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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목적

북¶중 경제협력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면서 탈 이념적

이고 현실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선택한 이후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이익을 기반으로 

한 정상국가관계로 이동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착    

특히,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양국의 경제협력교류는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무역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4성론’, ‘위성국가

론’, ‘경제예속론’ 등 경계와 우려의 시각이 다수

양국 경제관계의 성격과 실체를 규명하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정도와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양국

이 기대하는 의도와 향후 전개방향을 제시한 뒤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추세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분석하고 남북경협 향방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

북¶중 경제협력의 전개과정과 배경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도입과 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한국전쟁이후 전후복구를 지원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경제협력은 혁명동지로서의 혈맹관계라는 특수관

계 속에서 양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복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나, 1978년 중국이 개혁개

방정책을 선택한 이후 탈이념적, 현실주의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을 계기로 변화   

한¶중 수교와 탈 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1990년 초반 사회주의붕괴의 영향으로 노선투쟁을 종결한 중국은 1992년 10월 한¶중 수교를 체결하

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의 철패와 경화결재방식을 요구하는 등 경협방식의 전환을 

추구.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조속한 안정과 안보적 관리의 필

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과 북¶중 경제협력
후진타오 체제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고, 중국의 국

가이익에 부합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추구.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적극 유도

이 과정에서 북¶중 양국관계는 기대와 불신,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굴곡의 협력관계가 전개되고 

있으나 경제협력관계에서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에너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내  용  요  약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
북¶중 교역은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09년 26.8억 달러로 5.5배 증가.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

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부족한 에너지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조달하였기 때문.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한 경화를 토대로 중국으로부터의 물자수입을 확대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2003년을 기점으로 투자금액과 투자추세에 있어서 큰 변화. 즉 초창기에는 제

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부터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 목적

의 투자가 급증하여 대북 총 투자액의 70%를 상회하고 투자금액도 2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
교역측면에서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북핵문제 사이에서 민감

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전략물자 위주의 교역품목 구조변화, 만성적 대중국 적자구조와 적자규모의 급

증,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경무역형태의 활성화 등이 특징

투자측면에서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주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투자

유치 노력도 투자확대의 배경으로 작용. 또한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 3성 

진흥을 위한 동반개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

남¶북 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남¶북 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
기회요인으로는 북한 경제회생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동반개발투자는 북한의 산업발전을 유인할 뿐 

아니라 대외개방과 산업구조 개편, 외국자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민소득 향상

과 구매력 확대로 이어져 남북 소득격차가 완화될 수 있고 남북경협의 증대를 수반할 가능성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 산업구조에 편입되어 북한의 외자유치와 산업구조 재편에 장애, 지하자

원의 대중유출 및 의존도 심화로 남한 영향력 약화 및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걸림돌, 특히 ‘南南北中’의 

개발 분할구도로 정착되고 남북경색이 지속될 경우 남북경협사업이 북¶중 경협사업으로 대체될 가능성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
남북경협의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 북한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남북경협사업 추

진 모색,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 등이 요구

특히 대북 자원개발 참여는 90%를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적극 추

진이 요구. 한편 사업성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동북진흥개발에 참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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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urpose and Backgrou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altered from the blood union to 

normal relationship based on country benefit of each own, since China adopted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and realistic diplomatic policy. Since the year of 2000, the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nations has been strengthened.

Especially since 2003,  with North Korea's increasing dependence on China, expanding trade 

deficit in trade with China, and deteriorating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there emerged 

some rumors such as "North East 4 provinces", "Satellite state" and "Economic slavery" ect. 

causing the widespread concern.  

The paper will forecast the future trend of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study of 

precess and innate character of relation development,  and also analyze its effects on South Korea.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Background and Process 

China's open policy adoption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 During Cold War     
During recovery period after Korean War, the relation between two nations has gone through  

a lots of ups and downs, while still keeping the blood union based on the same revolutionary 

purpose. However, after China adopted open policy in 1978, the relation gradually developed to 

material reality-oriented. 

Sou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 building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 Post Cold War 
In 1992, South Korea and China established the diplomatic relation, which required China to 

change the orignal way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death of President Kim Jeungil threat the social stability and security, thus 

North Korea made effort to maintain the relation.   

China's Fast Growth after 2000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hinese Hu Government's diplomatic policy towards North corresponds with China's 

improving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global strategy. politically China has 

been playing the dominant role in North‘s nuclear problem solving, and in economic aspect 

helping North Korea to adopt open policy and return to normal state situation. 

Although conflicts and cooperations have coexisted during this period, as nuclear problem in 

North emerged be to an international issue, North Korea dependence on China is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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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trend and Character of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Current trend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rade volu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grown by 5 times during the past 10 

years, increasing from 0.49 trillion dollars in 2000 to 2.68 trillion dollars in 2009. As 

international support has decreased due to nuclear problem, most strategic materials such as 

energy and food in North Korea are mainly imported from China. 

Since 2003, China's investments to North Korea have changed considerably. Investments which 

were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have gradually been further put on  

infra-construction and energy development.   

Character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Features in trading include increasing dependence in trading of North Korea on China, the 

energy strategic materials focused trade structure, fast accumulation of trade deficit, vitalization 

of North-eastern trading Asia and ect.

China's investments in North Korea correspond with China government's development strategy 

and also depend on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attracting. The investments are mainly 

concentrated on underground energy, and recently also serve China's North east development. 

 

The Influence on South∙North Cooperation

The Influence on South∙North Cooperation 
The main opportunity is that revitalization of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could help North 

Korea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cultivate a relative open market, improve people's 

purchasing power, thus reduce the income gap between South and North, which is helpful for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nd South Korea also have mor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common development project along with China.  

There are also threats such as overdependence on China, a large amount of energy outflow to 

China, which are expected to hinder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Counter-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soft policy and 

search for the model which could improve North Korea's own competitiveness and build up 

confidence. North Korea's energy development is 90% dependent on foreign investment, which 

can be a good option for its relatively high profit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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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북¶중 경제협력은 한국전쟁 종전 직후 중국이 전후복구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북한정권 수립 이전부터 시작된 혁명동지로서의 혈맹관계라는 특
수관계 속에서 양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복을 겪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그
러나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실사구시를 내
세우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도입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대전환을 가져왔다. 중국의 탈 이념적이고 현실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전환
을 계기로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점차 벗어나 국가이익을 기반으로 한 정상국가관계
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붕괴의 향으로 노선투쟁을 종결한 중국은 1992년 
10월의 한¶중 수교를 체결하고 북¶중 경제협력관계에서도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
의 철폐와 경화결재방식을 요구하는 등 경협방식의 전환을 추구하 다. 그러나 북한
의 핵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조속한 안정과 안보적 관리의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 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정책기조의 전환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대중국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북¶중 우호관계의 발전이 상호 실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
이다. 한편, 2001년 강력한 미국을 주창하며 출범한 미국의 부시정권은 중국과의 경
쟁관계를 강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표현하며 북한의 정권교체의지를 노골화하
자 양국관계는 상호 필요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의 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 체제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 전
략적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중 양국관계는 기대와 불신, 협력과 갈등이 공
존하는 굴곡의 협력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관계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에너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중 교역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기 시작하 는데, 2000년 이후 본격화
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특히 일본의 대북제재로 북¶일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수입물품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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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자 부족한 에너지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조달하 기 때문이다. 특
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한 경화를 토대로 중국으로부터
의 물자수입을 확대하 으며, 최근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더욱 심화된데는 남북교
역의 정체를 대체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중국의존도 심화는 이와 같은 
북한의 대중국 수입의 급증과 함께 투자확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투
자는 1984년 북한의 합 법이 제정된 이후 시작되었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투자금
액과 투자추세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초창기에는 제조업과 서
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부터 북한의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 
목적의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대북 총 투자액의 70%를 상회하고 투자금액도 2

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의 대북투자 실행액은 중국의 대중국 교
역규모의 약 10%수준에 불과하여 북한에 미치는 향 역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보
다 작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북¶중 경제협력은 교역측면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북핵문제 사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역품목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또
한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자 구조로 적자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며, 북¶중 교역이 동
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경무역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투자측면에서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주도로 이루어지
고 북한의 투자유치 노력도 투자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투자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 3성 진흥을 위한 동반개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추세는 중국이 
북한을 ‘한반도 안전지대’로 관리,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동북 3성 진흥을 위한 
북한의 동반개발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상호 결부된 결과이다. 아울러 북핵문제로 인하여 사면초과에 처해있는 북한도 중국
의 이와 같은 의도를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여 현 경제난국을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금강산관광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북¶중 경제협력 심화추세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
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Ⅱ장에서 북¶중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배
경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의 성격과 실체를 규명하고, Ⅲ장에서는 최근 북¶중 경제협
력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대북한 향력 정도와 실태를 파악함은 물
론 양국이 기대하는 의도와 향후 전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북¶중 경
제협력의 심화추세가 남북 경협에 미치는 향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분석한 후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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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중 경제협력의 전개과정과 배경 

1.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도입과 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한국전쟁 종전이후 1953년 11월 23일 북¶중 양국간 ‘ 중조경제와 문화협력 협정’

을 체결하고, 전후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8,053달러를 무상원조하 으
며, 서평양(西平壤), 고원(高原), 정주(定州)의 3대철로 건설을 지원하 다. 또한 양국 
교역도 1955년 7,6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1957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다가 1960년대 
초 북¶중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1963년부터 경제가 회복
됨에 따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6년에는 양국 교역액이 2.03억달러로 확대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1966년 중국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정
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북¶중관계와 양국교역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
러다가 1970년 4월 중국 주은래 총리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냉각국면이 
일소되고, 경제협력도 다시 빠르게 발전하여 양국의 교역액은 1970년의 1.15억달러
에서 1980년 6.34억 달러로 10년간 무려 5배 이상 증가하 다.      

