강도 삼지연, 그 외 평안남도
양덕 등지에 대규모 관광·레저 시설을 건설하고

지난 제7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5개년 전략에

있었다. 그러나 평안남도 양덕의 온천휴양지구

서 여러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국

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외화 부족으로 원자재 수

방분야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성능 개량 등 진보

입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건

적 결과를 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6

설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년 9월 9일 5차,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통
해 최종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폭탄 시험
까지 마쳤다고 주장하였고 국제사회도 이를 시

3. 당규약 개정 및 중앙지도기관 선거3

인한 바 있다. 반면 내세웠던 목표 중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였

당대회에서 각급 당 대표자들은 “당과 인민을

는데 이는 경제문제(특히 관광시설 건설)를 언급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끄실 분은 오

하고 있다고 본다.

직 김정은밖에 없다”는데 공감하였다고 주장하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경제와 국방공업을

였다. 또한, 한 참석자는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총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그에 따

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제의하였

라 진행된 여러 차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
한 제재를 불러왔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필수 생

3 	노동신문 2021. 1.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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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전체 대표자들은

를 통한 자력갱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다는 것이다. 식량증산은 북한정권수립 이래 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김정은 총비서 직책 변

상 중요 과제였고, 이번 당대회에서도 자력갱생

경이 이번 제8차 당대회 주요 의제 중 하나임을

을 위한 기본과제로 이를 강조하였다.

보여준 것이다.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의제 외에 총비서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추후 선거를 통해 선임하기로 하였다.

2. 국방현대화로 대외 군사적
대결 유지 강화

Ⅳ.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본
국가운영 전략

국방현대화가 핵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통한 대미 협
상전략에 나설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대

1. 자력갱생을 통한 국가회생 노력4

외적으로 언제나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되
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대결은 힘으로만 담보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가지 핵심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경공업분야에
서 원료의 국산화, 철강생산 확대, 식량 증산, 국
방 현대화, 과학기술이 그것이다. 유엔의 대북제

3. 과학기술로 자력갱생 지원

재로 날로 악화하는 국가적 문제들에 대해 집중
과 선택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이다.
북한은 유엔의 경제제재로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데, 대북제재 국면에서 원료나 원자재

과학기술을 선정한 것은 기술발전이 경제성
장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연스
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던 경제분야는 자체생산

제8차 당대회 보고를 종합하면, 경제운영체제

내지 수입 대체로를 찾지 못하면 관련 경제는 어

를 자력갱생화하여 장기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려워질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주민생활에 필

천명한 것이다. 전향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없

요한 대부분의 생필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였고,

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으로 국방부문에서

2010년 이후에는 원료는 수입하되 생산은 자체

는 지속적 신기술 개발/시험을 통해 능동적 현상

로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하지만 원료는

변경 의지가 있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왔다. 2017년 이후 관
광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준비하면서 시작한
평양, 삼지연, 원산 등에 건설되는 건축물들에 필
요한 철근과 건설자재 역시 대부분 중국으로부
터 수입하였다. 경공업 분야에서 원료의 국산화

4 	노동신문 2021. 1.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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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민심 파악과 당 지배력 내실화

남북한 교류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분
야는 역시 경제분야일 것이다. 다만 북한이 경제

이번 제8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발전 전략을 구사할 때 핵을 폐기한 후인지 핵을

TF들을 조직하여 현장을 실제로 파악하는 등 인

보유한 상태인지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민에 대한 당 지배력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향후 북한과 미국이 전략

통상적 당대회나 여러 당 회의는 세포당 조직으

적 선택으로 북핵 폐기 협상에 적극 나서면 북미

로부터 관료적으로 문서를 통해 보고받아 준비

관계 개선과 더불어 남북교류는 상당한 탄력 받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0년 이후 보편화된 장

겠지만 전통적 방식(step by step)으로 추진해 나

마당 경제로 인해 사실상 북한에서 국가계획경

갈 경우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제는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기존 국가에 소속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기업소 당 기관들의 관료적 방식으로는 사
회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없다는 것
을 잘 알고 이를 개선하려는 현장학습과 점검에
중점을 둔 당대회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발전 목표와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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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권 수립 후 줄곧 1인 1당 체제로 정권
을 운영해 왔고 이것이 초유의 경제난에도 북한
체제를 유지해주는 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
부의 충격 또는 자극에 의해 인민들의 의식이 변
화하지 않는 한 현재 정치체제를 고수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전환기 시
장경제 체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제
는 시장경제원리를 용인하고 활용하여 운영해
갈 가능성이 크다. 시장경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 대외개방이 필수이므로 남
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대
두될 것으로 본다.

이슈진단

북한의 농촌지역
DB구축 방안과 농촌개발의 함의*

김 혁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적에 있어서도 농촌이라는 지역의 공간정보 보
다는 산업의 분야별 정보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남북관계 변

문이다.

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북한 DB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점차 확산되어 왔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역개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있어왔으

서도 북한의 농촌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북한의

나,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농

침체된 식량생산을 증산하고 북한주민의 식량부

촌지역 공간연구를 위해서는 농촌지역 공간정

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교류협력 사업으

보 구축이 필요하고 DB구축을 위해서는 기초정

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 들어 북한의 지역개발에

보 조사 및 수집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초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대한 관

정보 자체의 희소성, 분산된 정보 취합의 어려움,

심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

기초정보 조사 및 수집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 시

과 달리 농촌지역별 기초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간적 소요로 큰 진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

농촌개발에 필요한 연구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만, 특정 기관들에서 성격에 맞는 일부 분야에

있다.

DB구축 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북한 지역개발 연구는 특정 도시개발구나, 군

이다.

단위 농업개발구, 농업 관련 정책 등 단편적인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 농촌지역의 기초자료

측면에서만 진행되는 수준이며, 농촌개발에 대

를 수집하고 데이터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한 현안연구나, 정보구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

고 그에 따른 농촌개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도시(평양, 원산, 청진
등)의 풍부한 정보와 달리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농촌에 대한 기초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축

* 	경남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에서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농촌지역 DB구축 방안’을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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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농촌

간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연

현황과 북한통계 동향을 파악하고 남북한 농촌

계됨으로서 함께 관리할 수 있고 동시에 읍을 중

통계 비교를 통해 계정을 검토할 것이다. 비교검

심으로 농촌의 자생력을 확보해 생활권을 비롯

토를 통한 계정을 토대로 농촌 기초정보 수집방

한 정주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농촌계획에서

법을 제시하는 한편 수집방법을 통해 확보된 기

출발하기 때문이다2. 이러한 농촌계획은 읍을 중

초정보를 통계분야에 시범적으로 접목할 것이

심으로 소규모의 지방공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다. 끝으로 기초정보를 기반으로 확보되는 수치

갖춤으로서 도시와의 격차를 좁히고자 했던 농

화 정보가 북한의 농촌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농

촌공간계획에 따른 것이다.

촌개발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농촌부락(리) 개발계획의 기본원칙은
첫째,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입각한 단계별 계획
작성, 둘째, 혁명전적 및 사적지를 비롯한 당의

Ⅱ. 북한의 농촌현황과 북한통계 동향

사상교양거점 조성, 셋째, 농민의 사상문화, 생활
문화의 편리성을 고려한 작성, 넷째, 경제적 형편

1. 북한 농촌 정의와 현황

및 기후풍토 조건, 주민의 생활감정 고려, 다섯
째, 현존건물의 최대한 보존 및 지방자체의 자재

북한에서 농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거주민

생산을 활용한 건설에서의 경제성 보장, 여섯째,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나 지구를 의미

농촌부락 개발은 경작지를 침범하지 말아야 하

하며, 농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부락, 시골을 농

며 경사지를 이용해 건설대지를 최소화 할 것, 일

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곱째, 지대조건에 맞게 특색 있게 작성할 것, 여

구역, 주민구성, 생산, 주택, 자연환경이 농촌과

덟째, 부락의 발전전망과 농촌건설에서 부락이

같은 지역도 농촌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다1. 즉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도록

정주지역 경제활동인구 다수가 농민으로 구성되

하고 있다3.

고 자연경관이나, 문화주택이 농촌과 같으며, 지

이러한 북한의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모든 군

역의 주력 산업이 농업인 지역을 아우르는 범위

에는 주거, 지방공업, 행정, 교양 및 교육, 문화체

를 농촌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육과 같은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농촌의 정의는 지방행정체계상 군으

군의 중앙을 중심으로 군 인민위원회, 농장경영

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군에 거주하는 다수의 경

위원회 등 행정, 사법기관과 김일성, 김정일 연구

제활동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주를 이

실을 비롯한 교양, 문화시설, 주거공간이 자리 잡

루며, 군의 대표적인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북한의 농촌은 지방행정단
위인 군으로 분류하며, 이하의 농촌 DB구축의
범위는 군의 산업, 인문, 자연, 행정 등 농촌지역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북한의 농촌(군)은 도시와 농촌 간 복합형 공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2004), 『조선말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
사, p.284.
2 	김민아(2019), 「북한의 농촌 공간계획의 특징에 관한 연구: 김
일성 시기 도농연계이론을 중심으로」『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
集』, 제21권 4호, 한국농촌건축학회, pp.11-16.
3 	김룡철 외(2005), 『농촌부락계획』, 평양: 공업출판사,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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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자립원칙에 따라 지방공업

과 지방행정의 기초단위를 리에서 군로 변경했

공장들이 농촌의 외곽을 이루며 읍 단위의 외곽

다. 이에 따라 기존의 리인민회의와 리인민위

에는 리 협동농장들이 형성되어 있다.

원회를 폐쇄하고 리 행정을 군인민회의와 군인

이 같은 읍 단위의 도·농간 격차, 지방의 자립

민위원회로 이관했으며, 1974년에는 ‘지방주

적 원칙에 따라 추진된 지방공업 및 문화시설 확

권기관구성법’을 제정하고 1977년에는 ‘도인

대에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민위원회사업규정’과 ‘시·군인민위원회사업규

경제발전 정책은 여전히 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

정’을 채택해 군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체계

공업중심의 성장과 농업, 경공업 동시발전이라

를 갖추었다.

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권의 붕괴

시산업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의 희생이라는 경

와 더불어 경제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1992년 사

제발전 정책이 지속되어 경제성장에서 농촌이

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조

고립되고 도시가 성장하는 불균형적인 성장형태

치를 취했으며, 2001년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

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 생산성 증대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의 예산, 계

예컨대 주요 핵심도시(평양직할시, 남포특별

획, 생산, 경영 등의 권한을 강화했다. 2009년에

시, 개성특별시 등)의 식량수급을 높이기 위해 여

는 ‘농장법’을 제정했으며, 2013년부터는 협동농

러 군을 포함시킨다거나, 주요 탄광, 광산 등에

장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도급제와 포전관

노동자구를 설치하고 필요물자를 군에서 우선

리 담당제를 명문화하고 결산분배방식을 개정하

보급하도록 한다거나, 군에 기름공장, 가구공장,

는 등 농촌의 식량생산을 장려해 왔다.

식료품공장, 방직공장, 편직공장, 기계공장 등을

현재 북한의 행정은 지방행정체계에 따라

설치하여 농업보다는 지방공업의 자립을 강조함

1직할시, 3특별시, 9도, 24시, 146군으로 구분되

으로서 농촌의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어 있으며, 평양시 강동군, 강남군, 남포시 용강

되는 것이다.

군을 포함할 경우 농촌으로 규정되는 전체 군 단

북한의 농촌은 오래전 개인농업에서 협동조

위는 149개이다. 이러한 지방행정체계는 기본적

합을 중심으로 한 농업집단화가 추진됨에 따라

으로 도시와 농촌을 행정적으로 구분하는 동시

변화되었다. 농업집단화는 1954년부터 시범적으

에 농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

로 도입되기 시작해 1957년에는 93%, 1958년에

앙집권적 농촌행정체계를 의미한다.

는 99%가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고4 1959년부

이러한 농촌의 행정체계로 인해 농촌의 성장

터는 모든 협동조합이 리 단위의 협동농장으로

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으며, 농촌통계 또한 제

통합됨에 따라 농촌부락의 성격이 행정단위에서

한적으로만 형성되어 있다. 차후 살펴보겠지만

생산단위로 변화된다. 특히 1960년대에는 ‘청산

북한이 공개한 통계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

리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농촌의 특성이 농업생

라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통계 자체가 지역

산단위의 성격으로 변화했다.
북한은 농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주권

4 	서동만(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출판사, pp.7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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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표보다는 중앙차원에서 추진된 거시적 지

한 보고서 통계가 있다8.

표로만 일부를 공개하거나, 공개 되더라도 정확

국내의 북한통계는 북한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만 기록된다

하는 거시적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농

는 점에서 북한 농촌의 DB구축을 위한 기초통계

촌이라는 지역공간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는 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계가 있다. 특히 국가통계 계정에서 지역 공간에
대한 인구계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시적 지
표, 명목별 지표들로 공간대상의 DB구축과는 큰

2. 북한통계 동향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종합적인 공간정보와는 달리 특정 분야에 대한

국내의 북한에 대한 통계는 거시경제지표, 특
정 분야별 통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통계자료

정보로 한정되어 농촌공간에 대한 계정으로 사
용하는 데 제한적이다.

는 국내의 북한자료, 국제기구의 북한 자료, 중

북한에서 통계를 생산하는 조직은 중앙통계

국을 비롯한 해외 북한 관련 무역자료를 토대로

국과 성(省)통계부로 나뉘어 있다. 먼저 중앙기관

기초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북

인 중앙통계국의 중앙계산소와 각 분야별(건설,

한통계 기관은 통계청, 한국은행이 있으며, 분야

국토, 농업, 대외, 상업 등) 통계조직은 특별시와

별 통계로는 농업기반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도 통계국에서 올라온 통계를 관리하며, 도 통계

의 통계, 산업 관련 기초정보를 축적 및 제공하는

국은 산하 시와 군 단위 통계부로부터 통계자료

KDB산업은행과 산업연구원이 있다. 또한 무역

를 수집하고 시, 군의 지부는 기업소와 협동농장

과 관련한 북한통계는 kotra(대한무역진흥공

으로부터 통계자료를 받는다. 성통계부는 특별

사),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북한 무역정

시와 도지도부로부터 통계를 보고 받으며 도지

보가 있다.

도부는 시, 군 지부로부터, 시, 군 지부는 기업소

통계청의 북한통계 지표에는 인구 및 영토, 농
림수산업, 광업 및 제조업, 경제총량, 대외거래,
사회간접자본, 교육, 에너지, 보건, 환경으로 전

5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index.jsp, 검색

체 10개의 주제별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국

6 	김경원 외 7인(2021), 『북한의 산업』, 서울: KDB산업은행.; 심

내에서는 가장 풍부한 북한통계를 제공하고 있

완섭 외 4인(2015), 「북한 기업(광공업·전력) DB 콘텐츠 구축

일: 2021. 07.17.

및 산업·기업 동향」연구자료, 2015(17), 세종: 산업연구원.

다5.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별 통계, 산업은

7 	대한무역진흥공사, https://www.kotra.or.kr/ 검색일:

행과 산업연구원은 북한의 산업별 공장기업소

2021.07.17.,;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검색일:
2021.07.17.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 동향 및 기초

8 	DPRK(2009), 「DPRKroea, 2008 Population Census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6. 한국은행은 GDP명목별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인구, 산업, 농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북한통
kotra7와

DPRKorea.; Publisher UNICEF DPRK(2018),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한국무역협회는 북한의 무역동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제기구에서 제

KOREA.; DPRK(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계,

공하는 북한의 통계자료나, 북한이 유엔에 제출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National Partner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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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의 통계생산 및 발표 체계
통계생산

통계취합

공장·기업소

시 통계국

협동농장

→

군 통계부

통계보고

직할시
→

통계생성
→

중앙통계국
통계발표

특별시
도 통계국

통계발표

계획수립
→

성(省)통계부

와 협동농장의 통계원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수집

동화 등 전체 44개 항목으로 전체 통계분야 중에

한다(그림 1).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의 농촌 생산단위의 통계원은 통계정보

이밖에도 북한의 농촌 관련 통계정보를 확인

를 군 인민위원회 통계부와 성 산하 지도부에 보

할 수 있는 자료는 북한의 교육도서출판사에서

고하며, 보고된 정보는 도 통계국과 도 지도부를

출판한 조선지리전서가 대표적이다10. 조선지리

거쳐 중앙통계국과 성통계부로 보고되고 해당

전서의 경우 전체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

자료에 따라 공식통계가 발표된다. 수집 및 분석

구별 통계를 보여주는 농업지리와 지역 공간정

된 통계정보는 수행정형에 따라 연간 성과지표

보 및 관련 통계를 보여주는 도 단위 지리전서가

및 연간생산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있다. 물론 해당 자료에서 보여주는 통계 자체도

북한의 통계는 수치보다는 성장률을 기초로

기본적으로 분야별 수치가 아닌 성장률을 중심

발표된다. 1960년대부터 북한은 통계수치를 발

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북한통계의 한

표하고 있지 않으나 1961년 당시 중앙통계국에

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지역

서 발표한 ‘인민경제발전통계집’을 통해 통계분

공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라

야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통계의 분야별 계정을

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면 종합편, 공업, 농촌경리(경영), 운수 및 체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

신, 기본건설, 노동, 상품유통, 대외무역, 교육, 문

공간에 대한 분야별 항목과 세부항목을 우선적

화·보건으로 전체 7개 분야 156개 항목으로 이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구체적인 계정

루어져 있다9.

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확보

인민경제발전 통계집에서 농촌 관련 통계는

되는 기초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축적하

종합편의 농촌별 인구, 농업비중, 평야, 행정구역

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별 항목과 세부항목을 우

등과 농촌경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농촌경리

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

는 대표적인 농촌지역 통계로 대상별 구성, 경지

라서 군 단위의 공간정보에 대한 분야별 항목 및

면적, 파종면적, 트랙터 대수 및 작업량, 도별 파
종면적, 도별 작물별 구성, 도별 사과생산량, 양,
돼지, 염소, 옥수수 파종면적, 뽕밭 면적 및 고치
생산량, 알곡수확량의 도별 구성, 농촌경리 협동
화, 농작물의 1정보당 수확량, 도별 농촌경리 협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통계국(1961),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1946~1960』, 평양: 국립
출판사.
10	교육도서출판사(1990), 『조선지리전서』, 1~30권, 평양: 교육
도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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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군 관련 통계 분

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로 정의

야를 검토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있다. 즉 농촌지역으로 구분된 군단위에서
생산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유무
형의 정보를 수량적 지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남북한 농촌통계 비교 및 검토

통계법에 따른 농촌지역 지표를 이해하기 위
해 군 단위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통계의 유형

1. 남북한 농촌통계 비교

과 규모를 살펴보면 평균 16개(지방의회, 공공행
국내의「통계법」에서는 ‘통계작성 기관이 정

정 및 사법, 재정, 교육 및 문화, 환경, 보건 및 사

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

회보장,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 주택, 건설, 금

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

융, 유통, 보험) 분야, 229개 항목, 1,324개의 세부

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

항목, 수치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군 단위 통

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계분야와 항목 구성은 통계청에서 공급하는 계

표 1 군 단위 통계 분야 및 세부항목

단위 : 개

북한1)

남한
분야

항목

세부항목

분야

항목
22

지방의회

3

8

종합편 2)

공공행정 및 사법

26

227

농촌경리

44

재정

12

77

공업

13

교육 및 문화

15

131

건설

10

환경

11

54

교육, 문화, 보건

32

보건 및 사회보장

42

151

무역

3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

12

63

상품유통

15

주택, 건설

16

103

운수 및 체신

9

금융, 유통, 보험 등

6

26

노동

8

전기, 가스, 수도

11

62

혁명사적지

1

농림수산업

37

202

자연

7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8

69

경제(공업/농업/운수)

3

사업체

3

25

위치, 면적, 행정구역

11

노동

4

18

명승지, 기념물, 야영소

4

인구

18

61

주민

1

토지 및 기후

5

47

-

-

합계

229

1,324

합계

156(183 3))

1) 북한의 세부항목은 제외
2) 종합편에는 자연조건, 행정구역, 평야, 하천, 호수, 공업과 농업비중, 도시·농촌별인구, 사회총생산액, 예산수입, 국내물가지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북한 통계국 국가통계의 9개 분야 156개 항목 외 27개 항목을 추가로 확인할 경우임.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 국가계획통계국(1961), 교육도서출판(1990)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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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군 단위들에서 수용함으로서 유사한 형태

활발해지면서 도·농간 경계가 희석되어 가는 것

를 가지고 있다(표 1).

