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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한반도와
남북경협
김원배 | 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inter9641@gmail.com)

코로나19 사태로 탈(반)세계화는 가속화되고,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재편은 빨라지
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도 세력판도의 변화와 함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무역갈등과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미 · 중관계는 경쟁관계에서 대립
관계로 들어서고 있다. 유엔의 핵제재 유지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로 북
한은 장마당 경제의 위축 등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
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성장 및 양극화 등 만만찮은 구조
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기반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
혁명의 진전으로 국가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더구나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
으로 글로벌 교역투자 및 생산 네트워크의 위축과 변형은 불가피해, 수출 중심의 한
국경제가 헤쳐가야 할 난관은 적지 않아 보인다.
미 · 중 갈등 고조와 곧 다가올 미국 대선 등으로 현재 여건상 북미 협상이 재개되
어 제재 완화가 단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적 지원, 특히 의료보건 분야나 식량자급과 관련해서 한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는 필요하지만, 무조건적 경제 지원이나 대규모 협력사업은 서두를 이유
가 없다. 어찌 보면 미 · 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단기 성과 도출이 아니라, 정권과 관계없이 일
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남북경제협력 전략과 접근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
구하고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 최근의 2018년 9.19 공
동선언에 담긴 남북협력에 대한 수많은 제안과 그 결과를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남
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 나아가 한반도와 주변국의 교류협력 틀과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나
아가야 할 방향에서 출발하여, 둘째, 남북경제협력에서 남북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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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셋째, 한반도 상황의 가변성을 염두에 둔 남북경제협력의 다양한 방안에 대
한 치밀한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에서 민족공조만을 외치는 것은 현실과도 동떨어지고 동북아의 지정학
적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으며, 북한경제도 중국, 일본, 러시아경제 등과 연계되어 있다. 남북 간 경제교류가 증가
하면 한반도와 주변 4개국과의 관계 또한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족공조와 통일
지상주의를 지양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적 경제발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 한국의
과제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경제 통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동
북아 경제협력, 나아가 해양과 대륙 간 교류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한
국이 택해야 할 길이다(Snyder 2018; 김원배 2018; 윤영관 2015).

북한은 공공기반시설 부족이나 제도적 환경 미비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도전과 희구에 부응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협의 전략과 정책을 설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는 당연히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남북경협으로부터 얻는 이익
은 신성장동력 및 시장 확보, 북방경제와 연계를 통한 경제영역의 확장과 동북아 공동번
영의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경협으로 단기에는 빠른 경제성
장을 통한 민생안정을, 중장기에는 진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원할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제한적 개방 이후 북한과 주변국 간의 경협은 대부분 북한의 자연자원
개발이나 저임 노동력 활용에 초점을 두었고, 이것은 북한경제의 시장화, 제도 구축, 부가
가치 창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향후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은 자체 유망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을 확충하고자 할 것이다.1) 알다시피 북한은 공공기반시설
부족이나 제도적 환경 미비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도전과 희구
에 부응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협의 전략과 정책을 설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경협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남북경협 전략과 비핵화 협상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연동되어야 하
고, 이 과정에서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남북경협의
목적이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번영에 있으므로
정책 수립이나 추진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이석기 2019). 남북 간
1) 우선은 남북 간 비교우위에서 출발하되, 차후 남북 간 연계비교우위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경쟁우위
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 경협 전략의 수립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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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란 남한과 북한이라는 별도의 주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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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와 협력이 평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가 보여주듯이 경협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겠다는 기대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여 년간 남북정부 간 협상으로 치우친 경협은 시장 확대 효과나 주민복지 효과
를 증대시키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특수지역협력은 북한 내 전후방연
계 효과 창출이나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경협은 북한
경제의 구조개혁과 체제변화를 유도하면서 정상적 시장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
과 방안이 구성되고 추진되어야 한다(Babson 2019). 동시에 남북경협의 혜택이 북한의
특권층이나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투명한 절차와 제도 구
축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특구와 같은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 북한 내 전 지역에서 남북
경협사업이 전개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으로 남북 간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고,
남북 나아가 동북아 주변국과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열린 한반도를 위한 남북경협의 궁극적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동북아 상황과 가변적인 남북관계에서 단일 전략으로 남북경협
을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다. 남북정부로만 국한하지 않고 제3국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
기업 등과 협조를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민생경제의 안
정과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 확보나 실질적 성과 도
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으로 남북 간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
고, 남북 나아가 동북아 주변국과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
이 열린 한반도를 위한 남북경협의 궁극적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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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
에게 남북관계의 단기적 성과 도출이 아니라,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남북경제협력 전략과 접근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끝으로 멈춰진 남북경협사업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
한 미국정부의 강한 우려가 작용해 남한정부는 교류협력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심지어
는 인도적 지원조차 제재의 벽에 막혀 있다. 그런가 하면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또 다른 역사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국제질서, 세계경제
를 비롯해 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
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틀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 실천과제를
논의해본다.
특집기획: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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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여건 변화와 대응 방향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msyang@kyungnam.ac.kr)

남북경협
여건의 변화

지난 1988년 한국정부의 7.7 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공식 개막되었지만 지난 2010
년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다.
5.24 조치 이후 몇 년 동안 유일하게 남아 있던 개성공단 사업조차 2016년부터 중지되었
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남북경협사업 제로’의 암흑시대는 5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초부터 북한의 비핵화 선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으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남북경협의 재개, 나아가 신남북경협시대의 개막
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핵협상
이 교착국면에 접어들었고 남북경협의 재개도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든 상태이다.

<그림 1> 남북교역 실적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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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2018.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서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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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한 당국은 남북교류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한 우려가 작용해 남한정부는 교류협
력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화 분
야의 교류협력, 심지어는 인도적 지원조차 제재의 벽에 막혀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위기와 장기 침체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남북경
제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
다 나오고 있다. 그런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
다. 이제는 남북경제공동체는커녕 남북경협의 싹마저 사라졌다.
그런가 하면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또 다른 역사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포스트코
로나 시대에는 국제질서, 세계경제를 비롯해 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제적 고립주의의 확대,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의 증대,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구조의 재편 등이다.
이렇듯 남북경협을 둘러싼 여건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
리에게 새로운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당분간 남북경협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변수는 단연 대북경제제재이다. 즉, 미국 및 국제
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완화/해제 시점 및 범위가 남북경협 재개 및 활성화에 결정적인 변
수로 작용한다. 현재 북한을 옥죄고 있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역사상 가장 강
력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표 1> 참조).

<표 1>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주요 내용(2016년 1월 이후)
구분

북한의
수출

2270호(2016년 3월)
•석탄, 철, 철광석 수출
   금지(민생목적은 예외)

2321호(2016년 11월)
•석탄 연간 수출액 4억
   달러 상한(예외조항 삭제)
•아연, 동, 니켈 등 기타
   주요 광산물 수출 금지

2371호(2017년 8월)
•석탄, 철, 철광석, 납 등
광산물/기초금속 수출
   전면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기타

•섬유의류 수출 금지

2397호(2017년 12월)
•식품, 농산물, 목재,
   토석류, 선박, 기계류,
   전자기기  등 수출 금지

•북한의 원유 수입량 동결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량
(연간 400만 배럴)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량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철강금속 수입 금지

북한의
수입

금융

2375호(2017년 9월)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폐쇄 및 거래 금지
•북한 금융기관 해외지점
폐쇄 및 거래 금지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 지원
   전면 금지

•북한과의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규모 동결

•북한과의 모든 합작사업
중단 및 금지
•계약 만료 북한 해외
   노동자 계약 연장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북한 영해조업권 구입
금지

자료: 김석진. 2018.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미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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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에 대한
남북경협 차원의
대응

대북경제제재는 양자 간 제재와 다자간 제재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가장 큰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북
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을 기점으로 그 성격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2016년 2월에 발효시킨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대상에 포함시
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엔의 대북제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그 성격과 내용
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종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치품만을 제재대상
으로 했으나 이제는 북한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재로 변화했다. 물론 한
국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 도로 연결 등을 추진하
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미
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하게 되어 북한과 거래하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건하에서 남북경협은 대북제재가 결
정적인 변수이고 제재는 북미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 북미협상이 재개/
타결되고 제재가 완화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상당한 시일을
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제재 국면에서의 남북경협 추진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 내 고민이 심화되
고 있다. 더욱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의견 대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진영
에서는 현 국면에서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대
북제재 공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논리이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현 국면에서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남북경협을 재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경협의 일부 재개를 통해 남북대화를 시도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이를 매개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
계가 북미관계보다 최소한 반 발자국 또는 한 발자국 앞서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견해차로 대변되듯, 제재 국면에서의 남북경협을 어떻게 할 것
인지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셈이다.

남북경협의 원칙과 향후 남북경협의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 수준을 제고
방향의 재정립
하려는 노력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이른바 정경분리 문제, 특히 민관분리 문제이다.
그런데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특히 남북경협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견해가 존재하며, 특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견해
차가 크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 최소한의 합의 도출을 위해 민간 차원의 경협과 정부 차
원의 경협을 분리하고, 이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
다. 이것이 민관분리 원칙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경협에 있어서 경제성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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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 무엇보다도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은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
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과거 5.24 조치,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보여주듯이 남북경
협에서 민간기업은 정치적 사태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물론 이러한 민간 차원의 경협에도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 이른바 게임의 규칙을 만
들고 집행하는 역할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속성상 시장경제 원리가 완전하게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여건의 구축 등을 통해 민간경협을 지원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다만
민간경협에 대해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보수
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견해차가 크다. 다만 남북경협의 공공재적 성격 및 긍정적 외부성
유발 효과를 인정한다면 정부가 남북경협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단계 및 해당 분야에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또한
어느 정도는 대북정책뿐 아니라 중소기업정책 차원에서도 민간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
다. 물론 남북경협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지, 나아가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는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종종 제시되
곤 하는 것이 과학기술, 특히 ICT를 핵심 요소로 하는 남북경협모델이다.
이 분야는 남북한 모두가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김
정은 시대의 북한은 과학기술 발달에 목을 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무력-경
제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한 제7기 제3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2018년 4월)에서 북한은
‘과학과 교육이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 결정의 지표’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혁신기술의 도입이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는 기존 산업과 시장의 저항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북한은 기존에 투자된 것이
없으니 새로운 투자에 대한 저항이 없고, 따라서 신기술의 도입/육성에 유리하다. 북한이
기술의 불모지라는 점을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활용하여 남한의 혁신기업들이 북한을
신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식 및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남북 간 합의사업
의 이행이다. 예컨대 2018년에 판문점선언(4월 27일)을 통해 남북은 동해선과 경의
선 철도 ·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이어 평양 공동선언(9월 19일)을 통해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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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새로운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된다고 하면 기존의 방식과 틀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사업의 방식과 내용 북한의 저임 노동력에 초점을 맞춘 개성공단모델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남북경협모델

협의키로 합의했다.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향후 남북한의 협의가 필
요하다. 다만 동해관광공동특구는 기존의 금강산과 북한이 최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원산을 연결하는 원산-금강산관광특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한편 코로나19의 발생 및 장기화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공간이 확보될 가능
성,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코로
나19에 대한 대응 및 초국경적 방역협력이 전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이에 따라 보
건 ·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에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
다.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에서 보건 · 의료 분야의 협력이 시급하고 핵심적인 현안/과
제로 부상했다. 당분간은 인도적 사업을 비롯해 여러 경제협력사업이 보건 · 의료협력을
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이른바 비대면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서도 주된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 주민 간 비대면사업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 간 비대면사
업도 포함된다. 이 또한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과제이다. 여러 분야의 사업
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협사업들은 북한의 경제개발 구상과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그림 2> 참조) 등의 절충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남북경협의 큰 그림에 대해 남과 북의 논의가 매
우 중요해질 것이다.

<그림 2>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 3대 경제벨트

▶3대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경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자료: 통일부. 2018.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서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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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재개·활성화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및 활성화에 대비해 각종 법 ·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남북경협사업의 순차적 중단은 남북 간 합의가 준수되지 않고, 나아가 합
의가 무효화 · 파기되는 과정에 불과했다. 아울러 개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남
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존 합의를 무시 ·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한의 법 · 제도도 변화하는 현실을 쫓아가지 못해 교류협력사업자의
대북진출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간의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지향점과 원칙은 안정화와 제도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한 내 새로운 법 · 제도 구축의 지향점과 원칙은 분권화 및 자율성 확대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남북경협 분야에서 대표적인 남북 간 합의서인 4대 경협합의서는 앞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합의서 내용이 불분명한 것은 더욱 명료하게 하고, 이행과정에서 다툼의 소지
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합의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대 경협합의서 중 이중
과세방지합의서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나머지 세 개 경협합의서는 문제점에 대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합의서를 개정하거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및 남북경협 종사자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기존 합의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가 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면서 현재는 금강
산관광지구가 소멸되었으므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위 합의서가 금강산국제관광특
구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합의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경우, 2013년에 새로 구성된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었던 만큼 조속히 남북공동위원회 및 산하 분과위원회 협상
을 재개하여 기존 합의의 이행 및 법 · 제도 보완을 북측에 촉구해야 한다.
남북 간 합의서, 남북 간 제도를 보다 정교하고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이
행을 보장하는 것,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또는 규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남
한 내 새로운 남북경협 법 ·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손실보상 및 남북경협 보험 제
도의 개선, △남북경협 중단의 절차와 보상 장치 마련, △북한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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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경우, 남한의 관광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북한 개발 패러다임
민경태 |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minkenny@gmail.com)

글로벌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처음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새로운 가능성 모색 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 교통 분야에서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
다. 생산과 소비, 운송과 배달시스템이 재편되고 산업 전반에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 일어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수용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제4차 산
업혁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인 변화임에는 틀림
이 없다(클라우스 슈밥 2016).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인 위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고민
을 깊게 만들었다. 세계 각국은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전개해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제거하거나 반대로 더욱 선명한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 전략을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
한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도 더 이상 한반도의 미래에서 간과
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과연 북한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북한경제
개발이 가능할까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한의 정책은 그동안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다. 북한의 경제건설
추진 전략이 선군경제건설노선, 병진노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등으로 변화해 왔지
만,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축으로 자주와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김정은식 개혁 · 개방으
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권영경 2019).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회의 내용, 언론 보도, 선전 구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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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다. 2018년 4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
원장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
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
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의 ‘지능
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에 적용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네트워크) 등
이다. 북한은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첨단기술 부품 소재가 필요한 ICT 하드웨어 제조 능
력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독자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
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활발한 교류가 전제된다면 4차 산
업혁명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4차 산업혁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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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은 결국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북한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독자
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남한의 기업 및
연구소와 협력한다면 북한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빅데이터 수
집에 활용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하드웨어는 남한과 협력하는 대신 정책적인 측
면에서 북한의 고유한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별도로 마련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을 적용하고 테스트베드를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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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빅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유리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건설 기간이 길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되
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해체하고 첨단시스템으로 교체하기는 어렵다. 남
한에는 에너지 · 교통 · 통신 등 도시 인프라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으므로, 스
마트시티와 같은 첨단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북한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북한
은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특별법을 적용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토
지 보상이나 도시 건설비용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하는 남한의 개발 프로젝트와는 달리 이상적인 시범도시 모델을 구현해 보기에는
오히려 북한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첨단시스템을 상
용화할 경우, 남한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과 법률적 장치 마련에 많은 시간과 노
력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부분적
으로 시장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정책적인 후퇴와 규제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시장화를 돌이킬 수 없는 경제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장마당, 돈주 등 비공식경제 부문을 공식경제의 영
역으로 수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가가 시장화 과정에 개입하고 주도하려는 모습도 나
타나고 있다.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한의 정책이 시장화 확대
현상과 함께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경제성
장 정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과학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에서
자금조달 · 생산 · 유통 · 판매 과정이 시장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정책 방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구상이 발표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회복하
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환경 요인
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주요 국가 정책
으로부터 북한 개발 방향에 대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1. 중국의 ‘新인프라 건설’ 정책
중국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하는 신SOC(新基建)는 ‘신형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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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을 의미한다. 2018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2020
년 양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거론된 ‘핫 이슈’이다. 중앙정치국 회의 문건에 따르면 신
SOC는 5G,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특고압, 고
속철과 궤도교통, 위성 인터넷 등 8대 중점 분야로 구성된다(KOTRA 2020). 이 중에
서 빅데이터센터, 5G,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등 네 개 분야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D.N.A(Big Data, Network, AI) 정책과 일치한다(재외동포신문 2020).

<그림 2> 중국 新인프라 건설 8대 분야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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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위성 네트워크

2019   

2020(E)   

2025(E)

28 117
153
967
98
95

1,122

3,489

540

236
708

1,050

11,929
13,363

도시 고속철 및 지하철

제465호 2020 July

특고압

2,925
4,080
2,444
2,684
4,688

737
840
1,617

AI

충전소

(단위: 억 위안)

21,996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자료: 사이디 컨설팅(赛迪顾问); KOTRA 사이트(http://news.kotra.or.kr)에서 재인용.

결국 신인프라의 의미는 더 이상 토건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말까지 60만 개 이상의 5G 기
지국을 건설할 계획이며,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산업도 고성장 추세에 있다. 데이터를
가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인공지능 산업은 신인프라 건설의 핵심으로서, ‘산업인
터넷’을 매개로 전통산업의 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까지 침투할 것이다. 지난 10
년간 중국의 데이터산업이 민영기업 주도하에 고속 성장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중국정부
의 신인프라 건설 정책을 통해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파이낸셜뉴스 2020).

2. 미국의 ‘코로나뉴딜’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약 2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는 코로나뉴
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실행된 경기부양책이 위축된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했다
면, 코로나뉴딜은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주사’를 놓겠다는 것이다. 인프라

15

투자의 대상은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등의 개량을 포함해서 이동통신망 확대, 상수도 개
선 등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2020).
중국의 신인프라 건설이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코로
나뉴딜은 고전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한 고용창출이 우선적인 목표인 듯하다. 아마도 미국
은 민간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프라를 이미 상당 수준으로 구축했기에 국가 주
도로 추진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 과제가 제한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선호하는 기존 산업 분야 일자리
수요 창출에 집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코로나뉴딜이 구체
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한국의 ‘한국판뉴딜’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뉴딜을 국
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판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는데, 5G 인프라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스마트화 등이 주요 대상 분야이다. 또한 포스트코
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서 바이오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경
제 분야,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차의 3대 신성장 산업 분야 등이 언급되었다.
한국판뉴딜은 구성 요소의 성격에 있어서 미국의 ‘코로나뉴딜’보다는 중국의 ‘신인프라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OC 건설에서도 전통적 개념의 토건산업 중심이 아니라 첨
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뉴딜이 단지 남한 내부에서
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하는 남북경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뉴
딜’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모색하고, 남
한과 북한이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상호 보완적 산업협력 구조를 설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상에서 언급한 미래 발전 방향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남
북협력 방식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된 북한 개발의 패러다
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다음과 같이 미래를 구상해 보았다.

1. 서울과 평양의 물류·교통시스템 통합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요받았던 비대면 · 비접촉 방식이 앞으로는 일상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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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격회의(tele-presence), 원격로봇조정(tele-robotics)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면 이산가족상봉, 남북회담, 문화예술공연, 가상현실관광, 원격산업협력 등
남북한의 교류협력 방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접촉이 없더라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류협력 방식이 남북관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모든 남북교류가 원격으로만 진행될 수는 없다. 비대면 · 비접촉 방식의 소통 이
면에는 물리적인 재화의 교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간 물류 · 교통시스템
은 더욱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서울과 평양의 물리적 거리는 20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 거리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도시가 본격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시작하게 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물동량이 발생할 것이다. 서울과 평양의 물류시
스템이 통합되어서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로 두 도시가 연결된 것 같은 상황을 상상
해 본다. 이와 같은 물류시스템도 비대면 · 비접촉 방식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명체에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혈관이 담당하듯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
하는 자동화된 고속 물류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 사이를 상시로 오가는 자
율주행차와 고속철이 거점 물류센터 사이를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면, 자율주행 배
송로봇은 물류센터와 발송 · 도착 지점을 연결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를 활용하는 형태로 물류 운송 방식이 발전할 수도 있다. 발송 · 도착지 정보가 코드화된
물류가 혈관과 같이 24시간 흐르는 배송망을 통해 자유롭게 오가고, 원격회의와 원격로
봇 조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서울과 평양은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긴밀한 방식으로 남북
한의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과 활동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원산을 국제적인 의료·휴양관광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보건 · 의료 분야이다. 선진국들도 국가
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이 미비한 북한으로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2년간 원산, 양덕, 삼지연 등 주요 관광단지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규모 해외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북 · 중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려야만 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선진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북경제제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남북이 함께 보건 · 의료 분야 협력
을 진행하면서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남북경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관광산업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한 보건 · 의료 분야를 함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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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도로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하터널 또는 별도의 물류 전용 통로

<그림 3>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위성사진

자료: Google Earth.

목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상당한 규모로 관광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
광지구는 국제적인 의료 · 휴양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명사십리
해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강점으로 남한의 의료기술과 헬스산업을 접목해 호텔 · 리조
트 · 컨벤션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경쟁력이 있다. 북한 자체적으로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부담되고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
한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산 국제 의료 · 휴양관광지의 미래를 상상해 보자. 세계 각국에서 수준 높은 ‘K-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 내린 관광객들이 고속철로 갈아타고 원산에 도착한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치료 · 휴양 시설과 관광지를 두루 다니면서 명상 · 힐링 · 요가 · 미
용 · 헬스 등의 서비스를 체험한다. 한국의 노년층은 아름다운 해변에 건설된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노후를 보낸다. 원산경제특구에는 의료 · 휴양에 특화된 남북협력산업을 육성하
고 원산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한다.

