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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3성과 한반도 경협의 비전과 과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내실화의 관점에서

박동훈 (연변대학)

국문요약

2009년 원자바오 총리 방북을 계기로 중국 동북3성과 북한간의 국경경제협력이 한층 

더 심화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핵문제는 갈수록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중 경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인도, 기업위주’의 경협방식도 기업의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무역, 투자가 과도하게 지하

자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사회의 시장인식 부족으로 중국 기업들

의 대북투자 원동력이 높지 못하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의 시각에서 볼 때, 

한·중 양국은 각자 이익에 기반을 둔 선순환적 공조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북중경협, 동북3성, 한중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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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한국이 중국 동북3성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책이 본격적으로 실

시되면서 동북3성이 중국 4대 성장축으로 부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 시장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동북3성은 자연스럽

게 관심 지역이 된다. 둘째, 2009년 이래 동북진흥책과 북·중 경협이 연

계되어 협력 양상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면서 북·중 간 ‘경제밀착’에 대

한 한국의 관심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후자가 보다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 실제 한국은 한반도 특유의 정치구도 속에서 ‘북한의 비

핵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일단 

한국은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필요하지만, 북·중

경협의 지속적 증대가 이러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인식하

고 있다. 한편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는 점에서, 북·중 경협은 북한 시장세력 확대 및 개방적 사회 조성이라

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 시각 또한 

함께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은 상반되는 인식 속에서 북·중 경협의 주

요 현장인 동북3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엇보다 동북3성과 한반도의 경협문제를 중국-북

한-남한이라는 3자 간의 상호 연계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북·중 

경협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현재 안고 있는 과제들을 밝히는 것을 전제

로,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중 협력 강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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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중 국경 협력의 국제정치경제

중국 동북3성은 북한과 1,318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그동안 

북·중 교류의 주요 창구로 작용해 왔다. 2000년대 이후, 특히 2009년 북

한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동북3성과 북한 간의 경협이 보다 활성화

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9년 중국이 북·중 국경지역 개발을 공세적으로 펼치게 된 데는 다

양한 원인이 작용했다. 첫째, 중국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

경제 부문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2008년 11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정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2009년 ‘창지투 규획’·‘랴오닝 경제벨트 규획’ 등1) 국가전략 수준의 지역

개발 규획이 십여 건 발표된다. 둘째, 동북지역 국경개발 사업은 국가균

형 발전의 차원에서 장기간 추진되었던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UNDP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젝트(TRADF)’는 여전히 답

보 상태에 놓여 있었고 2003년 동북노공업기지 진흥계획과 함께 2005년 

‘대두만강 지역 협력(GTI)’이 재차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시각은 여전히 관망적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선 일국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강행하여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겠다

는 구상을 갖게 된 것이다.2) 셋째, 북한의 지리적 전략 가치 때문이다. 

정치면에서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한반도 정세 불안정이었

 1)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창지투 규획’, ‘랴오닝 경제벨트 규획’을 통칭

하여 동북 국경지역개발이라 부르기로 한다.

 2)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 단과대학(經濟管理學院) 리종림(李鍾林) 교수 인터뷰,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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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경제 측면에서 보아도 지역 개발의 경우 북한이라는 문호를 확

보하여 지역 개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3) 물론 안보 측면에

서 한반도는 줄곧 외세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는 전통 인식이 작용했다는 

점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환언하면, 중국의 동북 국경지역 개발은 북한

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 국면을 

조성해야만 국제협력도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

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중국의 국경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는가. 

첫째, 이는 경제 개선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라는 점과 연관된

다.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토대로 정

치 강국, 핵무기를 기반으로 군사 강국임을 자처할 수 있었지만 ‘강성대

국의 대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강국 건설 

과업은 오히려 요원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후계체제를 

구축할 필요성 때문이다. 2008년 8월 와병 이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인지한 김정일은 2009년 1월 김정은 후계자 지명을 하

달하고, 점차 후계체제 구축에 들어섰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인격적 지도력을 가지지 못한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

정일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내·외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난과 2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

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웠

다. 2009년 이래 미국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변함없었고, 남북관계

 3) ‘창지투 규획’ 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에 의하면, 애초의 개발

계획은 주로 창춘(長春)과 지린(吉林) 지역에만 집중되었다 한다. 그러나 두만

강 지역 대외통로 확보를 전제로 한 개방도 제고가 없이는 개발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다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연변-훈춘지역이 포함되