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분

반면, 북한의 통계는 통계국에서 발표된 9개

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즉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분야 156개 항목으로 이는 전체통계를 의미하기

이동, 상품의 유통, 도로망, 이동수단의 제약, 농

때문에 군 단위를 대상으로 한 통계와는 일부 차

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농촌통계의 주요

이가 있다. 한편, 조선지리전서에서 나타난 군 단

항목들이 제한적으로만 생성될 수밖에 없는 한

위 분야의 관련 항목들을 확인 해본 결과 27개 항

계를 가지고 있다.

목으로 통계국에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농촌

넷째, 북한의 통계국 생성자료는 거시적 측면

지역과 관련된 일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에서 퍼센트, 배수로 공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한 농촌경리, 공업, 운수, 농촌별 인구와 주민 등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항목이나, 통계수치

일부 유사한 분야가 있으나 집계내용에 일부 차

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별

이가 있었다.

구분에 따른 통계 내용 자체는 도 단위를 중심으

남북한의 통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남한의

로 한 시, 군 단위 일부 분야에 한해서만 나타날

군 단위 16개 분야 229개 항목과 북한의 확인된

뿐 이하의 구체적인 통계수치나, 세부항목 정보

15개 분야 183개 항목을 비교하면 분야와 항목

는 제한적이다.

구성 모두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남한의

따라서 북한의 농촌DB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

경우 농촌이 현대화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농촌

적으로 분야와 항목에 대한 구성작업이 선행되

의 산업, 행정과 사법, 인구, 주택 등 다양한 분야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검토된 내용들을 토대

의 확산과 기초정보의 축적에 따라 계정이 확대

로 분야와 항목을 재구성하되 통합적 측면보다

된 반면, 북한은 농촌단위에 대한 중앙중심의 경

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된 개발계획으로 농촌사회의 변화가 크지 않

또한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은 지역과 산지가 적

기 때문이다.

고 평지가 많은 지역, 해안가지역, 내륙지역, 국

둘째, 북한의 농촌의 사적 영역에 대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지역 등 지리적 위치와 환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통계항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기초정보 구축의 변수로 나타난다. 앞서
의 통계항목들은 모두 국가에서 집계하는 공공
영역의 통계로 개인들의 사적 생산활동에 대한

2. 통계항목 사전검토

통계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 공
공영역보다 사적영역에 대한 분야별 규모가 상

남북한 농촌단위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이를

당수를 차지하지만, 북한의 경우 공적 영역이 크

감안해 통계 분야와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고 사적영역의 규모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다. 북한의 경우 남한과 달리 통계구축이 가능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으나 이 또한 배제할 수 없

한 기초정보가 부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표도

기 때문이다.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생성한 통계 분야

셋째, 남한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및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추가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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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남한의 통계 항목으로 추가 보완하는 형태
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다(표 2).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특성을 감

북한의 제한적인 농촌단위 분야를 남한의 군

안해 일부는 남한의 군 통계 형태를 추가 보완하

단위 통계 분야에서 일부를 추가함으로서 향후

였다. 그 결과 북한 농촌통계는 15개 분야로 구분

북한 농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항목을 통합

하고 그에 맞게 주요 항목을 93개항목으로 재구

적으로 구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세부항

성했으며 항목에 따라 검토해본 결과 약 220개

목의 확보, 기초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있다. 분야

이상의 세부항목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의 세분화는 항목과 세부항목을 효율적으로 구

되었다. 특히 항목의 경우 기존에 북한이 축적한

축하고 확보되는 기초정보들을 축적해나가는 데

156개 항목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분야가 늘어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항목은

에 따라 항목이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한 군 단위 주권, 행정 등 공공기관, 주요면적,

항목별 세부항목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역, 주

인구와 주택, 지방공업, 농림수산업, 토지이용,

권, 행정 및 사법 분야에서 주요부서, 인물, 규모,

교육, 보건과 의료, 문화관광, 자연과 기후, 도로

단체현황 등이 포함된다. 면적 규모에서는 주요

와 교통, 상하수도 환경, 전력 및 생활용 에너지,

7개의 대상별 면적 규모와 비율을 포함하며, 인

금융과 체신, 사적영역 15개 분야로 구분하고자

구와 주택에서는 군 인구, 리단위 인구, 세대별

표 2 군 단위 통계분야 및 검토항목
NO

분야

주요 항목

1

지역, 주권, 행정·사법

군인민위원회, 군인민회의, 군당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 군인민보안부, 주요 단체, 소방

2

면적

전체면적, 도내면적, 산지면적, 농업면적, 도시면적, 리 단위면적, 수역면적

3

인구, 주택

총인구, 행정리별 인구, 연령별 인구,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노후정도,
주택현대화율, 기타(인물)

4

지방공업

산업별, 업체별 규모 , 종사자별 규모, 중앙기업, 특수기업, 기타

5

농림수산업

농가인구, 농지규모, 축산, 수산, 임업(조림, 벌목), 기타(인물)

6

토지이용

농경지(논, 밭) 공원, 주택지, 공공지, 산업지, 산림지, 과수지

7

교육

육아교육, 초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8

보건, 의료

1차병원, 2차병원, 특수병원(요양병원), 산업병원, 접근성(거리별)

9

문화관광

도서관, 문화재, 공연, 교양, 체육, 휴양, 등 관광시설

10

자연, 기후

산, 강, 하천, 호수, 저수지, 해변, 강수량, 계절별 기온,

11

도로, 교통

도로망(육로, 철로, 해로), 접근성, 교통수단,

12

상하수도 환경

상수도, 상하수도 규모, 보급률, 하수도, 폐수처리, 생활폐기물

13

전력, 가스, 생활에너지

발전소, 배전부, 메탄가스, 생활에너지유형(석탄, 나무, 기타)

14

금융, 체신

저금소, 체신소, 체신원, 정보통신수단, 우편

15

사적영역

시장, 액상소득, 현물소득, 물가, 노동, 유통, 거주, 소토지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 국가계획통계국(1961), 교육도서출판(1990)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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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리단위인구, 농민, 노동자, 유형별 주택, 유

류 등을 포함했으며 사적영역에서는 시장, 사적

형별 규모와 비율, 리단위별 노후화 비율, 주택

노동과 임금, 소토지, 연간 평균소득, 현물소득,

재원 및 현대화 비율 등을 축적한다.

유통방법, 유통유형별 가격, 주거별 거래 및 가격

지방공업 분야로는 산업별 규모와 업체별 규

등을 포함한다.

모, 사업체수, 업종별 비율, 종사자 규모, 사업체

본 통계 분야 및 항목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별 규모, 중앙기업소, 특수기업, 관련 대표

북한의 군 단위의 공간정보를 어느 정도 수용할

인물 등이 포함된다.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농

수 있는 여부와 기초정보 수집이 얼마나 가능한

가인구와 농장별 농민, 리단위별 농장, 경작지별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

규모, 생산현황, 축산업 규모와 종류, 축산반, 축

초정보 수집은 관련 정보를 통계항목을 통해 축

산농가, 전문농장, 수산사업소, 양식업체수, 업종

적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

별 규모, 임업사업소, 갱목사업소, 산림경영소,

며 통계항목은 실제로 그러한 기초정보를 충분

기관별 주요 인물 등이 포함된다.

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토지이용에서는 농촌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
별 토지를 각각의 규모와 비율로 구분하며, 교육

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분야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등 육아교육, 소학교,
중학교 등 초등교육, 강습소, 전문학교, 대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 특수교육 시설과 교육생 규모
를 포함한다. 보건과 의료분야에서는 진료소, 구·

Ⅳ. 북한의 농촌지역 정보수집과
접근방향

리인민병원, 군인민병원, 산업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주민들의 이용편리성, 병상규모와

1. 기초정보 수집방법과 단계별 접근방향

의사 수 등을 포함한다.
문화관광에서는 도서관, 역사유적, 사적관, 사

데이터 수집방법에는 인적정보(HUMINT),

적지, 숙박시설, 체육시설, 문화회관 등으로 구성

기술정보(TECHINT), 공개출처정보(OSINT)가

했으며 자연 및 기후조건 분야에서는 주요 항목

있으며,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별 규모와 계절별 기온, 강수량 등을 포함했다.

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도로 및 교통 분야에서는 급수별 도로 현황과 철

가 있다. 인적정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

도망, 주요 교통수단들이 포함되었으며 상하수

해 공개정보나, 위성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

도 및 환경에서는 상하수도 연간, 월간 수요, 용

태를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술정

수별 시설과 현황, 하수종말 현황, 시설규모, 폐

보의 경우 신호정보나, 영상정보를 기준으로 접

수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근하게 되는데 특히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공개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종류별 현황과 송

되어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를 시각적으로 검증

배전 시스템, 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별 현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개출처정보의

과 규모 등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금융

경우 북한에서 공개된 자료, 국내에서 공인된 정

과 체신 분야는 저금, 체신, 컴퓨터보급, 우편분

보를 검토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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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이터 정보수집 및 구축방법
인적정보1)
(HUMINT)

기술(위성)정보2)
(TECHINT)

공개출처정보3)
(OSINT)

북한주민 정보

지역위치 추정

국내 통계자료

북한이탈주민 경험

지역유동성 추정

북한 통계자료

북한전문가 자문

지역규모 추정

지역 정보자료

기초정보 수집, 선별, 추정

항목별 분류 및 데이터 축적
1) 인적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는 내부의 정보원, 협조자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함.
2) 기술정보(TECHINT: Technical Intelligence)는 기술정보(신호, 영상 등)를 활용하여 얻는 정보 또는 정보수집 방법을 의미함.
3) 공개출처정보(OSINT: Open Source Intelligence)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로써 라디오, TV, 신문 등의 정보를 포함함.

이다(그림 2).

공개출처정보는 북한에서 생성하고 공급하는

인적정보의 대표적인 수집방법은 국내에 정

공개된 자료, 국내의 통계청, 통일연구원, 북한정

착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포털, 북한 관련 매체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현재

을 수집해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

33,752명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

개출처정보는 조선지리전서, 조선전사, 조선통

지고 있는 북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대상지역

사, 노동신문,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 학회보,

의 기초정보로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

화보, 잡지, 북한의 공식 웹페이지, 국내의 북한

한 작업은 북한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개출처 정

정보 공급기관들에서 제공하는 기초정보를 복합

보에 대한 신뢰성과 농촌지역에 대한 실태를 확

적으로 수집해 축적하는 방법이다.

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정보 수집 및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의 단
계별 접근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위성)정보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공개출

첫 단계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분야 및 항목을

처자료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구축하는 사업, 둘째 단계는 인문정보를 축적하

라 지역의 수치형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

는 사업, 셋째 단계는 공간의 수치형 정보를 구축

서 중요한 기초정보 수집방법이다. 위성영상을

하는 사업, 넷째는 단계별 접근에 따른 시기별 변

활용한 정보축적은 북한이 공개한 주요 정보, 국

화를 정보화 하는 사업이다(그림 3).

내의 북한 동향정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들

그림 3과 같이 먼저 분야 및 항목을 구축하는

을 시각적으로 파악 및 분석함으로서 그 실태와

사업은 북한의 통계분야 및 항목을 중심으로 새

현황을 추적하고 나아가 대상 지역의 정확한 수

롭게 확보되는 북한의 기초정보를 효율적으로

치를 파악해 기초정보로 축적해 갈 수 있는 수집

관리하고 축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방법이다.

할 부분이다. 특히 기초정보는 북한의 언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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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초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접근 방향
정보수집방법

단계별 접근방향

세부내용

분야 및 항목 구축

농촌단위 15개 분야, 220개 항목

인문지리정보 구축

농촌단위 분야별 위치, 실태 추적

수치형정보 구축

위성분석을 통한 동향 파악, 규모 파악

시기별 데이터 구축

시기별 변화 정보의 적용 및 축적

인적정보
위성영상정보
공개출처정보
자료 : 저자 작성

자료, 국내 북한 관련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데이터 구축은 북한 농촌

양한 유형의 분야와 항목을 선차적으로 구축함

의 동향을 시기별로 파악함으로서 북한의 농촌

으로서 비규칙적인 기초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적

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시

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별 변화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과거 북한농촌

통계분야 구성 다음 단계로 인문지리정보 구

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축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공개되고 있는 농촌지

를 거쳐 향후 변화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의미

역 분야나, 항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1차적으로

를 가진다.

파악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행정지리 정보가 있어야
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문지리는 기본적으로

2. 정보구축을 위한 분야별 시범적용

주요 산업위치, 행정위치, 보건의료, 교육 등 모
든 분야의 위치정보를 1차적으로 구축함으로서

북한 농촌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앞서 구축한

북한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분야와 항목을 기준으로 어랑군의 기초정보를

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어랑군은 1읍,

인문지리정보 구축 다음단계는 위치정보를

1구, 20개 리 단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

기반으로 한 수치형 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

치가 해양과 농업, 산림, 양어업, 공업 등을 골고

요하다. 농촌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대상별 수

루 갖추고 있어 시범대상으로 적용하기에 용이

치와 규모를 파악해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하다. 다만, 관련 주요 내용을 모두 담을 수가 없

를 토대로 데이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정

기 때문에 분야별로 중요한 특정항목만 선별적

보를 통한 기초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화하는데

으로 적용할 것이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의 동향을 보다 정

첫 번째, 어랑군의 주요 주권, 행정, 당, 정치단

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

체 분야를 조사한 결과 군 인민위원회 산하 23개

출처나, 인간정보의 불완전한 수치정보를 정확

행정부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14개 부서, 당·

하게 파악하는데도 용이하다.

정치단체 5개 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37

표 3 어랑군 최고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주요 부서현황

표 4 어랑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주요 부서현황

중분류

소분류

소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소분류

기관명

부(과)

규모

기관명

부서

사업

최고인민

어랑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

대의원

(최영숙, 전광록)

위원회

총괄

보건부

인민병원, 진료소

계획과

농업계획 관리

과장

법무부

수훈과, 표창과

노동과

농업인력 관리

-

교육부

교육강습소, 학교, 전문학교,

건설과

농업시설 관리

-

노동부

인력관리

농산과

농산업 관리

-

과수과

과수업 관리

-

축산과

가축방역 관리

-

잠원과

잠업 관리

-

양정부

양정사업소, 급양관리소

군
협동농장

직위

위원장
부위원장

문화부

문화회관

무역부

군중외화벌이사업소

위원회

상업부

상업관리소, 식료품상점 등

(14개

공예과

지방공예사업 관리

-

방역부

방역과

부서)

자재과

농업자재공급 관리

-

위생부

위생과

관개과

관개 관리

-

통계부

통계과

경리과

경리 관리

-

계획부

계획수립

운수과

운수사업 관리

-

재정부

-

기계과

농기계사업 관리

-

배전부

송배전소

기술

농업기술사업 관리

-

위원회

체육부

경기장, 실내체육관

지도과

(23개

도시

건물보수사업소, 도시경영사업소,

부서)

경영부

원림사업소, 난방사업소

군
인민

경영

자료: 통일부(2019), 김영희 (2017), 임도빈 외 2인(2015),
북한 이탈주민 증언을 참조하여 작성.

지방

설비과, 기술과, 노동과, 재정과,

공업부

계획과, 기술준비소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정보통신부

체신소

자료, 연구자 자료, 인적정보를 통합적으로 정리

건설운수
상하수도
관리부
국토환경
관리부

도시건설대, 농촌건설대,
차사업소, 우마차사업소
상하수도관리소, 상하수도사업소
관개건설사업소, 관개수리사업소

하여 구축한 내용을 담고 있다(표 3, 4).
두 번째, 어랑군 주요 면적과 이용현황을 기초
데이터로 확보한 사례다. 어랑군 주요 면적과 이
용현황을 살펴보면 군의 전체규모는 함경북도

식료일용

전체면적의 약 8.43%로 1,340여 ㎢에 달하며11

관리부

전체 산림면적은 1,152.4㎢, 농경면적은 177.13

중소형발전

㎢, 시가화구역은 10.470㎢ (10,470,086㎡)로 확

관리부
4부

전시물자 관리

자료: 통일부(2019), 김영희 (2017), 임도빈 외 2인(2015),

인되고 있다. 해당 기초데이터는 조선향토대백
과 사전에서 나타난 비율정보를 수치로 환산하

북한 이탈주민 증언을 참조하여 작성.

에서 나타나는 정보는 중분류가 항목, 소분류가
세부항목, 소소분류는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를

11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평화문제연구소(2004),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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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어랑군 면적 및 이용현황
군면적
(㎢)

도대비비율(%)

시가화면적
(㎢)

시가화율(%)

산림면적
(㎢)

산림화율(%)

농경지면적
(㎢)

농경지율(%)

1,340.0

8.43

10.47

0.8

1,152.4

86

177.13

100

논면적
(㏊)

논비율(%)

밭면적
(㏊)

밭비율(%)

과수면적
(㏊)

과수밭비율(%)

뽕밭면적
(㏊)

뽕밭비율(%)

5,313.9

30.0

8,325.1

47.0

3,188.3

18.0

-

5.0

자료: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2004), Google Earth 참조하여 작성.

고 추가적인 부분은 위성정보를 활용해 수치화

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농장 현황의 비율은 조선

한 데이터이다(표 5).

향토대백과를 차용했으며, 일부 농지규모는 확

세 번째, 인구와 주택은 가구 수와 연동되기

인된 대상지역의 규모를 역추산한 수치다. 특히

때문에 DB구축에서 하나의 분야로 통합하여 접

리 단위별 면적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 6의 인구는 북한이

는 정확한 농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시한 2008년 인구를

상존한다(표 8).