3. 개성을 교육·컨벤션산업의 중심으로
2018년 9월 남북 정상은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공동 개최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
로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가 실현된다면 남북한의 협력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한반도 평화경제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서로 떨어진
두 개의 도시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분담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평
양 메가시티’, 즉 하나의 도시에서 올림픽을 진행하듯이 남북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첨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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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운영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의 컨트롤센터와 조직위원회 본부는 남북 어느 한쪽에 배치하
기보다는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위치한 개성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구축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개성을 중심으로 서울 및 평양과 긴
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를 컨벤션 · 관광 · 물
류 · 문화 · 스포츠산업의 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고, 회의장 · 호텔 · 공연장 · 데이터센터 등
을 갖추어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국제평화도시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올
림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기능을 살려서 개성을 국제 컨벤션과 관광의 도시로 발전시
킬 수 있다.
개성과 판문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DMZ 국제평화지대는 기존 개성공단의 산업 형
태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산업공단이 아니라, 교육 · 의
료 · 문화 · 컨벤션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남한의 교육자가 경영 · 의료 · ICT 분야를 강의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관광산업 분야 인력 육성을 위해 관광 · 호텔 · 서
비스 관련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한류 붐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

생을 유치하는 첨단 교육도시를 꿈꿔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구상은 지금 보기엔 꿈같은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포스트코로
나 시대의 변화 방향을 감안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전
될 가능성도 있다. 비록 지금은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롭게 도래할 경제 환경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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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K-Pop 등을 가르치는 국제학교를 만들어 전 세계로부터 유학

개성공단 시즌2:
개성공단 재개와 발전적 과제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장 (chobh21@ibk.co.kr)

머리말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이 최근 들어 위기 국면으
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지구에 군부대 재배치 선언 등의 강경 태도를 보여 남북관계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만약 개성공단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동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의 상황만큼 경색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및 9월 19일 평
양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훨씬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릴 때마다 개성공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개성공단을
회고해 보면,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2016년에 중단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남북이 함께 성장
하면서 상생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왔다. 이제 남북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번영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향후에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된다면, 단
순히 가동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공단이 돼야 한다.
개성공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3통(통
신, 통행, 통관) 및 원산지 문제해결, 인력조달 및 관리, 개성공단 국제화 등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비즈니스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개성공단을 점차 확대시켜 경제
통일의 성장 엔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
개발구의 발전모델로 거듭나야 하며, 남북의 공동번영 및 경제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만들
어가야 할 과제이다.

개성공단의
소중한 가치

개성공단의 가치를 몇 가지로 나누어보자면 첫째로, 개성공단은 남과 북 공동의 개발특
구로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다.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리에 의한
남북 상생의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선진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 · 양질
노동력과 토지 등에 결합되어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상생하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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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모델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 125개가 진출하여 북한근로자 5만 4천 명 이상을 고용하면
서 경제통일의 작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의 생산액은 32억 달러였고, 교역액은
143억 12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림 1> 개성공단 생산 및 북한근로자 현황

(단위: 만 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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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증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하나의 축을 형성한 것이다. 개성
공단은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로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 안정 분위기 조성
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인적 · 물적 교류 확대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
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 외
국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여부부터 먼저 확인했는데, 이처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 한국경제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셋째, 개성공단은 남북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냄으
로써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경제통일로 가는 데 있어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도약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개성공단이 블루오션과도 같
았다. 고지가(高地價) · 고임금(高賃金) 등으로 국내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찾기 어려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개성공단이었다.
개성공단이 남북 양측의 부품 조달 및 수출 주력기지로서의 산업경제 클러스터로 발전
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남북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고 자유 왕래를 확대시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이루는 데도 촉
매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남한의 경제발전상을 체험하고
시장경제를 배울 수 있었다. 동일한 공간에서 남북의 당국자와 직원이 함께 일을 하면서
협력과 문제해결 방식을 터득한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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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개성공단사업은 한반도가 평화번영으로 가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부분적으

<표 1> 개성공단 경쟁력
구분

개성공단

중국(청도공단)

베트남(탄뚜언공단)

최저임금(월, 달러)

85

112~135

63~71

1인당 평균 급여(월)

140~180

300~500

200~300

사회보장료

급여총액의 15%

급여총액의 30%

급여총액의 20%

임금인상률

연 5% 이내(법규 명시)

연 20% 상회

연 10~15% 수준

생산성(한국=100)

80%

60%

50%

인력채용

노력알선기업 이용한
간접채용방식

노동시장 통한
직접채용

노동시장 통한
직접채용

노동력 수급

낮은 이직률,
인력공급 부족

높은 이직률,
인력수급 어려움

유휴인력 존재하나 높은 이직과
3D 업종 기피로 구인난 발생

넷째, 개성공단 확장을 위한 산업 인프라건설은 한반도가 동북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경제 중심 국가의 핵심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이다. 개성공단 확장을 위한 교통망과 통신망이 경의
선과의 연결은 물론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결될 경우, 한
반도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연결하는 교통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의 경제 허
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의 상생뿐만 아니라 경제통일의 초석이라는 가치가 있
기 때문에 다시 가동되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한반
도가 평화번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른 시일 내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북한 경제개발구와 연계하여 지
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의 길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의 첫 물꼬는 개성공단에서 터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의 상징
적 모델이자 상생의 관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로 중단됐지만, 남북관
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 도약을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 특히 코
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의미에서도
개성공단은 다시 정상화되고 활력을 찾아야 한다. 개성공단은 한국 국내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155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원 · 부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기업까
지 포함하면 5천여 개의 기업들이 개성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다. 종사자 수도 약 10만
명에 이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가동이 잘 될 때는 대략 수천 명의 국내 신규 일자
리를 창출했다. 그만큼 개성공단은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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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은 이념의 잣대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
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는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될 수 있
다. 개성공단이 가동돼야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의 외자 유치도 가능하고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도 그나마 성공의 싹을 틔울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경제공동체 또한 개성공단에서부터 점차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재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북제재라는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있
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북제재하에서는 북한과 합작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개성공
단에서 생산되는 섬유는 가져올 수도 없다. 북한과의 금융활동도 금지돼 있어서 개성공
단 은행 지점의 운영이 어렵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외화는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것 또한 국내 은행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벌크캐시(bulk cash) 문제로 대량의
외화 반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배경으로 임금
으로 지급된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을 내세웠다. 국제사회
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납득시켜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정신으로 남북이 함께 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면 해결하지 못 할 것도 없다.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틀
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길을 만들면서 궁극적으로는 대북제재의 예외사업으로 인정받도
록 해야 한다. 특히 임금 관련으로는, 개성공단에 은행 지점이 없더라도 임금은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달러를 차량으로
운송해서 북한 당국에 직접 지급하므로 은행 지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벌크캐시가 문
제된다면 기업이 개별적으로 반출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과거 북 · 중교역이 활발할 때에는 매년 30억 달러에 달했지만, 개성공
단을 통해 지급되는 외화는 연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이 수입하는 물자의 3.3%
만 우리가 대행해 주면 북한으로서도 더 이익이다.
개성공단 지급 임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근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물자의 상당수는 외국 업체에 의한 수입으로 조달하며, 그 물자
규모는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70%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도 의심된다면 남북이 합의
한 임금 직불제도를 시행하여 북한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의 변화이다. 북한은 강경 태도에
서 벗어나 대화의 장에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위기 후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
온다. 개성공단 재개의 여건이 조성되고 하루빨리 개성공단에서 기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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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찾아야 한다.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각오로 어려운

개성공단 재개
넘어 발전 과제

1. 통일경제특구로 확산
작은 상생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 경제통일을 이끄는 추
진체가 돼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매개로 남북한경제협력을 재개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인근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고 그곳에서 나는 생산품을 개성공단 북한근
로자의 먹거리로 제공하게 되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이다. 북한 민생 인프라구축도 개성
공단 북한근로자의 출퇴근 도로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제통일을 위해 개성공단을
북한이 추진하는 개성고도과학기술구와 와우도수출가공구, 강령군녹색시범구, 다양한 경
제개발구 및 경제특구와 연계 ·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투자자본, 인프라, 제도, 기술 및 인
적 자본의 연계를 통하여 각 지역의 특구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협 프리존(Free zone)’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규범
과 원칙, 시장경제 원리가 작용하는 경제특구로 발전하는 것이다. 2013년 8월 개성공단
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
상적 운영이 보장되는 ‘경협 프리존(Free zone)’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중

로씨야

국

라선경제무역지대

무봉국제관광특구
혜산경제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경제지구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신평관광개발구

조

현동공업개발구

평양

와우도수출가공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송림수출가공구
강령국제특색시험구
개성공업지구

자료: 북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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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를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 보장을 위한 구체적
인 법적 ·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쉽지는 않겠
지만,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에 한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협 프리존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개성공단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
제화는 외국기업 입주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이 상식과 국제규범에 맞게 운영되고, 개성공
단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화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지역에 외국기업을 시범적으로 유치하고, 외국기업 전용단지를 추
가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은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기업 유치
도 좋지만, 그보다는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
하다. 이외에도 북한에 이미 진출해 있는 500여 개 외국기업들 가운데 경쟁력 있는 몇 개
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에 나가 성공한 한국기업도 적극

국제규범에 맞는 개성공단 제도화도 실현되어야 한다.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개선하
고, 노무에서는 채용 · 해고 · 관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
해서는 현장에서의 작업지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작업교육, 기술지도 등에 있어 기업
의 권한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임직불, 인센티브제, 알선노력 심사 등 노동규정 이
행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을 포함한 유엔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가칭) 개성공단국제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문제 발생 시 국제 협력을 통
한 해결 기구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4. 기업경영의 경쟁력 제고
개성공단 성공의 핵심은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경
영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계속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업경
영의 과제로는 첫째, 북한 인력의 원활한 조달이다. 북한 노동인력의 선택권과 인사권은
물론,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노무관리의 유연성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인력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노동자 숙소 건설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북한근로자 고
용 · 해고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계적인 법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개성공단에 한해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한 통행 · 통관절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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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입제도 및 절차, 출입시설 배치, 인적 왕래 및 물류 · 유통 등 교류협력시스템 측면에서
대폭적인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심천경제특구와 홍콩을 연결하는 물류시스
템을 참조하여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이 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 24시간 상시 통행 · 통관이 가능한 통행절차 개선도 필요
하다. 현재 남과 북 각각 다른 체계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세관절차를 남북한 통합된 장소에서
1회의 세관절차로 개선하는 남북한 출입국지역(CIQ)의 통합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은 시장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판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케팅 환경을 정확히 조사 · 분석하여 거래선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원산지 문제를 고려, 국내 모기업과의 공정상 분업을 통해 국내
산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 등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상대적으로 수출시장 여건
이 유리한 원산지 국가를 선택하는 등 다각적인 판로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안에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
으로 인정하게 하는 ‘원산지 특례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협정 발표 시점에 맞춰 개성공단
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인정받고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개성공단 지원체계의 재편
개성공단 관리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합의사항 이행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개성공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
방안을 북한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관리 · 운영체계가 지향해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개성공
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싱가포르 쑤저우공단의 연합조정위원회를 참조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기능과 역할을 개성
공단 남북공동위원회로 이관해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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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추진 방향
홍순직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객원연구원 (sjhongfree@naver.com)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정책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외자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다섯 개 경제특구 외에 23개의 경제개발구를 대외 개방하였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 도입된 경제개발구 정책은 북한지역의 네 귀퉁이에 대규모 종합개발계
획으로 개발한 이전의 경제특구와 달리, 평양 인근과 각 지역별 산업 특성 및 투자 여건
을 고려한 소규모 맞춤형 특구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

관광 부문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연경관이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투자로도 외화벌이가 가능하고,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여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부분 면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산업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 등의 북한경제 회생 전략과 경제강성대국 건설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경제개발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사업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한다
고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광 부국인 스위스 유학생 출신인 점과
관광을 통한 대외 개방적인 지도자 및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총 28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가운데 단일형의 전용 관광지구는 중앙급의 금강
산국제관광특구와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 무봉국제관광특구, 그리고 지방급의 신
평 · 청수 · 온성섬관광개발구로 총 여섯 곳이다. 이외에도 관광 분야 개발계획이 포함된
지구는 종합형 경제특구 · 개발구인 라선경제무역지대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압록강경
제개발구 등 열두 곳에 달한다. 즉, 전체 28개의 경제특구 · 개발구 가운데 18개가 관광과
관련된 특수경제지역으로,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얼마나 관광산업을 중요시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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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개발구의 외자 유치 실적은 거의 전무한 가운데,

특히 북한은 2014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호를 통해 ‘원산 · 금강산국제
관광지대’ 설치를 선포한 이후, 북한 현지와 중국에서 수차례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
다. 투자 유치를 위해 대외성 산하에 조선원산지구개발총회사를 설치하는 한편, 투자 개
발 시설에 대한 기대 수익률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개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계획

원산은 인구 약 35만 명, 면적 320㎢의 항구도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어나고 성
장한 곳이라 2018∼2019년에 네 차례나 현지 지도할 정도로 애정이 각별한 곳으로, 중
국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서 ‘시안’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원산 · 금강산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2018년 4월까지 갈마해안관광지 시설을 완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제재
로 인한 외자 유치와 호텔 내부의 고급 관광 기자재 수입 차질로 계속 연기되어 왔다. 늦
어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는 완공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까지 겹쳐 여건
이 어려워짐에 따라 완공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림 1>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 계획
시중호
푸른 소나무 숲과 흰 모래가 호
수의 경치와 어울려 매우 아름다
움. 금강산청년선 철도가 지나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울림폭포(지구)

시중호요양소
‘감탕(곤죽같이 된 진흙, 머드)’
을 활용한 치료로 유명. 56만여
㎡ 부지에 감탕치료과, 물리치료
과, 보조진단과, 약국, 감탕연구
실, 요양시설 및 문화회관, 도서
실, 식당, 온실 등을 갖춤

마식령스키장(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통천 총석정
총속정은 육모의 기이한 돌기둥
과 동해의 바다와 어우러져 관동
팔경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치
를 자랑함

금강산지구

자료: 신재윤 201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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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총 개발면적 440㎢로, 북한은 원산과 마식령 스키장, 울
림폭포, 금강산, 통천, 석왕사의 여섯 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대는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션양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인 40여 개의 도시로부터 비행기로 약 세 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 북한은 연간
100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원산 및 금강산 개발에 78억 달러가 필요
한 것으로 추산하며, 카지노를 조성해 국제관광단지로 운영할 경우에는 매년 5천만 달러
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신재윤 2019).
이 지대의 관광자원은 대체로 금강산과 원산시의 송도원, 명사십리 등의 자연관광자원
과 안변군의 석왕사와 표훈사 등 문화관광자원의 비중이 크며, 이외에도 2013년에 완공
된 마식령스키장 등의 위락관광자원이 있다. 개발 목표는 자연중시형 관광지구, 특색 있
는 종합관광지구, 경쟁력 있는 4계절 관광지구, 국내 및 지역 간 역사 · 경제 · 문화교류를
위한 국제관광지구의 네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위치와 지역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할 예정인데, 원산시는 다양한 휴양 문화시설과 생태환경이 조화된 국제관
광지구로 개발하고, 금강산지구 · 통천지구 · 석왕사지구는 자연과 역사유적 관광지, 휴양
및 치료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심부,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지구, 원산국제공항으로 구분하여 4계절형 종합관광지구
로 조성하는 것이다. 송도원~명사십리~갈마반도 일대는 여름형 휴양지로 개발하고, 약
2200여ha 면적의 마식령스키장지구는 겨울형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여
개의 슬로프와 야외 스케이트장을 갖춘 종합스키장지구와 마식령스키장이 있다. 제2단
계(2018∼2025년)는 금강산지구 개발로 내금강, 외금강, 삼일포~해금강, 통천(동정호,
시중호), 석왕사지구 등으로 구분한다. 금강산(자연경승 관광), 외금강 온정리 온천, 창
터 송림지구, 시중호(휴양지구), 산악 관광(등반, 스키장), 유람선(시중호, 삼일포, 연안해
역), 해수욕(시중호 부근), 바다낚시, 골프장 등의 개발이 계획되었다. 통천지구는 총
9천ha 면적으로, 관동팔경의 하나로 불리는 총석정과 경관이 수려한 자연호수인 동정호
와 시중호, 그리고 시중호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북한은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주요 지구의 인프라 조성계획
을 마련하고 있다. 원산~금강산 간 철길개건을 위해 34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원산~금
강산 간 철도운영 설비개건을 위해 4050만 달러를 투자하며, 통천화력발전소 신설을 위해
873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송도원호텔, 동명호텔 개건과 함
께, 원산호텔과 동정호호텔, 시중호호텔, 총석적호텔을 신설하며, 관광구 내의 국제상업
및 급양봉사구와 번개늪유람구 신설을 위해 5억 2천만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를 위해 송도원호텔과 해안호텔의 경우 16.3%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과 13%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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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1단계(2013∼2017년)는 원산지구 개발이다. 총 7400여ha의 면적을 원산시 중

<표 1>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주요 개발 대상
구분

대상

(단위: 만 달러)

성격

신성오수정화장
원산∼금강산 간 철길

개건

하부 구조
(인프라)

원산∼금강산 간 철도 운영설비
통천화력발전소

신설

보건

외국인 구급병원

신설

송도원호텔

개건

원산호텔

신설

동명호텔

개건

호텔

투자금

방식

4,000

대부

3,400

합작, BOT, 기타

4,050

합영, 기타

8,730

BOT
합영, 합작, 단독

4,000

합영, 합작, 기타

6,400

합영

동정호호텔
시중호호텔

신설

총석정호텔
원산금융봉사시설
봉사시설

원산국제전람봉사시설

신설

원산국제관광 및 문화봉사시설
원산종합봉사소
봉사소

장덕섬종합봉사소

800
4,800
2,750

신설

울림폭포봉사소

100

시중호골프장
체육유희시설

원산실내바다물놀이장
원산해안유희장

합영, BOT
신설

3,820

합영, 합작, 기타

850

합작

통천고속뽀트장
관광구

국제상업 및 급양봉사구
번개늪유람구
목란관

식당

단풍관
원산수산물종합식당
원산두남산식당

상점

합영, 합작, 기타

500

합영, 합작
신설

개건

신설

원산백화점

개건

원산관광기념품상점

신설

45,000

합영, 합작, 기타

7,000

합영, 합작, 기타

200
50
350
350
480

합영, 합작

관광려객선운영
운송

원산택시사업소
원산관광뻐스사업소

신설

연유판매소

350
460
82

원산맥주공장
원산호텔용품공장
제조업

원산빛전지조립공장

30

210
신설

합영

원산조명기구공장

160

원산어구공장

85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구개발총회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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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
합영, 합작

합영, 합작

<표 2> 원산지구 관광인프라 조성계획
분야

원산국제공항 개발

원산항 확장 및
주변 개선

도로 및 철도
신설, 정비

배후 시설

주요 인프라 조성계획 내용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갈마 군용비행장을 민영화
•여객기 12대까지 계류 가능한 대형 활주로 건설
•하루 4천 명의 관광객 수용

•여러 지구에 중·소규모의 여객 부두를 조성
•해상접근 편의도 향상

•평양~원산 간 206km 고속도로 정비
•원산~고성 간 108km 해안도로의 고속화 추진
•원산시 중심부 도로 확장
- 원산∼마식령스키장(25km), 마식령스키장∼울림폭포(22km),
원산∼석왕사(47km)를 연결하는 원산시 중심의 윤환식 도로망 계획

•전력 확보를 위해 변전 시설을 새로 조성
•통천발전소와 안변청년발전소의 공급 능력을 증강 계획
•대용량의 고체 폐기물 처리장 신설, 오수정화장치의 현대화 등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구개발총회사 2015.

한편 원산지구의 관광인프라 조성계획은 원산국제공항 개발과 원산항 확장 및 주변 개
선, 도로 및 철도 신설과 정비, 배후 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이 지대의 교통 시설은 원산
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의 경우 원산시는 평양시와 금강산 인근 고성
군으로 연결되는 평양~원산 고속도로와 원산~금강산 고속도로가 있고, 북쪽 천내군과
남쪽 평강군까지 이어지는 1급도로 등이 개통되어 있다. 철도는 원산시와 안변군 일대
를 중심으로 룡담~원산~평강의 강원선과 안변~감호의 금강산청년선 등이 연결되어
있다.

관광특구 정책
성공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과
과제

북한은 자본 빈국 상태이므로 경제 회생과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
자 유치가 절대 긴요하며, 관광산업 활성화는 이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과 함
께,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고 이미 남측의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금강
산관광특구와도 인접한 곳이라 다른 어떤 경제특구 · 개발구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은 대외 개방을 의미하므로,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
의 성공은 단순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넘어 북한의 개혁 · 개방 정책과 주변국과의 협력,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북한경제가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터전이 마
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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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극적이다.