  중국은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실사구시를 내세우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이후 
대외관계에서 대전환을 가져왔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제약에서 벗어나 국가
현대화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축적된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의 자본유치를 위해 서방국가에 대한 대외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은 중국의 탈이념적이고 현실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을 계기로 
북¶중관계는 소원해 졌으나, 중국은 러시아의 대북한 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지속
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안정된 안보환경 유지차원에서 북한과의 정치동맹
유지와 군사적, 경제적 대북지원을 지속하 다.1 특히 1976년 1월 북¶중 양국이 공
동건설한 ‘中朝友誼 送油管路’가 준공되어, 이후 북한의 에너지위기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다.  

  한편,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하여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표방하여 온 북한은 
1960년대 후반 중¶소 분쟁으로 기대했던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무산되고 

1 이종석, 「냉전기 북한¶중구관계 : 밀월과 갈등의 변주곡(Ⅱ)」, 『전략연구』 제7권 1호(2000),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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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북¶중관계가 전면적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산업성장이 둔
화되었다2.  이에 따라 북한은 6개년계획(1971~76)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 및 플랜
트 등 대규모 자본장비를 일본 및 유럽으로부터 수입하 으며, 1970-1974년간 연평
균 89.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74년의 경우 북한의 대OECD 수입은 전체 수입의 
51.7%를 차지하 다. 그러나 수출기반이 되는 생산능력이 취약한데다 1973년의 석
유파동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비
철금속 가격의 하락에 기인한 수출감소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채무상환불이행 상황
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입대금 마련과 그동안 누적된 채무변제를 위한 수출증
대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북한은 1979년 신년사에서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공식적으
로 거론하면서 수출증대를 강조하는 한편, 1984년 9월 합작회사운 법(合營法 )을 
도입하여 외국의 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합작투자유치를 추진하 다. 

  그러나 1987년 8월 채무상환불이행 국가로 공식 선언된 이후 국가신용도가 급락
한데다가 대외무역거래에서 주로 현금결재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대서방교역이 
급감하고 북한이 역점을 둔 對사회주의권 교역 또한 정체상태에 머물렀으며,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감소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은 급증하는 양상을 보 다. 더욱
이 1990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대외 경제교류 및 협력이 급격히 위축되자 일
본과의 국교수립을 비롯한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만¶홍콩¶싱가폴 등 
신흥공업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추구하 다. 또한, UNDP

의 협력하에 함경북도 나진, 선봉 일대를 경제특구로 설정하여 외국의 합작투자 유
치 및 러시아, 중국, 몽고 등과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대규모 중계무역기지로 건
설하고자 하 다. 이와 함께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환경의 안정차원에서 남
한과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1991)에 이어 남북기본합의서(1992)를 체결하 다. 

표 1 | 냉전기의 북¶중 교역 추이(1955~1989)                                   (단위 : 억달러, %)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교역총액 0.76 1.20 1.80 1.15 4.82 6.34 4.88 5.09 5.13 5.79 5.63

수출 0.03 0.53 0.83 0.54 1.98 2.87 2.57 2.76 2.36 2.34 1.85

수입 0.73 0.67 0.97 0.61 2.84 3.47 2.31 2.33 2.77 3.45 3.77

수지 -0.70 -0.14 -0.14 -0.07 -0.86 -0.60 0.26 0.43 -0.41 -1.11 -1.92

자료 : KDI,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1993. 9 p34에서 정리

2 1957년 이후 북¶중교역은 급증가하여 1960년에 양국의 교역액은 1억달러를 돌파한 1,3억달러에 달하였으나, 196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대북원조와 교역이 급격히 축소되어 1969년 양국교역규모는 9,215달러로 1966년 2.03억달러의 절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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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수교와 탈냉전기의 북¶중 경제협력           
   

   북¶중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의 해체 다.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를 계기로 미¶소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미¶중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1989년 천안문사건으로 중국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위축되었다. 그러나 
1992년 덩사오핑(등소평)의 이른바 ‘남순강화’를 계기로 노선투쟁을 종결하고 더욱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1992년 10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졌다. 한¶중
수교는 한국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대서방관계 복원, 지도부의 원만한 세대교체, 국
내정치 불안의 해소를 위한 대외환경의 안정 필요성 등이 상호 충족된 결과 다. 

  그러나 한¶중수교는 북¶중관계의 변화에 결정적 향을 미쳤다. 사회주의국가의 
몰락과 체제전환, 한¶러 수교에 이어 한¶중 수교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켰으며, 북
한은 체제전환을 거부한 채 핵개발을 매개로 한 체제보장과 대외관계 개선을 동시
에 추구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구소련이 몰락한 이후 중국은 
북한의 제1의 경제¶교역대상국이 되었기 때문에 한¶중 수교에 따른 북한의 충격
은 상당하 으며, 북한은 “제국주의에 굴복한 일부 혁명의 변절자들의 배신행위”라
며 중국을 맹비난하 다3. 1990년부터 북¶중 경제관계는 북¶소 경제관계를 대체하
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양국 간 교역규모는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하 다4. 

  특히 1993년에는 중국정부가 북한과의 오랜 구상무역의 관행과 국제시세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왔던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을 철폐하고 경화
결재 방식으로 전환하 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의 물물교역이나 전통적인 구
상교역, 외상거래를 중단하고 현금결재를 요구하 으며, 가뭄과 홍수로 인한 대규모 
기아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은 제한적이었다. 북한은 점차 핵카드를 통해 필요
한 경제적,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으며, 그 결과 1992~94년의 제1차 
북핵위기로 나타났다. 1993년 이후 북¶중간 교역규모는 과거 소련이 차지했던 비중
의 절반수준이었으며, 김일성 사망과 1995~96년의 기근과 자연재해, 그리고 1997

년~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등의 향으로 교역량은 더욱 감소하 다. 

  그러나 경제협력관계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적¶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 다. 1993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예술대표단

3 북한은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중앙방송의 논평으로 “제국주의에 굴복한 일부 혁명의 변절자들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최근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다”고 중국 비판. 『북한총람(1983~1993)』

pp.290
4 1986~90년 사이에 구소련은 북한의 제 1교역국이자 경제파트너였으며, 북한 교역의 6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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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례적으로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회동하고, 1994년 6월 북한 군사대표단을 접견
하 으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군사정전위 대표단을 1994년 12월 철수시켰다.  

그리고 1996년 5월 북한의 홍성남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체
결하고 대북교역에 있어서도 ‘우호가격’ 적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분적으로 
양국관계가 호전되었다, 1996~97년에는 양국교역도 일시적으로 성장하 으나 1997

년 말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북¶중 교역에도 향을 미쳐 1999년에는 양국의 교역
규모가 1990년 수준으로 후퇴하 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1998년 9월 김정일의 당비서 추대에 축전을 보낸데 이어, 1999년 6월 북한의 김 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고위대표단의 한¶중 수교이후 첫 중국 공식방문
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서 경제관계 역시 회복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중
국의 변화는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에 따른 국력의 신장을 대외적 향력 확대로 발
전시키려는 대외전략의 전환이 기반이 되었으며5,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조속한 안
정을 위해 북¶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 | 1990년대 북¶중 교역규모(1990~1999)                                   (단위 : 억달러, %)

연도 1990 1992 1994 1996 1998 1999

북한 총 교역액 41.7 25.5 21.0 19.8 14.4 14.8

북¶중 교역액 4.83 6.97 6.24 5.66 4.13 3.70

비중 11.5 25.5 27.2 25.4 24.8 20.4

성장률 -14.1 -14.3 -30.7 -2.9 -37.0 -10.4

자료 : KITA, KOTRA, 중국해관총서 각 년도 정리 

3. 2000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

  북한과 중국의 이념적 유대는 초기 공산주의 운동 및 혁명과정, 한국전쟁을 통하여 
맺어진 소위 ‘혈맹관계’로 상징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과 혁명경험의 공유, 

인적 유대에 기반한 북¶중 관계는 중국의 탈이념적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의 발전과 
혁명세대의 교체와 함께 점차 국제질서와 동북아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
되었으며 한¶중 수교이후 가속화되었다6.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5 장쩌민(江澤民) 집권 후반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로 상징되던 기존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대외전략 기조를 전환하여 ‘화평굴기(和平

崛起)’, ’유소작위(有所作爲)‘로 표현되는 보다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조심스럽게 표방하기 시작, 문흥호,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북한 인

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 『북한 어디로 가는가?』 p167~168
6 1998년 한¶중 양국이 기존의 선린우호관계를 협력적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직후 장쩌민과 리펑은 북¶관계의 의미를 “중국정부와 당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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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의 대중국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2000년 5월 방중을 통해 김정
일 위원장은 북중 우호관계의 발전이 상호 실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7. 

  한편, 2001년 1월 20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취임은 북¶중관계에도 향을 미쳤
는데, 강력한 미국을 주창한 부시대통령은 출범 이후 중국과의 ‘협력’보다 ‘경쟁’을 강
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표현하면서 북한의 정권교체 의지를 노골화 하자 북¶

중 관계는 상호 필요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2001년 9월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을 
처음 방문한 장쩌민 주석은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하며 선린우호 속에서 협력
을 강화한다(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隣友好 加强合作)”는 북¶중관계의 기본준칙인 이
른바 ‘16자 방침’을 제시하 다. 그러나 정치교류 및 경제협력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실제로 2002년 북한 신의주 특별
행정구 초대장관에 임명된 중국 출신 기업가인 양빈을 중국정부가 탈세협의로 체포
하면서 북¶중 관계는 긴장국면이 조성되기도 하 으며, 2003년에는 북한인 6명을 산
업스파이로 체포하고 50명의 북한인을 추방하기도 하 다8. 