기준으로 접근하는 한편, 리단위별 인구는 해당

다섯 번째, 표 9는 어랑군 보건의료 분야로 군

지역의 주택현황과 북한의 평균 가구당 인구수

단위들만을 대상으로 한 일반화된 기초정보를

4.5명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활용해 접근한 결과다. 북한의 군 단위에는 기본

(표 6, 7).

적으로 군 인민병원과 노동자구가 있을 경우 구

네 번째, 어랑군 지방공업과 농림수산업 기초

병원, 특정 산업체가 있을 경우 산업병원이 존재

정보는 주요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접근해 보았

하며, 리 단위별 진료소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다. 농촌의 특성상 주요 산업은 농업이기 때문에

어랑군의 병원과 진료소는 전체 23 곳으로 추정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정보를 축적하였다.

되며, 이 중 확인된 보건의료 시설은 어랑군 인민

어랑군에는 군 협동농장관리위원회 산하 22개의

병원, 어대진노동자구의 구인민병원, 어랑군 산

리 협동농장이 있으며, 협동농장 산하 작업반들

업병원, 두남진료소이다(표 9).

표 6 리단위별 인구 및 가구수 현황
합계(명)

남(명)

여(명)

두남리

2,205

1,045

1,160

52.6

490

137.5

량견리

1,188

563

625

52.6

264

177.1

여성비율(%)

세대수(가구)

1인당
시가화 면적(㎡)

지역명

룡평리

2,731

1,294

1,437

52.6

607

190.4

수남리

2,565

1,215

1,350

52.6

570

81.6

567

269

298

52.6

126

222.0

9,256

4,386

4,870

52.6

2,057

147.9

팔경대리
합계

자료: Google Earth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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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어랑군 5개 리단위 주택현황
주택별
1동1세대
(단층)

1동2세대
(단층)

1동3세대
(단층)

1동4세대
(단층)

1동다세대
(연립: 3-4층)

기간

두남리

량견리

룡평리

수남리

팔경대리

노후별

1-10년

-

55

-

1

-

56

10-30년

33

63

29

70

-

195

30년-

-

-

192

110

102

404

1-10년

39

23

73

-

-

135

10-30년

165

50

60

101

46

422

30년-

26

-

39

-

17

82

1-10년

-

-

-

-

-

-

10-30년

-

-

14

60

-

74

30년-

-

-

-

1

-

1

1-10년

-

-

-

-

-

-

10-30년

-

-

-

-

-

-

30년-

-

-

-

1

-

1

1-10년

-

-

-

-

-

-

10-30년

-

-

-

-

-

-

30년-

-

-

-

-

-

-

490

264

607

570

126

2,057

리 단위별 세대수
자료: Google Earth 참조하여 작성.

표 8 어랑군 리단위 협동농장 현황과 구성
구/리

리 면적 대비
농경지(%)

협동농장

논(%)

밭(%)

과수(%)

뽕밭(%)

합계(%)

합계(㏊)

어랑읍

-

읍협동농장

-

-

-

-

-

-

어대진구

-

어대진협동농장

-

-

-

-

-

-

두남리

-

두남협동농장

26

66

4

3

99.0

-

량견리

-

량견협동농장

32.5

44.5

18.7

0

95.7

-

룡연리

-

룡연협동농장

33.4

56.7

5.7

4

99.8

-

룡전리

-

룡전협동농장

58.4

34.7

3.3

0

96.4

-

룡평리

45

호양협동농장

59

29.6

-

-

88.6

-

무계리

1.6

무계협동농장

0

0

0

0

-

283

봉강리

-

봉강협동농장

37.5

44.3

16.4

0

98.2

-

부암리

-

부암협동농장

40

55

5

0

100.0

-

부평리

-

부평협동농장

50

30

17

3

100.0

-

삼향리

15

삼향협동농장

30

60

10

-

100.0

2,657

소요리

2.9

소요협동농장

44.7

42.7

12.5

0.1

100.0

514

수남리

2.7

수남협동농장

48

36

12

4

100.0

478

운곡리

-

운곡협동농장

32

62

4

0

98.0

-

이엄리

-

이엄협동농장

36

47

14

-

97.0

-

이향리

-

이향협동농장

50

40

5

-

95.0

-

40

구/리

리 면적 대비
농경지(%)

협동농장

논(%)

밭(%)

과수(%)

뽕밭(%)

합계(%)

합계(㏊)

지방리

-

지방협동농장

57

40

-

-

97.0

-

칠향리

8

칠향협동농장

44

43

7

-

94.0

-

팔경대리

-

팔경대협동농장

47

34

-

-

81.0

-

화룡리

-

화룡협동농장

25

58

-

-

83.0

-

회문리

50

회문협동농장

0

0

0

0

-

-

자료: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2004) 참조하여 작성.

표 9 어랑군 보건의료분야 현황
병원명
어랑군
인민병원
어대진
인민병원
어랑군
산업병원
두남
진료소

위치

세부

어랑읍

병원

어대진구

병원

어랑읍

병원

두남리

진료소

병상
200~
300

분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렌트겐과,
구강과, 이빈후과, 피부과, 안과, 신경과,
결핵예방, 간염예방 등

의사
40~
50

50~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구강과,

15~

100

이빈후과, 신경과, 렌트겐과 등

20

50~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구강과,

15~

100

이빈후과, 신경과, 렌트겐과 등

20

0~5

외과, 내과, 소아과

1~5

진료

직위

종합

원장

종합

-

종합

-

소규모

-

자료: 신희영 외 3인(2016), 통일부(2019),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참조하여 작성.

여섯 번째, 어랑군의 주요 교육기관 현황으로

모든 리 단위마다 설치되어 있는 반면 관광, 휴

육아교육, 초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된다. 북

양, 상업편의시설은 읍 단위를 중심으로만 설치

한은 1975년부터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을

되거나, 리 단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이례적으

실시했으며, 2012년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으

로 설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로 전환하고 기존의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

접근할 필요가 있다(표 11).

중학교를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 나누어 운

여덟 번째, 어랑군의 자연 및 기후조건에 대한

영해오고 있다. 현재 위치상 확인되는 고등기관

기초정보이다. 주요 현황으로는 산, 봉우리, 하

으로는 농기계전문학교와 당간부학교가 있는 것

천, 호수, 기념물, 유물유적 등이 있다. 어랑군의

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학생수와 학급수를 파

지리적 위치에 따라 함경산맥을 기준으로 북쪽

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령대의 인구가 필요

의 경성군, 서쪽의 량강도 백암군, 남쪽의 화성군

하다는 점에서 기초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을 접하고 있으며 주요 하천으로는 주북천, 주남

있다(표 10).

천, 어랑천이 흐르고, 천연기념물과 유물유적이

일곱 번째, 문화관광편의시설 분야로 해당 관

분포되어 있다(표 12, 13, 14).

광편의시설 현황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대표

아홉 번째, 어랑군의 대표적인 교통 및 운수

적인 문화시설은 문화회관으로 읍 단위를 포함

시설로 기차역, 공항, 항구가 있다. 어랑비행장으

해 모든 리 단위마다 설치되어 있다. 문화회관이

로 불리는 공항은 군 전용 비행장이며, 어대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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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어랑군 주요 교육기관 현황
학교명

위치

분야

세부

학년수

학급수

학생수

특징

직위

어랑유치원

어랑읍

육아

유치

2

-

-

-

-

어랑소학교

어랑읍

초등

소학

5

-

-

-

-

어랑초급중학교

어랑읍

초등

초급

3

-

-

-

-

어랑고급중학교

어랑읍

초등

고급

3

-

-

-

-

어대진소학교

어대진구

초등

소학

5

-

-

-

-

어대진초급중학교

어대진구

중등

초급

3

-

-

-

-

어대진고급중학교

어대진구

중등

고급

3

-

-

-

-

화룡소학교

화룡리

초등

소학

5

-

-

-

-

두남초급중학교

두남리

중등

초급

3

-

-

-

-

두남고급중학교

두남리

중등

고급

3

-

-

-

-

룡연소학교

룡연리

초등

소학

5

-

-

-

-

당간부학교

미정

고등

전문

1

-

-

-

-

간호원양성소

미정

고등

전문

2

-

-

-

-

농기계전문학교

어랑읍

고등

전문

2

-

-

-

-

자료: Google Earth,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참조하여 작성.

표 11 어랑군 관광편의시설 현황
기관명

위치

분야

세부

용도

교통안전교육관

교양시설

아동교양

아동교통안전교육

3,346

어랑학생도서관

교육시설

도서관

학생도서

185

어랑남새상점

식료품

무, 배추 등

-

어랑식료품상점

식료품

기름, 간장, 기초식품

-

공업품

완구, 범랑, 등

-

어랑여관

숙박

여행객 전용

-

어랑은덕원

생활

목욕탕

1,000

여가시설

호수공원

16,242

여가시설

롤러스케이트장

8,865

어랑해수욕장

실외시설

계절성 해수욕

-

어랑역전광장

군중집회

여가, 집회

5,182

어랑경기장

실외체육

축구, 체육대회, 집회 등

23,116

실내체육

탁구, 농구 등

1,251

어랑공업품상점

상업편의시설

어랑읍

어랑청년공원
어랑역전공원

휴양, 놀이시설

행사, 체육시설

어랑실내체육관

수용 규모

인원

건물(㎡)

자료: Google Earth,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참조하여 작성.

구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소형항구가 있다. 어랑

역, 명천군과 근접한 봉강리의 봉강역이 있다. 도

군의 대표적인 교통 및 운송수단은 기차이며, 군

로는 읍을 가로지르는 1급(도로폭: 14-16m/3차

내에 위치한 기차역은 읍내 중앙에 위치한 어랑

로) 도로, 읍과 리 단위를 이어주는 3급(도로폭:

역, 어대진 노동자구와 접해있는 룡평리 어대진

8-9m/2차로) 도로가 있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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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어랑군 주요 하천 현황
명칭

유역

구분

길이(㎞)

폭(㎞)

면적(㎢)

경사(‰)

강수량(㎜)

주북천

화룡리 룡호동-운곡리

하천

36.5

1

203

26.2

700

주남천

칠향리-룡전-회문리

하천

32.5

3

228.6

23.5

750

어랑천

칠향리-룡평리

하천

112.9

-

2014

-

-

자료: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2004)를 참조하여 작성.

표 13 어랑군 천연기념물, 유물유적 현황
유적명

위치

기념명칭

구분

떡갈나무

두남리 3작업반

천연기념물 제000호

나무

장연호

룡평리, 부평리 일대

천연기념물 제328호

호수

무계호

무계리, 지방리 일대

천연기념물 제327호

호수

남증산성

룡전리 남증산 일대

문화재 제458호

산성

수남산성

수남리 남쪽지역 일대

문화재 제1397호

토성

모의사비

무계리 무계호 남쪽

문화재 제1490호

비석

자료: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2004)를 참조하여 작성.

표 14 어랑군 기후 현황
해안적산온도

산간적산온도

1월 기온

8월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2,740℃

2,840℃

-9℃

22℃

37℃

-31.3℃

서리

년 평균기온

년 평균강수량

년 평균풍속

4월 풍속

8월 풍속

10월초/4월말

7℃

700㎜

2.2m/s

2.8m/s

1.5m/s

자료: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2004)를 참조하여 작성.

표 15 어랑군 도로 및 교통운수 현황
리단위

기차역명

기차선로

어랑읍

어랑역

어대진노동자구

-

도로망

항만

등급

차로폭

평라선

원산-우암1

14-16m

-

평라선

원산-우암1

14-16m

어대진항

두남리

-

-

원산-우암1

14-16m

-

량견리

-

평라선

원산-우암1

14-16m

-

룡연리

-

-

어랑-칠향3

8-9m

-

자료: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2004); Google Earth를 참조하여 작성.

열 번째, 어랑군의 상하수도 및 종말처리 분야

를 가지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

는 북한 통계국에서 제공되는 도시지역, 농촌지

르면 상하수도처리 방식이 도시나, 읍내를 제외

역 상수도 보급률을 적용해 기초정보로 구축하

하면 대부분 전통적인 펌프형(졸장)이나, 도랑형

였다. 특히 하수도나, 종말처리의 경우 정확한 보

배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16).

급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

열한 번째, 어랑군의 전력, 가스, 에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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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상하수도 및 환경 현황
시기

상수도

하수도

총 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시설용량

1일1인당

(㎥/일)

급수량(ℓ)

2011

87,757

68,626

78.2

미상

미상

시기

총 인구(명)

배수인구(명)

보급률(%)

시가면적(㎢)

처리유형

2011

87,757

68,626

78.2

10.47

도랑형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한국수자원 공사 내부자료, 전문가 자문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표 17 어랑천 발전소 발전능력 현황
발전소명

발전설비(kW)

발전량(MWh)

평균전력(kW)

어랑천1호

60,000

-

-

최대전력(kW) 세대별 공급량(1일 또는 시간)
-

-

어랑천2호

25,000

-

-

-

-

어랑천3호

24,000

-

-

-

-

어랑천4호

20,000

-

-

-

-

어랑천5호

5,000

-

-

-

-

합계

134,000

-

-

-

-

자료: 김경원 외 7인(2015).

표 18 어랑군 체신소 및 전화국 현황
기업명칭

위치

분류

인원

업무

어랑체신소

어랑읍

체신소

200

우편, 소포, 전보, 전화, 저축예금

어대진체신분소

어대진노동자구

체신분소

30

우편, 소포, 전보, 전화, 저축예금

어랑전신전화소

어랑읍

전화소

-

전화, 정보통신

자료: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참조하여 작성.

는 농촌지역 공급유형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요

분야로 저금소(은행), 체신소(우체국)가 있으며

소인데 반해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다른 분야와

대체로 읍 단위에 위치해 있다. 일부 규모가 큰

비교해 접근성에 한계를 가진다. 다만 전력부분

리 단위나, 노동자구 단위에는 체신분소가 있어

에서 해당 농촌지역의 발전소 및 발전능력을 확

체신업무와 저금업무를 함께 관리하기도 한다

인하는 것은 일정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

어랑군에는 전체 5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건설

열세 번째, 어랑군의 사적영역에 관한 기초정

중인 4호발전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발전소의 발

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대상지역 북한이탈주민이

전능력은 11만 4천㎾ 인 것으로 확인된다12. 다

아니면 사실상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만 생산된 전력의 소비는 일반적인 농촌마을 주
민공급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공업용 전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표 17).
열두 번째,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금융, 체신

12	어랑천 1호발전소는 6만 kW 규모로 2007년에 완성되었으며,
2호발전소는 2013년 2만 kW로 완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음. 김경원 외 7인(2015), 「북한의 산업2015」, 서울: KDB산
업은행, 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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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사적영역 관련 주요 검토 항목
시장

위치

상인

크기

시장유형

특성

장세

자리값

어랑시장

-

-

-

종합

-

(원화)

위안 또는 달러

어대진시장

-

-

-

소매

-

(원화)

-

부동산명칭

위치

유형

구입가

현재가격

-

-

단층, 아파트 등

명칭

위치

써비차, 꼰테너

노동시장

-

위치

종류
여객용, 화물용

내용
농업, 상업 등

구입시기

준공시기

-

-

(달러 또는 위안) (달러 또는 위안)
차 가격

운임료

(달러 또는 위안

거리별 운임

또는 원화)

기간

소속
(기업)

소득내용

시간, 일당, 월급

연료

금액 또는 현물

휘발유,
디젤

연료가격
달러 또는
위안 또는
원화

금액/소득
달러 또는 위안 또는 원화 또는

외화벌이 등

-

소토지

위치

작물

소출량

토지규모

환산금액

○○산

-

옥수수, 콩, 채소

kg 또는 톤

평 또는 ㎡

달러 또는 위안 또는 원화

kg 또는 톤

자료: 저자 작성.

전반적인 농촌지역에서의 사적영역에 관한 분야

해 보았다.

는 대상지역에 대한 일정정도 수준의 경험을 가

어랑군을 대상으로 기초정보를 항목별로 적

진 북한이탈주민이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용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가 동

부분이 있다. 사적영역의 중요성은 군 단위의 공

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정보,

적 영역 이외의 사회적, 경제적 현황을 파악하는

위성정보, 공개출처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한 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표 19).

과 농촌단위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 대상별 현

어랑군을 대상으로 한 군 단위의 기초정보를

황을 일부 추적할 수 있었으며, 대상지역의 규모

일부 분야와 항목을 제외하고 적용시켜 보았다.

를 추적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다만, 정확한 수치

특히 제외된 분야에서 지방공업의 경우 핵심 산

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으며, 토지이용은 면

기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자료적 한계 역시 여

적 분야에서 일부 통합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배

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했다. 실제로 토지이용분야의 기초정보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리 단위별 경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농지별 규모를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은 대부분 세세항목으로 나갈

Ⅴ. 북한 농촌지역 통계를 통한
농촌개발 함의

경우 소분류에서 소소분류까지 설명하기에 지면
의 한계를 일정 정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북한의 농촌지역 DB구축은 남북한 농업,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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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과 한반도 미래의 식량안보를 위한 농

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사전에 수립한 농촌지역

촌개발 계획 수립에 선차적인 사업이다. 농촌지

개발계획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비교 검토함

역 DB구축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단기적으로

으로서 빠른 시간 안에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는 북한 주민의 생계문제와 주거생활 안정에 기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한반도의 식량수요

셋째, 미래 통일을 위한 국토관리 차원에서 한

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반도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이다. 북

농촌지역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농

한 농촌지역의 DB구축은 한반도 통일시대의 국

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

토개발정책 수립,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호하는데 중요한

축적하는 중요한 정보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농촌지역 DB구축은 크게 3가지 측면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농촌지역 통계정보를 1차적으로 접목하는
과정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에 맞는 주요 기초

첫째, 직접적으로 참여관찰이 어려운 상황에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는

서 북한의 농촌지역의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는

향후 농촌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

것이다. 현재 북한 정책연구 성과들과 달리 현실

용하는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적이고 구체적인 농촌지역 공간개발 연구는 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보되는 분야별, 항목

비하다. 이는 북한 농촌지역 실태와 현황을 파악

별 정보는 농촌개발계획의 다양한 측면에 활용

하고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정보 축적이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농촌지역 공간별 지역,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

주권, 행정 및 사법 분야에 대한 기초정보 구축은

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공간에 대한 기초정보를

대상지역의 조직과 행정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하

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며, 동시에 확보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데 있어 농촌지역 행정 관료들과의 연계도 주목

있는 통계분야와 항목 구성 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정은체제 이후 농촌지역

한다.