무엇보다도 이 지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심축인 환동해경제벨트 구
상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할 수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남한의 설악산에서 북한의 원산 · 금강산 지구~나진 · 선봉
~백두산으로 연결되어, 남북한 평화관광 협력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통천지구
의 온천을 활용한 MICE 관광 및 휴양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도 육성할 수 있는 곳이다.
이외에도 원산은 자원의 보고인 단천지역과도 거리가 가깝고 무역항으로도 매력적이라
관광 · 자원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북한의 경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①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 개성 방문, ②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지역 방문, ③ 외국인
의 남북 연계 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 관광 승인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관광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이다. 관광사업 그 자체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현금(bulk cash)이 북한으로 흘러 들
어가 대량 살상무기 구입 및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관광업은 이동성과 편리성, 평화로움 등의 보장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
비스업이다. 북핵 문제 미해결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존재하는 한 대규모 관광객 유
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동 수단이나 관광
대가 지급방식, DMZ 통과 시 필요한 유엔과의 협의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는 신변안전 보장과 재산권 보장, 상사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 · 제도적 장치의 마
련이 필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관광은 여전히 제약이 많
은 ‘하지마’ 혹은 ‘깜깜이’ 관광의 성격이 강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작은 말실수로 치부되
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북한에서는 자칫 신변의 위협으로 느낄 만한 심각한 상황으로 확
대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턱
없이 부족하기에 서방국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셋째, 남북한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 남북 간 긴장과 대립으로 가장 지근에
있는 같은 민족과도 협력이 어려운데, 다른 어떤 나라가 경제특구 · 개발구에 투자하겠는
가?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에 대비하여 남북한 당국은 금강산 · 개성관광 사업은 물론, 개
성공단과 남북교역 등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
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경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북한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 해외 관광마케팅 능력 배양 등도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북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 관광경제학과를, 장철
구평양상업대학에 호텔경영학과와 봉사학과를 신설하여 안내원과 통역원 양성 등의 관
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원산갈마비행장을 국제공항 수준으로 현대화하기 위
한 개보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철도 · 도로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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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등의 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외 관광선진국에 비해서는 전문 인력과 시설 등도
미흡한 수준이다. 앞으로는 북한 내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남북한 및 주변국과
의 다양한 초국경 상품 연계, 관광상품 박람회 개최 등의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ICT를 접목한 결제 수단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용 등의 글로벌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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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 방향
이백진 |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bjlee@krihs.re.kr)

머리말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 · 북, 북 · 중, 북 · 미, 한 · 러 정상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평화 분위기로 급격하게 전환되었고 실
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교통 부문에
서는 2018년 4월 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 도로 협력사업이 합의된 이후
실무회담 성격인 남북철도 · 도로 협력분과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서해선과 동해선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실시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제2차
북 · 미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과 스톡홀름 실무협상(2019년 10월)이 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현재까지 남북철도 · 도로 협력사업은 실제 착수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한반도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어 남북
철도 · 도로 협력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 · 도로 협력사업은 한반도에 편익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동
북아지역의 본격적인 경제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고 한반도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장 우선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협력사업 추진이 일시적
으로 지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실제 사업 착수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와 새로
운 협력사업들도 다양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교통 부문의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최근 발달된 정보통
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에 기반을 둔 스마트 교통인프라1) 협력 방향에 대
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1)  스마트 교통인프라는 교통시설에 IT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
   임. 일반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또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한 구성요소로서
   스마트 교통(Smart Transport)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스마트 교통인프라로 통칭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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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통 부문의 남북협력사업은 주로 철도나 도로의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어 왔는데 이는 대규모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에
추진 여건
대비하고 북한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낙후된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하드웨어(H/W)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S/W) 측면에서 IT
기반의 스마트 교통인프라 도입을 협력사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강점인 IT에 기
반을 둔 한국형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핵심과제로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있
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핵심 서비스인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ITS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콜롬비아, 그리스, 아제르바이잔, 몽골, 에
콰도르, 인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에 약 12억 8천만 달러가 넘게 수출하였다.2)

<표 1> 분야별 스마트 교통인프라의 주요 서비스
분야

주요 서비스

교통정보 및 교통관리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도시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 신호제어
시스템, 교량·터널 등 교통 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안전·환경관리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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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스마트 버스정보 및 관리시스템, 스마트 카드시스템, 간선급행 버스체계,
친환경 버스·충전시설, 대중교통 운영관리 시스템 등
과속·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정보시스템, 스마트 복합물류운송시스템 등

주: 소재현(2019)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북한도 2000년 이후 IT 기술에 기반한 ‘단번 도약론’을 강조하면서 IT 산업육성에 주력
하고 있으며, 특히 SW 개발 역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 4월 북한은
개정 헌법에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을 명기하여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K경제 2020).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1월 평양체육관
에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가 개최되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정
보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정보기술연구소 4대 전략 목표로 인공지능기술, 증강현실기술,
자율조종기술, 정보보안기술을 제시했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체계, 자율주행
로봇, 휴대전화 및 사물인터넷(IoT), 지능의료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추진

2)   예를 들면, 한반도 동북아지역의 몽골에는 2007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ITS 국가마스터
   플랜의 수립을 지원하고 첨단버스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음. 극동러시아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국내 민간
   기업이 대중교통 전자결제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을 수출하였고 최근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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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K경제 2019). 휴대전화 보급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9
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가 약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이
용자 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월간중앙 2019). 평양에서는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
션 프로그램(일명 길동무2.0으로, 2017년 개발된 1.0 버전을 2019년에 업그레이드함)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2019).

이 글에서는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중심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각종 상품들을
구축 방향
운송하기 위한 물류 수송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송 · 관리하기 위
해서는 IT 기반의 스마트 물류정보시스템(즉 물류정보화)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장래 북
한을 통과하여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지역과 유럽까지 운송되는 국제화물에 대해
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재 국내 물류 분야의 정보화 수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북한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격차는 장래 남
북 간 및 북한을 통과하여 동북아,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국제화물 운송에 실질적인 장애
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철도와 도로, 항만 등 복합운송을 위한 스마트 물류운송체계
구축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장래 북한지역의 간선도로망과 간선철도망을 이용하는 우리 차량의 교통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즉 도로 · 철도, 터널 · 교
량 등 시설물 관리, 사고관리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에
대규모 간선도로망과 간선철도망이 구축된다고 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고
긴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다면 북한지역을 이동하는 우리
차량의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을 가장
먼저 적용할 노선으로는 현재 협력사업으로 논의하고 있는 한반도 간선도로망인 서해
선(서울-평양-신의주)과 동해선(고성-원산)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선은 아
시안하이웨이 도로망(Asian Highway: AH)의 각각 AH1번과 AH6번에 해당하며, 향
후 남북한 경제교류가 본격화되고 동북아지역까지 육상 도로망이 연결된다면 남한 차
량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UNESCAP은 한국
도로공사와 공동으로 AH 노선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를 수행(UNESCAP 2017)하였는데, 국가 간 여객 및 물류운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서비스를 제안하였다.3) 또한 이 노선에는 중장기에

3) 해당 연구에서는 첨단교통정보제공시스템(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 자동요금징수시스템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돌발상황관리시스템(Emergency Management System), 터널관리시스템
    (Tunnel Traffic Management System), 교량관리시스템(Bridge Traffic Management System), 기상정보시스템
    (Weather Information System)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고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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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대륙운송을 목적으로 한 대형트럭 군집주행(Truck Platooning) 시스템을 구축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IT 기반의 스마트 도시교통관리시스템(즉 교통
신호관리,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속도위반감지, 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체제 전환국들이나 개발도상국 사례를 보면 경제발전과 함께 자가용 이
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도로혼잡과 교통사고 등의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북한도 대외개방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시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동일한 시행착오를 미연
에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가 형성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 · 장기적으로 북한의 잠재적 시장을 개척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이미 평양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할 정도로 도시부 내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
하고, 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K 뉴스 2016). 따라서 대규모 간선철도 및 간선도로망 연계사업을 본
격화하기 이전에라도 평양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협력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

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ODA 사업 등을 통해 BR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요금징수시스템(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ETC)인 하이패스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도로법을 수정 · 보충4)하여 도로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
하였다. 2018년 1월 20일 기준으로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통행료 부과를 통
지하였으며, ‘평양∼원산(194km)’ 도로에 대해 통행료(왕복 8유로 수준)를 징수하
기 시작하였다(북한 정부의 주재 러시아 대사관 통지문 기준, 2018년 1월 15일). 북
한의 통행료 징수는 ‘미래카드’라 불리는 통행료 지불전용카드를 구입(약 2.5유로)해
충전한 금액으로 결재하는 방식이라 알려졌다(중앙일보 2018). 출발지 집금초소 집
금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집금초소 집금원으로부터 결제확인
서를 넘겨받는 식이다(북한 정부의 주재 러시아 대사관 통지문 기준, 2018년 1월 15
일). 따라서 향후 북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증가와 우리 차량들의 북한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 개선 측면에서 선불전자카드 방식의 하이패스 구축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4)     “제35조(도로사용료) 자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사용료는
     국가가격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경찰대학 산학협력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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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중교통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의 도입

<그림 1> ‘평양∼원산’ 고속도로 전자결재소(좌) 및 전자결재 카드(우)

자료: 자유아시아방송 2018.

끝으로 남북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스마트 교통인프라 관련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IT 분야에서 SW 개발에 특히 강
점이 있고,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전문기술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기술개발 및 해외수출 경험, 자본력 등과 북한의 강점들이 결합된다면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도 지식산업과 첨단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
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에 남북이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이나 실증
실험단지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우리의 민간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는 등 협력사업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I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할 수 있다. 주요 우려되는 사항은 군사적 활용에 대한 것
인데, 남북협력사업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
가 있다. 현 국제제재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은 국내 교통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교통물류체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단기에 적은 비용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교통물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스마트 교통인프라 관련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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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효과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여러 현실적 제약하에서도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글이 앞으로 남
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와 논의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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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불러온
혼란과 단절

코로나19 사태는 2020년 상반기 내내 전 세계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마비시켰다. 주변
사람들과의 당연한 교류와 접촉이 통제되었고, 기업의 대외활동이 제약되면서 생활과 경
제는 위축되었다. 국내에서의 통제는 물론 전 세계가 서로에 대한 문을 굳게 닫았다. 북
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의심자 격리를 강화하고 그나마 열려 있던 중
국과의 접경 통로를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행동을 취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
통신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의 격리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북한에 주재하고 체류하
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던 열차나 화
물트럭 등의 운행도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었고 몇 편 안되던 항공기마저도 끊겼다. 대
북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는 북한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 대중국 수출은 96%, 수입은 90% 감소했고, 4월
에도 각각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솔루션스는 202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6%로 예상하며 23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추정하여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남북관계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다. 바
로 지난 6월 16일 2시 49분경 개성지역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된
것이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하여 2018년 9월 14일에 문을 열었다. 남북측
인원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각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 열렸던 곳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며 접점 같은 곳이었다. 올해 1월 말에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
면서 남측 인원이 철수한 바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재개할 것으로 기대
했던 당국은 물론 여러 기업인들이 느낀 충격은 대단했다. 대북 전단지를 빌미로 우리 정
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었던 북한이 결국은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폐쇄와 같은 초강수 내지는 무리수까지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
큼 북한의 경제문제와 고립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내부 불만을 ‘남으로 돌리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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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쏟은 것은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북한경제에 끼친 여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어쨌든 이
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인 선택이며 이후의 남북
관계는 한동안 경색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

북한의 재원조달
노력

최근의 국제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 지난 4월 말에 전해진 17년 만의 북한 채권발행 준비 소식이다(조선비즈
2020). 국제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정부
가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발행하는 채권의 대부분은 국영기업
에 60% 정도를 떠넘기고 일부 신흥 부자인 돈주들에게도 40% 정도를 강제적으로, 그것
도 외화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
아 보인다. 북한이 채권을 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0년 무렵에 전쟁자금 마
련을 위해서 발행했었고, 2003년에 인민생활공채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발행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채권을 통해 시중에 풀려 있는 외화를 국가

매우 어려운 직면에 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과 신흥 부자 계층인
돈주들 간에 갈등(VOA 2020) 양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북한 당국의 고민
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은 1960년대까지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으로 나름 높은 수준
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국제적인 채무 문제 등
으로 인해 점차 만성적인 경제난과 재정 문제를 겪게 된다(양문수 2015).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0년대 중반의 합영법 도입을 통한 외자 유치 및 대외개
방 확대를 시도하여 재일동포와 중국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1991년도에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라진 · 선봉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특구 개발 정책을 추진(이해정, 이용화 2016)하면서 다양한 외자 유치 정책을 시도
해 보기도 했다.
이어서 북한은 2013년 「사회과학원학보」를 통해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그 발전 과정’이라는 글을 소개한다. 국가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
가들이 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기간시설 건설을 위해서 1980년대 이후부터 BOT 방식
의 개발사업을 많이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특성에 맞게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이용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연합뉴
스 2013). 북한 나름대로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경험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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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흡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다양한 경로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 북한경제 상황이

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대표적인 해외에서의 경협사업은 북한이 캄보디아로 진
출해서 참여했던 ‘그랜드 파노라마 박물관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가 토
지를 제공하고 북한이 건설과 운영에 주체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BOT 방
식의 북한투자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지역적으로
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밀접한 국가인 중국이다. 이미 2014년도에 북한과 중국은 신의주~
평양~개성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 합의를 하였으나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함흥~원산고속도로 구간 112㎞에 대해서도 북한 대외경제성의 입찰 공고, 중국 금융기
관의 공사비 조달, 북한 재정성의 지급보증, 중국업체 시공, 북한정부의 공사비 상환 등
매우 구체적인 계약이 진행되고 있음이 알려진 바 있다(KBS 2019).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와 기업에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 현재로서는 중국처럼 국가차원에서 적
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가 북한에 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민간차원
에서 북한정부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재원조달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대북제재가 해소된다고 하여도 북한정부의 신용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조
기 투자비 회수 방안의 마련 없이 재원조달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등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도 상당 기간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투자
재원조달 방안

비록 현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국제제재,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 등 복합적인 이
슈로 남북관계가 거의 최악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향후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북한투자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북한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 활용, 패키지
딜을 활용한 방안, MDB 등 국제금융기구 활용, 민간투자자에 의한 BOT, BTL(BuildTransfer-Lease), 한반도개발기금 마련, 남북경협을 위한 채권 발행 등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원인이 된 국제적인 대북제재하에서는 북한
과의 협력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기초적인 통계자료의 불투명성, 인프라의 미
비 등 기본적인 산업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정치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현재로서는 북한 비즈니스와 투자재원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
지만 장차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 투자재원조
달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렇게 진행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북한 자체의
재정 역량, 산업 초기 인프라 부족, 신뢰도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원조달의
범위와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재원조달의 핵심은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비즈니스적인 투자는 인도적 지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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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금액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금융기관 등
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정치적 리스크가 큰 나라는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회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같은 민
족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거나 북한투자개발비용을 남한에서 모두 조달해야 한다
는 식, 남보다 먼저 투자하여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기회를 잡겠다고 하는 감
성적이면서 맹목적인 방식의 투자 접근 방식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또한, 남북경협 중
단 이전에 시도되었던 방식처럼 북한이 토지와 인력만 제공하는 형태의 협력사업과는 다
른 고도화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남한이 남북협력기금을 투
자하여 남한 기업들만 그 사업의 결과를 챙기고, 북한은 단순 임가공 비용이나 인건비
를 취득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남한에도 북한에도 득이 될
수 없다. 남북한이 공동의 협력관점에서 바라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호 신뢰를 쌓
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
제될 경우에 재개되는 남북경협사업은 비록 초기에는 남한이 주도하겠지만, 남한 단독
이 아닌 국제화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를 들어, 만약 북한의 철도나 도로, 항만을 개발하기로 했다면 그 사업 자체만을 바라보
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과 연관된 부대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외국 투자자들은 이 수익을 같이 향유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간에 엄청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
과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조금은 규모가 작더라도 성공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보는 성공
경험을 갖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MDB 등 국제금융기구 활용이나 민간투자자에 의한 BOT, BTL 사업에서
북한정부의 신용도를 활용한 재원조달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패키지 딜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투자재원조달 방
안으로 남한의 재원을 기준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과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패키지 딜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남한 입장에서 남북경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북협력기
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상지원, 대출(융자), 교역 · 경협보험,
대북차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 개성공단개발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며, 기타 민간단체들은 남북협력기금을 활
용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남북협력기금
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꾸준하게 집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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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점차 북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서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
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중단된 최근 10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측
면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새로운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제도와 운영방안에
대한 재편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표 1> 최근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예산액 및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월

예산액

10,153

10,060

10,979

11,132

12,348

12,550

9,588

9,593

11,036

12,030

집행액

427

694

2,958

876

554

5,295

684

2,117

750

119

집행률(%)

7.7

4.2

6.9

7.9

4.5

42.2

7.1

22.0

6.8

0.9

자료: 통일부.

통일부가 2020년에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1조 2천억 원이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남북경협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3천억
~4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형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
적인 제약이 많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은 단년 예산으로 미집행액은 불용처리되고 매년
새로운 예산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징이 있다. <표 1>과 같이 매년 집행률을
살펴보면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채 5~6%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제도를 개선해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한다
면 일정 기간 후에 상당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GDP나 국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남북협력과 관련한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는 안, 북한투자 관련 업
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 등 이전에 논의된 제안들에 대
하여 현실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하는 통합과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
경기도, 서울, 인천, 강원도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두고 있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교
류와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가 이뤄지지 않도록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시너
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패키지 딜을 통한
재원조달

북한개발, 그리고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것은 북한의 광물자원개
발과 재원조달을 연결하는 패키지 딜 형태의 개발사업모델이다. 북한에는 조사기관의 발
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아연, 희토류 등 다양한 종
류의 지하자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이 빈약한 북한정부를 상대로 투자사업의 재원조달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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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 지하자원 생산량 추정

(단위: 천 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석탄

22,306

23,060

27,861

27,081

31,115

35,741

20,058

15,189

철광석

5,108

5,011

5,716

5,478

4,020

4,280

4,035

2,056

마그네사이트

147

152

144

179

150

161

191

40

동

37

35

33

38

43

62

9

7

아연

139

145

145

149

181

266

143

126

자료: 최명수 2019.

제약이 많다. 그나마 북한에 풍부한 광물자원이나 광물자원 개발과 연계되는 방식의 투
자비 회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재원조달의 방법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때,
북한과의 광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원을 채굴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관, 적치, 운송 등 물류에 대한 인프라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채굴한 자원의 경제성에
대한 보장도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광물 등 자원개발사업은 초
기 투자 비용이 상당하므로 남한의 단독투자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딜 형태의 재원조달 방식은 글로벌 기업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도 줄이고 투자재원 조

때 과거와 같이 북한의 광물을 원석으로 채취하여 그 자체의 시세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보다는, 광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좋다. 북한의 산업기반 확대와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상호 윈윈’ 방안을 제시한다
면 북한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쉬울 것이다.
패키지 딜은 단순히 광물 등 지하자원만의 연계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수익사업과 연
계하는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내 민자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항만개발사업에 투
자를 할 경우, 항만배후부지 활용에 대한 사업권과 선석운영권 등 부대사업권에 대한 권
리와 본 사업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관광사업권이나 관광부대시설 운영권, 지역개발권,
시장현대화사업 추진권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연계시키는 아이디어를 통해 투자비 회수
에 대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재원조달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초기 북한기업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을 구분하면서 내수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중점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인프라 개발 등 대형 사업의 경우
에는 ‘B to C’ 방식의 사업보다는 ‘B to G’나 ‘B to B’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투자비 회수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간 상호 신뢰구축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이 지하자원의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신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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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금액의 확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과 사업을 논의할

의 공동연구 조사 활동을 하는 것도 우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
여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패키지 딜 사업모델 예시

단기: 지하자원 판매, 시장현대화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중장기: 산업단지 개발권, 관리운영권,
          분양권, 자원개발권, 항만운영권,
          물류시설 개발운영권, 관광사업권
          관광부대시설운영권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국내·해외기업)

분양, 임대

분양금, 임대료 수입

대출투자
투자자
출자자

투자금 회수
사업시행자 SPC
(항만 + 배후산업단지개발)

원리금 상환
배당
발주
공사비 지급

북한 정부
토지임대료
기부체납

협의, 시공

설계, 시공사

이러한 사업모델은 과거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던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과는 형태가 다르다. 남북 간 협력사업에서 북한의 참여 영역과 책임의 범위를
보다 넓게 확대해 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가능하다면 남한과 북한 외에 다른 제3국의 정부나 기업
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모델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겠다는 생각
이다.

맺음말

2020년 들어 북한은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제재와 코로나19 사
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고립의 길을 고수하는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현재의 대북제재하에서 북한투자재원조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은 대북제재 이전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 MBA
는 물론 여러 경영, 경제 관련 지식이나 회계 관련 분야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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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향후의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북한과의 다양한 지식공유 프로그
램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북한과의
지식공유, 학술교류활동 등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적 사고와 투자 마인드를 제고하고, 북
한을 자기 사업의 투자자로 유도할 수 있는 구도를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새로
운 재원조달 방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간 지식공유 프로그
램 활용과 인적교류의 지속은 서로에 대한 신뢰 구축과 북한의 투자환경에 대한 데이터
를 축적해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며, 향후 북한이 개방화의 길로
나오게 될 때 우리 기업이 북한 시장에 한 발 더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진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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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주요 합의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냉전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1971년 최초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접촉을 통해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박성철 부수장이 서
울을 방문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이 처음으로 합의한 성명이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평
화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1989년 남한정부는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하여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예비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로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남북 기본합의서의 핵심은 남북관계의 설정이다. 남한과 북한을 개별적인 국가로 확정 짓지 않
고,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규정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민족 내부의 교류로 정의하는 것이다. 또
한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과 그에 대한 북한의 신뢰하에 북한의 체제결속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남한의 경제지원과 협력의 필요성, 북미 간 관계 개선의
여건 조성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등을 위하여 2000년 분단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나 회담을
진행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노력을 위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남과 북은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경의선이 복구되고 개성공단
이 열리는 등 경제협력 개발이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금강산 해로관광에 이어 금강산 육로
관광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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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정상들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약속하였지만 한미동
맹 등 현실적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 등 국제적 여건이 성숙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
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 최초로 도
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해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한 문
제의 중장기적 과제를 8개 항과 별항 2항에 담아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 설
정, 금강산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등 여러 가지 합의사안이 발표되었고, 서해평
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대폭 확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남북조선
협력단지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북한의 김영남과 김여정 등 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하여 문재
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정상회담이
제465호 2020 July

성사되었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며 판문점에서 성사된 회담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연내 종전선언 및 남북미 회담
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북한의 비핵화 또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 북한에서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판문점선언은 사
실상 폐기되었다고 평가된다.
오호영│국토연구원 연구원 (hyoh@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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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반도 공동의 경제개발계획이
새롭게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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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최근 6월 24일 김
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선언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호 인터뷰는 강영식 남북교류
협력지원협회장을 만나 남북 긴장 국면이 가져올 파장과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들어본다.