  특히, 후진타오 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대 북한정책의 핵심은 북한체제의 존속과 이
를 통한 남북한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
과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핵관련 정책은 
장쩌민 집권기부터 주창해왔던 ‘북핵 3원칙’, 즉 한반도 평화¶안정, 평화적 해결, 한
반도 비핵화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강행, 미국의 대 북한 압박, 

이로 인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긴장국면이 소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향한 21세기 경제발전전략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는 판단아래 북핵문제 해결에 보
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주장은 자신들의 
안보적 이해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 북한 경제지원에 있어서도 규모와 방식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
었다. 즉 양국의 전통적 특수관계를 기반으로 한 인도적 무상지원과 현물 및 구상무
역 위주의 경제협력 양상이 개발지원 형태의 투자와 전략물자의 수출 중심으로 전환
되고 있다. 이는 곧 중국이 지원 일변도의 수혈(輸血)을 줄이고, 북한이 스스로 자생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혈(造血)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이 
북¶중 경제관계에서 점차 현실적인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로부터 북¶중 우호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현재 양국은 모두 각각의 국가상황이 있고, 자국의 발전방식에 의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에서 지속적으로 양국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질서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유익하다”고 평가, 『인민일보』, 1999년 6월 5일자 
7 2000년 5월 29일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정부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중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인민의 

희망이고 근본적인 이익이며 동시에 동북 지역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유익한 일”이라고 밝힘. 『인민일보』, 2000년 6월 2일자
8 이희옥, 「북¶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Ⅰ』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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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북일 교역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급격히 
축소되자 북¶중 교역이 이를 대체하고,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향과 중국의 대북투자 급증 등으로 북¶중교역의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 말 현재 26억 8천 77만달러의 교역실적을 기록하 으며, 북한 전체교역액의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자국이익에 기반한 대북관계의 전환을 현
실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불신과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김정일 위원장의 대중국 불신과 갈등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
도로 점차 고조되었다9.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체제안보를 위한 북
한의 핵개발 의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중국이 2005년 9월 BDA(Banco Delta 

Asia)은행의 북한관련 계좌를 동결시키는 비우호적 태도를 취하자 북한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동시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히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으며,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따른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에 중국이 적극 참여하면서 북
¶중간의 불신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북¶중 관계는 특히 한¶중 수교이후 정치, 이념적 유대가 퇴색되고 국가이익에 기
반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점차 전환되면서 기대와 불신,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굴곡
의 과정을 경험하 다. 전통적 우방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정책 변화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함께 북한의 체제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으며, 자위적 핵개발
을 추동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불신과 갈등 속에서도 중국
과의 일정한 이익균형을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공산당 일당체
제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지지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한¶미¶일 3국에 대한 불신과 공동의 안보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식량, 

원유 등 전략물자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10. 한편,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UN안보리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자 최근의 대
북정책이 ‘한반도 안정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 원칙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
으며, 결코 국가이익에 유익하지 않다는 자성이 있었다11. 그리고 북¶중 수교 60주년

9 김정일 위원장은 2005년 6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의 방북면담에서 “중국이 대만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옥,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와 발전」, 『북¶관계 : 구조와 이슈』 p32
10 이희옥, 앞의글 , p200
11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따른 UN안보리제재(1874호)에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아부, 추종한 세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2009년 

7월 15일 외사영도소조(조장 후진타오), 7월 17일~20일 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례적으로 전¶현직 북한대사,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대북정책관련 내부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안정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대북원칙 불균형을 자성. 이희옥, 「북한¶중국관계의 쟁점과 과제」, 

『통일교육원 세미나자료』,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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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아 2009년 3월 김 일 북한총리의 방중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2009년 10월 중국
의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중관계의 회복과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
기를 마련하 다. 

  이와 같은 중국의 최근 대북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은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여 북¶중관계를 보다 안정화시킴으로써 총체적 관리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유용
성이 상존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대북관계에 보다 성의를 
보 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행과정에
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획득, 향력 행사의 한계를 절감하 고,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중국은 대 북한관계의 총체적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연장
선상에서 최근의 정책변화가 이루어졌다.12          

  그러나, 북¶중관계는 전통적인 정치¶이념적 유대감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
도부의 세대교체를 앞두고 김정일 리더십을 포함한 북한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에 
매우 회의적인 5세대 중국지도부가 점차 국정실무를 장악하고 있다. 현재의 4세대 중
국지도부가 북¶중관계를 전통적 동맹관계와 일반적 정상국가관계의 중간적 수준에
서 불안정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5세대 중국지도부의 대북정책은 국
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상적 
국가관계로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관계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 2000년 이후 북¶중 정상 상호방문 일지                                

일자 방문자 방문지역 성과 및 후속조치

2000. 5. 29 ~ 31 김정일 베이징 중관촌 IT단지  개성공단개발사업 본격화

2001. 1. 15 ~ 20 김정일 상하이 푸둥지구 등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001. 9. 3  ~  5 장쩌민 평양  북¶중 관계 16자 방침 전달

2004. 4. 19 ~ 21 김정일 베이징 등 공업도시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체결, 경제 
 협력공동위원회 설치

2005. 10.28 ~ 30 후진타오 평양
 6자회담 협력과 3대 중공업분야((광산개 
 발,제철공업,항만개발) 개발원조제공 합의 

2006. 1. 13 ~ 19 김정일 베이징, 광둥성, 우한, 상하이  북¶중 경제협력 강화

2009. 10. 4 ~ 6 원자바오 평양
 조건부 6자회담 복귀의사 피력, 신압록강 
 대교 건설, 경제지원 약속

자료 : 언론보도자료 하나금융경 연구소 정리 

12 문흥호, 앞의글, 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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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1. 북¶중 경제협력 현황

   후진타오 집권 이후 중국은 기존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안정과 분배’에 
중점을 둔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 으며, 이러한 국가전략은 ‘과학적발전관(科學的發

展觀)’과 ‘사회주의화해론(社會主義和諧論)’으로 집약되고, 대외전략에서도 화합과 협
력을 강조하는 ‘화자위선(和字爲先)’, ‘화해세계(和諧世界)’를 전면에 내세웠다.13 이러
한 중국의 대외전략은 북핵문제로 인한 ‘북한부담론’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하여 ‘한반도 안정’을 위한 균형적 향력 확대에 치중하

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교류와 협력도 급속히 증가하 다. 

  그리고 이는 양국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과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으며, 

상호 방문과정에서 경제관련 주요 협정체결과 중국의 대북한 대규모 유¶무상 원조 
및 투자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증되고 있다. 2004년 4월 김정일 위원장의 베
이징 방문에서 양국 지도부는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05년 3월 
박봉주 북한총리의 중국방문을 통해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 으며 
‘경제협력공동위원회’설치에도 합의하 다. 또한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우이(吳儀)부총리가 방북하여 북한과 3대 중공업분야 즉, 광산개발, 제
철공업, 항만개발에 대한 개발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 다. 그리고 2006년 1월 김
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으로 양국의 전통적 협력관계 복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
편, 이를 계기로 중국의 대북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14. 그리고 2009년 10월 원바
오 중국총리가 “조¶중 우호 60주년”을 맞아 방북하여 북한과 ‘5개년 경제기술협력협
정’을 체결하여 20억달러 상당의 경제원조와 투자에 합의하고, 2,000만달러 규모의 
신압록강대교 무상건설과 나진항 부두개발 및 도로건설 착수를 약속하 다15. 또한 
“능력이 되는 한” 북한을 지원할 것을 언급하여 중국의 대북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임
을 암시하 다. 이와 같은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는 북¶중간 무역액의 증가, 특히 
중국의 대북한 수출 급증과 투자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13 문흥호, 앞의 글, p168
14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와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2007, p8~10
15 최춘흠,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평가: 북핵 폐기는 멀어지는가?」, 『통일연구원온라인시리즈』,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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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중 교역 현황 

  북¶중 무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향으로 1998년 37.1% 감소한데 이
어 1999년에도 10.3% 감소하여 무역규모가 1974년 이후 최저수준(3.7억달러)으로 하
락하 으나, 2000년에 4.9억달러로 1990년의 수준을 회복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하
다. 2003년에 총무역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27억9천만달러를 기록
하여 2000년 무역총액의 5.7배나 증가하 다. 

  북¶중 교역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1999년의 25%에
서 2005년에 50%를 상회하 으며, 2008년도에는 73%(남북교역포함시 49.4%)까지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된 원인은 2000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특히 일본의 대북제재로 북¶일 무역이 급격히 감소
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물품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와 식량 등 전략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조달하 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도 중반이후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한 경화
를 토대로 북¶중 무역규모를 확대시켰으며, 2008년도에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더
욱 심화된 것은 남북교역의 정체를 대체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16. 한편, 중국제
품의 시장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리적 인접성과 물류의 편리성 등 교역여건
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북¶중 교역 확대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무역규모의 급증에는 중국의 대북한 수출증가가 큰 몫을 담당하 다. 중국
의 대북 수출은 2000년 37.2%가 급증한 4.5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북한의 신의주특별행
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의 구속으로 북¶중 긴장국면이 조성된 2002년(-18.1%)을 제외
하고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 으며, 2008년에는 20억달러를 상회하여 2000년 대비 4.5

배나 확대되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석유와 코크스 등 광물성연료와 보일러와 기계
류, 전기-음향기기, 철강, 플라스틱, 섬유재료, 곡물, 의류품 등으로 침체에 빠진 북한의 
산업시설이 낮은 수준으로나마 가동되고, 주민들의 식량난, 생필품 부족을 완화하기 위
한 원자재와 물품 등 전략물자들이었다. 중국의 전략물자 중심의 수출증가에 기인한 북
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향력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북한 수입도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7.5억달러를 기록
하 으나, 북한에 대한 수출액의 37%에 불과해 북한의 무역적자를 심화시켰으며,적자
비중도 2008년 북한의 전체 무역적자 15억 5,500만달러 중에서 12억 7,900만달러를 기

16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0%수준에서 2007년도에 38%까지 높아지다가 2008년에 남북경색의 영향으로 32%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북한의 대남한 흑자규모는 2006년 2.6억달러, 2007년 4.2억달러, 2008년 3.3억달러를 기록하여 남한은 북한의 최대 수출국
이자 최대 무역흑자국, 「최근 북한의 경제 및 대외교역 변화와 시사점」, 『북한정보시리즈(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9.1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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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여 82%를 차지하고 있다17.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만성적
인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중수출품목이 광물성 연료, 광석, 어류, 철
강 등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위주로 구성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상품의 부재
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2003년부터 경공업 활성화 의지를 표명하며, 제조상품위주로 
수출구조 변화를 시도하 으나, 여전히 광물성 생산품과 비금속류 등 원자재 성격이 강
한 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70%이상이 동북 3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교역 이외에도 중국의 대북 무상지원, 차관 형태의 원유지원, 군사원조, 무역
흑자분 미상환, 밀수거래, 변경 보따리무역, 조선족의 친족방문을 통한 친지간 현물 및 
현금거래 등을 포함하면 북¶중 양국의 실제 교역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18  

  지난 2009년도 북¶중 교역규모는 2008년 대비 3.8%가 감소한 26억8077만달러를 
기록하 다. 북¶중무역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북한의 대중국수입부문에서 큰 
감소세를 보인 반면, 북한의 대중국수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북한의 대중수입규모는 전년대비 7.1%가 감소한 18억8,774만달러를 기록한데 반해, 

북한의 대중국수출은 오히려 2008년 대비 5.2%가 늘어난 7억9,303만달러에 달해 대
중국무역 적자규모도 전년에 비해 14.5%가 감소한 11억달러수준으로 축소되었다19. 