단위들의 자치적 성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

둘째,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북한 농촌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남북관계가 소원

앙관료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현지관료들에 대
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변화에 대비해 농

두 번째, 농촌지역의 주요 면적, 인구, 주택에

촌지역 개발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요에 맞는 개

대한 통계는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 그 수요를 파

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농촌지

악하고 개선사업을 준비하는데 중요하다. 농촌

역 개발계획은 직접적인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

지역의 시가화면적, 산지면적, 평지면적, 농경지

에서 가능한 정확한 공간정보가 있어야 그 수요

면적, 공업지면적, 농촌마을 리단위 면적 등 토지

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

용도별 정보는 농촌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

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남

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정보이다. 또

46

한 인구와 주택정보는 현재 농촌지역이 가지고

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축적 기반이 사전에 마

있는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마

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을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빠

한 수요를 파악함으로서 농촌마을 개발계획을

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히 농촌지역 DB구축은 대상별 개발방안을 사전

세 번째, 농촌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업과 지방

에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남

공업에 대한 통계는 농촌의 경제규모를 파악하

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초정보자

고 그에 맞는 지방경제 개발방향을 수립하는데

산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의 리협동농장은 농촌지
역의 대표적인 생산단위로 논, 밭, 과수, 뽕밭, 축
산 등 농업의 생산현황과 규모를 파악함으로서
그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북
한의 모든 농촌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지방공업
규모와 현황,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해당 농촌지
역 지방공업 개발에 필요한 수요와 계획 수립에
용이하다.
네 번째, 교육, 문화, 보건의료, 자연, 기후, 도
로 등 공공시설 현황 파악은 북한의 농촌지역 주
민들의 생활여건을 증진하는데 중요하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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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개발 동향분석

북한 자원・인프라 건설동향과
남북 협력1
송상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Ⅰ. 서 론

방안을 수시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북한 내 지하자원과 주요

광물자원 부존여건에 있어 남과 북의 차이

관련 인프라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로 인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개방 초기부터 유

남북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남북 자원협력

망 협력사업으로 높은 관심을 끌어왔다. 2005

방향을 정리한다.

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합의」이
후 짧은 시간에 진전을 보여온 북한 지하자원개

원고의 내용은 동향 파악을 중심으로 다음과

발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된 상태

같이 구성된다.

이다. 그 동안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광산

① 전체적인 배경, 남북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물 생산과 수출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위축되었
고, 자원협력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와 있다.

의 개요를 먼저 살핀다.
② 북한의 지하자원과 관련된 동향을 경제적, 정
책적, 기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남북 협력 여건이 다시 무

③ 2015년 이후 6년간의 북한 건설개발 동향을

르익었을 때를 대비하여 북한 자원 현황을 사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 광업, 자원과

에 파악하고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여전히

관련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리한다.

중요한 준비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자원 현

④ 자원분야 남북 협력에서 핵심지구에 해당하

황을 모니터링할 때 자원분야 협력에 최대 장애
요인으로 거론되는 전력, 교통과 같은 지원 인프
라를 포함하여 확인해야 한다. 유관기관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에 수립한 자원분야 협력

1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의 이행기구로서 2007년 북한 단천지역 광산과 인프
라 방문조사를 세차례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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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천지구의 주요 동향을 검토한다.
⑤ 향후 자원과 인프라분야 남북 협력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표 1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 요약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합의」 			
(2005.07.12)
	남북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자본·기술 등 경제요소
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 경공

동향의 파악은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15

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함

년 이후 정기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북한 내 건설·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한다. 즉 해당 동향

②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2006.06.06)
	남측은 북측에 의복, 신발, 비누 등의 경공업원자재를

자료에 포함된 채취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등

제공하고 북측은 그 대가로 지하자원개발협력 추진에

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지하자원과 관련 인프

처분권 등으로 상환하기로 함

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따라 자기 몫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

③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2007.05.04)
	북한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대흥광산(마그네사
이트),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2

Ⅱ. 남북 자원분야 협력 개요

1. 남북 자원협력의 초기 과정
북한 지하자원 관련 동향을 검토하기 앞서 자
원분야에 대한 과거 남북 협력의 내용을 되짚어

를 실시하는 등 북한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
의해 나아가기로 함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http://sonosa.or.kr)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실무협의까지
진행되었다.

볼 필요가 있다. 과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
원개발에 대한 남북한 합의와 실무협의가 진행
되어 소위 유무상통에 의한 실질적 협력사업을
현실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단

2.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른
현지 공동조사 결과

천지구 3개 광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매장
량과 개발인프라를 파악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지하자원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지하자

작업을 진행하였고,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 정

원 매장량, 개발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촌흑연광산에서 생산한 흑연을 수년간 반입하는

성분석, 적정 광산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가 필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은

로 2007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표 2의 검덕광산,

의복, 신발, 비누 등의 생산을 위한 남한의 경공

대흥광산, 룡양광산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

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한의 광산을

시하였다. 그 결과 광산은 전체적으로 개발가능

남북 공동으로 개발하여 광물로 대가를 상환받

한 상태이나 인프라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

는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2005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0차 합의」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정리되었으며,

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https://sonosa.or.kr) 상
의 주요사업 중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내
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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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지조사 대상 광산
구분

검덕광산

대흥광산

룡양광산

광종

연·아연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사이트

매장량

8억 2천만톤(Pb+Zn 5.09%)

8억 8천만톤(MgO 46.7%)

7억 7천만톤(MgO 45.8%)

생산량

연 20만톤(아연정광)

연 100만톤

연 100만톤

광산
사진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홈페이지(http://sonosa.or.kr)

로 판단되었다. 인프라 중 전력사정은 인근 허천

이지만, 산업적으로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종,

강 유역에 4개의 수력발전소를 고려할 때 상대

경제성 있는 광물은 약 2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단천시내

이 중 석탄,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희토류 등은

에서 무학역까지 약 90km에 달하는 금골선 철도

불확실하지만 추정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

나, 인근 항만인 단천항의 경우 적정한 가동을 위

권 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는 개선이 요구되었다.

북한 내에서 광물은 에너지 문제의 자체 해결
과 함께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의 주요 수단이 되
어 왔다. 그에 따라 표 4의 연차별 생산량에서 볼
수 있듯이 석탄과 철광석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

Ⅲ. 북한 지하자원 관련 동향

로 높다. 2019년 기준으로 광업분야는 북한 국내
총생산에서 전년 대비 0.4% 상승한 11%를 차지

1. 북한 광물 생산 및 수출 현황

하고 있다. 성장률은 0.7% 감소하였으며, 이는
북한 지하자원 관련 동향 중 우선 경제적 측면

전년의 –17.8%에 비하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에서 광물의 생산, 수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
3 	통계청의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

았다3. 북한에서는 표 3과 같이 총 728개의 광산

원통계포털(https://www.kigam.re.kr)의 「광업·광산물 통

에서 석탄, 철광석, 금, 동, 중석, 아연, 흑연, 마그

계연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북한 대외무역 동
향」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네사이트, 인회석 등 다양한 광물 생산을 생산하

4 	석탄광 259개, 금속광 306개, 비금속광 229개 등 총 794개로

고 있다4. 또한 북한에 부존하는 광종은 약 300종

분류하기도 한다(고상모, 2018).

표 3 북한 내 광산 현황

단위 : 개소

광산수 계

석탄광

728

241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2015)

일반광
소계

금속광

비금속광

487

26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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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광물 및 관련 생산품 연차별 생산량
생산량

단위 : 천톤

생산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석탄

25,000

25,500

25,800

26,600

27,090

27,490

31,060

21,660

18,080

20,210

철광석

5,093

5,232

5,190

5,486

5,471

4,906

5,249

5,741

3,280

2,829

조강

1,279

1,225

1,222

1,210

1,220

1,079

1,218

1,090

810

680

연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아연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6,279

6,452

6,446

6,600

6,675

6,697

7,077

6,837

5,832

5,604

시멘트

자료 : 통계청(2021)의 수치를 연도별로 재정리

표 5 북한 광물성 생산품 수출 현황
전체 수출
구분
2014

총수출
(A)

광물자원
(B)

단위 : 천달러, %

대중국 수출
총수출
(C)

광물자원
(D)

3,164,650 1,567,974 2,841,476 1,527,182

전체수출
광물비중
(B/A)

전체수출
중국비중
(C/A)

중국수출
자원비중
(D/C)

광물수출
중국비중
(D/B)

49.5

89.8

53.7

97.4

2015

2,696,538 1,338,056 2,483,944 1,302,476

49.6

92.1

52.4

97.3

2016

2,820,914 1,457,558 2,634,402 1,447,225

51.7

93.4

54.9

99.3

2017

1,771,852

643,829

36.4

93.2

39.0

99.7

2018

242,710

48,913

194,624

47,280

20.2

80.2

24.3

96.7

2019

277,777

34,294

215,519

32,951

12.3

77.6

15.3

96.1

645,533 1,650,663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2020)

있다(한국은행, 2020).

다. 이에 따라 과거 전체 수출에서 50% 가까운

2019년 북한 대외무역은 큰 폭으로 줄었던

비중을 차지하였던 광물성 생산품 수출은 표 5에

2018년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북한 최대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수출의 12.3%에 불과하

수출품이었던 광물성 생산품(HS 25~27)5 수출의

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광학·정밀기기류의

경우 UN 대북제재 영향으로6 2017년 55.7%가 감

25%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북한 전체 수출

표 6은 대중국 광산물 수출 물량을 보여준다.

의 감소를 가져왔다. 2018년 전년 대비 92.4%가

그간 대북제재와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광산물 수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도 전년 대비 29.9% 감소

출은 대부분 중국에 편중되었으나, 2018년 이후

하여 표 5와 같이 3,42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현재 UN 대북제재 영향이 없는 경공업 품목
위주로 북한 주력 수출품목이 변경되고 있는 상
황이다. 예를 들어 시계 및 부분품 등 광학·정
밀기기류(HS 90~92)가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
고 있다. 시계 및 부분품은 2018년 1,534% 증가,
2019년 58% 증가하여 4,949만 달러를 기록하였

5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 코드인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 기준으로 광물성 생산품
은 HS25(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HS26(광, 슬
래그, 회), HS27(광물성연료, 광물유)를 포함한다.
6 	UN 대북제재는 아래 건을 의미한다.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1호 (2017.8.5) : 북한산 석탄,
철광석, 납,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UN 제재 결의안 2375호 (2017.9.11) : 북한산 직물/의류
완제품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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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광산물 대중국 수출 물량
주요 광산물 대중국 수출 물량

구분

2011

석탄(천톤)

2012

2013

2014

2015

2016

11,057 11,809 16,498 15,437 19,581 22,440

2017

2018

2019

2020

4,815

-

-

-

-

-

-

철광석(천톤)

2,509

2,412

3,061

2,830

1,543

1,638

1,659

텅스텐광(톤)

211

184

123

136

140

99

597

2,739

2,196

792

몰리브덴광(톤)

326

833

593

564

818

968

1,053

1,234

1,185

158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21), 북한지하자원넷(www.irenk.net)

석탄, 철광석, 납의 대중국 수출 물량이 전혀 없다.

새롭게 발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

또한 2017년 8월 시작된 제재의 영향으로 제재에

2025)을 검토하였다.

포함되지 않은 텅스텐광, 몰리브덴광이 석탄이나
철광석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과 같이 정리한 신년사의 경우 중요시하
는 사항에 급격한 변경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전
력문제 해결, 석탄 생산 증대, 금속공업과 화학공
업에서의 주체화 등이 매년 강조되고 있다. 전력

2. 자원개발 및 관련 부문 정책 동향

증대, 인민생활향상, 공업생산정상화의 중대한
기반으로 간주하는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대대적

경제적 측면에 이어 지하자원에 대한 정책적

인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인 측면의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표 8에서는 최근 국가경제계획에서 해당 분야

를 위해 신년사, 국가경제발전전략 등에서 자원

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총괄

개발, 채취공업, 금속공업, 기타 관련 산업에 대

적인 전략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금속공업, 전력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즉 연차별로 발표되는 신
년사7의 내용과 지난 해 종료된 제7차 당대회
의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과 올초

7 	신년사가 없었던 2020년 내용은 2019년 말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표 7 신년사의 지하자원과 인프라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총괄기조
•노동당 70돐

2015년

•인민생활향상 전변
•대외경제 발전과 경제 개발구사업 적극 추진

채취공업, 금속, 석탄, 전력, 운수 등 관련 내용
•인민경제 기본동력인 전력문제 해결에 집중
•석탄과 전력생산 늘이고 전기 절약
•석탄공업부문 생산 증대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 중대

2016년

•강성국가 최전성기
•경제강국 건설로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

•발전소 정비 보강, 만부하로 생산 극대화
•신규 발전소 조성, 자연 에네르기 리용
•김철, 황철 주체화, 현대화 확대
•철도운수 규률 강화, 열차 정상운행 보장, 철도 현대화
•건설 대번영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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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괄기조

채취공업, 금속, 석탄, 전력, 운수 등 관련 내용
•단천지구 광산, 기업소 생산 정상화
•발전소, 금속/ 화학공장 석탄, 수송 수요 보장
•전력, 금속, 화학 선봉

2017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

•발전설비, 구조물 질적 보수, 기술 개조
•국가통합 전력관리체계 실속 운영,
발전능력 대대적 조성
•철 생산원가 저감, 주체화 생산정상화
•김철, 황철 공장원료, 연료, 동력 보장
•석탄, 광물 생산, 철도 수송에서 혁신
•자립적 동력 기지 정비보강, 새로운 동력자원 개발

2018년

•경제전반에서 활성화 돌파구 보장

•화력 전력증대 및 발전설비 정비보강, 손실최소화

•핵, 경제 병진노선 추진

•지방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 등 자체보장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주체적인 제철 제강 기술 더욱 완성
•탄성하나 화학공업, 촉매생산기지,
린비료공장 건설 추진

2019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 발전5개년목표
수행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 발전5개년목표
수행
•속도전으로의 회귀와 선택적 집중 전략

2020년

•자력갱생과 정면돌파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 추진
•에네르기 절약형 및 지방 중소형 발전소 건설 촉진
•건자재 국산화

표 8 국가경제발전전략의 주요 관련 내용
구분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과 문명국건설을
경제적으로 담보하여 인민들에게 문명한

총괄
전략

물질문화생활 보장
•국내총생산액 연평균 8% 증대
•전력, 석탄, 세멘트, 철도화물수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목표 설정

석탄
공업
채취
공업
금속
공업

•유망 탄광 집중 투자 및 생산 증대
•확고한 탐사, 탄량 선확보, 채탄 합리화·현대화,
운반능력 제고, 선탄설비 운영, 침수갱 정상화
•자원탐사를 앞세우고, 채광공정의 현대화, 대형화,
선광실수률과 제련실수률 제고, 단천지구광업 발전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
•자력갱생, 자급자족 기반의 신규계획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 구축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하여 투자
집중
•설비, 자재, 로력, 자금 보장, 채탄장 확보,
유연탄공업 발전, 탄부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석탄증산 선결과업 제시
•지질탐사 역량 강화, 지하자원 효과적 개발리용,
광산·제련소·공장 생산능력 확대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쌍기둥으로 주체화, 현대화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능력확장, 철강재 생산 확대

•주체철기술 완성, 금속공업 주체화, 개건현대화,

•공정 선진화, 에너지절약형 제철로 건설 및 능력

철광석 생산증대 및 품위 향상, 내화물생산 제고

확장, 철광석생산 활성화, 갈탄 이용 사업 추진

•에네르기 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전력과
전력
산업

석탄생산 증대, 자연에네르기 개발리용,
에네르기절약기술 적극 도입
•수력발전소건설과 생산 증대, 화력발전소 복구 및
설비 증설, 송배전망 개건보수, 도중손실 저감

•전력수요 공급을 위한 전력증산, 생산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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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철도운수
건재 등
건설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

•철도 현대화, 수송 수요 보장

•철도 현대화 및 수송사업 개선

•건재공장과 기업소의 현대화, 건재의 다양화,

•마감자재 자급자족, 세멘트 800만t 생산

다종화, 국산화 실현

•살림집 건설(평양, 검덕)

산업, 석탄공업, 채취공업, 철도운수, 기타 건설

가능성제고 등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자원

등으로 세분화된 부문별 목표와 중점사항을 함

개발에 있어서도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산업

께 정리하였다. 주로 석탄증산, 탐사강화, 생산능

의 자동화, 첨단화 경향이 반영되고 있었으며, 광

력향상 등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강조되었다.

산 현대화와 안전·광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술 관련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3. 광산개발 관련 기술 동향

있다.
지하자원 개발 관련 기술 동향의 경우 주로 선

① 채광법, 광업장비 연구는 경험적·이론적 방법

행연구8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론에 기초한 접근에서 현장특성 반영이 가능

선행연구에서는「채굴공학」,「지질 및 지리과

한 해석적 방법론 적극 활용

학」,「기술혁신」등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

② 광체 탐사 연구도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3차

을 기준으로 기술 동향을 확인하였다.

원 광체 모델링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정량적인

김정은 체제 이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과학

탐사기법 적용

기술발전, 지식경제, 첨단과학기술산업육성, 전

③ 2008~2013년 기간에는 재래식 채광기법 개

민과학기술인재화 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산업전반에서 정보화, 자동화, 현대화, 지속

8 	송재준 등(2021)과 강일석 등(2020)을 참고하였다.

표 9 지하자원 개발 관련 논문의 연도별 주제별 분포
주제

단위 : 건

수록연도(채굴공학)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광

7

5

5

5

6

6

6

8

6

7

발파

7

11

6

4

3

10

1

3

2

4

장비

6

10

5

7

5

6

4

1

1

2

지보

4

1

3

3

4

4

3

1

5

7

선광

2

1

0

0

0

0

1

0

1

0

암반

6

7

11

6

5

5

4

7

5

6

탐사

5

5

1

2

1

1

3

4

1

2

기타

9

4

6

4

4

2

3

1

3

2

계

46

44

37

31

28

34

25

25

24

30

자료 : 송재준 등(2021) 및 강일석 등(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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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연구 중심의 채광·발파·장비 분야의 학술

나아가 구체적인 광물별, 광산별 최근 동향을 검

논문 게재 빈도 높음

토하였다. 동향 분석에는 노동신문, 조선신보, 민

④ 2013년 이후에는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광

주조선 등 북한 소식을 알 수 있는 일간지를 주요

산안전과 관련이 깊은 지보·암반·탐사 분야

자료로 활용하였다9. 개별 동향을 정리하고, 분석

학술논문 게재 빈도 증가

할 때에는 건설사업의 유형을 기본으로 하는 총
10개의 시설분류체계10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교통물류, 에너지,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Ⅳ. 북한 광업자원시설 관련 동향
9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등 출처별 기사건수 비율을 보면,
노동신문이 54%, 민주조선이 43%, 조선신보가 3% 수준이며,

1. 건설·개발 동향 총괄

2020년부터는 자료 입수가 되지 않은 민주조선을 제외한 2가
지만 사용하였다.