면서 ‘창지투 규획’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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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MB정부 등장 이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

장이 협력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오로지 중국밖에 없었다. 바로 

이 시점에 중국이 대규모 국경지역 개발을 제시하면서 북한은 북·중 국

경지역 개발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중 국경 협력은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역 협력 국면을 이끌어 냄으로써 동북지역 

발전과 동북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북한의 경우 핵실

험 이후 경제 강국 건설, 후계체제 구축 등 내부적으로 대외협력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찌 보면, 북한의 국경개발 참여는 중

국의 동북지역 개발 사업이 그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

로는 북한이 처한 국제적 상황 및 내부적 인식 변화가 궁극적 요인이었

다고 볼 수 있다.

Ⅲ. 동북3성과 북한 간 국경 협력의 전개

2010년부터 정식 개시된 북·중 국경 협력은 애초부터 상당한 협조관

계를 이루며 진행되어왔다. 중국 정부는 국경개발 규획을 2009년 7월과 

8월에 이미 인준하였으나, 원자바오 총리 방북 이후인 11월 중순에 이르

러서야 대대적인 내부적 동원과 대외홍보를 전개했으며, 이 시점(12월)

에 김정일은 18년 만에 나선시를 방문하고 이듬해인 2010년 1월부터 일

련의 대외개방 조치를 실행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북한은 북·중 국경 

개발에 어떠한 참여형태를 보여 왔는가. 여기서는 주로 국경 협력을 위

한 북한의 여러 정책 조치와 구체적 영역에 나타난 협력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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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대외개방 정책의 변화

북한은 2010년 이후로 대외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실시해왔다. 

북한은 2010년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한 이후 2010년 1월 15일

에는 20년 만에 기반시설·기초공업·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

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1월 27일에는 ‘라선경제무역

지대법’을 개정한 데에 이어 7월 8일에는 외국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

는 ‘합영투자 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2010년 8월에 이뤄진 김정일의 

제2차 방중을 계기로 10월에는 나진·신의주 공동개발에 관한 북·중 협정

이 체결되었다. 2011년 5월 하순 파격적 대중 행보였던 김정일의 제3차 

방중 이후, 6월 8일과 9일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착공식

과 나선 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착공식이 진행되었다.4) 이를 배경으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은 수정된 지 2년도 채 안 되는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을 다시 거의 신규 수준으로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황금평·위

화도 경제지대법 등 10여 개의 외국인투자관계법들을 신규 공표 또는 수

정했다. 이들 법규들은 투자기업 특혜조치, 국제법 기준 수용 등 대부분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친화적’ 조치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5)

 4) 이 착공식을 통해 황금평·위화도 총 16㎢의 부지에 양국은 정보산업·관광문

화산업·현대농업·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와 상업센터를 조성하기로 약속했

다. 나선 무역지대의 경우 주로 원정리-나선시 도로보수 공사, 나진항을 이용

한 중국 내 화물 운송, 나선 시범농업지대, 연간 생산 100만 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 건설과 나선 지역 자가용 운전 관광 항목 등이 약속되었다.

 5) 2011년 11월 29일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기업법 등이 수정 보충되었으며, 12월 김정일 사후에도 불구하고 12월 

21일에는 외국인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파산법, 외국

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법령들

이 수정 공표되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 평가는 배종렬, “최근 개정된 북방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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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북한 경제개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하 ‘10년 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해외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경영관리 기법 및 해외자본을 받아들여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인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로 ‘나선-청진-김책’의 동북

축과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축을 중심으로, ⓐ 자원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산업 분야), ⓑ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분야, 

ⓒ 금융 등 분야에 대한 건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물

론 기술과 자본이 극히 궁핍한 상황이므로, 북한은 주요 대상들을 국가

예산과는 상관없이 10년간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외부에서 유치해 개발

한다고 하였다.6) 개발 사업은 애초 국방위원회 산하의 ‘조선대풍 국제투

자그룹’과 내각 산하 ‘합영투자 위원회(이하 ‘합영투위’)’의 주도로 추진되

었으나7) 그동안 자본 유치 실적이 미진한 탓에 김정일 사망 이후 대외경

제 관련 조직체계가 개편된 결과, 대풍그룹은 합영투위 산하의 국으로 

통폐합되었다. 그 대신 2012년 연초에는 합영투위 산하 해외 유일 투자

유치 전담부서인 ‘조선투자사무소’가 중국 베이징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제의 개혁·개방성: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2년 

봄호 (2012), pp.49~77; 유현정,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정비 평가,” 세종정

책연구, 2012-18(2012) 참조.