인터뷰│김민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minakim@krihs.re.kr)

김민아(이하 ‘김’) 회장님은 현재 협회뿐 아니라 ‘우리민

김 2016년 초 북한의 잇따른 핵 ·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족서로돕기운동’에서 23년간 활동하시는 등 대북 인도적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도 대북제재가 계속

지원 방면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과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가 크게 위축되었고, 당

관련해 실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진행

시 참여했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된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

강영식(이하 ‘강’) 올해가 6.15 남북공동선언이 20주년

립니다.

되는 해입니다. 마침 북한과의 상황이 다시 악화되어
다시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

강 저희 협회는 2007년도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

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6.15 선언 이전에는

발 협력업무에 대한 남측 이행기구로 출발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이산가족 형태의 교류만 있었지만, 선

2009년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본

언 이후에 당국 간의 교류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

래 저희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해당 업무가 중단되는

인적 교류, 지자체 교류 등이 활발해졌고 특히 인도적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후 저희 협회는 현재 크게 두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 돕기 운동이 크게 증가했습니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 측, 주

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된 덕

로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실무적 지원입니다. 둘

분에 기존의 남북 간 적대적 긴장관계가 비적대적 공

째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주민 접촉, 방

존관계로 바뀔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북방남, 물품 반출입 등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특히 올

정치 · 군사적인 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

해 1월부터는 대북반출입 물자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

류협력의 지속가능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었

류표(HSK)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저희 협

고 사업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점은 한계점으로 남

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민간단체, 기

습니다. 따라서 향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정치 · 군

업체 등을 직접 상담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하

사 문제와 구분하여 어떻게 제도화, 안정화시킬 것인

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대북사업을 수행하는 각 주체들이 서로 연대하
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정부와 민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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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이고,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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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남북경
협이 남한에게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역할
을 하고, 북한에게는 그들 경제개발 전략의 핵심 수단
으로 기능하여 서로 상호 발전하는 그런 구도로 이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도 변
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값싼 노동력이나
단순 경공업 위주의 개발 방식을 벗어나서 중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속에서 실질적인 남북경협 사업들을 발
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국
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 올해로 끝나는데, 북한
의 경제개발계획이 융합된 한반도 공동의 경제개발계
획이 새롭게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앞선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장기적인 관점
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 등 4차 산
강영식

업기술을 활용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대북사업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강 현재 북한은 ICT를 포함한 과학기술 전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전당을 크게 건설할

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었던 20년 전과 비교해 현재는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

대내외적인 여건에서 많은 차이가 생겼고, 이에 따라 이전

해서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나 타 국가와의 인적교류

경협 방식을 고수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회장

협력 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

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스마트시티를 곧바로 도입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강 초기 남북경협은 남북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졌

는 앞서 말씀드린 남북한 공동번영의 입장에서 기술이

습니다. 북한은 외화획득의 수단, 남한은 값싼 노동력

나 편리성보다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끌어

을 활용한 기업이익 창출이었죠. 그리고 당시 남한 같

올릴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

은 경우는 북한의 체제전환이라는 다소 이념적인 목

니다. 즉, ICT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를 보

표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각

급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삶의 향상이 먼저 담보되어야

자의 어려움은 있지만 남북 모두 근본적인 경제체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

는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앞으로의 남북경협이 9.19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현재 북한은 평양교

평양 공동선언의 입장에 따라 이제는 남북한의 공동

원대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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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우리처럼 쌍방향 소통이 되는 정도의 수준은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단기적인 협

아니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북한의 미래

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 외에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별

세대 모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입니다. 북한은 사회주

이 기간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의 의료체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지방의 의료시스템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남북협력에 대한 방

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돈주라는 상업자본가들

향성을 재설정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정권에

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시장정보를 독점하여 현재 북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생각에서

한은 엄청난 빈부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어려움에 처한 동포는 도와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시스템만큼은 북한 주민들 모두

점이 강했죠. 하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북한정

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부는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인민에 대한 복지 증진 노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좀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대북지원 관점

더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이 시너지 효

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노

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들을 많이 제공했으면

력을 지지하고 협력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합니다.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협력은 일방으로 가

김 회장님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과거의 북한이 아닌

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목적을 설정하고, 공동의 기구

새로운 북한을 마주하고 있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남북교
류협력사업을 디자인해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강
조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남북교류협
력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
해 우리 내부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강 단기적으로는 본격적인 경제협력 전이라 하더
라도 경제제재와 같이 가는 남북협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단 유엔제재는 남쪽의 행위들이 북한
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에 궁극적으로 도움
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재 면제를 해줍니다. 따라
서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보건의료나 농업개발 같은
분야에서 제재 면제를 받으면서 남북협력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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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가 남북 쌍방으로 이뤄져야 한

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두

급격히 변화하는 현 시기에 말 그대로 ‘담대한 발상의 전

번째는 남북협력의 안정화를 위한 관련 내용의 법제

환’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셔 감

화입니다. 소위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내

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용이 2년 전 4.27 선언, 9.19 선언에 포함되었지만 남

부탁드립니다.

북교류협력이 정치 · 군사적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진
행될 수 있게 하는 관련 내용의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

강 지금까지 한반도신경제구상, 신북방정책, 신남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남북협력

방정책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

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정적인 공적기구의 존재

었는데 지금까지 이들이 분절적으로 이뤄졌다는 측면

입니다. 향후 남북협력 재개 시 엄청난 규모의 자금

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

투입과 행정력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이고 종합적인 남북 공동의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생

재 관련 기구들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한

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거쳐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획력과

가는 지역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추진력이 확보되어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실행할 수

10개년 전략계획이나 최근의 만리마 운동 등이 어떤

있는 일원화된 공적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우리의
한반도 평화계획과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은 1998년 동북아연
구팀이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한반도 · 동북아지역을 아우
르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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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국토연구원이 남북한 통합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특집｜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이슈와 대응 방향’을 읽고
이번 「국토」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원고들로 꾸며졌다.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포
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 분야의 정책제안은 접하기 어려웠다.
특집과 인터뷰, 영화와 도시, 기자칼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사태와, 포
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려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아
직 코로나19 사태는 종결되지 않았지만 잠시나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며, 집에 틀어박혀 답
답했던 마음을 위로 받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여름이 왔지만 확진자수는
아직도 지역별 소모임 위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
제쯤 코로나19는 종결될 수 있을까. 얼른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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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도시｜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사용법’을 읽고
요즘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자꾸
눈길이 간다.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번 호 영화와 도시
원고를 읽으며 한번도 가보지 못한 콩고의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고릴라들이
너무 불쌍해서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이번 호에 소개된 영화는 ‘아웃브레이
크’, ‘콩고’, ‘비룽가’였다, 환경을 파괴하고 오로지 사람만을 위해서만 사회시스
템이 돌아간다면 자연의 무서운 경고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화
들이다. 이들 영화 중 비룽가는 나중에 꼭 보고 싶었다. 콩고의 비룽가 국립공
원을 지키려는 경비대원들과 마구잡이로 개발에 나서는 다국적 석유기업 간의 갈등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경비대원의 등에 업혀
있는 마운틴 고릴라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인간이 자연에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물질
적 풍요와 편리함이 전부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이 공생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
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유지연

알립니다
‘국토 옴부즈만’ 원고를 모집합니다. 월간 「국토」를 읽고 필자나 편집진에게 제안하고 싶은 의견, 원고 내용과 관련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좋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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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반도의 도전과 기회
이상준│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jlee@krihs.re.kr)

지난 몇 년간 한반도의 상황은 크게 요동쳤다. 2018년 연이어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긴장과 갈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한반도에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
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반
도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는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과 팬데믹이라는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벽두부터 온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 한반도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이를 위해 남북이 어떠한 협력을 추
진해야 할 것인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한반도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한반도의 모습
1. 한반도의 이미지
‘한반도’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통일, 민족, 북한, 핵전
쟁, 평화, 비무장지대(DMZ) 등등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세계인들에게 한반도는 어
떤 이미지일까? 2017년 5월 17일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한반도의 절반인
북한지역이 검게 나타난 인공위성 사진을 소개했다. 밝게 나타난 남한지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진이었다. 이것을 본 세계인들은 한반도가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느꼈을 것이
다. 그들은 한반도를 남한의 최신 스마트폰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공존하는 기묘한
곳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밝은 미래 영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개한
바 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로
지목하면서 자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살고 싶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
였다. 반면 필자가 만난 중국의 기업가들이나 학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라는 단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들은 반도로서의 한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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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동북아와 한반도의 밤

자료: NASA 2010.

제대로 경험한 바가 없다. ‘해외여행’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반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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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살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바라보는 것이
다.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보면, 우리 한반도가 유럽의 네덜란드처럼 대양과 대륙이 만나
는 지점이 된다.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다. 동쪽의 일본에서 서쪽의 한반도를 바라보면 한반도는 마치 중국을 보호하는 방
파제 같이 보인다. 반대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가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방파제로 보이
기도 한다. 이처럼 한반도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다가온다.

2. 문명의 시작과 한반도
반도(半島)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며, 반대로 바다가 끝나고 땅이 시작되는
곳이다. 생명의 생성은 흙과 물이 만나는 연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지구 탄생의 기원에 대
한 속설처럼 반도는 인류 문명의 출발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지리학자 남영우는 반도가
갖는 지질학적, 지형학적 특성이 문명발전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주장을 편 바도 있
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에서 인류의 문명
사가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쪽으로 동진하지 못하고 유럽 쪽으로 서진한 이유
가 중국의 ‘만성적 통일’ 상태와 유럽의 ‘만성적 분열’에 있다고 하였는데(Diamond 1997),
남영우는 유럽의 ‘만성적 분열’에는 고립된 큰 반도가 이탈리아, 이베리아, 덴마크, 노르

57

미래의 한반도 • 1

웨이, 스웨덴 등 다섯 개나 있는 지형적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였다(남영우
2018). 각각의 반도에 독립적인 언어와 민족 집단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도의 특성을 갖는 국가들은 이베리아반도의 스페인
과 포르투갈, 발칸반도의 그리스, 이탈리아반도의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스웨
덴,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차이나반도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많이 있
다. 공교롭게도 스페인, 이탈리아와 한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곤욕을 치르
기도 하였다. 한반도의 면적은 22.35만㎢로 세계 48위의 카자흐스탄(22.56㎢)과 비슷한
규모이다. 인구는 남북한 합계 7674만 명(통계청 2020)으로, 세계 19위의 독일(8378만
명) 다음으로 많다.
한반도는 세계경제 10위권의 남한과 최하위권의 북한이 공존하고 있는 대단히 특이한
곳이다. 지구상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남북한보다 큰 곳은
없다. 남북한은 1970년대 이후 25배 이상의 경제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차이
도 심각한데, 만성적 영양결핍으로 인한 북한의 모성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2명이다.
우리나라의 여덟 배에 이르는 수치다(뉴스핌 2019).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는 2018년에
1100만 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에서 재인용)으로 전체 인구의 43.8%를 차지하는 반
면에 우리나라는 당뇨병 환자가 501만 명(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으로 전체 인구의 9.7%
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절반은 영양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절반은 과도한 영양
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도전
새벽에는 주변이 조용해서 평소에 듣기 힘든 먼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자신이 고요
함 속에 있을 때, 다가오는 위험과 기회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한반도에 다가오는 위
험과 기회도 우리가 스스로를 고요함에 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니 조용히 다가온 코로나19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 새벽을 맞는 심정으로 차분하게 한반도에 다가오는 위협과 도
전에 귀를 기울여보자.

1. 코로나 대유행(COVID-19 pandemic)과 한반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위협은 무엇일까? 테러, 전쟁, 코로나19 등
등 많은 단어들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위협은 ‘예측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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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미래’일 것이다. 1년 전만 하더라도 2020년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까
지 변해 있을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2021년에는 어떠한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
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위협이 아닐까 싶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
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가운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다. 기술혁신이
우리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는 달콤한 수사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pandemi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를 포함한 세계인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처음에는 우리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감염추세가 유
럽과 미주를 거쳐 전 세계로 이어졌다.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서 천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의 고통을 가져다주었고, 대량실업과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에 더해 다시 미 · 중 갈등 심화 등 세계의 정치외교 지형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테러리즘과 함께, 전염병이 우리 모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이 될
제465호 2020 July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
할 수 있으며,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파스칼 보니파스 2019, 59)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실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크다. 테러
리즘은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염병은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북한도 코로나19 문제로 상당한 타
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2차 코로나19 대유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이다.

2. 오래된 도전: 안보 문제
한반도의 기회와 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남북한이 서로에게 도전
이자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를 억
눌러왔던 안보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오래된
도전’ 가운데 하나가 안보 문제인 것이다. 보통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가 심해서 일기예보
가 정확하기 어렵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반도의 오늘도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만
약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거부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경우 한반도의 미래
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19년 4월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KBS가 실시한 여론조
사 결과에서도 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읽혀진다. 향후 북핵 문제는 쉽지 않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44.8%로 가장 많았으나,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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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1) ‘세계평화지수(GPI)’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평화로운 나라’ 순위
에서 조사대상 144개국 가운데 남한은 33위, 북한은 131위에 머물렀다. 2018년 보고서에
서는 163개국 가운데 한국 49위, 북한 150위로 남북한의 순위가 동시에 하락했다.2) 북핵
과 관련한 안보적 긴장 상황이 한반도의 발전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3. 기후변화, 뉴노멀, 미·중 갈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저성장 등 글로벌 트렌드는 한반도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
이다. 대규모 태풍과 홍수피해 그리고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기후변화는 이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기후가 문명의
성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역사 때문이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메소포타미아(지금
의 이라크지역)가 구약성서 시대에는 4계절의 구분이 더욱 뚜렷했다는 일본 지리학자
무라야마의 주장도 있다(남영우 2018, 123).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한 세계 문명의
쇠락이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는 것
이다.
저출산 · 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위기상황도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
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40년
32.3%(미국 21.2%, 프랑스 25.4%, 일본 34.5%)에 이를 전망이고 거주지역 중 2040년까
지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 전체의 52.9%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3)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저성장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에 의
하면, 한국경제는 2040년까지 연평균 2.6%의 저성장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생산
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 명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저성장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여기
에 최근의 팬데믹이 저성장을 더욱 고착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국공학한림원이 2019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61명의 응답자 가운데 80.8%가 향후 한국경제가 장기 · 구
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한국공학한림원 2019). 우리 국민들도 이
러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한 여

1)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124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인터넷 설문조사
   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9%p(KBS News 2019).
2)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평화지수에서 첫해에 한국은 32위에 자리했으며,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음(중앙일보 2018).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직면하게 될 10대 미래 이슈로 “고령사회
   돌입 및 인구 감소”, “신패권주의 시대 국가 간 갈등 심화”, “기후변화·환경오염·재난재해 증가”,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확산”, “건강한 삶 추구”,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다문화 사회
  돌입”, “신재생 에너지 확대”, “통일된 원코리아 준비” 등이 제시된 바도 있음(최병삼, 양희태, 우청원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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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조사 결과 2020년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31.9%)이 정치개혁(21.3%)이나 저출산 · 고령화 대처(12%), 소득 불균형 완화
(11.9%) 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
구조화된 저성장국면에서 각국은 먼 미래보다는 현재의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지는데,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의 협력 틀을 흔들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
변국들의 관계 중 한반도에 가장 커다란 도전으로 작용할 요인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 · 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래를 둘러싼 ‘패권전쟁’이라 진단하고 있다(이성현 2019). 한반도
가 이러한 ‘패권전쟁’의 격전지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평화와 협력의 기회를 살려 나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저성장이 일상이 된 뉴노
멀(new normal)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
보다 정교하게 각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동아시아 협력이 모
색되어야 한다.
제465호 2020 July

한반도의 기회
1. 한반도의 역동적 변화: 구심력과 원심력의 중심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산풍이 불듯이 반도에서는 대륙의 바람과 바다의 바람이 마
주친다.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의 차가운 바람과
태평양으로부터의 무더운 바람이 만나고, 동중국해로부터의 난류와 러시아 극동연안으
로부터의 한류가 만난다. 바람과 바람이, 해류와 해류가 마주치면서 새로운 바람과 해류
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바람과 해류의 마주침이 만들어 놓은 역동적 자연환경에
서 한반도의 역사도 만들어졌다. 한반도에 자리 잡은 한민족의 형성은 대륙에서 유입된
이주민들과 토착민들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서 소
개하고 있는 고조선 개국의 핵심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환웅(桓雄)이 땅의 웅녀(熊女)와
결합해 단군을 낳았다는 것이다. 고조선지역의 토착 주민은 예맥족이었으며,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외지에서 이주해 온 환웅 집단이 토착 예맥족의 한 분파인 웅녀 무리와
연합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이다(이희근 2018, 68). 이것이 은유하고 있는 것은 이동
과 만남이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터전을 잡게 된 토대라는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좌
4)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2019년 12월 23일, 24일, 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 대해 유무선 전환조사 실시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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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반도의 구심력과 원심력             

자료: 국토연구원 2019.

우의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은 동북아협력의 구심력을 상징하며, 남북협력 역시
한반도 내의 구심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한반도를 중심
으로 동북아협력의 원심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교류가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반도가 갖는 대륙과
해양세력 간의 교류 중심지로서 가치를 주목하게 한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화려한 시기
를 보냈던 이집트 문명이 더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사막지대에 둘러싸여 자족했기 때문
이었다고 한다. 반면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왕국들은 끊임없는 전란을 겪으면서도 상호 교
류로 문명 발달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남영우 2018, 250). 한반도가 오랜 세월 동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룩
한 것은 문명의 발전이 교류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다. 세계 최초의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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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었다는 메소포타미아지역은 아프리카문화와 유럽문화 그리고 아시아문화가 교
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한반도 역시 중국, 일본 등 주변지역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기회는 문명사적 흐름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인류 문명사의 중심
이 지중해와 대서양을 거쳐 태평양 연안의 동아시아지역에 와 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잉태된 문명의 씨앗이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으로 꽃 피운 뒤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
문명을 거쳐 다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명 시대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왔다. 세계 문명의 새로운 중심이 된 동아시아 문명의 한 자락을 우리 한반도가 차지한
것이다. 지리학자 남영우는 “미국 문명이 쇠퇴의 조짐을 보일수록 문명의 서진은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가 문명의 중심에 서게 될 날이 앞당겨짐을 의미한다”(남영
우 2018, 668)라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회를 한반도가 고유의 강점들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기술 성장 속도를 바탕으로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과 매력적인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 교류의 거점으로
제465호 2020 July

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반도가 가진 가장 커다란 자산은 대륙문
화와 해양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적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일본보다는 한국
문화를 선호하고 일본이 중국보다는 한국에 친근감을 갖는 것은 우리가 중국, 일본의 문화
적 강점들을 적절히 융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륙문화권의 사람들과 해양문화권
의 사람들이 가까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이 최근의 한류를 이끄는 힘 가운데 하나
가 아닌가 싶다.

2. 움직이는 경계와 한반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21세기에는 영토개념에 기반한 한반도의 공간 범위가
큰 의미가 없다. 이보다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한 공간 범위가 더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경성(硬性)국토보다는 연성(軟性)국토의 개념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프랑스의
지정학자 자크 앙셀은 “경계선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이며, 엄격하기보다 유연하
며, 지속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이다”라고 하였다(파스칼 보니파스 2019, 38).
확대되는 초국경화의 추세는 대륙철도(TKR-TSR) 연결,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건설, 극동러시아 천연가스망(PNG) 연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반
도가 동북아 물류 및 에너지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2010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세계를 바꿀 10대 트렌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
데 하나가 바로 국경의 경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지도의 재구성(Remappin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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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초국경화’라는 추세는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4차
산업혁명과 초고속 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
이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세계화와 초국경화의 추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지만, 이미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국가 간의 경계가 크게 낮아졌다. 동북아
의 초국경협력 확대 추세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및 인
프라 협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의 가능성
미래에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은 기후변화, 고령화, 저성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있다. 경제활동의 공간영역이 지금보다 두 배가 늘어날 것이고, 노동력 활용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도 미래에 고령화 · 저출산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북한이 미래에 형성할 8천만 명의 인구와 내
수시장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고령화 · 인구감소 문제에 다소 숨통을 트이게 할 기회가
될 것이다. 미래에 한반도에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기후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
응한 한반도 차원의 산업 재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과의 산업협력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
일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러시아의 극동개발에도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중요한 가회라고 할 수 있다.

4. 도전을 기회로
우리는 안보 문제, 인구감소, 저성장, 국제사회의 자국 이기주의 심화 등 수많은 도전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과 정책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
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들은 성장 일변도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정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속, 고밀, 갈등 사회로부터 저속,
저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고민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인구감소라는 도전은 기술혁신을
통해 일자리감소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의 문제에도 해결
책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저성장과 국제사회의 자국 이기주의 심화 등도 안보 문제 해
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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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의 지구 움직임에 관한 이론인 판구조론(板構造論)에 따르면, 판의 움직임에
따라 지구상의 대륙과 해양이 끊임없이 움직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
계가 고정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5) 움직임은 곧 기회
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움직임과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의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한반도의 국토발전에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 연(鳶)이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이, 한
반도를 향한 거센 도전의 바람은 한반도의 비상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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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동쪽으로는 동해를 넘어 일본열도 북동부에서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
    판과 만나며, 남쪽으로는 남해와 멀리 동중국해를 지나 필리핀해판과 접하고 있다고 함(최적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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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콘텍스트 ‘광장’의 등장:
수원 화성행궁 광장
방승환│「닮은 도시 다른 공간」 저자 (archu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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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의 기억
막다른 길이다 싶으면 옆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나 싶으면 막다른 길이 나왔다. 거미줄 같
은 골목의 한 귀퉁이에서 난 또래 친구를 찾는 아이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한 귀
퉁이에서 늦은 저녁 집까지 바래다주는 연인의 시선을 가늠할 수 있었다. 도시에서 길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은 사람들의 기억을 오랫동안 담을 수 있다. 학부의 마지막
학년, 수원화성 공모전에 함께 참가했던 나와 YS, BG는 그렇게 수원화성(華城) 안 골목
길을 누비고 다녔다. 생각해보면 공모전에서 우리 셋은 화성의 옛길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어야 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두 도시공학과 출신이었음에도 건축물을 설계했다. 당
연히 공모전에서 보기 좋게 탈락했다.
당시 화성 내 골목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길을 걷다 어느 순간 나타나는 화성과 옛
건물들이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간신히 걸을 만한 폭의 골목길이 조금 넓고 반듯
한 길을 만났을 때 화성과 그 안에 옛 건물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하이라이트는 화성행궁
의 정문인 신풍루(新豐樓)가 보이는 장면이었다. 팔달산의 북쪽 능선을 배경으로 신풍루
가 있었고 그 앞에 홍살문은 종로의 끝에서 또 하나의 프레임(frame)을 이루고 있었다.