북한 내에서의 지하자원개발 관련 동향을 경
제적, 정책적,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에서 더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분류, 건축
법에서의 건축물 용도 분류, 국가기간교통시설분류,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등을 포괄적으로 참고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10 시설분류에 따른 연도별 기사 분포

단위 : 건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교통물류시설

44

43

47

36

50

32

252

공급시설

51

46

50

61

85

63

356

공장시설

21

73

61

97

92

74

418

도시생활시설

56

36

45

34

28

50

249

국토지역개발

23

31

39

74

84

62

313

문화휴양시설

44

42

44

39

36

26

231

교육복지시설

66

70

91

79

76

39

421

광업자원시설

10

12

11

28

29

10

100

농임어업시설

101

87

123

114

129

91

645

환경방재시설

17

17

24

30

40

36

164

소계

433

457

535

592

649

483

3,149

광업자원시설 비율

2.3%

2.6%

2.1%

4.7%

4.5%

2.1%

3.2%

그림 1 시설유형에 따른 연차별 건수 추이
140

2015년

120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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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휴양시설

교육복지시설

광업자원시설

농업어업시설

환경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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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설유형별 연차별 주요 사항
구분

2015년

•생산능력
광업
확장공사
자원
•탄광 후보지
시설
조사

2016년
•채광/선광장비
정비
•순천세멘트
생산기지 건설

2017년

2018년

•탄밭조성사업

•채탄장 확보

•신규채굴장

•신규 갱개발

확대

활발

공장 •경공업 공장
시설
다수 완공

•나선세멘트
공장, 대안친선

•단천마그네샤

•탄소하나화학

공장 내화물

공업 대상 건설

생산기지 완공

진행

유리공장 완공
•청천강계단식
발전소 2단계
완공

체계 구축
•자연에네르기

준공

•동평양발전소

확대
보수

•단천발전소

•각지에서

착공

발전소 건설

• 평양/북창화력
발전소
보수공사

활발
•풍력, 조력발전
확대

발전추진
•평양국제

•예비채탄장
조성

•검덕 제3선광장 •큰물피해 예방/

•시멘트공장
개건 활발
•지방공업공장
조성 증가

복구
•인비료공장,
경공업 공장
다수 완공
•건재생산기지
꾸준히 조성

정상화
•발전설비/
구조물보수
•지방중소형
발전건설

•어랑천4호 완공
•강원도, 자강도
중소형발전소
완공

•자연자원발전
사업 확대

•함북 도로,

•전국적 도로

보수
비행장 제2항공 철도복구사업
교통
•항만/해운/
물류
역사 완공
•개성 중심도로
항공 사업
시설 •무궤도전차
개건 등
•혜산/삼지연
노선공사 완공
지방사업 진행
철길 완성
주요 •미래과학자
완공
거리
시설 •과학기술전당

2020년

•전력생산
•통합전력관리

공급 •백두산영웅
시설
청년 발전소
•중소형수력

확대
공정개선

•주민생활 공장
완공

2019년

•백두산영웅
청년3호 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마천령굴

•여명거리
•세포등판축산
기지

•천수백km
도로기술 개건
•혜산/삼지연
철길보수

•어랑천5호,
예성강청년5호,
초산청년4호 등
발전소

•지역간
연계도로 진행
•관광지
인접교통 건설

•도로, 철도 개건
•태풍 유실 철길/
도로복구
•궤도전차
적용 계획

•삼지연군(2단계) •순천인비료공장
•양덕온천
관광지구
•어랑천
팔향언제

•살림집 실적
증대
•중요대상
완공 지연
•국제제재,

•청천강계단식
`기타

발전소 종업원
살림집 건설

•교통물류,

코로나, 수해로

발전시설 등

진행 둔화

인프라 관련

•80일전투로

기사 증가

수해 복구 및
사업 처리

주택, 도시·지역개발 등 관련 개발·계획·제도의

연차별, 시설유형별로 정리된 일간지 자료의 기

동향을 파악하였다.

사 건수를 보여 준다11.

시설물 분류에 따라 6년간 사업(시설)명, 규모,

표 10과 그림 1을 볼 때 광업자원시설 관련

참여주체, 지역 등 사업개요와 구체적인 내용 총
3,149건이 정리되었다. 실제 분석에서는 3,149건
에 2021년 1분기의 40건을 추가하였다. 표 10은

11 	연도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2020년 민
주조선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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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건수는 전체 건수에서 2~5% 사이의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전체에서 농림

표 12 광업자원시설 관련 분기별 건수
건수

분기 소계

연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5년

1

2

6

2

11

2016년

3

3

3

3

12

2017년

2

0

4

4

10

저수지건설, 양묘장건설, 양식장건설 등이 포함

2018년

9

4

6

9

28

된다.

2019년

15

5

3

5

28

2020년

4

2

4

1

11

2021년

2

-

-

-

2

어업시설 관련 내용이 20%로 가장 많고, 공장시
설(13%), 교육복지시설(13%), 공급시설(11%)
이 뒤를 이었다. 농림어업시설에는 농경지확보,

각 시설유형에 대해 연차별로 주요 사항을 정
리하면 표 11과 같다. 광업자원시설의 경우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새로운 갱 개발, 채탄장 다수 확보, 설비 개보수,

표 13 광종별 건수
분류

탐사활동 강화 등이 여기 해당된다. 공장시설로
서는 경공업 공장을 비롯하여 화학공업, 건재공

금속

장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공급시설은 주로 발
전시설이 눈에 띄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
용도 빈번하였으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어랑천발전

통물류시설에 있어서는 기존 철도, 도로에 대한

건수

금

4

동

1

아연

13

철

11

린회석

2

마그네
사이트

비금속

석회석

소, 단천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비롯하
여 지방 중소형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교

구분

4

건수/비율

29

25.5%

15

14.7%

4

흑연

5

석탄

석탄

56

56

54.9%

기타

기타

2

2

2.0%

102

102

개건, 복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차별로

계

100.0%

주요 완공시설을 보면,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
리, 세포등판축산기지, 삼지연개발, 양덕온천지

별로 10~12건 정도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구, 순천인비료공장, 기타 중대형 발전소 등을 확

각각 28건이었다.

인할 수 있다.

전체 건을 금속, 비금속, 석탄, 그리고 세부 광
종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표 13과 같다. 석탄에
대한 내용이 54.9% 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금

2. 광업자원시설 관련 총괄 동향

속(25.5%), 비금속(14.7%) 순이었다. 금속 중에
는 철과 아연에 대한 언급이 11건, 13건으로 많

가. 전체 건수

았다.

전체 시설물에 대한 총괄 동향에서 나아가 광
업자원시설로 분류된 102건에 대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였다. 광업자원시설에 대한 내용은 상대
적으로 많지 않아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차

12 	자원 관련 시설의 건수가 전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타
연구원 선행연구 자료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치이며, 이러한
차이는 동향 분석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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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물개발 사이클에 의한 분류

표 15는 각 광종에 대해 어떠한 활동이 언급되

광업자원시설에 해당하는 건들을 광물자원

는지를 보여준다. 그에 따라 금광에 대한 내용은

개발 사이클에 할당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개

모두 선광에 해당하고, 석회석의 경우 대규모 발

발 사이클은 문헌13을 기초로 광물탐사, 개발, 처

파만 기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석탄의 경우 굴

리, 활용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였다. 탐사의 경우

진, 운반의 비율이 높아 예비채탄장의 확보, 벨트

조사, 탐광으로 개발은 개갱, 천공, 발파, 굴진, 채

콘베아 설치 등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 것을 볼

광, 운반, 지보, 배수, 통기, 운영, 장비 등으로 구

수 있다. 표 16은 동일한 내용을 단계별 활동에

분하였으며, 처리는 선광과 제련으로 세분화하
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표 14와 같이 탐사 2

13 	최요순과 이희욱(2020),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
발위원회(2015) 등을 참고하였다.

건, 개발 94건, 처리 12건, 활용 1건, 광해 2건 등

14 	개별 건이 여러 세부단계에 해당하여 한 단계에 할당하기 어려

으로 나타나 개발이 85%를 차지하였다14.

운 상황이 많으므로, 건수는 참고만 하도록 한다.

표 14 광물 개발 사이클별 건수 분포
광물탐사

광물개발

광물처리

광물활용

광해

조사 탐광 개갱 천공 발파 굴진 채광 운반 지보 배수 통기 운영 장비 선광 제련 유통 관리 광해
2

0

16

2

11

27

0

20

0

6

1

9

2

12

0

1

0

2

표 15 광종에 따른 광물 개발 단계별 건수
분류

광종

단계

금

광물처리

동

광물개발
광물개발

금속

아연

철

운영 1

1

개갱 4, 천공 2, 발파 2, 굴진 2
통기 1, 장비 1, 운영 1
선광 4

광해관리

침전지 2

광물개발

19

개갱 4, 발파 3, 굴진 1, 배수 1
장비 1, 운영 1

12

선광 1

린회석

광물개발

운영 2

2

광물개발

굴진 3, 발파 1, 운영 1

5

석회석

광물개발

발파 4

4

광물개발

운반 2

광물처리

선광 3

광물탐사

기타

4

마그네사이트

흑연

석탄

선광 4

광물처리

광물처리

비금속

세분류 및 건수

석탄

기타

광물개발

5

조사(탐사) 1
개갱 8, 발파 1, 굴진 21, 운반 18,
배수 5, 운영 3

광물활용

유통 1

광물탐사

조사(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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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
111

61

표 16 광물 개발 단계에 따른 광종별 건수
대분류

소분류

광물탐사

조사(탐사)

석탄 1, 기타 1

2

개갱

아연 4, 철 4, 석탄 8

16

천공

아연 2

2

발파

아연 2, 철 3, 마그네사이트 1, 석회석 4, 석탄 1

11

광물개발

광종 및 건수

굴진

아연 2, 철 1, 마그네사이트 3, 석탄 21

27

운반

흑연 2, 석탄 18

20

배수

석탄 5, 철 1

6

통기

아연 1

1

운영

동 1, 아연 1, 철 1, 린회석 2,

9

마그네사이트 1, 석탄 3

장비

아연 1, 철 1

2

광물처리

선광

금 4, 아연 4 , 철 1, 흑연 3

12

광물활용

유통

석탄 1

1

광해관리

침전지

아연 2

2

해당하는 광종으로 나타낸 것이다.

진 혜산청년광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었다. 즉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 단위에서 혜산청년광산
의 생산정상화, 오일광산의 침수복구, 운흥제련
소, 운흥광산기계공장, 운총강4호발전소 운영 등

3. 지하자원 광종별 동향

기업소 내 생산활성화 도모에 대해 다음의 내용

가. 금

이 언급되었다.

금의 경우 함경북도 화대군의 화대광산, 평안북
도 의주군의 천마광산, 함경남도 장진군의 중흥광

① 혜산청년광산 : 혁신갱, 승리갱, 기계화갱 등

산, 평안북도 운산군의 운중광산과 관련한 기사가
있었으며 모두 선광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었다.

에서 10여 개의 채광장 확보 추진
② 오일광산 : 갱침수복구계획 수립 및 채굴장정
리, 갱건설

나. 동

③ 지질탐사대 : 혜산지질탐사대, 신정지질탐사

동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부존지역으로 알려

대, 갑산지질탐사대 등 작업탐사, 갱도굴진,

표 17 금 관련 기사 내용
광산명

개발단계

주요 관련 사항

게재일

화대광산

자원처리 > 선광

•조광사, 벨트콘베아건설, 대형마광기설치, 방대한 선광장건설 완료

2016. 07. 13

천마광산

자원처리 > 선광

•선광장 개건 완료 (2016.10.19 조업식)

2016. 10. 20

중흥광산

자원처리 > 선광

•선광장 개건확장공사 완료 (2016.11.09 조업식)

2016. 11. 10

운중광산

자원처리 > 선광

•1.5배 확장된 선광장 건설 완료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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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작업 등 광량확보 지질탐사

기업소(4건), 재령광산(5건), 은률광산(2건) 등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는 철광산에

다. 아연

대해 정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연과 관련한 기사는 총 19건이 있었다. 국제
적 수준의 부존지역인 함경남도 검덕광업련합기

마. 인회석

업소에 대한 기사가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비금속 중에서는 인회석, 마그네사이트, 석회

였고,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광산(2건), 평안남도

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인회석의 경

성천군 장림광산(1건)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검

우 순천지구 린비료생산기지 건설에 맞게 린회

덕기업소에 있어서는 백암갱이나 21수직갱과 같

석광산의 생산정상화, 생산능력개선을 실현하기

은 신규 갱개발, 제3선광장 정비, 기타 광물증산

위한 작업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15. 인회석 관련

운동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기사는 모두 2019년 것으로 채취공업성 주관 하
에 추진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었다.

라. 철
북한은 함경북도 무산 철광산, 황해남도 은률

① 생산활성화, 채굴장환원복구, 생산능력개선

철광산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철 부존지역을 보

에 있어 탐사, 굴진, 박토처리를 앞세우면서

유하고 있다. 철과 관련해서는 재령광산에서의

보다 많은 광석원천 확보 추진

봉천광구와 같은 신규 광구 개발, 대규모 발파와
채굴장 확장 등 생산증대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총 11개의 광산이 언급된 가운데, 무산광산련합

15 	지난 해 공장이 완공되었음에도 인회석 채광이 여의치 않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었다.

표 18 아연 관련 기사 내용
광산명

개발단계

단천광업련합기업소

광해관리 > 침전지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주요 관련 사항

게재일

•(검덕지구) 미광침전지 공사

2015. 05. 14

자원개발 > 개갱

•백암갱 개발

2017. 08. 08

은파광산

자원개발 > 운영

•(광명갱) 수해방지사업 추진

2017. 07. 23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자원개발 > 통기

•신규 압축기장 건설 추진

2018. 03. 13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자원개발 > 개갱/선광

•21수직갱 건설 중, 제3선광장 개건 추진

2018. 04. 23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자원처리 > 선광

•제3선광장 부선계통 2단계 개건공사

2018. 11. 29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자원개발 > 장비/천공/발파/선광 •(금골광산) 광물증산투쟁

은파광산

자원개발 > 천공/발파/굴진

검덕광업기업련합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단천지구광업총국

2019. 02. 13

•광물생산성과 확대

2019. 02. 21

자원개발 > 개갱

•(금골광산) 21수직갱 건설 중

2019. 06. 05

자원처리 > 선광

•제3선광장 부선공정 개건 완료

2019. 07. 03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자원개발 > 개갱

•21수직갱 완공(2019.11.20 준공식)

2019. 11. 21

장림광산

광해관리 > 침전지

•2개 미광침전지 완료

2020. 03. 17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자원개발 > 굴진

•고속도굴진경기 조직

2020.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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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철 관련 기사 내용
광산명

개발단계

주요 관련 사항

게재일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자원처리 > 선광

•대형원추형 파쇄장건설

2015. 03. 11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자원개발 > 발파

•(로천분광산) 40만산대발파

2017. 01. 05

재령광산

자원개발 > 개갱

•봉천지구 새 광구 건설

2017. 02. 26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자원개발 > 발파

•45만산대발파 진행

2018. 01. 06

상농광산

자원개발 > 굴진

•심부지구 채굴장확장공사

2018. 03. 23

금속공업성

자원개발 > 개갱

재령광산

자원개발 > 개갱

•(흑색광업관리국) 철광석 생산 증대노력
		 (새광구, 새광산, 정광생산공정 정비)

2018. 09. 01

•봉천광구 개발 공사

2018. 11. 25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자원개발 > 발파

•(로천분광산) 1광구 30만산대발파

2019. 01. 24

재령광산

자원개발 > 배수

•봉천광구 박토처리, 채광전투

2019. 01. 30

재령광산

자원개발 > 장비

•유압설비 재생 수리기지 꾸림

2019. 03. 13

은률광산

자원개발 > 개갱

•서해리분광산 개발 중

2019. 03. 25

표 20 흑연 관련 기사 내용
광산명

개발단계

주요 관련 사항

단천지구광업총국

자원개발 > 운반

•(광천광산) 삭도 공사(마감 단계)

2018. 01. 22

단천지구광업총국

자원개발 > 운반

•(광천광산) 삭도건설 완공

2018. 10. 03

흥산광산

자원처리 > 선광

•생산능력확장공사(90% 넘어섬)

2018. 12. 22

흥산광산

자원처리 > 선광

•능력확장공사 완료

2019. 03. 18

흥산광산

자원처리 > 선광

•부선장능력확장, 생산설비 원성능회복

2020. 07. 17

② 채굴장 증가에 맞게 설비보장을 따라 세워 채
굴작업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설비관리·기술
관리로 가동률, 리용률 극대화
③ 침수된 채굴장과 갱들 복구,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보수 진행, 생산공정 완비
④ 채취공업성 주관으로 영유광산, 증산광산, 풍
년광산 등 전국 소재 광산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바. 마그네사이트

게재일

사. 석회석
석회석의 경우 모두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산하 순천석회석광산에서 다량의 석회석을 확보
하기 위해 진행한 발파작업에 대한 것이었다16.
시멘트의 경우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에서 구체적
으로 생산목표를 언급한 만큼 증산을 위한 노력
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 흑연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국제적 수준의 부존지

흑연의 경우 모두 광천광산, 흥산광산에 대한

역으로 하는 마그네사이트와 관련하여서는 단천

내용이었으며, 삭도건설에 의한 운반능력 강화,

지구광업총국 산하의 룡양광산, 대흥청년영웅광
산의 채굴 대형화,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이고, 수해복구 역시 다수 언급되고 있었다.

16 	21만산대발파(2017.10), 16만산대발파(2018.09), 6만
산발파(2018.12), 8만산발파(2019.01), 25만산대발파
(2019.03)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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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확장공사 추진 등이 다루어졌다. 함경남도

에 분포하는 탄광에서의 최근 동향을 보여준다.

단천시 광천광산에 있어서는 운반작업의 삭도화

이에 따르면, 석탄과 관련해서는「석탄법」상의

실현을 통해 흑연광물의 다량채굴, 다량처리 토

굴진선행 조항을 고려하여 생산량 증대와 직결

대 마련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또한 황해남도 청

되는 신규 갱과 탄밭의 개발, 수송을 위한 개건공

단군 흥산광산에 대해서는 표 20과 같은 내용이

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언급되었다.