이와 같은 북¶중 교역실적은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무연탄을 비롯한 광물연료의 적
극적인 수출 증대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추이(2000~2009)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북한 총 교역액 1,970 2,270 2,260 2,390 2,860 3,000 3,000 2,940 3,820 NA

북¶중 

교역액

금액 488 737 738 1,023 1,377 1,581 1,670 1,974 2,787 2,681

증가율  31.8 51.1 0.1 38.6 34.6 14.8 5.6 16.1 41.2 -3.8

수출
금액 37 168 271 396 582 497 468 582 754 793

증가율 -10.8 354 61.3 46.1 46.7 -14.6 -5.8 24.3 29.7 5.2

수입
금액 451 571 467 628 795 1,085 1,232 1,392 2,033 1,888

증가율 37.2 26.6 -18.1 34.3 26.6 36.5 13.5 13.0 46.0 -7.1

무역수지 -414 -404 -196 -232 -212 -588 -764 -810 -1,279 -1,095

비중 24.8 32.5 32.6 42.8 48.1 52.7 55.7 67.1 72.9 NA

* 북한 총 교역액은 남북교역을 제외한 금액      자료 : kita,net, 중국해관총서 각 년도 정리 

17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적자에서 대중국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에서 2002년 25%, 2003년 28%, 2004년 26%로 3년간 감
소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59%)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6년 69%, 2007년 73%, 2008년 82%까지 급등   

18 중국의 해외원조의 약 93%가 북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은 베트남, 몽골 등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결
과이며,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대중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이나 투자액까지 고려할 경우 약 85%로 증가하고, 필수전략물자의 대중의
존도는 전체도입량의 60%에 달한다. Andrei Lankov, 「China Rises its stake in North Korea」, Nautilus, January 6, 2006   

19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2월호」,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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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북¶중 투자 현황                            

 

   중국의 대북투자 형태는 크게 자원개발, 제조업, 서비스 및 인프라(SOC)구축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3년을 기점으로 투자금액과 투자추세에 있
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198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 법’(합

법)을 제정한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가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말까지 식당, 상점, 

수산양식업 등의 분야에 투자건수도 10여건에 불과하 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투자
는 2002년 북한의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시장경제
화가 진전되어 북한기업의 중국기업과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활성화되었다. 특히, 제
조업분야에서 중국기업의 대북투자가 북한의 수입대체 정책과 맞물려 북한의 내수시
장 확보가 일정 수준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활성화되었다20. 중국기업들이 투자에 성
공한 분야는 컴퓨터, 전기, 자전거, 가구, 담배 등의 분야이며, 대표적 사례로는 2002

년 9월 아침-판다컴퓨터 합 회사를 설립, 북한 내에서 펜티엄급 컴퓨터를 조립생산
하여 성공한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를 들 수 있다. 

  2004년부터 중국의 대북투자는 점차 서비스 및 인프라투자와 자원개발 목적의 투
자로 다변화되고 투자지역도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4년 2월 차오화요
우렌문화공사(朝華友聯文化公司)가 정부차원에서 설립되고, 2004년 4월 김정일 위원
장의 중국방문 이후 2005년 3월 양국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중국의 대북한 ‘도로, 항만, 개발구 일체화 건설’ 지침21에 따라 중국의 북한투자
가 급증하기 시작하 다. 서비스분야의 대표적 대북투자는 중국대련의 요녕태성국제
무역유한회사의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 운 을 들 수 있다. 2005년 6월에 개설된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은 수입생산재 유통 종합시장으로 경제건설에 필요한 수입원
자재 및 물품을 북한의 기관¶기업소에 판매하는 시장이다. 이외에도 평양요지의 토
지매입, 평양 제2백화점 경 권 확보 등 부동산 및 유통업에 대한 자본 투자가 본격
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북진흥전략’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난 2006년 단행한 
북한단체관광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대형 관광전용열차를 운행하는 한편, 관광노선을 
다변화하는 등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22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6년 

20 조명철 외,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2009.12 P40
21 국무원이 2005년 제출한 「동북 3성 진흥계획」 24조에 “북한과의 도로, 항만, 산업지구 일체화 건설을 촉진하고 대외협력 프로젝트를 실시

한다. 국가는 대외원조를 실시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동북지역의 변경세관과 연계되는 교통, 항만, 공항 등 기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배정한다”라고 명기, KIEP 「오늘의 세계 Vol.9」, 2009.11.4
22 지난 2009년 10월 원바오 총리 방북에서 양국간 ‘중국관광객의 북한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6년 도박 성

행을 이유로 전면금지하였던 북한 단체관광을 오는 4월 12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동북지역 

관광업 발전계획’을 발표. 연합뉴스 2010년 3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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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총 투자금액의 70%에 이르고, 외국자본의 북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총 
25건 가운데 중국이 20건을 차지하여, 확인된 12건의 투자금액만도 3,580억원에 달하
고 있다23. 최근 중국의 대북한 자원개발 투자 급증은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지하자원의 시장수요를 반 하여 자원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적 투자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연탄, 철광석 뿐만 아니라 하이테
크 산업에 필수불가결한 텅스텐, 구리, 금, 마그네사이트, 해저유전 개발 등에 투자하
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기업은 중국의 오광그룹, 길림성 통화강철
집단, 연변천지공사, 중강그룹의 무산철광개발, 북한의 최대무연탄 탄광인 용등탄광
개발 합 회사, 중국 초금집단, 산동국대황주식유한공사의 혜산청년동광 개발,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중국의 요화유리집단공사가 무상원조 형태로 진
행된 남포의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 및 운 지원,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근대화, 천진
항 정비, 단천항 현대화, 북¶중합작 철도회사 발족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최근
에는 신압록강대교 건설, 신의주-평양간 고속도로 건설, 나진항 부두개발24, 나진 국
제교역단지 조성, 남포항 개발, 남포 보세구역 개발, 압록강변 발전소 공동개발 등 대
규모 인프라투자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한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투자제도 미비, 경직된 행
정체계, 인프라시설의 낙후 등의 원인으로 투자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평양 제1백화점의 경우, 심양의 중쉬(中旭)집단이 600만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10년간 경 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인 종업원 
채용 규제 등 북한당국과의 마찰로 투자가 무산되었다. 또한 중국 훈춘시와 북한 라
선시 지방정부가 2005년 9월에 ‘도로¶항구¶개발구 일체화’사업추진에 대한 합의서
를 체결하고 이듬해 2월에는 나진항 개발을 담당할 라선국제물류합 회사가 설립되
고 업허가증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원정-나진항간의 도로공사 착공이 수차례 연기
되고 중국 훈춘동림경제무역유한회사의 나진항 개발사업 추진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25. 

   한편, 북한은 지난 1월 20일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과
의 거래와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할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국가개발은행의 투자유치를 전담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장에 김양

23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09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외국기업의 북한자원개발 추진현황’
24 2009년 10월 초 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 직후 10월 7일 북한의 나진항 1호 부두의 2,3호 정박지를 보수, 확장하고 4호 부두를 신축하여 

10년간 독점 전용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나진에서 원정리까지 67km의 도로를 폭 9m의 4차선도로로 확장해 주기로 합의, 매일경제 2009년 

10월 7일자 
25 조명철 외, 앞의 글 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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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통전부장, 총재에 박철수 재중교포사업가를 선임하 다. 이어 지난 3월 10일에는 
국가개발은행의 첫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인 전일춘 노동
당 39호실장을 임명하 다. 특히, 대풍그룹은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규모의 외자유
치를 통해 식량,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 등 6개 국가전략분야를 해결할 계획
이며, 국가예산과 별개의 독립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 주목되고 있
다. 또한 대풍그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나진항을 전면 개방하고 중장기적으로 
나선특별시와 청진항을 잇는 동북아물류중심지로 개발하며, 나선과 청진을 포함하
여 평양(첨단기술), 신의주(방적 등 경공업), 함흥(석탄화학), 김책(중공업), 원산(조
선), 남포(의약품) 등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자본에 개방함으로써 지
역 거점도시로 집중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5년 이내에 평양~신의주, 

평양~원선~라선, 평양~개성, 혜산~김책 사이의 철도 현대화와 고속도로 건설 등 인
프라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26. 