쪽을 진압하다’가 된다. 아마도 화성행궁이 한양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
은 듯하다. 화성에 애착이 많았던 정조는 진남루의 이름을 ‘신풍루’로 바꿨다. 이름의 유

<그림 1> 신풍루

자료: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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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루의 원래 이름은 ‘진남루(鎭南樓)’다. ‘진남(鎭南)’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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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한(漢)나라를 세운 고조까지 거슬러 간다. 한 고조의 고향이 패군 풍현 중양리(沛郡 豐縣
中陽里)였는데, 이후 ‘풍패(豐沛)’는 ‘제왕의 고향’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조선 시대 지어진
건물 중 ‘풍(豐)’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풍패’를 의미한다. 전주의 객사에 ‘풍패지관(豐沛之館)’이
라고 쓴 현판을 단 이유도, 전주의 남문을 ‘풍남문(豐南門)’이라 부르는 이유도 전주가 조
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전주가 풍패가 되면 이성계는 제왕이 되
는 논리다. 정조가 화성행궁의 정문에 신풍루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이곳이 또 다른 ‘제
왕의 고향’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과 대규모 광장의 등장
공모전에 참여했던 친구끼리도 뜸하게 연락할 만큼 시간이 꽤 흐른 지금은 가족과 함께
주말 산책을 위해 화성을 찾는다. 하지만 여전히 당시 공모전 대상지로 정했던 곳을 지날
때면 지도를 들고 골목을 누비며 치열하게 토론했던, 젊었던 우리가 그곳에 서 있는 것 같
다. 이후 화성 내 길들은 조금 반듯해졌다. 그리고 곳곳에 크고 잘 설계된 건물들이 새롭
게 들어섰다. 전통식생활체험관이나 수원전통문화관처럼 새로 지어진 한옥을 보고 있으
면 실제 그런 건물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새로운 문화시설과 한옥
들은 2011년 전담팀을 구성하며 시작된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의 결과물이다. 화성 내
부 도심을 역사 기반의 문화관광벨트로 구축하는 도시재생 사업인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
업은 2016년 4월 일반 근린재생형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원대상이 되기도 했다. 현재 화
성은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어엿한 관광지가 됐다. 이곳을 오
는 많은 방문객들이 미술관, 박물관을 비롯해 전통체험시설을 찾는다. 인스타그래머블
(instagramable)한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행리단길’이라는 별칭도 붙었고, 주말에는 화성

<그림 2> 한옥으로 신축된 전통식생활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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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행리단길로 불리는 화서문로

<그림 4> 화성행궁 광장과 행궁 전경

행궁열차를 타기 위해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다.
방문객들이 늘어나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행
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성 안에는 많은 사
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없었다. 화성의 동문
격인 창룡문 인근에 무예를 수련하던 동장대가 있기는
했지만 너무 구석이었다. 결국 2004년 수원시는 화성
행궁 앞에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
고 4년이 지난 2008년 9월, 화성행궁 광장이 모습을 드
러냈다. 광장의 크기는 광화문 광장(1만 8840㎡)보다

큰 2만 2331㎡다. 크기로만 가늠하면 안 되겠지만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 앞이 아닌 행궁
앞에 더 큰 규모의 광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내게는 뭔가 어색했다. 그리고 실제 본 화
성행궁 광장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화성만의 고유함
광장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 팔달산의 북쪽 능선을 배경으로 넓게 펼쳐진
행궁이다. 골목을 돌고 돌다 어느 순간 보였던 과거의 장면과 달리 현재의 풍경은 탁 트
여있다. 이 때문에 홍살문은 이전보다 더 앞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를 통해 상징적인 문
에서 광장의 영역을 한정하는 프레임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 수원시는 화성행궁 광장

<그림 5> 화성성역의궤에 실린 화성전도(1801년)

<그림 6> 수원화성 지적원도

자료: 신행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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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성 내 원형 복원의 일환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YTN
2004). 하지만 행궁 앞 광장은 화성의 원형은 아니다. 화성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화성전
도(1801)’ 속 행궁 앞은 행랑채를 갖춘 집들이 듬성듬성 있는, 경복궁 앞 육조거리나 지금
의 화성행궁 광장처럼 빈 곳은 아니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수원
화성 지적원도’를 봐도 화성행궁 광장이 조성된 자리에는 몇 개의 부정형 필지와 구불구
불한 옛길만 있었을 뿐이다.
광장에서 행궁과 팔달산을 바라보며 ‘수원화성만의 고유함’에 대해 생각해 봤다. 수원
화성 르네상스 사업이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
서 보고 싶어 하는 것, 느끼고자 하는 고유함, 그리고 화성만이 갖는 공간적 특성에 대
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화성행궁 광장을 비롯해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
업으로 조성된 미술관과 박물관은 과거 화성이 지니고 있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
다. 무엇보다 화성행궁 광장은 모더니즘(modernism) 이후 많은 도시들이 추구한 기념비
(monument)를 배치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따랐다. 바로 ‘공지 확대(more open space)’
다. 제인 제이콥스(1961)가 “정통 도시계획에서 마치 미개인들이 마법적 물신을 받들어
모시듯이 근린공지를 놀랍도록 무비판적으로 숭배한다”라고 비판한 ‘공지 확대’가 항상
잘못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화성 안, 그중에서도 행궁 앞이라면 이야기는 달
라진다.
화성은 디즈니랜드나 롯데월드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귀족이 사는 서유럽의 성(Castle)
과 달리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로서의 성(Fortress)이다. 그래서 화성의 특징 중 하나는
성안에 왕과 더불어 백성이 사는 영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성은 일
정 영역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다.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안에 대한 이미지는 지
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이미지와 비슷했다. 즉, 성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밀
도가 높고 혼잡한 공간이었다. 반면, 성 밖은 경작지를 중심으로 부분 부분 촌락을 이루
는, 성긴 밀도를 지닌 탁 트인 영역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성행궁 광장처럼 넓은
공지는 화성 내부가 유지해 왔던 성격과는 상반된다. 그래서 정조가 행차했다는 어도(御
道)가 만들어지고 거친 박석을 깔아 옛길을 재현했다 하더라도 화성행궁 광장은 성안이
아닌 성 밖에 있어야 할 것 같다.

화성행궁 광장 북쪽에 놓인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역사 도심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과 건축물은 언제나 찬반을 일으킨다. 화성행궁 광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화성행궁 광장은 개장과 함께 화성 내 기성(旣成), 즉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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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화성행궁 광장과 아이파크미술관이 들어서기 전(2003년, 왼쪽)과 후(2017년, 오른쪽)

텍스트(context)가 됐다. 그렇다면 최소한 화성행궁 광장은 광장이라는 속성을 이해하고
잘 구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광장(廣場)의 속성은 이름 그대로 ‘넓은 장소’에 있지 않
다. 오히려 그 장소를 둘러싼 건물과의 관계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화성행궁 광장을 바라
보면, 일단 광장의 서쪽은 팔달산을 배경으로 행궁이 펼쳐져 있다. 2021년 화성행궁 2단

둘러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만난다. 담은 두 영역을 나누는 장치이지 서로를 연결하는
장치는 아니다.
행궁 반대편의 동쪽 영역은 왕복 5차로의 정조로가 지나간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와 광장의 행위가 만나는 접점은 존재할 수 없다. 광장 남쪽 영역의 반은 주차장이고, 그
나마 나머지 반에 수원문화재단과 홍보관이 있다. 광장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음이 가능한
용도이지만 둘 사이에는 왕복 2차로의 도로와 화단이 있다. 그래서 둘 사이는 멀다. 이제
남은 건 북쪽 영역뿐이다. 다행히 광장 북쪽을 지나가던 도로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서 사라졌다.
광장 북쪽에 새롭게 들어선 건물은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이하 아이파크미술관)이
다.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권선지구에 66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
부채납 형태로 지은 문화 및 전시시설이다. 아이파크미술관의 입지는 상징적인 광장에 도
시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을 배치한다는 공식이 적용됐다. 문제는 광장의 북쪽 한 면을 미
술관이라는 단일 건물이 대응함으로써 입면이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무엇보다 미술관으
로의 진 · 출입 외 광장과 건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광
장에 면한 아이파크미술관의 입면 길이는 75m가 넘는다. 여기에 광장과 미술관의 관계를
만드는 출입구는 두 개뿐이다. 사실 미술관이라는 용도와 행궁 주변에 11m 고도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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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광장의 서쪽 영역은 행궁으로 꽉 차게 된다. 광장과 행궁은 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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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의 형태는 낮고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성 내 새
로 지어진 건물들–아이파크미술관을 비롯해 화성박물관, 팔달구청-의 입면은 모두 길
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의 전면공간과 건물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은 다른 문제
다. 두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나 문이 적다면 카페나 휴게공간과 같은 기능을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으로서의 문(門)이 아닌 광장으로 연결되는 진짜 문이 되기를
흥미로운 건 아이파크미술관의 개념 중 하나가 ‘문(The Gate)’이라는 사실이다. 아이파
크미술관 설계를 맡은 간삼건축은 이 건물을 “역사와 만나는 문, 미술과 만나는 문, 자연
과 만나는 문”이라고 설명했다(간삼건축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광장과 가깝게 만들어진
출입구, 삼면을 둘러싼 통유리, 외부에서 미술관 꼭대기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점, 미술관 내 복도에서 역사공원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결, 로비(lobby) 역
할을 하는 1층 카페와 2층 도서관 등을 통해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동네 사랑방 같은 소통
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 설계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화성행궁 광장에 면한 아이
파크미술관은 높은 ‘투과성(permeability)’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투과성은 어떤 환경
에서 이동 경로의 선택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내는 이동성의 척도다.” 투과성은 크게
시각적 투과성과 물리적 투과성으로 나뉜다(Matthew Carmona et al. 2003).
설계자의 설명과 도시에서 투과성의 개념을 차치하더라도 아이파크미술관이 과거 그
자리에 있었던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그랬듯 화성행궁 광장과 주변 도시조직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을 가로지르는 복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복도는 전시공간을 담고 있
는, 상대적으로 큰 덩어리 사이에 나 있다. 그래서 좁고 길다. 여기에 복도 양쪽 벽을 사
선으로 기울인 건축가의 감각이 더해져 마치
암석 사이에 만들어진 계곡 같다. 아이파크
미술관 홈페이지나 설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복도 양쪽의 경사구획은 건물의 가장 큰 특
징이자 설계자가 가장 공들인 부분이다. 심
지어 한 언론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화성의
견고함과 성벽의 질감을 보여주기 위해 (경
사구획에) 송판 무늬 거푸집을 활용했다”고
한다(건설경제 2015).
하지만 아이파크미술관의 복도가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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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각적 투과성은 충분하지만 물리적 투과성은 부족한 입면

신축으로 사라져버린 골목길의 차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 9> 큰 덩어리 사이로 난 복도

송판 무늬 거푸집을 활용한 공들임보다는 시민들의 공
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더 돋보여야 한다. 그래야 아
이파크미술관은 개념으로서의 문이 아닌 광장으로 연
결되는 문이 될 수 있다. 미술관 홈페이지에 나온 “전통
을 매개로 도시와 자연이 숨 쉬는”이라는 소개는 솔직
히 아직은 공허하다.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 소
개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노출콘크리트 덩어리 안에 있
는 작품들과 그 안에서의 행위들이 광장으로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동시에 광장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행위
들도 미술관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시각적 투과성만큼이나 물리적 투과성
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오고 감은 과거 골목길이 그랬듯 미술관
의 복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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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 26

역사·문화예술·여가중심지로
도약하는 4.19사거리1)
박태원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realestate@kw.ac.kr)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출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국립공원 북한산에 둘러싸여 있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4.19사거리’라는 특이한 지명이 포함된 이유는 국립 4.19민주묘지
가 있는 지역이 주요 사업대상지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역사를 배경으로 한 4.19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북한산과 4.19민주묘지에서 알 수 있다. 우이동은 근현대 역사
유산들이 산재하고 있어 역사 · 문화적 잠재력은 높으나 그 가치에 비해 인식이 낮고 지역

<그림 1> 4.19도시재생사업 추진 경위
2016. 0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심시가지형 후보지 선정

2017. 02

도시재생활성화 선정(2단계 지역,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조건부)

2017. 08

총괄코디네이터 위촉(광운대학교 박태원 교수)

2017.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18. 03

4.19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2018. 03~12

4.19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018. 05. 14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

2019. 01. 14

4.19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2019. 04. 19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가결

2019. 06. 20

4.19사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고시

<그림 2> 4.19도시재생사업지역 위치

1)  이 글의 그림 1~8, 그림 10~12는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시 2020)의 도면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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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낙후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4.19도시재생사업은 역사 · 문화 특화 중
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2017년 2월 도시재생사업지역 지정 이후 2019년 1월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하
기까지 1년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그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의 과
정을 거치면서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계속 발전시켰다. 특히, 2018년 3월 4.19도시재
생지원센터 개소 이후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활성화계획 내용에 주민의견 반영,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계획안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림 3> 동네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재생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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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된 외곽도시에서 역사·문화예술·여가중심지를 지향
4.19도시재생사업의 비전은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
화 공동체, 자연의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자연과 근현
대 역사가 숨 쉬는 역사 · 문화예술 · 여가중심지 조성’이다. 이 비전 설정을 위해 4.19사거
리, 국립 4.19민주묘지, 우이동 권역의 세 개 공간거점과 역사, 문화공동체, 자연의 세 개
테마를 구조화하였다.
‘자연과 근현대 역사가 숨 쉬는 역사 · 문화예술 · 여가중심지 조성’ 비전 달성을 위한 목
표는 크게 세 개이다. 첫째, 역사 · 문화 기반 장소의 강화를 통한 지역 역사 · 문화예술중
심지를 조성한다. 둘째, 자연생태 기반 교류 · 협력에 의한 도시형 여가중심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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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19사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비전 및 목표

역사문화 기반 장소성 강화를 통한

자연생태 기반 교류·협력에 의한

지역자산 연계를 통한

지역 역사·문화예술 중심지 조성

도시형 여가 중심지 조성

선순환 공동체 구축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 강화와 문화예술 거점공간 마련

장소성을 반영한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 구축

자족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4.19혁명의 현대적 가치제고와 지역 상생방안 마련

여가방문객을 의한 자연친화적 콘텐츠 개발

주거 및 생활상권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성 제고

셋째, 지역자산 연계를 통한 선순한 공동체 구축을 제시한다. 지역의 역사 · 문화예술중심
지 조성 목표는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 강화와 문화예술 거점 공간 마련을 세부 목표로 제
시하였고, 도시형 여가중심지 조성 목표는 장소성을 반영한 지역의 상징 이미지 구축과 여
가방문객을 위한 자연친화적 콘텐츠 개발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순환 공동체 구축
을 위한 세부 목표로 자족 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주거지와 상점가 환경개선
을 통한 정주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그림 5> 단계별 지역중심성 회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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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단위 레벨

지역중심 레벨 1

지역중심 레벨 2

주거환경 치유를 통한
정주인구 만족도 강화

우이권역은 여가 방문가치 확산
4.19권역은 역사·문화 장소성 강화

자연·사람의 흐름을 따라 연계성
강화로 역사·문화 중심성 획득

특화 마중물사업과 협력사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세 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총 아홉 개의 마중물사업을 포
함하는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9년 6월에 확정되었고, 현재는 연차별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 마중물사업 선정도 전략사업과 핵심사업으로 구분하여
중심지 도시재생 실현 수단으로 전략적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6> 4.19도시재생 주요 사업
마중물사업
지역 역사·문화예술 중심지 조성
A1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핵심)
A2 4.19민주묘지 재생 공론화사업
도시형 여가 중심지 조성
B1 우이 친수생태공원 조성사업
B2 마을 마케팅&브랜딩사업(핵심)

협력사업
선순환공동체 구축

C1
C2
C3
C4
C5

정주환경 개선사업
주거지 골목길 활성화사업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핵심)
4.19 도시재생 지원사업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대응사업

1
2
3
4
5
6
7
8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진달래 어울림숲 조성사업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 및 파인트리 정상화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솔밭공원 바닥분수 설치 및 시설물 정비

9 아카데미하우스 활성화사업
10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배움터 운영

11 삼각산시민청 확장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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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 마중물사업으로 4.19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였다. 역사적 시간 흐름에 따라 공간의 조
닝(zoning)과 활용을 특화하고 주요 시설 및 거점과의 접근성, 자연 및 생태경관과 역
사 · 문화경관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삼양로 골목길의 정
비와 특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
계를 완료하였다.
또한, 대표적 마중물사업 중 하나인 마을 마케팅 및 브랜딩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고, 도시재생의 자족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마을기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중물사업이자 부처 협력사업으로는 4.19민주묘지 공론화사업이 있다. 4.19민주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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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민주묘지의 역할 변화 등을 담고 있는 이 사
업은 강북구와 서울시, 국가보훈처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와 국가 단위를 연계하는 융합형 사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과 촉매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운영하지 않는 아카데미하우스도 지역자산의 개념으로 재활성화할 수 있
는 협력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특화 마중물사업으로서 4.19도시재생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수립
2018년 3월, 4.19도시재생센터가 독자적으로 로고 시안을 제작하고 주민선호도 조사를 거
쳐 선정한 로고는 현재 4.19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각종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
의 이유는 4.19도시재생사업에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통한 쇠퇴지역의 이미지 쇄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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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4.19도시재생센터 CI

사업대상지의 중심과 역사자원의 유일성,
자연생태 자원의 집객력 그리고 하나되는 지역공동체를 의미

[북한산]
전국1위 방문객의
자연생태자원

[우이구곡]
서울특별시 유일
구곡문화의 복원

[4.19사거리]

[역사적 유일성]

[하나의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상징적 공간범위

민주화의 성지
독립운동의 거점

양보, 화합, 협동
중심 공동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사업 중 하나인 마을 마케팅 및 브랜딩사업은 마중물사업 전체뿐만 아니라 마을기

표는 장소가치를 증대시켜 방문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장소자산의 이
해 및 장소자산의 분석을 통해 현재가치 파악, 새로운 미래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실현가
능한 단계별 마케팅 전략 도출, 지역의 장소가치를 확장시키는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으
로 구성된다.
브랜딩의 경우에는 ‘서울을 소풍하다’라는 슬로건을 부여하여 지역특화를 시도하였으
며, 이를 관련 C.I.(Corporate Identity), 색채, 도시경관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4.19사거리 권역은 역사적 요소인 민주화를 상징할 수 있는 경관 요소를, 우이동
권역에는 자연경관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림 9> 마케팅 및 브랜딩 기본계획

자료: 서울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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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아우르는 4.19도시재생 전체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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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특화를 위한 입체적 주민협의체 구성
2018년 3월 센터 개소 이후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목요다과회’를 시작하였다. 목요다과회
는 매주 목요일 센터에서 지속되었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간담회로
발전되었다. 일반 주민, 상인, 문화예술인으로 구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구분한
이유는 관심사가 다르고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세 개
의 간담회를 지속시켜 주민협의체 구성 전 단계인 상생협의체란 이름의 임의조직을 구성
하였는데,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 간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3개월
에 걸친 상생협의체 운영 기간이 지나고 2019년 3월 드디어 세 개의 4.19도시재생 주민협
의체를 공식 출범하였다. 추가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우이동 권역의 경우는 2019
년 11월에 우이협의체를 출범시킴으로써 2020년 6월 현재 4.19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총
네 개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총괄주민협의체를 개최하여 센터와 각 협의체 구성원 간의 쌍방향 소통을 위
한 다양한 채널의 운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온라인 소통시스템
을 제안하여 실행을 결정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마중물사업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들이 사
업의 초기, 중기, 최종단계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현실적인 주민협의체의
사업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0> 4.19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과정

목요다과회

주민간담회

주민상생협의체

상생주민협의체

상인간담회

상인상생협의체

상인협의체

문화예술인간담회

문화예술인
상생협의체

문화예술인협의체

우이권역
주민간담회

우이협의체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역 특화를 위한 중심지 도시재생 비전 실현을 위해 행정조직, 용역사, 지역사회 관련 기
관, 전문 자문단과의 소통과 협력을 4.19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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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협력체계

주민조직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자문

센터장
(사업총괄코디네이터)
광운대 박태원 교수

자문단 POOL(25인)

자문MP
지역별 협의체
의견전달/
사업제안

상권별 협의체

도시분야

주민모임 둥

건축분야

사무국장

공동체분야
관광/상권분야

의견조정/
운영지원

신규 발굴

공동체분야

전문분야별

기술용역팀

공동체 코디네이터

타운매니지먼트 코디

파견직원

커뮤니티비즈니스분야
역사문화분야

관계자

사업구체화
협의

도시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역 내 주요 기관
민간참여자

총괄조정

행정조직

행정지원

서울시
동북권사업단

관광상권 코디네이터

계획조정/
운영관리

사회적기업
계획팀
신규 발굴

역사분야계획
서울학연구소

건축분야

강북구
도시재생과

도시분야

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4.19도시재생지원센터의 특징은 동네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인력의 배치를 총괄코디
네이터와 서울시, 강북구가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 초기부터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다. 첫 번째로, 관광 · 상권코디네이터의 도입이다. 4.19도시재생사업대상지는 여가관광