자. 석탄

Ⅴ. 자원협력 핵심지구 동향 분석

석탄은 북한의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석
탄 관련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그림 2와 같이 지

1. 단천지역 개요

역별 건수 빈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평안남
도 북부 기업소와 평양특별시 강동지구탄광련합

최근 북한의 지하자원 동향에 대한 광물별, 광

기업소 내의 탄광을 표시해 보았다. 그리고 표 21

산별 검토에 이어 남북 자원협력에서 핵심지구

은 순천지구, 덕천지구, 북창지구, 개천지구 등

로 간주되는 단천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그림 2 평안남도 북부와 평양특별시 탄광 현황

자료 : 저자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북한지도를 활용하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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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 탄광지구 관련 기사 내용
지구(기업소)

기사 내용
•천성-성산천 자연흐름식 배수갱공사 진행(현재 마감단계)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 신창청년탄광 연결)

순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

•(2.8직탄광동) 벨트콘베아공사(10갱/11갱, 2015.09), 새 갱개발(2017.10),
탄밭개발(복당골지구, 2019.03)
•(천성탄광) 갱개발(2017.10), 탄밭개발(절골지구, 2019.03)
•(령대탄광) 채탄장마련, 벨트콘베아신설공사(2018.03~)
•(기타) 공기식회전천공기 도입(2021.02)
•지질탐사, 개발후보지 조사(2015.09)
•(제남탄광) 벨트콘베아수송선 추가 완공(2015.09)

덕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 벨트콘베아수송선개건 1단계 완료(2016.09), 갱개발(2017.10),
탄밭개발(풀새골구역, 2018.09)
•(월봉탄광) 새구역개발(2018.03)
•(덕천탄광) 벨트갱건설 진행
•고속도굴진운동 조직(2019.06, 2020.04)

북창지구
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 갱벨트콘베아 건설(2016.05)
•(명학탄광) 천공/발파방법 합리화(2018.03)
•(인포탄광) 벨트갱 건설(2020.07)

개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

•고속도굴진운동 조직(2019.06, 2020.04)
•(봉천탄광) 중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운영(2015.12)

살펴보았다. 단천지역에는 반경 120km 이내에

그림 3 한반도 신경제지도 개요

40여 개의 광산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한 것

환동해 벨트
에너지 •남・북・러 가스관 건설
•수력발전소 현대화 및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으로 추정되는 검덕아연광산, 룡양광산, 대흥광
산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해안가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도 있다(정우진, 2019).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따르면(그림 3) 환동해 벨트는 에너지, 자원, 관
광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천지역의 경우 자원
특구 역할이 기대되면서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
다. 또한 단천지구 소재 광산과 관련하여서는 앞

자원

•단천 자원특구 개발

교통

•경원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나진항 현대화

물류

환서해 벨트
산업 •개성공단 확대 개발
•평양・남포・신의주 경제특구・
산업단지 개발

산업

•금강산, 칠보산 관광지구 개발

교통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북・중 육상 운송로 연결
물류 •남포항・해주항 현대화
전력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접경지역 벨트
산업 •공유 하천 공동관리
•접경 생물 보전지역 지정
관광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자료 : 한국일보(2018년 5월 2일자 기사)

서 일부 언급된 바와 같이 광산설비와 인프라에
대한 개건, 광물증산운동, 수해복구 등이 최근 북

1월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검

한 소식에 포함되어 있었다. 단천지역 내 검덕지

덕지구에 25,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구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지난해 수해복구 과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에서 다수의 살림집이 새로 건립되었고,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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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보내지며 검덕아연광산의 아연은 단천

그림 4 검덕지구 신축 살림집 전경

제련소, 흥남제련소, 문평제련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나. 최근 동향
기본 현황에서 살펴본 주요 광산과 인프라에
대한 최근 내용을 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광산
자료 : 연합뉴스(2020년 11월 2일자 기사)

중 검덕아연광산에 있어서는 백암갱과 21수직갱
건설, 제3선광장 개건, 압축기장 건설 추진, 운반
로선 개선 등을 비롯하여 광부 료양소 건립 등의

2. 단천지역 광산과 인프라 관련 동향

내용이 있다. 대흥광산과 룡양광산에 대해서는
갱에 대한 대형화, 현대화 노력이 두드러지고, 대
형채굴장 건설, 수해복구사업 등을 볼 수 있었다.

가. 기본 현황
단천지역에 위치한 주요 광산물의 장단점, 관

인프라 중 허천강발전소의 경우 설비와 구조

련 인프라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림 5에서 옅은

물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다. 전력과 관련해서

회색으로 경계가 표시된 부분이 단천지역에 해

는 인근에 건설 중인 단천발전소에 대한 기사가

당한다. 지역 내 광산들은 전체적으로 매장량이

특히 많았다. 단천발전소 건설사업은 북한 수력

풍부하지만 2007년 현지
조사에서 파악한 바와 같

그림 5 단천지역 주요 광산과 인프라

이 장비, 설비에서의 현대
화가 필요하며, 허천강발
전소와 송배전계통, 철도
노선 등 노후화된 인프라
에 대해서는 개건과 확장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
라서 남북협력 시 설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
되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
다. 현재 룡양광산에서 채
취된 광물은 단천마그네시
아종합공장, 성진내화물공
장로 운반되고, 대흥광산
의 광물은 단천마그네시아
크링카공장, 성진내화물공

자료 : 저자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북한지도를 활용하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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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광산과 인프라 현황
구분

유형

분류

검덕기업소

연/아연

현황
•(장점) 세계 최대 규모로 선광이 용이한 연/아연이 부존하고,
암반여건이 갱도굴진 및 유지에 용이
•(단점) 장비, 설비 노후화 및 부족으로 생산량 저하

광산

대흥청년
영웅광산

마그네사이트

룡양광산

마그네사이트

전력

허천강발전소

•(장점) 고품위의 양호한 매장량을 노천채광 가능
•(단점) 장비, 설비 노후화 및 부족으로 생산량 저하
•(장점) 생산능력과 매장량이 북한 내 최고수준
•(단점) 장비, 설비 노후화 및 부족, 갱내채광으로 원가 상승
•전력공급 다소 불안정
•발전소(유역변경식 4개, 총33.5만kW) 노후화
•송배전계통 노후화로 높은 전력손실

인프라
철도

금골선, 허천선

항만

단천항

•수송기반시설, 화물차 개량 필요
•장비/시설 노후화, 이용가능 시설 부족

표 23 단천지구 주요 광산과 인프라 최근 동향
구분

유형

분류

현황
•백암갱 개발(2017.08) 및 21수직갱 건설(2019.11)
•제3선광장 파쇄장(2015.09) 부선공정 개건(2019.07)
•심부지구 압축기장 건설 (추진, 2018.03)

검덕기업소

연/아연

•증산천 미광침전지 복구(2015.10, 지수언제)
•운반로선 개건(2017.11)
•김책시 송흥지구 광부 료양소 건립(2018.06)
•수해복구(도로, 철도, 살림집 등)(2019.09, 2020.09~11)
•기타 고속도굴진경기 등 증산 투쟁

광산

•전진갱 대형화, 현대화(2018.06)
대흥청년
영웅광산

마그네사이트

•북두분광산 10만산대발파(2018.10, 2020.01)
•수해복구(도로, 철도, 살림집 등)(2019.09, 2020.09~11)
•단관생산공정 개건 및 가루광석 회수 리용(2019.06)
•채굴 대형화, 현대화(2017.08, 총공사량의 90% 진행)

룡양광산

마그네사이트

(6월5일갱, 금산갱, 청년갱, 4.5갱)
•3호 대형채굴장 건설(2018.06) 및 4호 추진(2018.07)
•수해복구(도로, 철도, 살림집 등)(2019.09, 2020.09~11)
•전력생산 증대에서 성과(2016.02)

전력

허천강발전소

•설비기술개조 및 구조물보수(2019.10)
단천발전소

인프라

•도중취수구관리, 부하분배 합리화(2019.08)

철도

금골선, 허천선

항만

단천항

•1단계공사 진행
•금골청년역 개건(2020.11)
•무역항 개보수, 현대화 사업(2012.05)
- 1만~3만톤급 선박 3척 동시 접안시설, 컨베어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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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천발전소 건설 현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 정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15년전 남북 합의사항 그대로
를 여건이 다시 조성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
는 단기사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
재 시점에서 이러한 사항이 유의미한지에 대

자료 : 연합뉴스(2020년 6월 23일자 기사)

해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국내외 산업 동향
과 중장기적 요구, 업계 기술발전 등을 전략

발전소 건설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며

에 반영하고, 국가사업 관점에서의 ‘선점’보다

유역변경식으로 총 수백m의 낙차를 통해 수십

는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라는 개념에 무

만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고자 한다17. 2017년

게를 두고 실질적인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5월 착공하였고, 2019년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유례없는 속도로 1단계 공사를 진행했다는 기사

② 대내전략 :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공공부문과

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완공 소식은 없다. 철도와

민간부문 공조체계 다변화

항만에 있어서도 개건, 개보수에 대한 내용이 포

기본전략 하에서 대내적으로는 공공과 공공,

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공조체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구축, 배후도시조

Ⅵ. 자원분야 남북 협력을 위한 제언

성 등에 참여가능한 공공부문 기업들이 긴밀
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건설부문에서 해외진

마지막으로 자원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재개를

출 시에 다수의 공공과 민간 주체들이 협업한

준비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한다. 남한

성공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은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자원협력에 적극

또한 민간업체가 참여한 사업에 대해서는 북

적일 수 있지만 광물생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이라는 국가리스크와 자원개발사업 자체의

비중이 높은 북한이 우리의 의도에 맞춰줄 것으

리스크를 감안하여 공공부문의 참여비율을

로 섣불리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

일정수준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예상하지

로 양측의 요구를 재확인하고, 만일을 대비해 윈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북한 당국을 상대로

윈할 수 있는 제안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

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원협력에 접근하

한 자원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국가 차원

는 전략은 다음과 같이 크게 기본전략, 대내전략,
대외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7 	1단계 공사에는 그림 5의 지도 좌측 상단에 있는 삼수발전소
취수구에서 시작하는 물길굴공사, 1호발전소, 5호발전소와 언

① 기본전략 : 자원개발과 정치적·경제적·기술적

제, 6호발전소와 언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허천강1호발전
소 위쪽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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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급선 대체효과 등 자원협력에 따른 장

분모인 북한의 핵심 자원부존지역과 특구에

기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대한 인프라 개발, 교역 활성화가 포함될 수

총괄하는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있도록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③ 대외전략 : 북한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현재 시점에서는 개발가능 여건 조성에 대비

협력방안 마련

하여 다양한 준비활동이 필요하다. 북한의 자원,

대외적으로 볼 때, 북한 주변국들은 신경제지

관련 산업, 연계 인프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도(한국), 신북방정책(한국), 일대일로(중국),

모니터링, 업데이트, 공유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신동방정책(러시아)과 같은 확장정책을 추진

남북간 기술 기준과 용어의 일원화, 법제도 정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다자간

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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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개발 동향분석

북한 국토지역개발 사업의
현황과 특징(2016~2020)
김두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역개발’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 ‘도시와 농촌 개발’은 각각 1개 시 또는 군의

「북한토지주택리뷰」지난 호의 ‘교통물류 분

전역에 걸친 개발·계획이다3. ‘특구개발’과 ‘간석

야’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북한 ‘국토지역개발 분

지’(기타)는 별도로 구분하였다. 분석 자료는 북

야’의 제도 및 사업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해본다.

한의「노동신문」,「민주조선」과 일본 조총련기

‘제도’는 북한의 국토·도시 관련 법과 담화, ‘사업’

관지인「조선신보」에 실린 기사를 대상으로 하

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

였는데,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자료입수가

하고 있는「북한 건설·개발 동향」각 호를 주로

어려워「민주조선」이 빠진「노동신문」과「조

활용한다. 시간적으로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

선신보」의 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개년 전략’ 수행기간(2016~2020년) 사업 실적(개
발 계획, 진행, 완료)을 주 분석대상으로 한다.
「북한 건설·개발 동향」(토지주택연구원, 각

Ⅱ. 국토지역개발 제도

년도)에서 개발사업의 대분류는 ‘교통물류시설’,
‘공급시설’, ‘공장시설’, ‘도시생활시설’, ‘국토지역

1. 국토지역개발 관련 법

개발’, ‘문화휴양시설’, ‘교육복지시설’, ‘광업자원
시설’, ‘농림어업시설’, ‘환경방재시설’의 10개 분

북한의 국토지역개발 관련 법은 크게 ‘국토

야로 구분한다1. 이 중 ‘국토지역개발’은 다시 ‘국
토개발’, ‘지역개발’, ‘도시개발’, ‘농촌개발’, ‘특구
개발’, ‘기타(간석지 등)’로 중분류 한다2. ‘국토개
발’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 ‘지

1 	자세한 사항은 「북한 건설·개발 동향」(토지주택연구원) 각 분기 호의
부록을 참조할 것.
2 	이하에서는 구분 편의상, 대분류는 ‘분야’로, 중분류는 ‘부문’으로 쓴다.
3 	군에서 읍지역 개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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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과 이용 관련’, ‘토지, 건축물의 이용, 건

토적 특성 고려, 4. 인민경제발전방향과 지역 경

설, 관리 관련’, ‘교통, 물류시설 관련’, ‘외자유치

제발전전망에 부합할 것. 다음으로 국토건설총

관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5). 국

계획의 내용(제17조)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전적

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에서는「토지법」,

지, 혁명사적지 보호, 2. 토지정리, 개량, 간석지

「국토계획법」,「도시계획법」이 가장 기본이

개간이용, 3. 산림조성과 보호, 이용, 4. 강하천 등

된다4.

관리, 큰물피해 방지,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

「토지법」은 1977년 제정되어 1999년 수정되

등 배치, 6. 지하자원 개발구역, 공업, 농업 기업

었다.「토지법」은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소 배치,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명승지, 천연기

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2장 토지

념물, 문화 유적유물 보호, 8. 연안, 영해 개발이

소유권,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4장 토지보호,

용, 수자원보호, 9. 공해방지 대책.

제5장 토지건설, 제6장 토지관리로 구성되어 있

「국토계획법」은 2002년에 제정되고 2004년

다. 제2장 제9조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

에 수정되었으며,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제2

의 소유”이며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

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제

도 팔고사거나 개인의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

4장 국토계획의 실행,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

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토건설총계획’의 원칙

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토지법」에도

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건설총계획의

국토건설총계획의 원칙과 내용이 있지만,「국

원칙(제15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경

토계획법」에서 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 등이

지 절대보호, 2. 도시규모를 작게 할 것, 3. 기후풍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국토계획의
분류(제2조)는 ‘전국국토건설총계획’, ‘중요지구

표 1 법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북한 건설·개발 관련 법 구분
국토의 체계적 계획과
효율적 이용에 관한 법

•토지법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으로 나뉜다. 국토

•국토계획법

계획의 실행원칙(제5조)에서 “국토관리를 국토

•도시계획법
•건설법

토지, 건축물의
실제 이용, 건설,
관리를 위한 법

대외개방,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법
출처 : 국토교통부(2015: 14).

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

•부동산관리법

토관리를 ‘토지정리와 산림조성’, ‘주민지구와

•도시경영법

산업지구 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 ‘환경보

•살림집법
•평양시관리법 등

교통, 물류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

국토건설총계획’,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

•철도법

호’로 구분하고 있다.「토지법」과 비슷한 내용
으로 국토계획작성의 원칙(제11조)을 제시하는

•도로법

데, 다음과 같다. 1. 부침땅 침범 불가, 2. 도시 규

•항만법

모를 크지 않게, 3. 기후풍토적 특성 고려, 4. 경제

•지하철도법
•북남경제협력법
•경제개발구법

발전전망과 실리 타산, 5. 국방상요구 준수, 6. 환
경보호.

•토지임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4 	북한 법령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의 ‘법령정보’ 자료를 활
용하였다(접속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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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은 2003년에 제정되고, 2007
년과 2009년에 수정되었으며, 제1장 도시계획법

집 위주로 형성, 9. 수림화, 원림화, 자연재해와
공해 방지, 10. 국방상요구 준수.

의 기본,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제3장 도시계획
의 비준,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제5장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계
획에는 “도시, 마을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

2. ‘국토관리 담화’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획, 구획계획” 등이 있다(제2조). 도시계획의 원
칙(제12조)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전적지, 혁명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은 노작「사회주의 강

사적지, 기념비적 건축물, 역사유적, 천연기념물

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

보존, 2. 경제문화발전전망 고려, 3. 주체성과 민

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이하 ‘국

족성, 현대성 구현, 4. 자연지리적 조건과 기후풍

토관리 담화’)를 발표하였다(조선중앙통신,

토 고려, 5. 도시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위성도

2012.05.06; 통일뉴스 2012.05.09일자에서 재인

시를 합리적으로 배치, 6. 경사지와 지하 이용, 7.

용). 여기서 국토관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본도로와 철도는 도시중심을 통과하지 않게,

하고 있다. 국토관리 담화의 특징은 ‘체제보위와

8. 살림집 층수는 계획기준에 맞게, 거리는 살림

관련된 국토정책의 중요성 강조’, ‘식량 확보를

표 2 국토관리 담화(2012)의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관이 선 성스러운 혁명의 수도로, 웅장 화려하고 풍치 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하게 꾸려야 함

평양개발

•금수산태양궁전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고 만경대혁명사적지를 잘 꾸려야 함
•평양시를 본보기로 잘 꾸리고 지방도시들로 그렇게 꾸려 나라의 면모를 일신
•평양시의 거리형성과 도로건설을 잘하고 살림집과 공공건물,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건축물들을
특색있게 잘 관리하여야 함

지방도시 /
농촌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려야 함
•지방건설에 대하여 중앙에서 너무 통제하지 말고 매 지방에서 건물을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건설
•토지보호사업을 잘 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유실되지 않게 하여야 함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강바닥파기와 제방쌓기를 하여 부침땅이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함

토지관리 /
토지보호

•간석지 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어 부침땅을 늘여야 함
•모든 부침땅을 국가에 등록하고 이용하며 토지를 묵히거나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토지이용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함
•도시와 마을, 공장과 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부침땅을 다치지 말고 산기슭이나 부침땅으로
적합하지 않은 땅을 이용
•부침땅에 건물이나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토복구를 어김없이 해야 함
•산림조성과 보호 관리사업을 잘 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함(10년 안에 벌거숭이산을

산림보호

모두 수림화)
•도, 시, 군에서 땔나무림을 조성하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자체탄광들을 더 잘 운영하고
메탄가스화를 널리 실현하여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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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내용
•강하천 정리를 비롯한 물관리사업을 강화하여야 함
•강바닥을 정상적으로 파내고 우불구불한 물길은 곧게 펴며 제방을 견고하게 쌓고 보강하며

수자원
관리

호안림도 조성하여야 함
•도시계획 안의 강하천들은 호안정리와 유보도공사를 현대적 추세에 맞게 잘하며 그 주변을 공원화,
유원지화, 수림화 하여야 함
•강하천들에 언제와 갑문을 비롯하여 여러 시설물을 많이 건설하고 잘 관리하여야 함

도로건설 /
관리

•도로건설에 힘을 넣어 나라의 전반적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완성하고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화를 실현해야 함
•평양시에 륜환선도로(순환도로)를 건설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와 주요도로들을 더 많이 건설해야함
•주요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굴을 뚫고 다리를 놓아 도로의 선형을 보장하고 고속도로 옆에

도로건설 /
관리

안전 난간을 만들어놓아야 함
•도로보수와 관리를 정상적으로 잘하여야하며, 전군중적운동으로 하여야함(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 도로담당구간을 정해주고 군중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4월과 10월을
도로집중보수기간으로 지정)

철도건설 /
관리

•철길(철로)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 있게 벌려야 함
•철도역과 철길주변정리도 잘하여야 함
•해일과 태풍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안방조제를 비롯한 여러 보호시설들을 견고하게 건설하고

연안관리

정상적으로 보수관리하며, 바람막이숲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여야 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함(어로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함)
•환경보호를 위해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유해공장들을 도시와 주민지구 밖으로 내보내야 함
•공장, 기업소, 주민지구에서 나오는 산업폐수와 생활오수를 철저히 정화해야 함

환경보호 /
자연보호

•도시건설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 건설원칙의 요구대로 상하수도와 유수망시설, 오수정화시설을
먼저 건설하여 환경오염을 막아야 함
•멸종위기의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를 바로 정하고 그 면적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이 지역에 산업건물과 시설물을 마구 짓거나 지하자원,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산짐승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지하자원
관리

•나라의 지하자원을 아끼고 적극 보호하여야 함
•지하지원개발을 국가자원개발성과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서 검토승인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 지하자원을 망탕, 지하자원개발에 무질서를 조성하지 말아야함
•국토관리부문에서는 국토건설과 관리를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함
•국토건설총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에 따라 국토건설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하여야함

국토관리 및
계획

•국토건설총계획은 전국적인 국토건설총계획, 주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도국토건설총계획,
시,군국토건설총계획으로 수립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국가적으로 국토관리와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계획하여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국토관리부분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함

과학기술 개발 •특히 토지보호와 산림조성, 도로와 강하천건설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대기와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및 국제협력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쏟아야 함
•다른 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도 활발히 벌여야 함
•국토관리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감독통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하여야 함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2015: 67-68), 이상준(2013: 62-64). 담화 전문은 통일뉴스(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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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토건설과 관리 강조’, ‘교통분야에서 도로

하천과 바다의 오염 방지’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

부문에 대한 강조’, ‘국토분야에서 국제협력 필요

고 있다(김영희, 2016). 이외에 위에서 살펴본 국

성 제기’ 등이다(이상준, 2013: 65-66; 국토교통

토관리 담화 및 신년사에서 국토·도시·지역개발

부, 2015: 66-67). 국토관리의 주요 내용은 ‘평양

과 관련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도로 현대화’와

개발’, ‘지방도시와 농촌 꾸리기’, ‘토지관리와 토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의 환경개선’ 등 내용이 들

지보호’, ‘산림보호’, ‘수자원관리’, ‘도로건설, 관

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 ‘철도건설, 관리’, ‘환경·자연보호’, ‘지하자원
관리’, ‘국토관리 및 계획’, ‘과학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감독통제’ 등이다(표 2 참조).