 6) 박희진, “김정일 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북한경제전망: 거점개방과 반개혁의 이

중주,” KDI경제리뷰, 2012년 5월호(2012).

 7) 조선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수영)은 내각 산하기관, 조선대풍그룹(총재 박

철수)는 국방위 산하 기관으로 알려짐. 합영투위는 통상적인 외자유치를, 대풍

그룹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목적성 사업을 위한 외자유치를 담당했

던 것으로 알려짐. 김치관, “북, 제한조치 대폭 완화된 투자법을 올해 공표,” 

민족21, 제120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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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중 국경 협력 실태8)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된 일련의 경제조치 아래 현재 북한의 국경 협력 

참여는 어떠한 상황을 보여 왔는가. 여기서는 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유치, 인적교류 영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간접자본 건설

중국 정부는 ‘창지투 규획’에서 일찍 동북 변경지역 경제개발구 건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 및 러시아 원동지역 항만을 경유하는 대외통

로 확보를 2012년까지 일차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

다. 북한 항만을 경유하는 대외통로 확보는 중국 동북지역 개발에서 그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정부는 창지투 선도구 규

획 100대 중점추진 사업 중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으로 통하는 도로, 

철도 및 통상구 다리 등 교통 기반시설 건설에 총 160.5억 위안(약 25억 

달러)을 투자하여 국내 구간은 2015년까지, 북한 내 구간은 2020년까지 

완공할 것을 계획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중을 연결하는 중요 세관인 권하(圈河, 

취안허)-원정리 교각 건설이 이미 완공되었고, 원정리-라선 지역을 잇는 

2급도로도 2012년 현재 이미 개통되었다. 단동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

압록강대교는 2010년 착공을 시작하여 18억 위안(약 2.8억 달러)이 투자

되어 2014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도문(圖們, 투먼) 

-청진 철도(171km), 도문-나진 철도(159km)에 총 32.78억 위안을 투자하

 8) 이 부분의 내용은 박동훈, “김정은 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포스트 마오 시

기(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2013) 

pp.197~200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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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10여 개 대외통로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다.9)

항만 개발의 경우, 2012년 9월 1일 연변 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은 

북한 항만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진항 해운항만 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연간 하역능력 700만 톤인 청진항의 3, 4호 부두를 30년간 

공동 관리 및 이용하기로 합의했다.10) 다롄 창리그룹(大連創立集團)은 

2008년 나선항 제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확보한 데에 이어, 2009년부터 

석탄 부두 개조 건설을 진행했다. 2010년 중국 해관총서의 비준 아래 “국

내 화물 국제 운송(內貿貨物跨境運輸)” 무역 형식의 해상운송 통로를 확

보하고, 2011년부터 훈춘광업집단 석탄 50만 톤을 1호 부두를 통해 중국 

상해 등 지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5월까지 7회에 거

쳐 총 10.4만 톤이 운송된 이후 석탄 가격 변동, 특히 권하-원정리 도로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특구 건설의 측면에서 보면, 2012년 8월 장성택 방중을 계기로 라선경

제무역관리위원회와 황금평·위화도 경제구관리위원회가 각각 설립되면

서 양 지역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상기 공동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1) 예컨대, 2011년 

 9) 중국 연변대 림금숙(林今淑) 교수 인터뷰, 2012.7.3.
10) 청진항은 동항과 서항으로 구분된다. 동항 1, 2호 부두는 아직 대외에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하이화 그룹이 임대한 부두는 조건이 다소 열악한 서항의 3, 4호 

부두이다. 하이화 그룹은 현재 6천만 위안을 들여 3, 4호 부두 개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2015년까지 수만 톤에 불과한 청진항 물동량을 100만 톤으로까지 올

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1) 예컨대 중국 포털사이트 써우후 닷컴(sohu.com)은 2월 14일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빌려 “중국 지도부는 이번 북핵 실험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유

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대북 단독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

어 나선, 신의주-황금평 공동개발에 관한 재토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韓媒：中國取消朝鮮羅津特區會議或爲制裁朝鮮,” 搜狐, 2013년 2월 

14일; <http://news.sohu.com/20130214/n366067796.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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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특구에 100만 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던 야타이그

룹(亞泰集團)은 원래 2012년 8월 14일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와 투자합