  중국의 대북 투자금액은 2001년 260만달러에서 2004년 1,410만 달러로 증가하
고27, 2005년에는 5,369만달러(협의액 1억 345만달러)로 급증하 으며, 2006년 상반기
에만 5,874만달러(협의액 8,643만달러)를 기록28하는 등 중국의 대북투자가 2005년 
‘투자보호협정’체결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6월까지 누적된 중국기업
의 대북투자는 총 44개 항목의 1억 2,722만달러에서 2008년 1월까지 총 투자는 84개  
항목에 2억 6,000만달러로 배가되었으며29, 2008년에만 2억달러를 상회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중국의 대북투자는 2차 핵실험 이후 위축되었다가 
10월 원자바오 총리 방북 이후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으나 2009년 연간 투자규모는 
대중 교역규모의 감소와 함께 축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 투자규모는 무역규모의 10%에 불과하며, 북한경제에 미치
는 향 역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진흥
계획의 일환으로 북한과 ‘도로, 항만, 산업지구 일체화’ 추진, 특히 북¶중 국경지역 
경제개발을 통한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외자유치 총력 
경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 그리고 최근 복원되고 있는 북¶중간 
정치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북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6 조선신보, 니혼게이자 보도 인용 경향신문, YTN 210년 3월 2일자       
27 김영근,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2008, p2 
28 구진셩(谷金生)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경제참사가 2006년 9월 제2회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대북투자가 실행액 

기준으로 밝힘. 그러나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이나 『중국상무연감』에는 중국 상무부가 승인한 대북투자액은 2005년 

1,437만달러로 표기되어 공식통계와 실제 투자액간에 큰 격차를 보임, 연합뉴스 2006.9.4일자   
29 김철(요녕성사회과학원 교수), 「북한-중국 경제무역 합작 현황 분석」, 『KDI북한경제리뷰 2008년 5월호』,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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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004년 이후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개발 및 채굴권 확보 현황

자료 :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국감보도자료 2009.10.23일자

표 5 |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 투자실적                                

광산 무산 덕현 웅진 은파 장진
해산

청년
8월 오룡 문락평 룡흥 보천 덕성

종류 철광 철광 철광
연/

아연광

몰리브

덴광
동광 동광 철광 철광

몰리브

덴광
금광 철광

투자

금액

1억위안 6억위안 3000만
유로

3.5억
위안

240만
유로

(50%)

4,400만
위안

1,000만
위안

3.16억
위안

1억위안 443만
달러

2,000만
위안

1억달러

172억원 1,032
억원

516억원 602억원 20억원 756억원 17억원 543억원 172억원 51억원 344억원 1,165
억원

* 투자금액이 확인된 프로젝트만 정리, 원화는 체결당시의 환율로 계산     자료 : 문화일보 2009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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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 

가. 북¶중 교역의 특징

  

   북¶중 교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 는데, 특히 
2001년과 2008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2002년과 2006년, 2007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09년에는 11년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 다. 또한 수출품목에서도 
최대수출품목이 2000년대 초반 동식물성 식품(38.51%)에서 최근에는 광물성자원
(41%)으로 전환되는 등 교역의 규모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북한경제의 구조적이고 대외환경 측면
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
도는 2000년 25%에서 2005년에 50%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73%까지 확대되었
다30. 2000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4억8,803만 달러이었고, 대일본 무
역은 4억6,365만 달러로 교역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외무역의존도에
서도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북¶일 평양선언’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로 일본내 대북강경여론이 고조되면서 실시한 대북제재의 향으로 양국간 
교역은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북¶중 교역의 증가는 북¶일 교역의 위축을 대체하여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08년의 경우에도 남북경색에 따른 남¶북 경제협
력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다.

  둘째,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북핵문제 사이에서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은 2001년 부시집권 이후 ‘강력한 미국’을 주창하며, 중국을 최대의 ‘잠정적인 적’으
로 간주하고 경쟁관계를 심화시키자 이에 대응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향력 확대, 

특히 전략적 이익이 상충되는 한반도에 대한 향력 확대 및 유지를 국가의 ‘핵심이
익’으로 설정하 다. 즉, 북¶중 교역의 증가는 중국의 대북 정책기조인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 그리고 북한에 대한 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과 2006, 2007년 북¶중 교역의 위축은 북핵문제와 상
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장쩌민 중국 주석은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안보적, 경제
적 이익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북핵 3원칙’을 집권기부터 주장하
다. 그러나 2002년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북한이 임명한 신의주 특별행정장관 구
속, 산업스파이 혐의로 북한인 구속 및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 간 긴장

30 남북교역을 포함할 경우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03년 32.8%, 2004년 39.0%에서 2007년 41.7%, 2008년 49.4%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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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이 조성되었으며, 북¶중 교역에도 향을 미쳐 증가세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
어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전례없이 강하게 비난하고 안보리 대
북제재 결의 1718호에 찬성하면서 2006년과 2007년의 북¶중 교역규모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어서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에 참여하면서 북¶중 교역액은 1999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 다. 그러나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는 오히려 북¶중 교
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교역품목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식품류에서 
기초 원자재로 변화되고 수입품목에서는 산업자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류
¶봉제를 중심으로 임가공 등 위탁제조가 확대되고 있다. 2003년 북한의 대중국 5대 
수출품목은 동식물성 식품(39%), 섬유제품(18%), 기계,전기전자(13%), 비금속류
(8%), 광물자원(7%) 순이었으나, 2008년에는 광물자원(41%), 비금속류(17%), 섬유제
품(11%), 기계, 전기전자(7%), 화학,플라스틱(7%) 순으로 수출품목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품목은 여전히 1차산업과 저부가가치 생산품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광물자원과 비금속류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중국의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른 북한 광물자
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화수
입이 감소되면서 광물생산량이 증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에, 중국으로부터는 에
너지 수입비중(약 30%)이 가장 크고, 산업생산에 필요한 기계, 철강의 수입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곡물, 비료 등 전략물자와 경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기자재의 수입증가는 북한의 생산설비 개선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이 7.1%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수입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수입비중이 가장 큰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31.

  넷째,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만성적 구조이며, 적자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지
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의 대중국 적자구조는 북한의 저부가가치 원자재 중
심의 수출구조와 중국으로부터 원유와 식량 등 전략물자 및 산업설비와 재료, 생활
용품 등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적자규모
는 2000년 4.1억달러에서 2004년 2.1억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05년 5.9억달러로 급
증한 이후 급속히 심화되어 2008년에는 12.8억달러로 증가하여 1990년 이후 최대치
를 기록하 으며, 전체 무역적자의 82%를 차지하 다. 특히 북한의 이와 같은 무역

31 2008년 상반기 국제원유가격은 톤당 799.7달러였으나, 2009년 상반기 국제원유가는 377.8달러로 53%가 하락하였다. 『KDI 북한경제리뷰 

2009년 8월호』,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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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심화는 에너지난으로 산업시설이 유실되고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자본재 수입 
및 선진기술도입을 제한하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기술과 산업시설이 낙후됨으
로써 저부가가치 생산으로 수출품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입위주의 물품조달구
조가 고착화되었다. 따라서 북¶중 교역의 증가는 북한의 적자규모 확대로 이어져 
북한의 대외경제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중국의 향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림2 | 북한의 수출품 변화추이    

식물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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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성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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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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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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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성자원

41%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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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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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전기전자

7%

화학,

플라스틱

7%

목제품

1%

2008년

자료: KOTRA(2009),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다섯째, 북¶중 교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지역 중심의 변경무역형태로 활성
화되고 있다.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2008년 대북한 수출액이 20억 
3,000만달러 수준으로 중국의 대북 수출총액의 77%에 이르고, 요녕성과 길림성의 
대북 수입규모는 5억 4,000만달러로 수입 총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북 
3성 가운데서도 단동을 중심으로 한 요녕성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여 1990년 상반
기까지 교역비중이 가장 컸던 길림성 연변지역을 추월하 다. 1990년대 말부터 단
동을 경유하는 무역액이 전체교역의 70%를 넘어섬으로써 단동이 북¶중교역의 중
심지로 부상하 다. 또한, 북¶중간 무역은 중국정부의 우대조치를 활용한 변경무역
이 활성화되고 있다.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할 경우 중국무역업체는 증치세(부가각치
세)와 수입관세의 5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일반무역보다 수출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역회사와 기
업들은 변경무역권을 가진 중국의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32.

32 중국정부는 낙후된 변방지역의 경제발전 및 인접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변경무역에 관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단동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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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중 투자의 특징       

 

  중국의 대북투자는 전후 시작된 양국 간의 오랜 무역역사와 비교할 때 한참 늦은  
1984년 북한의 합 법 제정 이후 시작되어 1993년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법
이 제정되면서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민간차원으로 투자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
러나 2001년 9월 중국 장쩌민 주석의 북한 방문에서 제시한 ‘16자 방침’을 통해 합작
강화(加强合作)를 강조하고, 2002년 북한의 ‘7¶1 경제개선조치’로 기업의 독립채산제
가 확립되면서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본격화 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대북투자는 제
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04년 이후 자원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한 투자를 중심으로 북¶중 경제협력에
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중앙정부와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주도로 대북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다. 2004년 2월 정부차원에서 대북 투자자문회사인 ‘차오화요우렌문화공사(朝華友聯

文化公司)’를 설립하여 정부차원의 대북진출을 총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4월 방중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국정부는 중국기업
이 북한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는 북한 박봉주 총리의 방중을 통해 양국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 다. 이로써 중국의 투자
자산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대북투자 증가
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10월 방북 정상회담에서 “중¶조관
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
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추진을 촉구하 다.33 이어서 2006년 1월, 

BDA 금융제재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 간 경제교류협력은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며, 시장원리에 입
각하여 운 한다(政府引導, 企業參與, 市場運作)”는 경제협력방침을 천명하 다. 이것
은 북¶중 경제협력이 정부차원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실행단계에서는 기업이 시
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는 북한의 요구와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자본진출과 투자확대는 북¶중관계와 지역안정을 고려한 
중국의 ‘전략전 판단’ 뿐 아니라 북한 측의 필요와 의지 역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

경우 변경무역권을 획득한 130개 중국 무역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무역업체들은 지역내 기업과 상인들의 수출입업무를 대행할 뿐 아

니라 상해, 청도 등 타 지역 업체들의 대북한 무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종운,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9.8.10     
33 인민일보, 2005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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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향력 확대전략은 북핵문제로 인한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사면초과 상태에 있는 북한의 생존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북핵문제 이후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고립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05년 9월 ‘북핵문
제타결을 위한 9.19공동선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달러위조화폐 혐의로 미
국의 요청에 의해 중국정부가 BDA(Banco Delta Asia) 북한자산을 동결하는 등 국제금
융제재에 참여하자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 다. 방중기간동안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중국이 그동안 요청해온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북¶중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제안하 다. 김정일 위원장
은 중국지도부와의 회견에서 북¶중 간의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주장하면서 ① 자원
과 에너지분야 협력 ② 인프라건설을 둘러싼 협력 ③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 ④ 

하이테크 분야에 관한 협력 ⑤ 농업문야에 관한 협력 ⑥ 노동집약형 산업기지 건설
에 관한 협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4. 또한 김정일 방중당시 면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협력방침을 밝힘으로써 국가이익의 전
략적 판단과 상업적 실리추구 원칙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에너지, 원자재, 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에 중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원자재 및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중국
으로서는 자원의 확보가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
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도 급증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자원외
교를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35. 중국은 현재 북한의 철광을 
비롯한 금광, 동광, 몰리브덴광, 탄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투자를 추진 중이다. 