3. 국토지역개발 사업의 제도적 맥락

북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국가경제발
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수립하였다. 5개

「토지법」,「국토계획법」,「도시계획법」의

년 전략에서는 인민생활의 결정적 향상, 국토관

내용을 통해 북한 국토·도시계획의 특징을 ‘농경

리사업 적극 추진,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 등

지 보호’, ‘지역균형발전’, ‘주체성’ 강조로 정리해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국토관리사업에서는

볼 수 있다. 농경지 보호와 관련하여 세 가지 기

‘산림복구’, ‘환경보호사업’, ‘자원보호’, ‘대기, 강

본법 모두 ‘농경지를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내용

표 3 국토·도시계획 원칙의 내용과 국토지역개발 사업의 제도적 맥락
「토지법」 국토건설총계획의 원칙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작성의 원칙

1. 농경지 절대보호

1. 부침땅 침범 불가

1. 혁명전적지, 역사유적 등 보존

2. 도시규모를 작게 할 것

2. 도시 규모를 크지 않게

2. 경제문화발전전망 고려

3. 기후풍토적 특성 고려

3. 기후풍토적 특성 고려

3.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 구현

4. 인민경제발전방향과

4. 경제발전전망과 실리 타산

4. 자연지리적 조건과 기후풍토 고려

5. 국방상 요구 준수

5. 도시를 크게 하지 말고, 위성도시 배치

6. 환경보호

6. 경사지와 지하 이용

지역 경제발전전망에 부합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의 원칙

7. 기본도로와 철도는 도시중심 통과 불가
8. 살림집은 기준에 맞게, 살림집 위주 거리
9. 수림화, 원림화, 자연재해와 공해 방지
10. 국방상 요구 준수

국토·도시계획 원칙의 특징
•농경지 보호

- 식량부족, 자력갱생의 필수조건

•지역균형발전 추구

- 도시규모 제한, 사회주의 도시계획

•주체성 강조

- 혁명전적지와 기념물 보존, 체제의 근간

국토지역개발 사업
계획, 추진의
담론적, 제도적

국토·지역 관리의 내용적 구성
•평양개발

•지방도시와 농촌 꾸리기

•토지관리와 토지보호

•수자원관리

•도로건설, 관리

•철도건설, 관리

•환경·자연보호 •지하자원 관리

•국토관리 및 계획

맥락
•산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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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문제가 여전히 심

농촌개발 39건(13.4%), 기타(간석지 등) 38건

각하고 식량자급이 자력갱생의 핵심이기 때문으

(13.1%), 국토개발 21건(7.2%), 특구개발 9건

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직접

(3.1%)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1건에서 계

적인 내용은 도시 규모가 너무 크지 않게 제한한

속 증가하여 2017년 39건, 2018년 74건, 2019년

다는 점인데, 이는 인구와 산업이 일부 대도시로

84건에 이르렀다가,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집중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도시규모의 제

62건이었다. 2020년에 기사화한 사업 건수가 감

한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특징 중 하나인 도농

소한 것은 2019년까지와 달리「민주조선」이 분

통합 기조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혁명사적

석 대상에서 빠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 등 보존 원칙은 북한이 항일운동에서부터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미

어지는 ‘주체성’을 체제의 근간으로 하는 것이 공

뤄졌을 것으로 보인다6.

간계획에 반영된 것이다.「도시계획법」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국토지

도시계획의 원칙으로 ‘주체성’, ‘민족성’, ‘현대성’

역개발 분야로 분류된 총 290개 사업 중 지역별

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로는 평안북도가 48건(16.6%)으로 가장 많았

한편, ‘국토관리 담화’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

다. 다음으로는 기타가 29건(10.0%), 황해남도

전략’의 국토관리사업 부분은 북한이 견지하고

28건(9.7%), 강원도 27건(9.3%), 함경남도 26건

있는 국토지역개발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국

(9.0%), 양강도 25건(8.6%), 평안남도와 황해북

토관리 사업의 내용을 보여준다. ‘평양개발’, ‘지

도가 각각 24건(8.3%) 등 순이었다. 평양직할시

방도시와 농촌 꾸리기’, ‘토지관리와 토지보호’,

는 8건(2.8%), 남포특별시 11건(3.8%), 나선특별

‘산림보호’, ‘수자원관리’, ‘도로건설, 관리’, ‘철

시 3건(1.0%)이었다. 평안북도 관련 사업 보도

도건설, 관리’, ‘환경·자연보호’, ‘지하자원 관리’,

건수 중에는 ‘홍건도간석지’ 조성 기사가 가장 많

‘국토관리 및 계획’ 등이다. 법에서 견지하고 있

이 차지했고, 이외 ‘신의주시’ 등 도에 있는 도시

는 ‘농경지 보호(또는 조성)’, ‘지역균형발전’, ‘주

와 농촌 개발사업의 기사도 많았다. ‘기타’는 두

체성’ 등 원칙 그리고 국토관리 담화와 5개년 전

개 이상 시도 또는 전국적 사업으로 ‘국토관리총

략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토·지역관리의 내용은

동원사업’의 기사 건수가 많았다.

북한 국토지역개발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담론
적, 제도적 맥락이 된다.

사업 단계별로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토지역개발 사업 신문기사 총 290건 중
5 	여기서 신문기사 건수는 분기 별 건수이다. 같은 분기에 등장한

Ⅲ. 국토지역개발 사업 신문기사 현황

같은 사업의 여러 기사는 한 건으로 하였다. 같은 사업이더라도
서로 다른 분기에 계속 신문기사로 등장하면, 각각 한 건, 총 두
건이 된다. 따라서 사업 신문기사 건수는 별개 사업의 건수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국토지역

아니며, 신문에 등장한 주요 사업 건수의 추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개발 분야로 분류된 사업의 신문기사 총 건수는

6 	주요 사업을 다룬 기사의 경우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은 중

290건이다5. 중분류 중에는 ‘지역개발’이 140건

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주조선」이 분석대상에

(48.3%)으로 가장 많고, 도시개발 43건(14.8%),

서 빠졌다고 해서 사업기사 건수가 대폭 감소하지는 않았을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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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토지역개발 분야 중분류, 연도별 현황
구분

단위 :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비율

국토개발

6

0

4

6

5

21

7.2%

지역개발

12

24

37

35

32

140

48.3%

도시개발

1

3

9

23

7

43

14.8%

농촌개발

5

7

6

3

18

39

13.4%

특구

0

0

4

5

0

9

3.1%

기타(간석지 등)

7

5

14

12

0

38

13.1%

합계

31

39

74

84

62

290

100.0%

표 5 국토지역개발 분야 지역별, 연도별 현황
구분

단위 : 건

합계

비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양직할시

0

0

2

6

0

8

2.8%

남포특별시

2

2

1

4

2

11

3.8%

나선특별시

1

0

0

2

0

3

1.0%

평안남도

1

2

7

10

4

24

8.3%

평안북도

7

9

9

7

16

48

16.6%

자강도

0

4

5

4

5

18

6.2%

황해남도

3

3

10

9

3

28

9.7%

황해북도

3

4

7

5

5

24

8.3%

강원도

3

0

9

9

6

27

9.3%

함경남도

2

4

7

7

6

26

9.0%

함경북도

2

4

5

5

3

19

6.6%

양강도

2

6

6

8

3

25

8.6%

기타

5

1

6

8

9

29

10.0%

합계

31

39

74

84

62

290

100.0%

표 6 국토지역개발 부문 사업 단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비율

계획

4

4

1

3

0

12

4.1%

건설

18

29

61

70

49

227

78.3%

완공

9

6

12

11

13

51

17.6%

합계

31

39

74

84

62

2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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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은 61건으로 17.6%이며, ‘계획’단계는 12

사업들을 한다. 도로정비는 도로의 현대화, 중량

건(4.1%), ‘건설’ 중은 227건(78.3%)이다. 여기

화, 고속화를 목표로 하며, 강하천정리 사업에서

서 건설 중인 사업 기사가 가장 많은데, 이 경우

는 일반적 정비사업 이외에 홍수피해 방지를 위

는 여러 분기에 걸쳐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 같은

한 제방 건설과 보수를 한다. 분석 기간 동안 매

사업이 여러 건 기사로 계산된 경우가 있다. 완공

해 봄철과 가을철에 각 시, 군 별로 국토관리총동

인 경우는 중복 기사가 없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

원사업이 전개되었다(북한 건설·개발 동향, 각

건수 추이는 완공기사가 더 정확하다. 완공 사업

년도, 각 분기).

의 신문기사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6건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건, 11건, 13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2. 지역개발 부문
지역개발 부문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

Ⅳ.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

는 사업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대표사업은 2016
년 하반기에 진행된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이하에서는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국토개발,

복구사업’이다. 함경북도 북부지역(회령시, 무

지역개발, 도시·농촌개발, 특구개발, 기타(간석

산군, 연사군 등)에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

지 등) 등 하위 부문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 사이에 폭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진행 또는 완료된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8,670여 동 17,180여 세대의 살림집이 완전 또
는 부분 파괴되었으며, 44,000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다(북한 건설·개발 동향, 2016년 3/4

1. 국토개발 부문

분기). 당시 북한 노동당은 ‘당 중앙위원회 호소
문’(2016.9.11)을 통해 당초 연내 완공을 목표

국토개발 부문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 했던 평양의 ‘려명거리’ 건설을 중지하고 그

사업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대표 사업은 매년 봄

인력을 함경북도 북부 홍수피해 지역으로 파견

철과 가을철 두 차례 전국에서 진행하는 ‘국토관

하기로 공포한다. 이후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리총동원사업’이다.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은 내각

11,900여 세대의 단층, 3층, 5층 살림집들과 100

과 국토환경보호성, 각 도의 국토환경보호부문

여 개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등

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각 시, 군의

을 새로 건설하고, 15,000여 세대 살림집을 보수

인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행한다. ‘국토관리

하였다. 이외 제방보수, 강하천정리, 철길과 도

총동원계획’에 따라 봄과 가을에 각각 ‘국토관리

로, 다리 등을 보수하였다(북한 건설·개발 동향,

총동원기간’을 정하고 시, 군별로 산림조성과 관

2016년 4/4분기).

리, 도로정비와 관리, 강하천정리, 도시정비 등

2020년에도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을 비

사업을 진행한다. 산림조성과 관리에서는 산림

롯한 전국 각지에서 태풍피해가 심각하게 발생

복구를 위한 나무심기와 양묘장 건설, 산불방지

하였고, 이에 대한 당국 차원의 피해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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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벌어진다. ‘함경남북도 피해복구사업’에는 평

향, 2020년)7.

양시 노동당원들을 동원하는데, 함경북도 태풍

삼지연시 이외에 도시 전체를 개발하면서 새

피해복구사업에만 최정예수도당원사단 12,000

로 단장하는 대표 사업으로 함경남도 ‘단천시 개

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북한 건설·개발 동

발사업’을 들 수 있다. 단천시는 대규모 광물생산

향, 2020년 4/4분기). 함경남도 단천시의 경우는

기지가 있는 도시로 최근 몇 년 동안 집중 개발

2020년 9월의 태풍으로 인해 2천 세대의 살림집

하여왔다. 단천시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가

과 수십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 침수되고, 철도,

주축이 되어, 시내 기본도로를 포장하고, 도시개

도로, 다리가 유실되었다. 북한 당국은 태풍피해

발을 위한 자체 자재생산능력을 갖추었다. 체육

를 복구하면서 더 나아가 대규모 광물생산기지

관과 은덕원, 미래원, 로라스케이트장 등을 건설

인 단천시 검덕지구를 삼지연시에 버금가는 본

하고 살림집도 개선, 보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보기 산간도시로 조성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

와 같이, 2020년 태풍피해 이후에는 이를 전화위

라 1, 2단계에 걸쳐 태풍피해복구와 함께 단천시

복의 계기로 삼아 단천시를 삼지연시에 버금가

검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2020년 말에만

는 도시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살림집

2,300여 세대의 단층, 소층, 다층 살림집과 공공

건설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북한 건설·개발

건물, 공원 조성 등을 완료하였다(북한 건설·개

동향, 2018년 3/4분기, 2020년 4/4분기).

발 동향, 2020년 4/4분기).

이외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황해북도 ‘서흥군 토지건설 및 도
시정비사업’, 양강도 ‘김정숙군 읍지구 건설사

3. 도시·농촌개발 부문

업’, 함경남도 ‘북청군의 과수원과 돼지공장 등
조성사업’, 2018년 평양직할시 ‘평양국제비행장

도시와 농촌개발 부문은 시군 지역을 종합적

지구 개발사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대표적으

‘남포특별시의 여러 대상 건설사업’, 2019년의

로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의 ‘삼지연시 개발사업’

평양직할시 ‘강동군 도시정비사업’, 자강도의 ‘강

이 있다. 삼지연시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었는

계시와 만포시에 대한 건설총계획 수립과 도시

데, 2020년 12월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건설사업’, 양강도 ‘혜산시 개발사업’, 2020년 황

당초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

해북도 ‘송림시 꾸리기사업’, 평안북도 ‘신의주시

나19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3단계 사업에서는

여러 대상 건설사업’, 함경북도 ‘청진시 도시정

삼지연시의 리명수동, 포태동, 신무성동을 비롯

비사업’ 등이 있다. 농촌사업으로는 2016년 ‘남

한 10여 개의 주변지구와 농장에서 수천 세대의

포특별시 태성목화전문협동농장 마을꾸리기 사

살림집과 공공 및 생산건물 건설, 750여 개의 각

업’, 2018년 평안북도 ‘염주군의 염주청년간석지

종 시설물과 수백㎞의 송전선 건설, 수십㎞의 도

농장 마을꾸리기 사업’ 등이 있다.

로포장공사와 여러 동의 호텔을 비롯한 20여개
중요대상건설이 진행된다. 이는 2단계 공사에 비
해 1.4배되는 양이라고 한다(북한 건설·개발 동

7 	삼지연시 1, 2단계 사업은 최대식(2019)을 참조. 삼지연시는
당초 삼지연군에서 사업 진행 중에 ‘시’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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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구개발 부문

여야 한다”고 지시한다. 또한 “금강산관광지구일
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

북한은 기존 경제특구 이외에 2013년부터 다

키장이 하나로 련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2013년에 13개의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하였다(북한 건

경제개발구를, 2014년에는 원산-금강산국제관

설·개발 동향, 2019년 4/4분기)9.

광지대와 6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으며, 2015
년에는 무봉국제관광특구와 경원경제개발구,
2017년에는 평양시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지정하

5. 기타(간척사업 등) 부문

였다8.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문기사에서는

기타 부문에서는 주로 홍건도와 룡매도 등 간

2016년 ‘강령국제녹색시범지구의 개발방향’에

석지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홍건도간석지’ 조

대한 기사(노동신문, 2016.12.04), 2019년 ‘금강

성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하였으

산관광지구의 건설방안’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

며 최근 2021년 4월에 2단계 사업을 완공하였다.

원장의 지시(민주조선, 2019.10.23), 그리고 ‘원

홍건도간석지 공사는 평안북도 동림군 안산리

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다수의 기

에서 선천군 신미도에 이르는 북한 최대의 간석

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제 개발이 진

사업으로, 1단계 건설은 2012년 9월에 착공하여

행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조성사업이 유

2016년 12월에 완공하였다. 최근 완공한 2단계

일하다.

는 2016년 12월에 착수하였다. 1단계 4,500정보

‘강령국제녹색시범지구’에 대해서는 김일성종

와 2단계 5,500정보로 총 1만 정보에 달한다. 건

합대학의 지구환경과학부 등이 개발총계획을 수

설은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담당하

립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노동신문, 2016.12.19).

였다(북한 건설·개발 동향, 2021년 2/4분기).

여기서는 강령군을 산림생태계와 바닷가의 생태

‘룡매도간석지’는 황해남도 청단군 룡매도 일

계를 보호하면서 녹색산업지역, 녹색주민지역,

대(청단군 신생리에서 신풍리)에 조성되는 간석

녹색연안지역으로 종합적인 관광기능을 가진 관

지로, 면적은 약 3,600정보이다. 황해남도간설지

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북

건설종합기업소가 건설을 담당하였으며, 최근 3,

한 건설·개발 동향, 2016년 4/4분기). ‘금강산관

4구역을 완공하였다(노동신문, 2021.05.01). 룡

광지구’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매도간석지 4구역은 2018년 8월에, 3구역은 그

지도를 통해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민주조선

보다 늦은 같은 해 12월에 착공하였다(북한 건

2019.10.23).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

설·개발 동향, 2021년 2/4분기).