<그림 12>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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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센터 내부 구성원들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도시마케팅 코디네이터와 같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 26

및 쇠퇴상권의 활성화와 특화상권의 육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관광상권코디네이터의 도
입과 활용은 재생사업 특화를 위한 첫 단추였다.
두 번째로는 도시마케팅코디네이터의 도입이다. 4.19도시재생사업대상지는 서울의 변
두리, 개발제한구역, 묘지의 입지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도시이미지를 낙후되고 소극
적인 이미지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역사문화, 생태자연, 문화예술로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주요한 사업방향으로 잡았다. 도시마케팅 코디네이터를 영입하여 자체 CI
와 브랜드를 제작하고,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디자인 대안을 제안하며, 다른 도시재생사업
지에서 시도하지 않은 상권활성화 및 커뮤니티 마케팅 · 브랜딩사업을 시도하는 역할도 담
당하였다.
세 번째는 타운매니지먼트 코디네이터의 도입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단
순히 공공이 주도하는 재정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관리하는 자족적이
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 도입하였다.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용이 기반이 되어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한 활동이 커뮤니티 비
즈니스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자체적인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
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 대안은 마을기업이자 지역재생기업(CRC)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그 성
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센터와 주민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육성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추진 주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모
두 사용하고도 지역활성화를 담당하게 될 지역주민과 조직을 양성하지 못한다면 사업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4.19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 조직의 양성과 커뮤티니 비즈니스 실현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
한 단계별 주민교육과 이를 통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추진주체의 발굴 그리고 커뮤니티 비
즈니스 포럼 운영으로 마을재생기업의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4.19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주민협의체 수강생을 중심으
로 자신의 적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모임을 결성할 수 있었다. 협
동조합 예비모임과 설립 실무를 위한 수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거쳤고, 4.19도시재생사업
의 핵심 콘셉트인 문화예술과 여가문화, 2개의 주제별로 각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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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2020년 6월 들어 가시화되었고, 드디어 ‘협동조합 우이
동 문화콘서트(이사장 최영희)’가 4.19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첫 번째 주민협동조합으로 승
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동네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 준비 중인 여가문
화 기반 관광두레형 협동조합의 출범과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기반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은 무엇보다 마을주
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생적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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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책

균형발전은 종합예술이다
권영섭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skwon@krihs.re.kr)

관행적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용웅 지음
국토연구원 펴냄

지역균형발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영화,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같은 종합예술이 성공하려면 대본, 무대, 의상, 연기, 연주
등 각 부문이 훌륭해야 함과 동시에 화학적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정부 정책에도 종
합부문이 있다. 바로 균형발전정책이다. 복잡다기화 · 분화 · 다양화된 오늘날의 균형발
전정책 담당자들이나 연구자들은 각 부문의 종합 · 통합이 어려운 것은 물론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끼고 있다. 균형발전은 부문정책의 종합적 성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인데, 현
장에서는 여론에 민감한 교육이나 부동산 등 특정부문정책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기 때
문이다.
이 책은 지난 40년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성과를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를 제
외하고는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 평가하고 있다. 엄청나게 큰
산인 태산이 큰소리를 내고 흔들리는데도(鳴動) 뛰어나온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鼠一
匹)이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요란하게 벌였으나 결과는 보잘것없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 책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다섯 가지 문제가 두드러진다.
첫째는 지역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여 혼돈을 초래했다. 균형발전과 관련
하여 법적 · 정책적 · 학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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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개념이 많이 쓰였다. 그러나 정책 당국이나 연구자들이 이들을 구분하지 않
고 사용했다.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경제권, 광역시 · 도, 기초시 · 군, 생활권,
읍 · 면 · 동,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균형발전정책 사
업이나 균형발전지표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중앙정부와 각 위계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할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중앙정
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 · 면 · 동 등 각각의 공간과 주체마다 역할과 재원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기간 내 해결해야 할지 파악되
어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터인데 주체 간의 역할 구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
도,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도 어떤 규모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든지간에 주체나
재원과 관련 없이 대부분의 목표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향상)으로 동일하다.
각 주체가 할 수 없는 업무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상급 주체가 추진해야 하는데 역할
분담 또한 미흡하다.
셋째는 정부마다 균형발전정책을 천명하고 추진해왔지만 종합정책이 부문정책에 좌
우되다보니 우선순위, 조절기능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균형과 불균형 정책의 혼란 속에서 균형발
제465호 2020 July

전 성과는 늘 부정적이다. 예컨대, 서울주택가격이 폭등하면 서울에 신도시를 조성하거
나 택지개발을 하는 등 주택공급을 늘리므로 결국은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국토 불균
형을 초래한다. 인적자원이 주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해야 한다
거나, 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에 기업을 입지시키
는 선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은 악화되고 있다.
넷째는 계획, 모니터링, 집행, 실적, 성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늘 새로운 계획을 수립
하지만 용어만 다를 뿐 유사한 정책과 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진단 · 분석이나 모니터링
에 대한 경시, PBS(Project Base System)에 기반한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 문제점 발굴
및 구체적 · 지속적 연구와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또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가 미미한 이유 중 하나이다.
다섯째는 대부분의 계획이 재원 투입과 관련이 없다 보니 꿈과 희망을 주는 계획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장기적, 추상적 목표에 비해 미비한 수단, 결코 달성 불가능
한 늘 같은 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분화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시간이나 가용재원과는 관련 없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계획은 지역에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정권은 5년에 불과한데 계획은 20
∼30년 뒤에 달성될 목표이며 달성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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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책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책을 추진하자. 지역균형발전에서의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인지, 광역경제권 지역인지, 시 · 도 지역인지, 시 · 군 지역인
지,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공간 범위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체(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간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구
체적인 정책목표 설정 후 정책을 수립하자. 각 시 · 군 간의 균형발전은 상위지역 단위,
즉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시 · 도 간의 균형발전은 상위 단위인 광역당
국이, 광역당국이 없다면 국가가 해결하도록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합하는 조직(또는 계획, 정책 등)이 부문 간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고 잘 조정
하여 균형발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교육정책, 부동산정
책, 산업정책이 균형발전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상황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은 달성되기 어렵다.
넷째, 계획, 모니터링, 집행, 실적평가, 성과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은 장밋빛인데 재원이 뒤따르지 않고 모니터링되지
않으며, 실적과 성과가 평가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섯째, 달성해야 할 계획은 사업과 재원 및 이를 추진할 인력이 동반되도록 해야 한
다. 단기 사업계획이 중기 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기 계획이 장기 · 상위 계획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원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단기, 중기, 장기), 공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 도, 기초시 · 군 등 계층별), 부문(교육, 부동산, 산업 등) 간 새 틀짜기가 필요
하다.

지은이 김용웅
영국 셰필드대학교 도시·지역계획 박사
영국 셰필드대학교 발전계획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대만 토지개혁연구소(LITI) 외래교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원장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지역혁신발전위원회 의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활력특별위원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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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법문사), 신지역발전론(공저, 한울), Glob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and Pacific Rim 등 저서 7권 및 Urban &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an Era of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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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러브레터’ 외

사랑에 대한 기억을 찾아가는
오타루(小樽)로의 여행
정재형 |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jhjung@d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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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단에 위치한 오타루는 작은 마을이지만 아기자기한 볼
거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손꼽히는 관광도시 중 하나다. 바다
를 끼고 있어 넓고 시원한 풍광을 즐길 수 있고, 도시 안에 특
별하게도 운하가 있는 멋진 동네이기도 하다. 1914년부터 9년
간에 걸쳐 바다를 메워 만든 폭 40m, 깊이 2.5m의 운하다. 운
하를 바라보면서 걷는 여유로운 만보자들의 낭만은 마치 베네
치아 등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유럽도시의 느낌을 배가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다. 하지만 역시 오타루는 겨울이 제격이다. 눈
이 키처럼 쌓인 장관을 통해 관광객들을 동심의 세계로 몰아
넣는다. 그래서인지 겨울 이미지를 배경으로 만든 불멸의 영화
두 편이 오타루를 영원히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일을 가슴에
품은 채 그 일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듯 살아간다. 눈에 보이
는 게 다가 아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서
로 연결되어 있다. 그뿐이 아니다. 연결의 의미를 넘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깨닫는다. 사랑은 과거의 기억을 찾

이다. 한 장의 편지에서 시작해 결국 과거의 비밀을 알게 된 인
물의 이야기 <러브레터>(1995)는 일본의 북단 홋카이도(北海島)
의 작은 마을 오타루(小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러브레터(1995)
출연: 나카야마 미호
감독: 이와이   지  

영화의 표면적인 주인공은 고베시에 사는 히로코(나카야마
미호)다. 그녀는 산악사고로 죽은, 사랑했던 남자 이츠키의
3주기 추모식에서 우연히 그가 오타루에서 중학교를 다녔음
을 알게 된다. 흥미가 발동한 히로코는 졸업 앨범에서 주소를
찾아내어 그에게 편지를 쓴다. 신기하게도 그 편지는 수신인
에게 배달된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난으로 보낸 편지

오타루를
가로지르는 운하

수신인이 없던 편지의 답장을 받은 히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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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지도 않을 책을 대출해가는 이츠키

집으로 찾아온 이츠키가 반가운 여자 이츠키

였건만 그 편지를 받은 당사자는 동명이인 여자 이츠키(나카

려운 책들을 빌려 가냐고 묻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라고

야마 미호)였다.

만 대답했다. 여자 이츠키가 그와 같이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여자 이츠키는 답신을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히로코는 놀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를 좋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랍고 신기할 뿐이었다. 죽은 사람에게 편지가 전달되었고 게

다. 심하게 증오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었던 그저 가까이에만

다가 답장까지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

있었던 친구였다.

다. 이 모습을 옆에서 가슴 아프게 지켜본 사람은 선배 아키바

그런 남자 이츠키를 너무나도 사랑한 히로코는 그에 대해

(도요카와 에츠시)다. 아키바는 히로코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는 게 있으면 낱낱이 알려달라고 계속 편지를 보낸다. 중간

그녀가 죽은 이츠키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상해

고사를 본 후 형편없는 성적이 적힌 시험지를 받은 날, 여자

있었다. 그는 히로코가 이츠키를 잊을 수 있도록 그녀를 오타

이츠키는 자신의 시험지가 남자 이츠키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루로 데리고 간다. 남자 이츠키가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

알게 된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기다려 그를 만나 시험지를 되

하면서 그녀 마음에서 이츠키의 망령을 지워버리게 하고 싶었

돌려준다. 여자 이츠키는 그날의 에피소드를 쓰면서 자신의

던 이유에서다.

시험지도 편지에 동봉했다. 그를 좋아하는 여학생은 더러 있

이렇게 히로코와 아키바의 오타루 여행이 시작된다. 그것이

었다. 하지만 이츠키는 그들을 퇴짜 놓았다. 그는 여자든 학업

동명이인 여자 이츠키에게 후일 얼마나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이든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아이였다. 단지 도서실에서 읽

만드는 일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렇게 이 영화의 내면적인

지도 않을 책을 계속 대출해가던 그런 학생이었다.

실제 주인공, 여자 이츠키가 등장한다. 그녀의 집 앞까지 갔지

편지를 쓰면서 여자 이츠키의 기억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만 히로코는 일부러 만나지 않는다. 죽은 이츠키에 대한 기억을

그녀는 옛날에 다녔던 학교에 가서 교실과 운동장, 도서실 등

완전히 지워버릴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히로코는 여자

그가 지냈던 장소들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그녀의 일상은

이츠키가 중학교 때 남자 이츠키와 같은 반이었음을 확인한다.

남자 이츠키로 가득 채워지고, 그와 보냈던 중학교 시절로 뒤

히로코는 고베로 돌아와 죽은 이츠키에 대한 미련으로, 그의 과

범벅되었다. 어느 날 학교를 둘러보던 여자 이츠키는 당시 담

거를 알고 싶은 욕구를 담은 새로운 편지를 보내게 된다.

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은 남자 이츠키가

여자 이츠키는 히로코와 편지를 왕래하면서 조금씩 과거

3년 전 조난을 당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기억이 되살아나고, 중학교 시절의 남자 이츠키를 떠올린다.

한편, 히로코를 좋아하는 아키바는 죽은 이츠키의 영혼이

이름이 같아 동급생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고, 괴팍한 성격

머문 산으로 가자고 히로코에게 제안한다. 히로코는 이츠키가

이어서 항상 외톨이를 자처했던 아이였다. 두 이츠키가 도서

죽은 산을 향해 걸어간다. 그 시간 여자 이츠키 역시 선생님과

위원으로 배정되었지만 남자 이츠키는 일을 하지 않고 책만

의 만남 이후 아무 관심이 없던 이츠키를 떠올린다. 이러한 동

빌려 갔다. 그렇다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었다. 왜 그렇게 어

시성은 이 영화가 추구하는 우연성에 대한 생각을 더욱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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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관심 없던 일을 끝까지 모른 척하

어요? 저는 잘 있어요)”를 수차례 외친다. 그녀는 흐느낀다.

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언젠가 내 옆을 스쳐

그 순간 병원에서 깨어난 여자 이츠키는 중얼거린다. 오겡키

지나갔던, 그저 무관심했던 사소한 일들이 어느 날 내게 가장

데스카. 와타시와겡키데스. 마치 죽은 이츠키가 산 이츠키의

중요한 사건이 되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는

몸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믿는 것은 보는 사람의 몫이다. 영

날이 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치 하늘의 섭리처럼 작용하

화는 보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 해석되는 예술이다. 보는 것은

는 우연의 필연화는 왜 존재하는 걸까.

믿는 것이다. 외모까지도 비슷하다는 여자 이츠키와 히로코.

인생은 보이는 자체 그게 다가 아니고 나 역시 지금의 내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 그 밖의 것을 채우기 위해

죽은 이츠키는 산 이츠키의 몸과 정신을 통해 히로코의 소망
을 알아들은 것 같다.
여자 이츠키가 남자 이츠키를 마지막으로 본 날은 아버지

히 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본 적도, 인정하려 들지도 않지

가 돌아가셔서 일주일간 집에서 상을 치르던 때다. 문득 그가

만 죽음은 엄연히 우리의 반쪽이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반쪽을

그녀를 찾아왔고 대출했던 책을 전해주고 돌아갔다. 정말 싱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언젠가 그 부분을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온

거운 사람이로군. 이게 마지막 만남이었다. 학교를 갔을 때 이

다. 살아있는 이츠키는 죽은 이츠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냈

츠키는 전학을 가고 없었다. 그녀는 문득 분노가 일었다. 뭔

지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통해 죽은 이츠키를 기억하게 되

지 모르지만 자신이 마치 희롱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었다. 이 간단한 이치가 철학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영화 속에서

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자 이츠키는 영원히 지워졌다. 그녀

는 이처럼 단순하게 보인다. 두 명의 같은 이름을 가진 남녀가

가 히로코라는 묘령의 여자로부터 난데없는 편지를 받았을 때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잊은 채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 남자 이츠키가 기억 속에서 바로 떠오르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둘은 서로가 같은 존재의 다른 부분이었음을 알게 되

하지만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난다. 현재의 시점, 도서반 후

고, 그 순간 영화는 철학이 된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이 존재

배 여중생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사랑의 이야기를.

면서. 그녀들은 책 한 권을 보여주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

폭설이 온다. 여자 이츠키는 고열에 쓰러지고 할아버지는

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였다. 남자 이츠키가 일부러 집까지 찾

이츠키를 안고 40분이나 걸리는 병원까지 뛰어간다. 그와 동

아와서 주고 간 책이었다. 그 책의 대출카드에는 이츠키의 이

시에 산을 오르던 히로코와 아키바. 히로코는 죽은 이츠키가

름이 적혀 있었는데 카드의 뒷면을 본 순간 그녀는 놀란다. 거

누워있는 산을 향해 “오겡키데스카? 와타시와겡키데스(잘 있

기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스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츠키

히로코는 이츠키가
누워 있는 산을 향해
잘 있냐고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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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대상이다. 존재 이상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영화와 도시 • 79
글로벌정보

딸과 함께 온
오타루 여행길

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학교 3학년 이후, 그리

우리가 그걸 미처 몰랐던 것일 뿐.” 이런 사랑을 알고 나면 정

고 그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죽은 이츠키가 자신

말 가슴이 먹먹해진다. 여자 이츠키가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

을 몰래 사랑하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코

공이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히로코는 길잡이였을 뿐, 이

끝이 찡해진다. 바보같이 난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영화는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를 몰랐던 여자가 기억을 통해

여자 이츠키는 자신의 곁에 항상 있었던 그의 마음을 왜 읽

사랑을 찾아가는 여행을 그린 영화였다.

지 못했을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의 말과 행동으로는

한국영화 <윤희에게>(2019)는 또 한편의 오타루 소재 영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섭리는 항상 그 사실을 언젠가 알아야

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러브레터>와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갖

한다는 방향으로 작동시킨다. 히로코의 마지막 편지가 도착한

고 있다. <러브레터>가 히로코를 통해 여자 이츠키가 남자 이

다. “이츠키가 대출한 책에 쓴, 우리가 그의 이름이라고 생각

츠키를 찾아가는 기억을 다뤘다면, <윤희에게>는 딸 새봄을 통

한 그 이름은 사실은 동명이인인 당신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해 엄마 윤희(김희애)가 일본의 쥰(나카무라 유코)을 찾아가

당신을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지 못하고 대신 그 책들에다 적

는 기억을 다룬다. 곧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새봄(김소

어 놓았던 거예요. 그게 이츠키가 당신을 사랑한 방식이었죠.

혜)은 일본에서 엄마에게 온 편지를 몰래 뜯어보고는, 엄마
가 20년 동안 못 만난 친구 쥰과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을 먹는다. 새봄은 이혼해 자기와 살고 있는 엄마에게 오타루
여행을 제안한다. 윤희도 쥰의 편지를 읽고 그녀를 만나고 싶
어 마음이 설레던 차에 제안을 수락하고, 둘은 오타루 여행을
시작한다.
오타루는 눈이 많은 동네다.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쌓여서
길과 마을을 걷다 보면 눈의 나라(雪國)에 와있는 느낌이다. 쥰
은 혼자 사는 고모(키노 하나)와 함께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 보
고 싶은 마음에 편지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찾아갔던 윤희는 차
마 쥰을 만나지 못하고 쥰이 나오는 모습을 몰래 숨어서 보기

윤희에게(2019)
출연: 김희애, 김소혜, 성유빈
감독: 임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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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할 뿐이다. 쥰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희는 20년 전 쥰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헤어졌다. 그전

에 윤희와 쥰은 사랑에 빠졌었고,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
렵이었던 윤희는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찍혀 무척이나 힘든 시
간을 보내야 했다. 주변에선 동성애가 질병이라면서 정신병원
에 가게 했고, 결국 그녀는 쥰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 사실
에 당황한 쥰도 마침 이혼한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한국사람이라 한국에 남아 있었지만 쥰은 이후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윤희에게 편지 한 통 쓰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이별의 통고를 받은 이후 쥰은 마음에 큰 상처
를 입고 독신으로 지내며 윤희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한
시도 잊을 수 없었던 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심경의 변화

윤희와 쥰의 재회를 돕는 새봄과 경수

를 느껴 용기를 내어 윤희를 보고 싶다는 편지를 쓴다. 윤희는
편지를 받고도 그동안의 죄의식으로 선뜻 쥰을 만날 용기를

두 영화가 보여주는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도시로 제시된다.

내지 못 했다. 그저 우연한 계기로 새봄과 같이 여행에 따라온

오타루란 마을은 그 자체가 신비롭고 원초적인 도시고 순백

것일 뿐이었다.

의 순결한 도시다. 인간으로 말하면 과거 어린 시절이다. 아직
때가 묻어 있지 않은 순수한 동심의 세계. 두 영화가 보여주

치도록 계획을 짜서 윤희와 쥰은 우연히 만나게 된다. 이젠 어

는 비밀이란 다름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의 복귀다. 인간은 현

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 먼저 말을 건 쪽은 쥰

재의 가치로만 살 수 없다. 쥰이 편지에서 윤희에게 한 말 중

이었다. “윤희니?” 이게 쥰의 첫 마디였다. 쥰을 마주한 윤희

이런 말이 있다. “참다 참다 때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는 그저 눈물부터 흘렸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

때가 있다.” 사랑은 잃어버린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을 찾아가

았다. 그리고 윤희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20년 동안 나도 너

는 여행이다. 오타루로의 여행은 그런 상징성을 담는다. 누구

의 꿈을 꾸었어.”

에게나 있었던 과거 순수했던 사랑의 아련한 기억을 찾아가는

영화는 왜 하필 오타루를 무대로 했을까. 오타루는 그 많은

마음의 여행 말이다.