북한에는 약 200여존의 유용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나, 이중 경제적 개발가치가 있는 
대상은 43종이며, 이 중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이다. 특히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60억t으로 세계1위이
며, 우라늄도 매장량이 매장량 2,600만t중 채굴 가능량만 400만t에 이르러 북한의 매
장광물자원 가치는 6조달러(약 7,00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36. 특히 중국은 ‘동
북 3성진흥계획’에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수송비용이 저렴하고 경제적 가치도 
높은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운 을 포함하고 있어 동북 3성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투자는 정책적이고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최근 중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 증가는 동북 3성 진흥을 위한 동반개발 성격
을 띠고 있다. 2005년 6월 중국국무원 판공청 명의로 발표한 문건 36호 ‘동북지역 노
34 박병광,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북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연구」, 『북한, 어디로 가능가?』,p404 
3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향방과 국내 파급영향 및 시사점」, 『금융연구시리즈 12호』,p 35 참조 
36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현황」, 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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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실시에 관한 의견’은 동북진흥과 관련된 29개항의 의견
을 제시하면서 24항에 동북지역의 항구와 접경항, 도로, 철도, 교량 및 접경도시에 
대한 기초시설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동북 동부의 동벤다오 철도 개통을 서두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및 북한과 연결되는 도로, 항만, 산업지구 조성의 
일체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원조 시 우선적으로 
동북지역의 변경세관과 연계되는 교통, 항만, 공항 등 기초인프라 건설항목을 우선
적으로 배려한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인프라 지원의지를 명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에 따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2009년 7월 국무원이 승인한 
“동북 3성 노후기지 진흥에 관한 추가계획”에서는 대련을 중심으로 좌우 해안도시
를 묶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창춘, 지린, 투먼을 잇는 “창지투 개방선도구”프
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압록강변 단동에서 길림성 퉁화를 잇는 “퉁-단 
경제벨트”와 훈춘을 거점으로 두만강유역을 “동북아물류벨트”로 개발, 연계하여 광
역 “동북경제권”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진흥계획이 북
¶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재정투자가 증대되면서 대북 인프라 투
자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북한도 최근 이와 같은 중국의 개발전략에 부응하여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외자유치전담기구로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선정하는 한편, 

총재에 재중교포를 입하 으며, 나진항 전면 개방과 8개 도시의 경제특구 지정 및 
외자개방 계획을 밝히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동북 3성과 북한
의 동반성장 가눙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림3 | 중국의 창지투 개방선도구 개발계획   그림4 | 중국의 퉁단 경제벨트 개발계획

자료 : 한국경제 2010년 3월 9일자 자료 : 서울신문 2009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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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1.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

  1990년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합되고, 1991년 구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시작된 사
회주의국가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가져왔으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소
련을 대체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북¶중 
경제협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정권 및 체제유지와 안전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경제협력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북한정세의 안정적 
관리¶유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적 판단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일정
수준의 향력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중국의 대북
한 정책기조를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강화추세는 북한경
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정상국가로 발전시킨다는 긍정적 측면과 북한에 대한 

향력 확대 및 유지를 위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 남북경색으로 남북경협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경
제협력 강화추세를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가. 기회요인

  첫째, 북한의 경제난과 북미 및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
는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폐쇄경제와 산업시설의 낙후, 기술력 및 전력 부족 등으
로 산업생산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1990년대의 경제위
기 이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원과 물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체제안정과 정권유지를 위한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식량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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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등 전략물자 조달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는 갈
수록 심화되고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현 이
명박 정권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교역이 급격히 감소하고 금강산관
광 중단 등 납북경협사업도 위축되었다. 북한의 대남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대폭 축
소됨에 따라 경화수입이 감소하여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및 전략물자의 수입을 통한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연탄, 철광석 등 주요 지하자원
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105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추진하는 등 자력
갱생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자력에 의한 경제난 극복은 이미 불가능한 상
황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물자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실시한 화폐개
혁의 향으로 민생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2012

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군사적, 경제적 강성대국 토대를 마련하고 후계체제구
축을 준비해야 하는 국내 정치상황에서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의 경제난 극
복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정치, 경제적 불안으로 인
한 북한의 급변사태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불안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
래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동북 3성 진흥과 북한의 연계개발 전략은 상호 시너지효과가 커 북
한의 산업발전을 유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 동북 3성간의 물류인프라 
연결과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과 산업협력은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북한의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37. 특히,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 경제력, 소비시장 그리고 북
한의 저렴한 원자재 및 우수한 노동력, 동해진출로 등 경제 및 산업구조가 상호 보
완성이 강하고 양국 간의 정치안보적 불안정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상호 발전가
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현재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인프라의 
현대화 추진이 자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도로, 항만, 산업지구 
일체화 계획’에 따라 나진항 부두개발 및 국제산업단지 조성, 신압록강대교 건설, 신
의주~평양간 고속도로 건설, 압록강변 발전소 공동건설, 남포항 보세가공단지 개발 
등 중국의 북한 인프라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산업인프라 수준은 
대폭 향상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중국 동북 3성의 잉여전력
(화능단동전력, 훈춘화력발전)망을 연결함으로써 국경지역의 안정적인 산업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간선철도 연결사업, 동북아 에너지협
력사업 등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 물류운송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7 국경지역 경제협력은 성장삼각지대 (싱가폴-말레이지아의 조호르주-인도네시아의 리아우주), 홍콩-심천, 유럽연합의 다양한 국경도시간 경

제협력 경험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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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遼寧) 연해경제벨트”와 “퉁단 경제벨트” 개발은 
북한의 신의주지역을 비롯한 평양, 남포 지역의 서해안 공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중국의 “창지투 두만강개발계획”은 동해안의 나선직할시를 
비롯한 청진, 김책, 함흥의 중화학공업단지 회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은 북¶중 경제협력를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은 북한의 국민소득 향상과 구매력 확
대로 이어져 남북 소득격차가 완화될 수 있고 남북경협의 증대를 수반할 수 있다.  

  셋째, 북¶중 경제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사
회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북한의 대외개방과 산업구조 개편을 유도할 
것이다. 북·중간 인프라 연계 구축을 기반으로 국경지역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북한의 신의주, 나진, 청진 등의 국경도시들은 수출 및 물류중계지로 산업구조가 개
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경협 구조 및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통해 신의주~단동간, 신의
주~평양간 도로와 철로가 확장되고, 위화도와 황금평의 개발추진으로 북¶중 교역
이 활성화되면, 북한이 추진계획을 발표한 신의주와 남포, 평양의 경제특구와 서해
연안 경제벨트의 성공적 추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나선직
할시는 중국의 창지투 두만강개발과 동해 진출항 확보,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개발
과 포화상태인 극동항의 대체항으로 중·러 간 경쟁적 경제지원 및 투자 양상38을 보
이고 있어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향후 동북아 물류중계지 및 수출산업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 일본기업의 투자유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동북 
3성 진흥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북¶중 국경지역의 경제개발은 외자기업 발전
에 유리한 ‘개방선도구’를 표방하고 많은 다국적 기업과 국가들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향권에 위치한 북한 국경지역도 대외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 3성 경제발전속도에 따라 북한의 
대외개방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점차 내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 강화는 오히려 한국, 일본, 러시아 및 국제
사회의 대북 투자를 유도하여 외국자본의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오랫동안 북한
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향력 확대를 견제하여 왔다. 북한은 중국이 2006년도부터 
신압록강대교 무상건설을 제안하여 왔으나, 확답을 회피하여 오다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에서 수락한 바 있다. 나진항 부두개발에 있어서도 중국은 이

38 러시아는 중국이 2005년 동북진흥계획에 북한과의 도로·항만·산업 일체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진항개발과 훈춘~나진간 도로확장에 관심

을 보이자, 러시아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 및 두만강개발 주도를 우려하여 나진항 개발에 참여하고 북한~핫산간 철로 현대화사업을 

추진, 원동욱· 김선철 「월간교통」 200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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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990년대 초반 UNDP 두만강개발계획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 공동개발, 운 을 제
의하 으며 2005년에는 협정서까지 체결하 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 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북 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러시아의 나진항 부두개발 투자를 유
치하여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하 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주노선을 견지해 
왔으며, 북한외교 역시 놀라울 정도의 균형감각을 보여 왔다. 과거 북한은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능숙한 줄타기 외교를 전개한바 있
다. 북한의 이와 같은 자주노선은 최근의 외자유치 다변화 노력에서도 엿볼 수 있
다.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
럽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관과의 거래
와 투자업무를 수행할 국제개발은행의 설립과 투자유치를 전담할 조선대풍국제투자
회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편, 대풍투자그룹은 나선과 청진을 포함하여 평양(첨단
기술), 신의주(방적 등 경공업), 함흥(석탄화학), 김책(중공업), 원산(조선), 남포(의약
품) 등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자본에 개방함으로써 지역 거점도시로 
집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자본진출과 투자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
다. 다만, 북핵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타결을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제된다면 충분히 외자유치의 다변화가 이루어져 북¶중 경제
협력의 확대만큼 남북경협의 증대도 예상할 수 있다.                