구의 관리상태에 대해 질책하면서, “금강산에 고

식량생산지 확보를 위해 북한은 서해안 각지

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
른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먼저 작성심의
하고 3~4단계로 갈라 년차별, 단계별로 건설하

8 	2019년까지 지정된 북한의 특구, 경제개발구 개요에 대해서는
김두환(2019: 84-88) 참조.
9 	이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식
(201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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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토지역개발 부문 주요사업 내용(2016~2020년)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사업명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
1단계 건설 완공
함경북도 북부
태풍피해복구사업
평양국제비행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함경남도 단천시

사업내용
평안북도 동림군 안산리~선천군 신미도,
4,500정보 간석지 조성
함경북도 회령시 등 6개 시군 태풍피해지역에 3천여 동
11,900여 세대 살림집, 100여 개 공공건물 건설 등
2,000세대 살림집 건설 및 개건, 하부망 공사와
수십동 공공건물, 1만여 세대 살림집 등 1단계사업 일환
체육관, 은덕원, 미래원, 로라스케이트장 등 건설,

도시개발사업 진행

도로포장 등, 2020년 홍수피해 복구사업에서 규모 확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원산 갈마공항~명사십리 해수욕장 지역, 호텔, 오락관,

건설 진행

종합경기장, 영화관, 물놀이공원, ;유희장 등 건설

평안북도

신의주시 중심광장 동상을 축으로 남신의주지구까지

신의주시건설총계획

도시중심축 구성, 고층살림집, 공공건물, 영화관, 체육관, 도서관 등

남포특별시

남포양로원, 김치공장, 샘물공장, 시양묘장, 남포농업대학 체육관,

대표 출처
노동신문
2016.09.21
조선신보
2016.12.19
노동신문
2018.05.29
노동신문
2018.08.11
노동신문
2018.11.01
민주조선
2018.11.16
노동신문

여러 대상 건설 중

강서구역경기장, 서해갑문사업소 체육관 등 수십 개 건설

2018.11.28

양강도 삼지연군

삼지연군 읍지구 천수백 세대 건설, 백두산종합박물관과

노동신문

살림집 및 공공건물 건설 중
나선특별시
10여 개 대상 완공
자강도 강계시, 만포시

초급중학교 등 공공건물, 봉사시설, 도로공사 등
보건산소공급소, 청학샘물공장, 양로원 등 10여 개 건설,
경기장, 축구학교 등 개건
사상교양지구, 산업지구, 문화지구 등으로 구획하고

건설총계획 과업과 방도 제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
강원도 금강산관광지구
건설 방향 지시

양강도 삼지연군
2단계 공사 완료

남포특별시
10여 개 대상 건설 중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
2단계 공사 중
황해남도 룡매도간석지
3, 4구역 방조제공사 완공
함경남북도
태풍피해복구사업 완료

김정은 위원장 지시,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 조성,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작성, 연차별, 단계별로 건설
12.2 준공식, 교양·살림집·상업봉사구획 등, 4천여 세대 살림집,
380여 동 공공·산업건물 등
* 2020년부터 3단계 건설 중
교원대학, 청소년축구학교, 와우도호텔, 청년야외극장,
소년궁전, 유용동물보호구 등 10여개 대상 건설 중,
항구구역과 와우도구역 간선도로 포장공사 등
동림군~선천군 홍건도지역, 5,500정보 간석지 조성
* 2021년 4월 완공
황해남도 청단군 룡매도 지역에 3,600여 정보 간석지 조성
단천시 2,300세대 외 홍원군, 리원군, 허천군, 김책시,
어랑군 수백 세대 단층, 소층살림집 건설, 수천m 도로포장 공사,
900여 그루 과일나무 심기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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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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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석지를 조성하고 있다. 홍건도간석지와

장의 지시가 남측과 협력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룡매도간석지 이외에도 평안북도 ‘월도간석지’

포함하고 있지만,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와 평안남도 ‘안석간석지’를 조성 중이다. 월도

특구로 주로 언급되는 지역이 모두 한국과의 협

간석지는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건

력을 성공조건으로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분

설을 담당하고, 2020년 6월에 2구역 1차 물막이

명하다.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에서 남측을

공사를 완료하여 1,800여 정보의 새 땅을 얻었다

잠재적 협력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

고 보도된 바 있다(북한 건설·개발 동향, 2020년

정할 수 있다.

2/4분기). 안석간석지는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합기업소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3

고, 지방의 주도성이 이전에 비해 더 강조되고 있

월에 1차 물막이공사를 완료하여 1,400여 정보

다12.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진행하는 ‘국토관리

의 새 땅을 조성했다(북한 건설·개발 동향, 2019

총동원사업’은 내각과 국토환경보호성의 지도하

년 2/4분기)10.

에 전국의 모든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산림복구, 도로정비, 홍수피해 방지 등 환경
보호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각 시군인민위원

Ⅴ. 마치며: 북한 국토지역개발 사업의

회 주도로 전개한다. 도시·농촌개발 사업을 보면,

특징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양강도의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과 함경남도 ‘단
천시 꾸리기 사업’을 당국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북한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 큰 규모의 도시·농촌 사업

개발 5개년 전략기간 국토지역개발 분야 사업을

도 황해북도 송림시와 서흥군, 양강도 혜산시와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숙군, 함경남도 북청군, 남포특별시, 자강도

첫째, 특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이후
에는 이전과 다르게 ‘중남부 지역’의 특구가 더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이전
에는 개성, 금강산, 신의주(황금평, 위화도), 나선
등 4개의 국토 외곽지역에 특구를 지정한 바 있
다. 2013년부터는 경제개발구를 북한 내지를 포
함한 전역에 지정하였는데, 주로 중부 이북지역
과 북중 접경지역으로 중국과 협력을 염두에 두
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신문기
사에 언급된 주요 특구지역은 ‘원산갈마해안관
광지구’, ‘금강산관광지구’ 그리고 ‘강령녹색시범
지구’ 3건이다. 이는 모두 강원도와 황해남도로
중국보다는 한국 또는 일본에 가까운 지역들이
다11. 비록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김정은 위원

10 	북한에서 간석지 개발은 김일성 주석의 구상에 따라 1958년
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첫 건설대상으로 평안북도 신도군
에 대화학섬유원료기지인 갈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간석지
개간사업이 벌어진 후 현재까지 다사도간석지, 서호간석지, 곽
산간석지, 대계도간석지 등 수많은 간석지들이 서해기슭에 련
이어 솟아”났고, “최근년간 간석지건설은 부침땅 면적을 더욱
늘이기 위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여왔는바 지난해 9월에는
평안남도의 안석간석지가 3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되여 준공”
되었다고 한다(조선신보 2021.05.17; 북한건설·개발동향
2021년 2/4분기).
11 	신문에 기사화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에 지정된 ‘강남경제
개발구’도 평양직할시 소재로 북한의 중부지역에 해당한다.
12 	지방의 주도성이 이전보다는 강조되고 있지만, 주요 국토개발·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과 관리 뿐 아니라 인력동원을 통한
실제 공사까지 ‘중앙당국이 주도’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대
표 경우가 2016년과 2020년의 태풍피해복구사업,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 단천시 꾸리기 사업 등이다. 이외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사업도 당국 차원의 대규모 인력동원으로 공사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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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시와 만포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염주군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에서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사업의 공간적 범

둘째, 양 당국 차원의 합의와 협력사업도 중요

위에는 거의 모든 시도가 해당되며, 삼지연시와

하지만, 시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

단천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도 또는 시군의 인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

민위원회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의 특징

셋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확보 사업’

중 하나는 지방급은 물론이고 중앙급의 경우에

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외관계가 악화한 조

도 시도 등 지방이 주도하거나 더 큰 역할을 담당

건에서 자력갱생의 첫째 조건은 식량의 자력 확

한다는 점이다(리일철, 2015). 북한은 ‘도시의 규

보이고, 이를 위한 사업에 당국 차원에서 역점을

모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등 강력한 지역균형발

두고 있는 것이다. ‘서해안간석지 조성사업’이 대

전 정책과 함께,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도시개

표 예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발·관리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역할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 2단계 사업’과 황해남도

의 증대, 균형발전과 지역특색의 강조라는 기조

‘룡매도간석지 3, 4구역’을 완공하였다. 이외에도

에서 향후 남북협력은 양측 당국의 주도적인 역

평안남도 ‘안석간석지’를 조성 중이다. 식량확보

할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

를 위한 국토관리 사업에는 간석지 이외에도 ‘홍

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수피해 방지’, ‘산림조성’, ‘나무심기’, ‘강하천정

셋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협력이 가능

리 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국토관리총동원

하다. 북한은 전국에서 식량 증산을 위한 강력한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의 지도 아래 간석지

보인다.

조성, 산림녹화, 강하천정비, 홍수방지 대책 등

이상 북한 국토지역개발 사업의 특징을 바탕

을 모든 시도와 시군이 역점 시행하고 있다. 남

으로 남북협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북관계 개선 시 일회성 식량지원을 넘어서는 체

시할 수 있다. 첫째, 원산, 금강산, 해주-강령 등

계적이고 적극적인 농업협력이 가능하고 필요

북한이 최근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을 중

하다. 남측의 농업기술과 함께 방재기술, 산림녹

심으로 공동특구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018

화 성공경험 등을 지식·기술 협력을 통해 북측과

년 남북 정상은「평양공동선언」(2018.9.19)에

공유하고 공동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

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다. 향후 남북협력이 주민생활 여건과 환경을 개

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선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할 때,

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

농업협력은 남북의 중요한 협력사업 영역이 될

다. 서해와 동해 공동특구의 위치나 성격에 대해

것이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지만, 최근 북

넷째, 환경보호와 관리를 위한 사업도 주요 협

한에서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는 해주-강령에서

력분야가 될 것이다. 북한은 친환경적 국토·도시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서해권역과 원산에서 금

관리, 오염방지 등을 계획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강산까지 동해권역의 공동특구 조성을 향후 “조

있으며, 이것은 실제 국토관리 사업의 주요 내용

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우선 협력사업으로 추진

이기도 하다. 시, 군, 마을 꾸리기 사업과 국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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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총동원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도

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향에 부합하는지

시를 녹화하는 사업도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

의문이다. 식량 등 기본 생활조건과 관련한 남북

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의 경우 환경보호의 시대

및 국제협력을 통해 대안적이고 친환경적인 방

적 흐름과 다른 점도 보이는데, 대규모 간석지 공

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사가 그 중 하나이다. 식량 자급자족이 절실한 북

국토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의 특색

한 입장에서 간석지 공사는 포기하기 어려운 사

을 살리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개발·관리 방

업이지만, 자연생태자원의 보고인 갯벌을 간척

식과 기술, 사업방안에 대한 지식공유와 협력이

하여 농지로 전환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바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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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사업단계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분기마다 집계하고 있습니다. 시설유형은 교통물류, 공장 등 10개 대분류로, 사업단계는
계획, 건설, 완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covid-19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국경봉쇄가 지속되어, 구득가능한 노동
신문과 조선신보만을 분석하였고, 학술논문도 접근이 어려워 과년도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고는 2021년 1/4~2/4분기를
종합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건설・개발 관련 주요동향
•기사건수 대폭 감소 전년도 상반기 대비 매우 적

은 평양의 전반적 주택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

은 기사수(217건→96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며, 평양 도심 주변에서 공급이 어려워 외곽에 입

큰물피해, 코로나19, 수년째 계속되는 강력한 국제

지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택지 내 기

제재 등이 북한경제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

반시설 부족문제가 예상되며, 남북관계 개선 시 주

는 것으로 보임

택공급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서 남북협력가능성

•’20/’21 국가 결산 및 예산 보고 ’20년 국가 예산

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지출 집행률은 계획 대비 99.9%, ’21년 국가예산수

•전국 온천탐사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전

입과 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 확대

국에서 온천탐사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로 규모의 변화가 거의 없음

여건이 갖춰질 경우 관광협력, 지역개발협력을 통

•녹색건축등급평가 실시* 설계단계평가와 준공

한 교류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후 1년간 운영과정 평가로 구분하여 녹색건축 등

•무산수출가공구 설치계획 올해 4월 계획을 발표

급평가를 실시 중인데, 설계평가지표와 건물평가

하면서 실무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하고 있어, 경제

지표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방안 하나로 녹

악화 속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

색건물과 일반건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을 제안함
•5개년계획기간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

* 코로나19로 2021년 자료 입수가 어려워 북한에서 2020년 발행
된 관련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에서 추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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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프라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단위 : 건)

구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평양직할시

10

0

0(0)

4

4(4)

0(0)

0

1

0

0

1

남포특별시

1

0

0(0)

0

0(0)

0(0)

0

1

0

0

0

나선특별시

0

0

0(0)

0

0(0)

0(0)

0

0

0

0

0

평안남도

7

1

0(0)

0

0(0)

1(0)

0

1

3

1

0

평안북도

14

0

1(1)

1

1(1)

4(0)

0

2

0

4

0

자강도

5

0

1(1)

1

0(0)

1(0)

1

0

0

0

1

황해남도

4

0

0(0)

1

0(0)

1(0)

0

0

0

1

1

황해북도

8

0

0(0)

1

0(0)

0(0)

0

2

0

4

1

강원도

8

1

2(2)

1

0(0)

2(0)

0

0

0

2

0

함경남도

10

1

2(2)

2

0(0)

2(0)

1

1

0

0

1

함경북도

7

1

0(0)

0

0(0)

1(1)

1

1

0

2

1

양강도

4

0

0(0)

2

0(0)

1(1)

0

0

0

1

0

기타

18

2

1(1)

0

0(0)

2(0)

3

2

1

5

3

계

96

6

7(7)

13

5(5)

15(1)

6

11

4

20

9

* 공급시설 괄호는 발전시설, 도시생활 괄호는 살림집, 국토지역 괄호는 특구개발 기사건수임
* 기타는 3개 이상 시도 또는 전국, 또는 위치 미상의 건설사업 기사건수임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나선특별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기타
0

5

10

15

교통물류

공급시설

공장시설

도시생활

국토지역

문화휴양

교육복지

광업자원

농림어업

환경방재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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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프라의 지역별ㆍ단계별 분포

(단위 : 건)

5

1

1

5

15

1

1

4

10
3
2

5

계획

2

4

건설 중

6

1

1

4

2

8

완공

2

8

1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나선특별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기타

4

황해남도

건설 인프라의 유형별ㆍ단계별 분포
100

96

(단위 : 건)

20

20

2

계획
건설 중

21

완공

80

15

15

2

13
60

11
6

10

18
40

71

6

7
6

12

1

5

5
20

0

4

계

0

6

공급
시설

1
3

공장
시설

8

4

7

1

교통
물류

6
2

1
5

9

4

1

1

도시
생활

국토
지역

5
3
1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87

건설 인프라 유형별 주요사업
구분

공급시설

지역

도시생활

국토지역

문화휴양

자강도

중소형 발전소 건설중(흥주청년5호, 우시3호 등, 원가 최소화, 실용성 강조)

03. 04

단천발전소 기본물길굴 피복공사, 기본물길확장공사 마무리
(북한 최대 수력발전소, 총발전능력 13만 4,000㎾)

03. 29

평양직할시

상원시멘트공장 능력확장 공사 진행중(원료투입공정 ~ 냉각공정까지 일신,
올해 완료 예정)

01. 22

강원도

매봉산 의료용소모품공장 건설 중(연간 수백만 개 의료용소모품 생산 계획,
전국 본보기 공장 기대)

05. 04

자강도

타일생산기지 건설 중(도의 마감건재생산 토대, 도내 수십개 대상의 마감건재 수요 부응)

05. 14

평양직할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구상(다층, 소층살림집들로 구성,
주택구 본보기, 800세대,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등에게
공급 예정 )

03. 26

평양직할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중(5개년계획기간 5만 세대 계획, 송신·송화·서포·금천·
9.9절거리지구, 평양 도시구획을 동서방향과 북쪽방향확장, 건설 중인 1만 6,000여
세대를 포함하여 2025년까지 거의 7만 세대 살림집 건설로 수도시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 기대)

05. 19

평안북도

5백 세대 살림집 완공(새집들이 진행, 수십 동, 4~6층 아파트, 공동살림방, 부부방,
부엌, 세면장 등)

05. 26

함경북도

무산수출가공구 설치 계획(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발표(04.24),
무산군 새골리 일부지역,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지방과 인접)

05. 10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산악협곡도시로 건설 중(새로운 5개년계획기간동안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에 25,000세대 살림집 건설계획 등, 일부 단층, 소층,
다층 살림집 기초굴착공사 결속, 기초콘크리트치기 완료한 부대는 골조공사 중)

05. 15

평안남도

홍건도 간석지 2단계 완공(평안북도 동림군 안산리 ~ 선천군 신미도,
80여 리 바닷물 막기공사, 1단계 4,500정보, 2단계 5,500정보 농경지 확보)

05. 17

전국

자원개발성 등이 2020년에 이어 온천탐사 진행 중(평양시 여러지역, 백두산지구 등)

01. 08

전국

교원대학 건설 및 현대화 공사 중(남포교원대학 건축공사 마감단계,
함경남도 건설력량 다시 꾸림, 평안남도 평성교원대학, 황해북도 사리원교원대학
건설중

04. 19

농업연구원 본원지구 각종 연구소 준공(농업생물학·식물보호학·농업나노기술·
농업화학화연구소, 지효성비료연구실, 유전자분석실, 선충연구실, 유기재료실험실,
농업화학제품분석실 등 수십 개의 연구 및 실험실을 갖춤)

05. 14

함흥시 도인민병원 개건 완공(19일 개원식,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 의료봉사기지)

05. 28

전국

석탄공업부문, 예비채탄장 확보 중(70여 일동안 수십 개 예비채탄장 추가 확보)

05. 12

전국

새땅찾기 진행중(함경남도, 경사도 20도 이하 산림토지 개간, 평양시, 비경지 복구,
평안남도, 밭을 논으로 전환 등, 올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00여 정보 확보)

05. 16

평안북도

운전삼광축산전문농장 건설 중(염소를 키워 유제품 생산 대규모 축산기지,
올해 중 공공건물, 생산건물 등 건축 목표)

04. 05

평안북도

동래강저수지~홍건도간석지 물길 완공(물길통수식 18일 진행, 홍건도간석지와
선천군 전야에 관개용수 공급으로 알곡생산증대 토대)

05. 19

동서해안 건설(해일, 태풍피해 예방, 해안연선 일신, 해안보호시설물 건설 등)

02. 07

평양직할시
함경남도

농림어업

환경방재

일자

4개 군민발전소 건설 중(세포·평강·고성·회양, 지난해 공사량과 맞먹는 언제공사 진행) 01. 28

교육복지

광업자원

주요내용

강원도

함경남도

공장시설

(일자는 보도일 기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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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프라 유형별 주요사업 분포
계획
건설 중
완공

나선특별시

* 지도 내 위치는 해당 행정구역 내
분포함을 의미하며,

❿

정확한 사업지 위치는 아님

함경북도

양강도

❻
❷

❸

자강도




❾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평양직할시

❹
❼❽

강원도

황해북도

❺
❶ ❶

❶

❶
황해남도

❶ 강원도 4개 군민발전소 건설 중

❾ 평안북도 5백 세대 살림집 완공

❷ 자강도 중소형 발전소 건설 중

❿ 함경북도 무산수출가공구 설치 계획

❸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건설 중

 함경남도 검덕지구 산악협곡도시 건설 중

❹ 평양직할시 상원시멘트공장 능력확장 진행 중

 평안남도 홍건도 간석지 2단계 완공

❺ 강원도 매봉산 의료용소모품공장 건설 중

 평양직할시 농업연구원 본원지구 각종 연구소 준공

❻ 자강도 타일생산기지 건설 중

 함경남도 함흥시 도인민병원 완공

❼ 평양직할시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구상

 평안북도 운전감광축산전문농장 건설 중

❽ 평양직할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중

 평안북도 동래강저수지~홍건도간석지 물길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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