눈으로 인해 하얗게 뒤덮인 이미지다. 오타루는 각박한 도시
의 번듯번듯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원시의 설경으로 묘사되고,

눈덮인 오타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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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은 엄마 윤희의 이런 마음을 읽었던 것일까. 둘이 마주

연구자의 서가 • 26

공간 인식의 문을 열어
생각의 깊이를 더하다
김홍배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hokim@hanyang.ac.kr)

Regions in Question:
Space, Development Theory and Regional Policy
Charles Gore 지음
Methuen 펴냄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자의 서가’ 원고를 의뢰받은 후 짧은 고민에 빠졌다. 어떤 책을 권해
야 할까, 천천히 연구실에 있는 책들을 살펴보았다. 그중에 아담한 크기의 책을 발견하고
필자는 그 책을 추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책을 펼치는 순간 30년 전의 상황들이 주마등
처럼 지나갔다.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의 힘들었던 고뇌의 순간들이 필자에게는 참으로 귀
한 재산이 되었음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필자는 학부에서 도시공학을, 박사과정에서는 지역계획과 지역경제를 전공하였다. 사
실 지역계획과 지역경제 분야는 도시계획학, 경제학, 지리학 등 여러 분야에 뿌리를 두고
있어 문헌상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공 분야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그 어려움은 바로 지역을 정의하고 공간적 범위
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공간의 범위는 위계상 국토-지역-도시로 크게 구분된
다. 여기서 국토와 도시는 개념적으로 명확하지만 지역은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 각각의 정의와 공간적 범위 그리고 적용되는 이론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
는 지역에 대한 혼란과 그에 따른 고민이 지역을 접하는 사람들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당시 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모형들의 가정과 모형들의 해(solution)가 갖는 정책적
함의, 일반화의 현실적 한계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Charles Gore
가 1984년 저술한 「Regions in Question」을 접하게 되었다. 지역을 이론이나 계획에서 어떻
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실질적으로 깊고 넓게 만들어준 책이었다.
이 책의 장점은 탄탄한 내용과 함께 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두께감이다. A5
용지 크기에 분량도 290쪽으로 두껍지 않아 쉽게 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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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에는 아담한 책이지만 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 이상이다.
이 책은 결론까지 포함하여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소위 말해 정(正) · 반
(反) · 합(合)의 변증법적 단계와 같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역
분야 대가들(Lösch, Friedmann, Hirschmann, Berry, Isard, Williamson 등)의 개발 이
론들을 고찰한다. 공간개발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서 지역을 전공하는 사람
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은 도시-산업 성장거점 전략과 그러한 전략
의 한계 및 대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기존 공간 이론들에서 나타나는 공간 인식의 한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특히 이 부분은 기존 이론들이 다루는 공간(space)과 사회(society) 측면의 취약한 연결성,
그리고 그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정책의 지엽성 및 한계를 지적한다. 마지막 부
분에서는 사회발전과 공간변화가 적합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이론의 가치가 높아지고, 계
획이나 정책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공간 인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
조한다.
저자의 의도는 기존 이론들이 공간과 사회의 관계를 개념화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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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제를 부각시켜 연구자들에게 공간에 대한 보다 깊고 명확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지역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의 제공과 함께 이론개발
에 있어 신중함도 주문한다. 따라서 공간을 다루는 연구자들이나 전공자들에게는 필독서
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벌써 36년이 흘렀고 필자가 이 책을 읽은 지도 어언 30년이 흘렀다.
참으로 긴 세월이 빠르게 흘렀다. 시대의 가치와 환경이 많이 변하였지만 공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역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 책은 공간을
다루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학이나 정치학 전공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책이다. 비공
간 계획이나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실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분포에 따라 내용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책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문장들이 전체적으로 만연체로 작성되어 있어 독
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간결한 문장으로 명료한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
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답답함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이 책의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탁월한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약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 믿는다.

연구자의 서가 27회 예고
강민석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다음 호 필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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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방향
조현지│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hyunji.cho.14@ucl.ac.uk)

영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란 전기·전자 및 기술, 통신을 사용하여 교통 관련 정보, 효율적인
이동성과 운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 자동차도로, 자율차량, 도시 간 교통 관리,
속도 제한의 시행, 교통안전 및 보안, 이동성 개선 등이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의 인프라를 최적화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에서 환경적 편익이 높고
금융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대중교통 이용, 대기질 개선, 전기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및 보다 나은 교통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시민의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스
마트 교통인프라는 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시민 건강에 더 유리하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건강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밝
혀져 있다. 2010년도 하버드 위험분석센터의 연구에 따르면(Levy, Buonocore and
Stackelberg 2010) 2005년 미국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40억 달러에 달
했고 3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영국 런던의 경우에는 대기질 관련 질병으로
연간 4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런던 전체를 아우르는 초
저배출 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ULEZ)이 지정되었고, 초저배출 구역이 지정한
기준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동통신 및 첨단 지도 기술과 차량 시스템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인프라를 도
입할 경우, 영국은 14%의 연료와 연간 최대 290만 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이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것을 뜻한다.
둘째로 스마트 자동차도로의 시범 운영 결과, 안전상으로도 스마트 교통인프라가 장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자동차도로인 M42 파일럿 제도를 운용한 지 3년 후
인 2011년 발간된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4차선 도로 기준 가변 속도 제한이 있는 경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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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건의 상해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MacDonald 2011). 기존 가변 속도 제한
이 없는 도로에서 월 5.09건의 상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로, 약
56%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동 시간은 16% 줄어들고 이동 시간 변동성은 22%
감소하여 이동 시간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소음 수준 또한 2.1dB(A) 감
소했으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모두 4% 감소했다.
셋째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대중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는 발권을 직접 기다려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감소
하였다. 전자 항공권 발행을 통해 더 빠르고 쉬운 여행이 가능해졌고,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여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로 스마트 교통인프라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11년 ITS America는
미국 교통부가 후원한 연구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을 미
국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파악했다. 2009년 기준 매출 480억 달러를 기록했고 3천 개의
기업은 4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수입은 컴퓨터, 영화, 인
터넷 광고 기업의 수입보다 많았다.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장

각해보자. 차량에 인공지능 교통시스템 기기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보험 산

<그림 1> 버킹엄셔(Buckinghamshire) 라이브 랩 프로젝트가 포함된 Live Labs 프로젝트

자료: https://www.adeptnet.org.uk/ (2020년 6월 21일 검색).

97

제465호 2020 July

은 260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 사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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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젊은 운전자에겐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보험 상품을 통한 고위
험 운전자에게 위치 및 타이밍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안전상의 이득이 있다. 도로 가격 책
정 및 혼잡 요금 부과의 도입은 주요 경제 및 환경, 교통 관리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영국의 경우 유럽 내에서 가장 혼잡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라 초기 투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적인 혼잡 관리 이익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
다. 최근의 라이브 랩(Live Labs) 프로젝트는 랭커스터(Lancaster) 공대가 주도하는 버
킹엄셔(Buckinghamshire) 에일즈버리 가든 타운(Aylesbury Garden Town)을 대상지
로 한 스마트 인프라 시범사업이다. 영국 교통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약
340억 원의 프로젝트로서 무선 통신 센서, 스마트 재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통행하는 자동차, 트럭, 버스로부터 압전력을 수집하여 전기를 발생시
키는 스마트 도로를 시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집된 전기는 가로등, 도로 표지판, 대기
오염 감시기 등에 활용될 것이며, 전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차량 유형 및 교통 흐름에
대한 정보도 생성할 수 있다.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스마트 교통인
프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장점을 입증하였다. 영국은 현재 실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시
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교통환경에서의 변수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상용화 준비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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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영국의 거리공간 계획 변화
김상희│Urban Regeneration Plus Ltd. Director (sanghee.kim2000@gmail.com)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 증가

큰 충격을 받은 영국에서도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도시 안에서, 혹은 서
로 다른 국가의 도시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록다운(lockdown)의 경험
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과 커뮤니티의 소중함, 가치를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자동차 이용을 통제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60% 감소시킨 반
면, 자전거 이용은 70% 정도 증가시켰다. 사람들은 매연이나 소음 없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경험한 데다가, 일하는 방식이 재택근무로 변화하면서 이용자와 거주
민들은 워크 스페이스나 주거공간에서도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공간에 대한 요구
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층일수록 외부공간에 대해 더 다양하
고 많은 요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린 스페이스와 커뮤니티 참
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거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물리적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
다. 여기에 운동을 하거나, 리테일에 입장하기 위한 줄서기, 식당이나 카페의 야외 테이
블, 학교의 옥외 활동, 문화 · 전시 이벤트 등이 안전을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거리
공간의 수용력(capacity)은 큰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독일의 베를린, 뉴질랜드의 오클랜
드, 미국의 뉴욕 등 다른 도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도시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하
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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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전과 달라졌다. 4만 명 이상의 죽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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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을 위한 거리공간 계획 프로그램
영국은 5월부터 록다운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사
용을 기존의 5분의 1로 조정하였고, 자동차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정책적으로 거
리공간을 변화시키고자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
안 잉글랜드에서 50억 파운드의 예산을 배치하고, 그 첫 단계로 2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
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가장 필요한 런던과 맨체스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시 자전거 레인(lane) 등 새로운 환경의 거리 디자인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과 자치구들이 협력하는 ‘거리공간
계획(Street space Plan)’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그림 1> 참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거리공간은 임시 자전거 전용도로, 차량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주거지역의 거리,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중심시가지 거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전동 스쿠터(e-scooter)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계획이 급진전되면
서, 자전거 보급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각 자치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거리공간 가
이던스가 마련되었다(<그림 2> 참조).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량 통제 등은 자동차 이용자 등 지역민 설득의 문제, 비
용 문제, 자치 구간의 경계 문제 등 커뮤니티의 참여가 필요했고, 공간 디자인, 운영 및

<그림 1> 기존의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거리 공간(보라색) 계획

자료: http://ttl.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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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런던교통국에서 거리공간 확보를 위한 만든 가이던스(1), 파크래인의 임시 자전거전용도로(2),
런던브릿지의 보행로 확장(3), 브릭스톤의 보행로 확장(4)
1

2

4
3

자료: Transport for London; Academy of Urbanism.

로 인해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다. 이것은 적은 비용을 들여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한
후 장기적 계획으로 연계시키는 택티컬 어버니즘(tactical urbanism)으로 설명되기
도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도시계획에 대한 접근방식과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리공간 형성에서 시작되는 도시기능의 탄력적 회복
‘거리공간 계획’은 차량으로 혼잡해지기 전에 계획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더욱 집중적이고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Projects for Public Space(PPS),
New London Architecture(NLA), AoU(Academy of Urbanism), Future of London
등 도시공간 관련 단체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앞으로의
방향과 해야 할일에 대한 논의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교통량 변화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어느 거리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확보에서부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
의 주차공간과 충전소, 어린이나 노년층, 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
전동 스쿠터 유형의 개발 등 시설 환경이나 관리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플랜, 커뮤니티 플랜 등으로 연결 · 확장시키는
부분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거리 재생에 커뮤니티가 활발히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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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계된 걸림돌들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야기한 안전에 대한 절실함으

해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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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툴(tool)의 개발을 다루기도 하고, 도심지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큰 상업지구의 거
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측면도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밀집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기능의 탄력적 회복(resilience)은 지
역민의 안전과 공중위생(public health)을 위한 거리공간 형성에서 시작되고 있다. 사회
적 가치를 지니는 커뮤니티공간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스페이스에 기여하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거리공간은 나라와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매우 중요한 것이었
지만 도시 개발과 자동차 이용, 경제 성장과의 충돌로 성취하기 어려운 이슈였다. 지난
4월 한 화상 회의에서 덴마크의 유명한 도시 건축가이자 저술가인 겔(Gehl)은 앞으로 정
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치중할 것이기 때문에 거리공간의 투자
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금 이 기회에 정부가 거리공간과 관련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확보하고, 각 공간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Academy of Urbanism. https://www.academyofurbanism.org.uk/events.
Future of London. https://www.futureoflondon.org.uk/events.
High Density Living, 2020,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https://talk.towerhamlets.gov.uk/highdensity.
Transport for London. https://tfl.gov.uk.
______. 2020. https://tfl.gov.uk/travel-information/improvements-and-projects/streetspace-for-london, London
Streetspace Plan–Interim Guidance to Boroughs (2020년 6월 27일 검색).  
New London Architecture. https://nla.london/events.
Project for Public Space. https://www.pps.org/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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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바라보는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 정책 동향
프랑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전문가가 보는 남북한 관계
지난 6월 16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이에 대해 La Croix는 프랑스의 대
표적 전략 연구재단 FRS(Fondation pour la Recherche Stratégie)의 앙투안 봉다즈(Antoine
Bondaz) 아시아책임연구원의 말을 빌어 “개성과 금강산관광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연
락사무소는 상징적인 것으로 남북한 협력의 마지막 유산이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개소하였는데, 이는 남북정상이 만난 지 5개월 만에 이룬 성과였다. 남북공동연락사
무소는 개성에 위치한 4개 층의 건물로, 남북한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였다. 그러나 작년

19 위기가 찾아오면서 문을 닫았다. 이하에서는 La Croix의 보도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
개성은 남북한 화해의 희망을 상징하는 도시이다. 2000년대 초반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
자 6만 명을 모아 100여 개의 섬유, 전자 분야의 단순 제조기업들을 창설하였는데, 2016년 박근
혜 대통령은 북한의 네 번째 핵 실험의 결과로 이 산업지구를 폐쇄하였다.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은 폭파 전, 연락사무소가 불필요하며 곧 폭파될 것이라고 경
고하였는데, 이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무대를 겨냥한 신호였다. 북한전문가 줄리엣 모리오
[Juliette Morillot, 「미진, 북한 가톨릭신자의 고해성사」 (Mijin, Confession d’une catholique
nord-coréennes, Bayard, 2020)]의 공동저자는 “김여정은 지난 몇 개월 전부터 북한 정치무대
의 전면에 나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김여정의 존재를 합법화하고 그가 후계의 구도
속에 있으며, 김정은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외교관계
에서도 북한은 워싱턴과의 핵 협상이 결렬되자 남한에 대한 태도를 급작스럽게 변경했는데,
6월 초부터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남한정부를 비난해 온 것이다.
봉다즈 책임연구원은 “연락사무소의 폭파는 2018년부터 북한과 미국사이의 협상 진행에 있어
서 운전자 역할을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이다. 북
한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워싱턴과의 관계에서 유용한 역할을 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호전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남한은 협조적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남한을 이상적인 속죄양(Bouc émissaire)과 같은 존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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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남북 간 긴장이 돌기 시작하면서 연락사무소에서 열린 회의는 몇 차례 되지 않으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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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줄리엣 모리오는 이번 폭파가 “11월 미국의 선거를 염두에 두고 워싱턴에 보내는 신호”일 것이
라고 예측한다. “김정은에게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나쁘지 않은 대
통령”이라고 봉다즈 책임연구원은 말한다. 최근에 북한은 군대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선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키려고 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 La Croix. 2020.  La Corée du Nord détruit le bureau des relations intercoréennes. 6월 16일. https://www.la-croix.com/
Monde/Asie-et-Oceanie/Coree-Nord-detruit-bureau-relations-intercoreennes-2020-06-16-1201100078 (2020년 6월
19일 검색).]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 (violetcelle@gmail.com)

일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일본의 대북 인식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
은 비난 성명을 냈고, 이후 북한이 군사 행동을 예고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우호와 평화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사실상 예고 없이 폭파시킨 만행에 일본도 놀라움
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 직후 스가 관방장관과 아베 총리는 브리핑과 인터뷰를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내 대북 강경 언론은 물론 아사히신문 등
온건 언론도 ‘북한의 폭거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것’(朝日新聞 2020)이라며 비난 행렬에 동참
하는 한편, 북한의 의도 분석에 나섰다.
<그림 1>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 독재정권의 존재는 큰 위협인 만큼, 사실
일본정부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내
심 기대해 온 측면도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
반도 리스크 자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적
으로 북일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좋은 기
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건너뛸 수 없는
두 가지 난제, 즉 북핵 문제와 납북 일본인 문제가
있다. 일본인에게 핵무기에 대한 공포감은 휴전

자료: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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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두고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 이상이며, 실제

2017년 9월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했을 땐 전국에 비상경보가 발령되는 등 그야
말로 난리가 나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을 맞은 일본은 핵무기에 대한 사회적인 트
라우마를 갖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 기념관은 그 피해 참상을 현재까지도 생생
하게 전달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그 후유증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이 북한의 핵 개
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핵미사일이 미래의 대한 위협이라면 납북 일본인 문제는 이미 그 피해가 발생한 실체적 사안이
다. 북한은 1977년에 여중생이던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해 지금까지 17명가량의 일본인을 납치했
는데, 현재까지 다섯 명이 생환된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때문에 남북 · 북미 · 북일 외
교가 궤도에 오를 때마다 피해자 귀환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5일에
는 그 간절한 희망을 품었던 메구미의 부친 요코타 시게루가 한 많은 삶을 마쳤다. 평생을 딸의 생
환만 바라보며 노구를 이끌고 납북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과 평화를 외쳐왔던 그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일본인들은 그가 끝끝내 딸과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자신의 일처
럼 가슴 아파했다. 이처럼 납북 일본인 문제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문제이고, 시게루 씨의 별세
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다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産経新聞 2020b).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미 여러 번 배신을 당한 일본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핵 포

<그림 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납북 일본인 가족들

자료: 로이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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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이 납북 일본인 중 여덟 명은 이미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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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민 진단서가 조작으로 밝혀지고, 요코타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낸 유골마저 DNA 검사 결과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반인륜적 사건은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내부적으로는 조총련 산하 조선학교 지원금 문제가 감정싸움으로 불거지면서 혐오 수준으로 악화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된 것이다.
사실 일본은 이번 폭파 사건 훨씬 이전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줄곧 우려를 나타
내며 북한에 극도의 경계를 보여왔다. 최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
힌 내용(연합뉴스 2020)이나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018년 12월 29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讀賣新聞 2018)했듯, 이러한 불신은 일본 전반의 입
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우려가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행동 예고로 거듭 증명되었다
고 보는 평가가 일본 내 대체적인 분위기다. 어려움을 기회로 삼자는 주장(時事通信社 2020)도 있지
만, 대부분 일본 언론들은 ‘이제 한국은 삼각 동맹을 중시하라’고 주문(讀賣新聞 2020)하거나, ‘한
국의 저자세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Newsweek Japan 2020)는 등의 비판 논조 일색이
다. 한술 더 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행태에 질리지 않는 한국이 또 속았다’(産経新
聞 2020a)며 비꼬는 내용의 칼럼을 싣기도 했다.
문제는 남북협력이 우리만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대북경협을 위한 재원조달에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일본은 남북 화해를
기대하며 지켜보는 제3자 입장이면서도, 원활한 남북협력을 위해 우리와 공조해야 하는 상대이기
도 한 것이다. 이번 폭파 사건은 한국의 대북 평화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뻐아픈 일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외교적 관점에서 그들의 생각과 대북
인식에도 귀를 기울이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장래 남북통일 사업의 지지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한 NHK 논설위원의 당부글(NHK 2020)을 소개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경 노선과 유화 노선을 반복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휘둘리다가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게 됩니다. 독자 노선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자력갱생
이 어려워지면 다시 대화 노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 이면에는 반드시 그들 나
름의 계산과 속셈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분명히 파악해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
는 것이 북한의 폭주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연합뉴스. 2020. “트럼프, 북미 종전선언 집착했으나 일본이 반대 입김”.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2030400009
(2020년 6월 22일 검색).
朝日新聞. 2020. 北朝鮮の暴挙 孤立無援にもどるのか. 6월 19일.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517980.html (2020년 6월
22일 검색).
産経新 聞. 2020a. 懲りない韓 国 、また北にだまされた. 6월 20일. https://www.iza.ne.jp/kiji/column/news/200620/
clm20062008050003-n1.html (2020년 6월 22일 검색).
______. 2020b. 横田滋さん遺族が会見 息子・哲也さん「何もしていない方の安倍政権批判は卑怯…拉致なんかないと言ってきたメ
       ディアに責任」. 6월 12일. https://www.iza.ne.jp/kiji/politics/news/200612/plt20061220000010-n1.html (2020년 6월 22일 검색).
時事通信社. 2020. 直接交渉で日朝動かせ ‘コロナ機に対韓協力を’. 6월 21일.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618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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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2일 검색).
讀賣新聞. 2018. 韓国の対北接近 日米の厳しい視線を認識せよ. 12월 29일.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190228OYT1T50249 (2020년 6월 22일 검색).
_____. 2020. 北朝鮮の挑発 韓国は同盟重視に立ち返れ. 6월 20일.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00619-OYT1T50273
(2020년 6월 22일 검색).
Newsweek Japan. 2020. 韓国の弱腰対応が北朝鮮をつけ上がらせている. https://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20/06/
post-93740.php (2020년 6월 22일 검색).
NHK. 2020. 緊迫化する朝鮮半島情勢. https://www.nhk.or.jp/kaisetsu-blog/100/431280.html (2020년 6월 23일 검색).
REUTERS. 2017. Families of Japanese abducted by North Korea meet Trump, but want action. 11월 6일. https://www.reuters.com/
article/us-trump-asia-japan-abductees/families-of-japanese-abducted-by-north-korea-meet-trump-but-want-actionidUSKBN1D60VH (2020년 6월 2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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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에 기여한 동·서독의 문화교류
‘동독은 민주적으로 수립된 국가가 아니며, 다른 국가에 독일을 대표할 수 없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와는 외교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이는 서독에서 1955년부터 시행되어 온 할슈타

게 상호교류가 시작되었고, 그중 문화교류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개하
고자 한다.
분단 이후 동-서독 사이에 교류가 시작된 것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완화(détente)되고
서독의 정권이 교체되면서부터였다. 동독 정권과의 대치를 표방하며 분단 이후 20년가량을 집
권했던 기민당(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CDU)이 동독과 긴장 완화를 원했
<그림 1> 에어푸르트 정상회담의 동독 총리 빌리 슈토프(Wilhelm Stoph, 왼쪽)
             와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오른쪽)

던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에 1969년 정권을 내
어주면서 분위기는 전환되었다.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Willy Brandt, 총리재임
1969~74)는 적극적인 평화정책을 추진했
다. 이 정책은 빌리 브란트가 총리 이전 서
베를린 시장으로 재임(1957~1966)하고 있
던 기간인 1963년부터 ‘호혜협력을 통한 변
화(Wandel durch Annäherung)’를 목표
로 구상한 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만들어

자료: Bundesarchiv (2020년 6월 15일 검색).