  

나. 위협요인                

  첫째,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국경지역 동반경제개발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
동경쟁력을 지리적 이점을 통해 중국의 산업구조에 편입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외
자유치와 산업구조 재편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중 국경지역 경제벨
트를 첨단산업과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공존하는 수직적 산업분업체계의 산업클러스
터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북한이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이전받아 저임금 생산기지로
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발전모형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더욱이 동북지역의 자본과 물류, 소비시장과 생산시장이 결합된 대규모 산업단
지 개발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북한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저임노동력을 
흡입하여 북한을 원재료 및 노동력 공급지역 또는 위탁가공지역과 소비시장으로 전
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한 개방선도구로 지정하여 투자환경에 
있어서도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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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2009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HS code 2단위 기준) (단위: US천$, %) 

순위 코드 품목명
2008 2009(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 광물성 연료, 광물류 207,550 22.1 169,429 138.4

2 26 광, 슬랙 및 회 (암석광물) 212,691 29.7 42,824 -63.6

3 62 의류/부속품(메리야스, 비편물의류) 77,296 28.0 36,135 19.4

4 72 철강 78,448 73.6 27,106 -31.1

5 25 소금,황,토석류 및 석고,석회,시멘트 19,301 157.9 12,190 46.3

6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40,000 33.6 11,753 32.5

7 79 아연과 그 제품 4,434 -55.6 10,368 406.9

8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9,028 39.5 6,184 -31.5

9 28 무기화학품 5,950 354.2 5,124 399.4

10 08 과실 등 9,127 143.3 4,939 21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이 외자유치나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시장경제 편입과정에서
는 오히려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동북 3성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중복되어 
산업구조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도시중심의 중화학공업 발
전모델을 지속할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자도입이 필수적이어
서 산업재편과정에서 북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둘째,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에서 지하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의 대북 투자액의 70%가 지하자원 개발에 투입되고 있어 지하자원의 대중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에서 광물 및 광산품이 총 수
출액의 63%를 차지한 가운데, 무연탄 수출이 150.7% 증가하고 아연광의 경우에도 
291.7% 증가하 으며, 2005년 이후 광물자원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북한의 최대 수
출품목으로 부상하 다39. 이와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자원 개발은 북한의 시설
장비 노후화, 투자재원 및 기술 부족, 전력 등 에너지 공급 부족, 열악한 인프라 환
경 등으로 북한 스스로의 자원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수송비용 절약, 동북지역 개발의 시너지효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
원에서 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장기채굴권 계약은 장차 통일이 되더라도 효력이 있는 상업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에 중국의 개입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광종
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유
출 심화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39  2004년까지 어패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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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 경제 및 산업구조에서 중국의존도의 심화로 
이어져 남한의 향력 약화와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 향력 확대 의도를 경계하는 것은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방침과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투자여건이 무르익지 않는 북한에 적
극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소비되는 원유의 87%, 소비재의 80%, 

곡물의 50%, 해외직접투자의 80%, 전체교역의 약 5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
편,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0%수준에서 2007

년도 38%까지 높아지다가 2008년에 남북경색에 의해 32%수준으로 하락하 다. 그
러나 남한은 최대 수출국(45%)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대북 향력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그러나 교역구조에 있어서 2000년 이후 북일 교역이 급감하면서 북중교
역이 증가하 으며, 2008년도 북중교역의 급격한 증가는 남북교역의 정체를 대체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강화로 남북교역이 침체될 경우 대중의존도는 더
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북한의 자립적 경제발전
을 저해할 뿐 아니라 남북경협의 레버리지 약화 및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향력 약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곧 민족의 염원인 통일한반도와 그 이전단계로서의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는 ‘南南北中’의 개발 분할구도로 정착되고, 남북경색
이 지속될 경우 남북경협사업이 중국과의 경협사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즉, 

투자에 있어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북 투자
는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확대될 경우 북한의 북쪽지역은 중국이, 남쪽지역은 한국이 진출하는 ‘南南北中’의 
분할 구도로 북한이 개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경색이 지속되고 북¶중 경제협
력이 심화되면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역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중국의 투자개발
이 진행되고 중국과 관광협력 협정체결40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이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에 직면할 수 있다41. 또한,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대북제재의 강화로 
남북경협이 더욱 위축될 경우 북한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어 중국 
의존적 경제 및 산업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남북경협의 시너지효과도 상실될 것이다. 

40 2009년 10월 4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에서 ‘중국 관광객의 북한관광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정부차원에서 관광협력사업

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양과 상하이 및 창춘간 직항항공노선 신설, 항저우, 칭다오 특별전세기 운항, 도문에서 

남양, 청진, 칠보산까지 관광열차 운행 등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최성근,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와 파급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09.10.30, p11  
41 북한의 나진항은 1973년 구소련의 기중기와 항만시설을 지원받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되어 1984년에는 연간 400만 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구소련은 나진항 개발대가로 1977년 나진항 2,3호 부두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였으나, 북한이 1990년 9월 나선 경제

무역지대로 선포하면서 나진항에 대한 구소련의 독점적 사용권을 회수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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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남북경제공동체 구축기회가 요원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림 5 | 북중교역 및 남북교역 증가율 추이 그림 6 | 북한의 대중, 대남 무역의존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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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각년도 자료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각년도

2.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

 
가. 남북경협 추진방향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따른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를 예방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북한의 자립경제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유연한 접근과 확대
가 요구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해외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등 한국의 수출환경이 악화될 경우, 내수시장, 

풍부한 지하자원, 우수한 노동력을 가진 북한경제는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될 가능
성이 있다42. 독일통일이 시사한 바와 같이 남북통일의 전단계로서 남북경제공동체

42 골드만 삭스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기술이 더해져 2050년께 일본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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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경제력격차를 줄여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
건이며, 이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점진적으로 자력발전능력을 갖추도록 지
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43.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건설을 위해 기술이전, 경제개발경험 공유, 시장경제 운용노
하우 전수를 위한 지식교류, 전문인력 양성, 금융지원 등 북한경제의 경쟁력과 자생
력을 키우는 방향의 남북경협사업 확대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대
중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국의 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
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 향력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남북경협
의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남북 당국 간의 대화채널 유지와 남북교역 및 투
자활성화,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북
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점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북한의 급변사태는 주변국가에 
미치는 향이 크고,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의 역학구도에도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
문에 주변국들은 상호 지나친 향력 확대를 견제할 뿐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 가
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강화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대북경제협력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중국을 매개로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며 경제
협력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정한 이익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한
반도 특수관계의 근간이 되는 민족적 유대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병
행하고, ‘남북문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북핵문제’와 구분하여 접근하는 전략적 방
향의 검토가 요구된다.  

나. 남북경협의 세부추진 전략

               

  우선 남북경협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과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접
근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사업은 정치적 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간 제도적 확충이 이루어져 북한리스크가 사라진다면 한국
의 기업진출 및 민간투자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정부는 

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권구훈, 「통일한국? : 북한리스크의 재검토」, 『朝經인사이트포럼』, 2010.3.25 
43 독일통일 이후 지난 20년간 동독재건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약 1조 3000억유로(약 2260조원)에 이르며, 연간 독일 GDP의 4%를 매년 투

입. 막대한 재정부담은 1:1화폐 태환과 서독인의 동독 부동산 소유권 인정, 사회복지통합 등으로 동독지역의 인건비 및 부동산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동독지역의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정부주도의 동독지역 경제개발로 재정부담이 증가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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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일 경협보험제도 시행에 이어 교역보험제도를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등 대북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진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상제도를 
마련44하고, 북한의 2008년 12.1조치와 통행차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규기업 20개 
기업에 남북협력기금 60억원을 대출하 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3통(통행, 통신, 통관)과 노무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제품 원산
지 규정, 전략물자 반출 허용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으며, 양질의 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 및 성과급제 도입, 출퇴근 도로 
건설 등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45. 한편으로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노동
집약산업에 대한 우대정책 철폐,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혜택 철회, 위안화 환율 
절상 등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법인세 및 소득세 혜택46이
외에도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저임노동력 등으로 진출희망기업이 점차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북한과 합의한 개성공단 개발과 우
리기업의 진출을 지속하여 성공적 남북경협모델로 정착시킴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
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주와 남포지역으로 경제
특구를 확장하여 진출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
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백두산, 묘향산 등 새로운 관광지 및 관
광 상품을 개발하여 남북 간 관광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종단철도(TKR), 경의선 개통, 관광항로 및 도로 연결 등 상호 교
류연결망을 확충하는 전략적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재개된 북¶중간의 육로 
및 열차관광과 연계한 남¶북¶중 3개국의 육로 및 철로를 통한 관광협력 또한 상호 
시너지가 커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국경지역 개발과 북¶중 산업
일체화 전략에 대응하여 남북경협의 국내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남북 접경지역 개
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휴전선 일대는 세계적인 생태자원, 

냉전시대 유물 등의 관광자원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 개성공단(향후 해주, 

남포공단)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부품생산 등을 연계한 남북교류협력단지로도 개발
44 수출입은행의 남북경협보험은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거나 3개월 이상 사업이 중단된 경우 50억원 한도로 손실금액의 90%를 보상, 교역

보험은 비상사태(수용,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북측의 통행제한·금지)로 2주 이상 완제품 생산이 중단된 경우 10억원 한도로 원부자재 금액

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를 보상해 주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비상사태로 2주 이상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5억원 한도로 

납품계약금액의 10%이내에서 보상해 주는 ‘개성공단 납품이행보장보험’으로 구성
45 최성근, 앞의 글, p16
46 개성공단 및 나진 경제무역지대에는 법인세율 14%가 적용되며, 특히 경공업, 첨단과학업, SOC건설업 분야는 10%적용(북한내 특구외 지

역은 25%)될 뿐 아니라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도 10%가 적용(특구외 지역 20%)되고, 소유권도 보장되는 것이 특징. 

최근 북한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토지사용료 면제, 생산품의 시장 보장, 소득세 초기 3년 100%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천연자

원 보호를 위해 ‘자원세’ 신설 등 세제개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09.9.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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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중 대체가 가능
한 품목(예: 기계류, 화학¶플라스틱 등)의 생산단지 또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감
안한 첨단산업(예: LCD 클러스터 조성 등)단지로 개발하고, 경인선 철도 등 남북 연
계 인프라를 확충하여 남북경협특구로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광물자원의 9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북한의 과도한 
대중 자원 유출을 막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북 자원개발 협력은 시
급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자원확보를 국가
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에 
힘입어 전 세계의 자원을 독식하면서 2004년부터 북한의 자원 확보에 나서 현재 20

건의 개발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47.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지난 3년간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에 대한 수입액이 66억6700만 달러에 
달하고, 2008년 기준으로 광물수입에만 269억 6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등 매년 광물
수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48. 

표 7 |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과 가치 표 8 | 남북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광물  매장량 잠재가치(억원) 광종 단위 남한매장량 북한매장량

금 1~2 천톤 234,500 금 천톤 0.032 1~2

은 3~5 천톤 10,077 은 천톤 1,175 3~5

동 2,155 천톤 28,961 동 천톤 41 2,155

철 20~40 억톤 738,426 연 천톤 305 6,000

몰리브덴 1~3천톤 417 아연 천만톤 0.044 1~2

흑연 6,000천톤 38,652 철 억톤 0.202 20~40

석회석 1,000천톤 9,964,965 중석(텅스텐) 천톤 99 200~300

마그네사이트 60억톤 1,260,000 몰리브덴 천톤 10 1~3

무연탄 117억톤 8,626,386 니켈 천톤 - 10~20

유연탄 30억톤 1,853,400 흑연 천톤 1,837 6,000

형석 천톤 344 500

중정석 천톤 711 2,100

마그네사이트 억톤 - 60

무연탄 억톤 3.5 117

유연탄 억톤 - 30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2006년 기준

* 남북한 금속광 매장량은 금속기준으로 동일하게 환산

자료 : 남한자료원 :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2003)

      북한자료원 : 북한개요 2003(통일부), 조선중앙년감 

47 북한의 대중국 광물수출액은 2003년 1500만달러에서 2008년에는 2억1300만달러로 급증. 파이낸셜 뉴스 WP보도를 인용. 2009.11.4일자
48 한국광물자원공사 2009년 정기국감 제출자료, 앞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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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광물자원 개발협력은 가장 경제적 실효성이 높은 남북경협사업으로 부존자
원 확보 목적 이외에도 남북간 청산결제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투자비를 원
자재로 회수, 단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한의 사양 광업산업
을 북한에 재배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러나 투자리스크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면밀
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술협력, 채굴장비 제공, 광물자원 교환 등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점차 광물자원개발협력특구 지정형태의 공동
개발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자원개발펀드 조성, 국제금융 활용, 컨소시엄 구성 
등의 재원조달 검토도 요구된다. 북한도 남한의 광물자원개발 참여와 남북 광물자
원 거래를 희망49하고, 통일부도 북한 단천지역 광산개발을 우선 추진하면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혀50 남북공동 자원개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및 기업이 공동 참여하
는 협의체의 구성이 요구된다.

  중국의 ‘동북 3성진흥전략’에 의한 동북지역 및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과 북한과
의 산업일체화 추진을 우회진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북 3성은 중
국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비교우위가 회생되고,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중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판
단되며, 한국에도 많은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북 3성은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 인접해 있어 동북아경제 협력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지역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된 지역으
로 한반도 냉전구도와 역내국가간 정치¶군사적 긴장 등 제반 갈등요인이 경제협력
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협력과 이
해에 기초한 공동개발은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동북아 지역
의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은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역내 주
요 개발사업으로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 구축 및 주요산업 육성에 따른 막
대한 개발금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북 3성에서의 지리적 위치
를 활용하여 북한 SOC 건설, 극동러시아 가스전 파이프라인 건설, 동북아 역내 철도

49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 겸 민경련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조문단으로 서울 방문 때 “북한에 자원이 많은데 중국이 다 사 간다. 남

북이 직접 광물자원을 거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언급  
50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정촌 흑연광산 개발에 참여하여 550톤 반입실적. 통일부가 국감자료에서 북한 단천지역의 3개 광산에 대해 2007

년 3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남북한 합의에 따라 단천지역 광산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토대로 단천자원개발협력툭구 지정

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2008년 국내 15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북한 검덕 연·아연 광산과 대흥 마그네

사이트 광산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힘. 아시아투데이 200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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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구축, 몽골 SOC 구축 등 사업의 확대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 3성지
역 개발사업에 외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지만 여
전히 SOC 건설 및  자원개발 등에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51. 

  특히, 동북 3성 진흥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북¶중 접경지역 경제개발권역은 
동북아 경제중심지이자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하여 
개방선도구로 지정하고 한국과 일본, 홍콩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
북 3성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리적 폐쇄성과 인프라환경 낙후 등으로 중국내 타 지역에 비해 외국자본의 진출
이 저조하 다. 그러나 동북개발이 2009년 7월 국가사업으로 승격되어 추진에 탄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경제적 유
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미치는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자본진출이 요구된다. 동
북개발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사업시행권을 갖고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기업
에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유기업 구조조정 기회를 활용
하여 경 상태가 부실하나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대형 국유기업을 인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중국 현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국유기업을 인수한다면 기존의 
생산라인, 구매 및 판매망을 이용함으로써 직접투자에 비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
으며, 과거 축적된 기술 및 경 상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북 3성 진흥전략과 함께 중국정부의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삼농’정책의 향
으로 농업비중이 가장 큰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개인소득도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로 인하여 
투자환경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업 및 개인의 금융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금융 뿐만 아니라 발전 잠재력이 큰 우량 중소기업과 소매금
융의 업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농촌금융서
비스를 제고할 목적으로 중국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형농촌금융기구의 진출
과 시장선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의 증가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점차 전환될 경우 한국기업의 투자 및 자본진출 기회
51 신호윤, 「동북 3성 진흥전략과 한¶동북 3성 경제협력 방안」, 『산은경제연구소 조사¶연구자료』, 2008, 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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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북한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컨트롤 파워를 이용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 등의 대북 우회진출방
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남북경색이 지속되고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
될 경우 북¶중 경제 협력의 강화가 북한지도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는 소극
적으로 대응하게 만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남한의 대북한 향력 유지차원
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 3성 지역의 금융기관 진출은 한국기업의 
대북 우회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역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북한 투자와 자본진출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할 경우 북한진출도 용이할 것이
다. 또한 북한 개방에 대비한 동북아 물류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국제적인 컨소시엄 
구상과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다. 결론 및 시사점

  이와 같이 북¶중 경제협력 강화로 인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향력 확
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
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김정일의 건강문제, 후계체제를 준비해야하는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폐쇄정책을 지속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더욱이 최근 화폐개혁 
이후 외부물자공급의 부족으로 외환 및 시장거래를 다시 재개하 으며, 지방정부차
원에서는 이미 시장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거시경제조절 능력도 상실하여 가격
¶환율의 자유화와 사유화단계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52. 이러한 상황을 반

하여 북한은 최근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책성 금융기관인 국제개발은행 설립과 투자유치전담기관으로 조선국제대풍투자
그룹 구성, 그리고 나진항 전면개방과 신의주, 남포를 비롯한 8개 도시 경제특구지
정을 통한 지역거점도시 개발계획, 외자 및 투자유치 총력전 전개, 올해 신년공동사
설의 세계화와 대외협력 확대 강조 등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한국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남북
경협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적 접근이란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경쟁국의 대응까지 고려한 접근을 의미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국제적 정상국가로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정수준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
루게 하는 것도 북핵문제 못지않게 한반도안정과 동북아 평화 유지,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
려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자주외교노선과 강한 민족적 자존심에도 
52 차오 위즈(중국 북경대 조선경제연구실 주임), 「북한의 화폐개혁: 새로운 개혁개방의 신호?」, 朝經인사이트포럼, 2010.3.25,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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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외면으로 식량난과 경제난 극복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동북4성론, 위성국가론, 중국예속론 등
이 현실화될 가눙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중국이 동북 3성진흥을 북한과 
연계한 동반성장전략에 의해 북한의 지하자원,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북한의 김 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지난 2월 23일 
중국을 방문하여 요녕성의 ‘연해경제벨트’ 지역과 길림성의 ‘창-지-투 개방선도구’의 
중심도시를 1주일간 시찰하고, 조만간 김 남 상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시찰단
이 동북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53. 

더욱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주변국 개입 등의 리스크와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세련된 관리(skillful management)’가 가능하도록 북한의 
대외개방을 추동하고 대북 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의 추진전략
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도 내부사정이 어려울수록 핵문제에 더욱 집착하
게 되고 군부의 향력이 확대되어 왔으며, 더욱이 김정일 사후 북한 차세대지도자
의 남한과의 민족적 유대감은 더욱 희박해 질 것이다. 남북경협을 통한 ‘상생공 ’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며,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
석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53 한겨레 2010년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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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9년 10월 7일자
<문화일보> 2009년 10월 8일자
<YTN> 210년 3월 2일자 
<아시아투데이> 2009.10.5 
<파이낸셜 뉴스>, 2009.11.4일자
<한국경제 >201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