졌다. 이는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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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이다(Weber 2013). 이토록 서로 차갑기만 했던 분단 독일에서 어떻

글로벌정보
글로벌정보

(Ostpolitik)으로 불리며, 동독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위해 1970년 에어푸르트 정상회담(Erfurter
Gipfeltreffen)에서 할슈타인 원칙을 폐지한 것이 이 정책의 중요한 시작점이었다1)(Weber
2013).
이후 2년 뒤 1972년 동-서독은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통해 두 나라는 서로의 독립
을 존중(제6조)하며, 특히 경제, 학문, 우편, 통신, 문화 및 스포츠, 환경보호를 포함한 여러 분야
에 걸친 교류와 협력(제7조)을 약속했다(Chronik der Mauer 홈페이지). 이 조약 이후 동-서독
은 무엇보다 공통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수차례에 걸
쳐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런 노력으로 1970년대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는 교통, 방송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졌고, 1970년대 후반에는 인적교류와 동-서
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운하 재건도 진행되었다(Politik & Unterricht 2003, 35).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동독에서 서독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서독의 문
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동독인들이 서독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점차 동독 정권의 언론 조작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했다. 방송 콘텐츠 측면에
서 서독은 동독의 청취자까지도 고려하여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을 고심하여 방송하였고 이를
통해 동-서독 교류에 중요한 다리역할을 하였다(Holzweissig 1983). 두 번째로, 청소년교류는
동독보다 서독의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주며 이질감을 덜어내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서
독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동기로 신청했으며, 방문 이후 정치제도가 다른 동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먼 외국으로 느끼던 이질감이 아닌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반면, 동독의 청
소년은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거나 선별되어 방문을 하고 공식적으로만 서독의 청소년과 접촉했
기 때문에 청소년 교류의 의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Geisler 1986).
동-서독의 교류협력이 순탄했던것만은 아니었다. 문화교류 및 연구 부문에서 기본조약 이
후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1986년 문화협정(Das deutsch-deutsches Kulturabkommen)까
지 13년이나 걸리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른, 민주적으로 수립된 정부와 권위적인 정권
은 문화교류에 대한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다. 서독은 문화유산을 통해 공통의 문화를 향유하면
서 평화를 유지하길 바랐다. 반면, 동독은 분단 이후 키워온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싶었고 독
일에서 일어난 최초의 사회주의 정치와 문화가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
다. 또한, 문화 행사의 주최자, 개최 횟수 등 여러 면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 협정 자체가 많이 늦어
지면서 그 영향력은 기대했던 것만큼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Linder 2011). 하지만, 문
화협정으로 2년간 약 100여 개의 국가기관과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
그램을 진행하며, 음악과 출판 분야에서는 상업적인 활동도 가능해졌다. 이에 독일에서 예술가들
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동독도 문화 부문을 점차 서독에 개방하기 시작했다. 결국, 문화교류

1) 이와 더불어 동독과의 관계를 위해 구소련 국가들과 꾸준히 조약을 맺었고,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과도 베를린 조약을 맺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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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독의 정치와 문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고, 민주화 운동과 더 나아가 통일에도 기여를 했다
(Linder 201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 이전에 동-서독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통일 당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던 만큼, 통일 이전부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문화교류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의 교훈을 발판 삼아 한국에서는 더 나은 교류와 협력
을 통한 통일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자료: Chronik der Mauer.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1. Dezember 1972. https://www.chronik-der-mauer.de/material/178847/
vertrag-ueber-die-grundlagen-der-beziehungen-zwischen-der-bundesrepublik-deutschland-und-der-deutschendemokratischen-republik-21-dezember-1972?n (2020년 6월 12일 검색).
Geisler, W. 1986. Sieben Tage DDR: Eine Klassenfahrt, 2 . Aufl. Darmstadt/Neuwied.
Holzweissig, G. 1983. Massenmedien in der DDR (German) Paperback.
HolzapfelLinder, S. 2011. Mauerblümchen Kulturabkomme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https://www.bpb.de/
geschichte/zeitgeschichte/deutschlandarchiv/53911/kulturabkommen?p=0 (2020년 5월 17일).
Politik & Unterricht. 2003. Die Siebziger Jahre. Politik & Unterricht . 2/2003. 2/4.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uertemburg. (2020년 6월 12일 검색).
Weber, K. 2013. Neue Wege: Willy Brandt und die Ostpolitik. https://www.ndr.de/geschichte/koepfe/Neue-Wege-Willy-Brandtund-die-Ostpolitik,ostpolitik101.html (2020년 6월 5일 검색).]

스페인
스페인과 에콰도르의 국제협력 사례
스페인협력기구(Cooperacion español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빈곤 퇴치 및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 기관,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2001년 첫 협
력계획 수립 이후 현재 ‘제5차 스페인협력계획(V plan director de la Cooperacion Española
2018-2021)’에 따른 협력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2030 의제(Agenda 2030)’에 따
라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제5차 스페인협력계획에서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협력우선순위 국가로 34개국을 선정하였으
며, 이 국가들을 다시 개발도상국, 중진국, 중점협력국으로 나누어 협력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사회적 권리 이행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중진국과의
협력은 회복력의 구축, 지속가능한 생산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양질의 사회서비스 보장, 다
양성 및 포용성 증진, 제도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부문별 정책과 기술
및 제도적 협력체계에 관한 고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콰도르는 스페인협력기구가 정한 협력우선순위 국가 34개국 중 하나로, ‘제5차 스페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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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minjikim834@gmail.com)

글로벌정보
글로벌정보

계획’에서 정의하는 중진국에 속한다. 에콰도르는 1차 산업과 석유 수출 등 유한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지식과 기술, 과학 등 무한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로 바꾸기
위하여 ‘에콰도르 부엔비비르 국가계획(Plan nacional del buen vivir) 2013-2017’을 수립하였
으며, 이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관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스페인과 에콰도르의 협력관계는 1971년 7월 7일의 기본협력협정과 1988년 10월 31일의 보
완협력협정을 통해 시작되었다. 2014년 11월에는 ‘국가 간 협력관계 프레임워크(Marco de
Asociación País, MAP) 2014-2018’을 수립하여 국가 간 협력관계의 목표와 명확한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에콰도르 부엔 비비르 국가계획 2013-2017’에는 스페인
협력기구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세 가지 분야가 있으며, 각각 △생산 분야(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인재 양성(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당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촉진), △과학기술(교육, 생산 및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상호교류·협력
촉진) 이다.
이러한 스페인과 에콰도르의 협력관계는 ‘중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장애물 극복’이라는 에콰
도르 정부의 목표와 부합하며, 동시에 국제협력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스
페인협력기구’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에콰도르 중앙고원의 경
제 강화 및 지역 개발과 관련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희망을 심는 여성 농민, 원주민 조직 프로젝트
첫 번째 소개할 협력 프로젝트는 ‘희망을 심는 여성 농민, 원주민 조직(Organización de Mujeres Indígenas y Campesinas
Sembrando Esperanza: OMICSE)'에 의한 ‘사회 조직력 및 생산성 강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원예-가축 부문에 종사하는 1235개 농가에 대하여 생태계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지역
사회의 식량주권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24개 지역협동조합 활성화 및 여성 리더십 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프로젝트이
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OMICSE의 조직력과 생산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OMICSE
는 성차별 철폐와 범문화적 관점 아래 에콰도르 고원의 여성 생산자 조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오랜 전통을 가진 단체이다.
스페인협력기구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협력부가 관리하는 토착 프로그램은 스페인국제개발협력기관(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AECID)이 다른 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시 개입의 범위를 조율하

고 명확히 하며, 해당 지역에 다른 정책을 적용할 때 ‘스페인과 토착지역 간 협력 정책’의 틀 안에서 더욱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역 특수성에 대한 조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에콰도르 철도 프로젝트
두 번째 소개할 협력 프로젝트는 스페인국제개발협력기관의 금융 지원과 에콰도르 철도공사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에콰도르
철도 문화유산 관광노선의 혁신기업 지원 및 강화 프로젝트이다. 스페인협력기구가 지원하는 세 개의 관광철도노선을 통해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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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디노 초초(chocho andino) 가공 공장 프로젝트
세 번째 소개할 협력 프로젝트는 NGO 단체인 ‘마노스 우니다스(Manos Unidas)’를 통해 스페인국제개발협력기관이 후원한

추그칠란(Chugchilán) 지역의 안디노 초초(chocho andino) 가공 공장 프로젝트이다. 초초는 루팡이라고도 알려진 콩과 식물
로, 에콰도르 고원의 주식(主食) 중 하나이며, 2013년 안디노 초초 가공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후, 초초는 16개 지역 사회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450가구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현재는 무역 촉진과 고용 증대에 기여하는 토착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었다.
스페인은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한 주변의 유럽 및 지중해 연안 국가들,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아메리카, 카리
브해 연안,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긴밀한 국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
계는 서로 다른 경제규모와 발전 단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각
국의 활발한 교류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미래에 큰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는 남북 관계와는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경제 규모와 동일한 언어문화권이라는 점에서 국제협
력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진광선 | Escola TècnicaSuperior d’Arquitectura de Barcelona, Universitat Politécnica de Catalunya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pri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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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AECID). 2017. Fortalecimiento económico
y desarrollo local en la sierra central ecuatoriana. https://www.aecid.es/ES/Paginas/Sala%20de%20Prensa/
Historias/12_20_ecuchocho.aspx (2020년 6월 23일 검색).
Cooperación Española. 2014. Marco de Asociación País Ecuador) 2014-2018. https://www.cooperacionespanola.es/sites/
default/files/map_ecuador_2014_2018_cooperacion_espanola.pdf (2020년 6월 23일 검색).]

단신

국토연구원 단신
‘굿모닝 마이 시티’ 국토환경정화활동 실시

명수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이전사업은 주변지역
국토연구원은 ‘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5일(금) 경

지원사업이 제일 중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

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과 함께 ‘우리 지역 환경 살

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리기 및 국토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어서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은 국토

이번 행사는 ‘굿모닝 마이 시티’를 슬로건으로 금강 수변

연구원의 국방·안보와 남북협력 분야 주요 연구를 소개하

과 인근 공원 6㎞ 구간에 걸쳐 불법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고, 국토연구원과 국방대학교 간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남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국토연구원이 주관, 경제·인

북경제·개발협력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였고, 11개 기관 100여 명의 임직원

특히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 접경지역의 지원제도 개선이

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여 국토환경정화활동 구간 내에서 참여자 간 거리두기를
원칙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방대학교의 요청으로 국토연구원과 사전
에 교육내용을 공동기획하여 준비했다. 국방대학교 김성훈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정화활동에 국책연구기관

교수는 “국방부와 군부대 구성원들이 국책연구기관을 방문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는 깨끗한 우리 국토 만들기의 조

하여 교육과 소통을 통해 관련 분야 연구성과를 현장에서

그만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더운 날씨에 우리 지역사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깨끗이 하는 데 국책연구기관 직원들이 많이 참가해 감사
하다”라고 격려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국방실무자 심화과정(1기) 교육생 현장학습

국토연구원은 6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를 을지로위

국토연구원은 6월 11일(목) 강당에서 ‘국방대학교 국방실무

원회와 공동개최했다.

자 심화과정’ 교육생 40인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개회사를 통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번 현장학습은 국직부대/기관 군무원의 견문 확대 및

강조하며, 국가균형발전이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나

국가정책 이해도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 분야 국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연구사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 김

또한, 주택 소비자보호 및 임대차시장 선진화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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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공유 모빌리티의 상생과 혁신을 위
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본격 착수
국토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의뢰받은 제3차 제
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
임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확충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 및 보완계획, 제2차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

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역할 강화방안, 제3차 종

택시장 진단과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비롯해

합계획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며 핵심사업 발굴과 주거, 교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바람직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세

통 등 사회인프라, 산업경제, 의료교육복지 등 부문별 계획

제 개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을 수립하게 된다. 연구기간은 내년 5월 28일까지다.
연구책임자인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

자유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 관광지 개발로 국제자
유도시를 이끌어 왔는데 이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공유 모빌리티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

바탕으로 3차 계획의 콘셉트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연구원 엄상근 미래전략연구부장은 “앞으로 10년은 제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6월 17일(수) 국토연구

주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3차 제주국제자유

원 대회의실에서 ‘공유 모빌리티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정책

도시 종합계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 의견이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계획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국토연구원 김광호 책임연구원이 ‘교통 접근성의

이번 계획에는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청소년 등 170인

공간적 격차를 고려한 공유 모빌리티 개선방안’에 관한 주

으로 구성한 도민참여단을 운영한다. 6월 27일(토) 열린 1차

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최재성 국토연구원 책임

회의를 시작으로 이후 4회에 걸쳐 도민참여단 활동을 추진

연구원의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 정책

할 계획이다.

방향’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오성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

호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이 토론의 진행을 맡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

았고, 토론자로 박효철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동규 서울대

번이 세 번째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

학교 교수,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유경상 서

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

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폐회사에서 오성호 본부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외곽
지역의 교통접근성 강화에 대한 목적성과 플랫폼 운송사업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좋은 자리”였

※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행사 중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www.krihs.re.kr)에 게시된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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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선언의 남북경제공동특구
밑그림과 비전 제시
김미숙 |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misuk@lh.or.kr)

지난 6월 초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은 노동신문 담

례 분석을 토대로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어떻게 조성

화를 통해 남쪽 당국이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

하고 관리 · 운영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 언젠가 남북

를 방치할 경우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 등 최악의

이 함께 경제공동특구를 논의하게 된다면, 특구 조

국면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남한을 압박하는

성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카드로 내세울 만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모두에

으로 보인다.

게 중요한 사업이다. 경제특구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이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공동특구가 출발점이 되어

사업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지속가능성을 담

또 다른 공동특구들과 교통수단이나 산업으로 연계되

보할 수 있는 핵심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고, 인근 배후 중소도시가 성장한다면 남북산업협력

주지하다시피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이하 9.19

지대라는 광역적 협력공간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민족

고 있다. 여러 개의 남북산업협력지대가 연결된다면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서해경제공동특구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신경제구상 실현과도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조성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맞닿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큰 방향은 남북공동특구 방식

이 보고서에서는 서해안의 남북산업협력지대로 평

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북공동특구란 무엇

양-남포, 신의주-단둥 등도 우수한 후보지역이지만

인지, 어디에 설치할지, 어떠한 내용으로 특구를 조성

개성-해주를 더 유망한 지역으로 꼽고 있다. 그 이유

하고,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남북한 간은 물론 남

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이 이 지역에 있고,

한 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은 9.19 공동선언에서도 여건이 조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에서 발간된 「한반도 신경제

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

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

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해주지역 내 공통특구를 조

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는 이러한 논의들

성하기에 적합한 개략적인 입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

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분석도 하고 있다. 개성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남쪽지

개발과 관리 · 운영 경험, 해외의 국가 간 협력개발사

역, 해주항에 가까운 해안 주변 평야지역이 개발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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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이 두 지역과 북

느냐는 질문에 기 진출한 기업의 의향(45%)보다 미진

한이 지정한 강령녹색시범구를 연계하는 남북산업협

출한 기업의 의향(56.5%)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력지대의 조성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의 정책적 수요도

기술기반 스타트업종의 의향은 71.4%로 적극적인 진

반영하고자 하였다.

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지역으로 진출

이 보고서에서는 남북산업협력지대 구축을 위해 이

을 원하는 분야는 ‘완제품 생산 및 조립’ 분야가 가장

세 개 지역에서 각각의 공동특구 조성 방향을 다음과

높았고, 다음으로 제조원료 부품생산, SW 제품 및 콘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정보기술 기반 제조

텐츠 개발, 연구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개성공단

업 및 신산업분야 산업협력 메카’ 모델로, 해주특구를

재개 시 지금까지 단순 임가공 위주 업종에서 향후 고

‘수출지향형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합형 복지단지

위기술 분야 업종으로 업종고도화 전략을 추진해보는

개발’ 모델로, 강령국제녹색시범구를 ‘녹색식품가공

것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로 제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동특구 입지지역, 개성공단 조성과
운영 경험, 국가 간 협력개발특구 사례분석, 특구에

다음으로 개발과 관리 · 운영의 거버넌스 구조, 그리

참여할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공동특구

고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개성공단의 경험,

가 매우 높은 보고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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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싱가포르가 협력개발한 중국의 쑤저우 공업단
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공동개발한 베트남의 VSIP,
일본과 미얀마가 공동개발한 미얀마의 띨라와경제특
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입주기
업 지원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
고, 경영환경을 제약하는 전략물자 통제와 해외 수출
제약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외국의 공동
특구 개발 사례에서는 모두 협력당사국 정부의 강력
한 정책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개발
과 관리 · 운영의 거버넌스 구조, 재원조달을 위한 사
업방식은 상호 연계되어 있었다. 또한, 리스크를 완화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양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PPP)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는 기
업의 수요조사 결과이다. 향후 여건이 개선된다면, 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struction of South-North 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 toward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i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South-North Joint Economic
  District
이현주, 서연미, 김민아, 유현아, 임을출, 이석기, 김두환
지음

성, 해주, 강령녹색시범구 지역으로 진출할 의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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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 남북교류협력이 가지는
지역발전 이상의 큰 의미
최용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yonghwan@inss.re.kr)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커다란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

변화가 발생하였다. 남북은 2018년에만 세 번의 정상

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두 번의 중요한 정상 간 합의

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중복규제로 말미암아 그 성과

를 도출하였다. 물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

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

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지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면 접

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 예정된

경지역은 공간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

그런 의미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과 관련된 실

나19의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

천과제를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

없다.

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지

그렇지만, 북핵협상이나 남북관계의 교착이 접경지

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구상을 정리

역 발전구상의 필요성 감소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하고, 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과 균형발전이 가능한

아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들의 상당

실천사업의 선정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

부분이 접경지역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남

다. 이 보고서는 총 3개 연도 연구의 2년차 연구이다.

북관계가 다시 진전되면 정상 간 합의 사항에서부터

1차연도에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종합적 상황 분석 및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DMZ평

발전 기본구상을 제시했다면, 2차연도 연구는 실천사

화지대화 구상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에서의 환경 및

업을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방안과 정책과제 제시에

보건 · 의료 분야 협력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2차연도 성과를 기초로 3차연

있다.

도에는 남북 접경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

남북 접경지역의 낙후성 개선을 위한 정책은 과거

이다.

에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

정되는 등 접경지역의 정주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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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부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평온함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접경

이 있다. 부침이 심한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현

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지는 의미는

재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우선 다루는 정책연

지역발전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디 한반도

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법정계획 등 정책의 안정

평화 프로세스의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져, 경기 북부

성이 중요한 개발계획이나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전체가 새로운 발전의 중심지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남북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추

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다루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
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
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정책의 실
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 발전
이라는 두 가지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실무자는 물론
이고, 접경지역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
제465호 2020 July

영한 후 24개 지표를 마련하여 실천사업을 선정하
였다. 이렇게 선정된 실천사업들은 다시 △생태 · 문
화 · 평화 관광 분야, △경제 분야, △교통 인프라 분
야, △남북 교육 · 문화 · 의료 · 보건 등 인적교류 분
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등
으로 범주화하여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법 · 제도 개
선방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단, 법 · 제도 개선방안이나
남북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
시된 반면, 재원조달 방안은 원론적 차원에서 개괄적
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여전히 남북관계의 가변성이
크고,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수십 년 동안, 남북 접경지
역은 분단의 고통을 가장 크게 감내해온 지역이다. 지
역발전의 정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까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I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s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Ⅱ
강민조, 임용호, 오호영, 강호제, 양진홍, 홍순직,
박훈민, 류지성 지음

제한되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는 일상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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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언젠가 다시 시작될 남북경협에
필요한 역지사지
윤종석 | 연합뉴스 차장 (banana@yna.co.kr)

필자는 20년 가까이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참 운이 좋

던 기억이 있다. 언론은 북한이 우리 땅인 것처럼 여기저기

았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한참 꽃피던 참여정부 시절 기

철도나 도로를 놓고 산업단지를 설치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업 담당을 하면서 현대아산을 출입처로 뒀기 때문이다.

데, 이런 것을 북한이 요청하기나 했느냐는 것이다. 틀린 말

현대아산은 현대그룹 계열사로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이 아니었다. 마치 정부가 지방의 어느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의 선두에 서서 북한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것처럼 우리 생각만으로 남북경협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덕분에 필자는 2006년 5월 현대아산이 내금강관광을 위한

아닐까 생각됐다.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

답사를 할 때 동행취재를 할 수 있었다. 분단 이후 내금강을

혀 없는, 우리만의 일방적인 자선 계획은 아니었을까. 남북경

찾은 남한 사람은 손에 꼽았고 언론사 기자는 필자와 같이 갔

협 과정에서 퍼주기라는 말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던 YTN 기자가 처음이었다. 금강산관광단지에서 조그만 승

다. 우리가 정당하게 북한에 투자해서 그 대가를 챙겨야 한

합차를 타고 수시간 달려 내금강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북

다. 한쪽이 다른 쪽에 베푸는 방식은 결코 지속할 수 없다.

한의 시골 동네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지나가는 산비탈에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수준을 넘어 험악한 상황

위장막으로 가려진 큰 구멍이 종종 눈에 띄었다. 누가 봐도

까지 악화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지만 내밀한 진짜

군사용 시설이었다. 북한은 이런 시설들까지 다 포기하고 내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계속 대

금강 개발에 나선 것이었다. 아쉽게도 2년 뒤 이명박 정부가

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

들어서고 박왕자씨 피살사건 등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시 남북경협의 모멘텀을 얻을 순간이

서 내금강 가는 길도 막혔다.

올 것이다.

남한이 파주 등 접경지를 개방하고 북한과 함께 경제특구

그때는 좀 더 서로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

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어떨까. 남한 사회는 큰 분열이 일어날

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가 단순히 잘 살아

것이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당시 북한의 절박한 경제사정

서 선심 쓰듯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번영할 수 있

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는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

2년 전 북미 간 핵협상에 들어가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
대감이 한껏 고조된 적이 있다. 경협을 통해 북한에 철도를
어떻게 깔고 도로는 어디에 설치할지를 예측하는 보도가 쏟
아졌다.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는 필자로서도 남북경협이 어떻
게 진행될지를 두고 집중 취재에 들어갔다.
그런데 당시 국토교통부의 한 취재원이 한 말에 머쓱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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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지에서 돌아보는 역지사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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