작 MOU를 정식 체결하고, 합작기한을 50년으로 정하여 2013년부터 생산

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9월 현재까지 이 사업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12)

2) 투자유치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서 경제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

제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공장가동률 저하(30% 이하)와 원부

자재 및 전력 등 생산요소들의 만성적 결핍으로 경제회생의 내적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비록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마

련했지만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국

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경제회생의 유일한 대안으로밖에 될 수 없는 상

태였다. 앞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북한은 2012년 이후 대중 투자유치를 높

이기 위해 대풍그룹을 합영투위에 통폐합시키고 해외 유일 투자유치 전

담부서인 ‘조선투자사무소’를 중국 베이징에 설립함으로써 해외기업 대

북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3)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실제로 북한이 유치하고자 하는 투자항목들을 

12) 야타이그룹 소개에 따르면, 2013년 9월 8일, 라선시 인민위원장 조정호 일행이 

야타이그룹을 방문하여, “양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야타이그룹 시멘트 공장 건

설항목 추진을 가속화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한다.
13) ‘조선투자사무소’는 조선합영투위의 대외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

신용을 담보로 투자 항목의 합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 시장, 투자 항목, 투자 유치 관련 정책·법규에 대한 설명과 시장 고

찰 등 대북 투자 제반 절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자 한다. 朝鮮投資

事務所; <http://www.cestcenter.com/firm.aspx> (검색일: 2013년 9월 30일).



36 ❙ 통일과 평화(5집 2호·2013)

분류 농수산업 광산업 서비스업 경공업 화공업 합계

항목 수 18 49 14 68 9 158

<표 1> 북한의 투자유치 항목 추이 (2010~2012.7)

파악하기 위해 중국 단동 화상 해외투자 유한공사(中國丹東華商海外投

資有限公司)에14) 공개된 유치계획 항목 158건에 대해 분석해 보면 <표 1>

과 같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실제 계획하고 있는 유치항목들은 광산·물

류·가공/제조·어로양식·유통·금융·관광·기반시설·가공구 등 다양

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항목 수로 볼 때 경공업·광산업·농수산

업·서비스업·화학공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돋보

이는 부분이다. 

출처: 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http://www.cxtzw.com)

경공업의 경우 품목별로 종이·인쇄, 식품가공, 의류·신발, 가전제

품·전기기기, 조명, 플라스틱 제품 생산 등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내수를 전제로 하되 수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햄버거·비누·껌·조미료·생활용 

세제·태양에너지 온실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돋보

이게 할 수 있는 생필품 생산은 평양 지역에 투자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광산 개발의 경우, 철·금·동 등 10여 종의 광산 관련 투자유치를 희

망하고 있는데 개발대상 지역은 주로 함경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

14) 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는 대북 경제협력 민간단체와 대북경협 사업단위(事

业单位, 국가기관 성격)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기존의 사업 우세를 빌어 북

한 투자유치 항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북한 투자관련 자문, 

시장조사 연구, 협의 및 계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丹東華商海外投資

有限公司; <http://www.cxtzw.com> (검색일: 201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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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현장탐사를 통한 자원량 평가 

및 투자기업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투자규모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인

다. 협력 방식은 북한이 노동력과 자원 및 부분 시설을 제공하고 중국 측

이 자본과 기술·설비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측이 단순

히 광물을 채굴해가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채굴, 가공, 운송 체

계까지 구축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은 내수와 대중 수출을 

동시에 도모하고 투자금 상환은 보통 보상무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평양 지역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

로 현대화 호텔 건설 방면, 육·해 운수와 물류센터 건설 항목 등이 포함

되어 있다. 특히 평양 지역에는 택시·공공버스·LPG 충전소 등의 방면

에도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예컨대 중국 측이 100대 

정도의 택시·버스 차량 및 부품을 제공하면 북한이 이를 보상무역 또는 

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15) 뿐만 아니라, 북한은 현재

까지 도시 교통운영에 관한 합작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중국 

기업 측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상징할 수 있는 생필품 및 서비스 분야 투자를 평

양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기득권층에 

우선적으로 보다 나은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을 향한 북한의 투자유치 희망 분야는 전방위적이다. 그러

나 중국을 향한 북한의 이러한 희망사항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

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부인

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政府引導, 企業爲主, 市場運作, 互惠

15) 실제 2013년 현재 중국 화타이그룹(華泰集團)은 북한과 1000대 규모의 승용차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미 100대 공무용 차량 및 300대 택시용 차량이 수출되

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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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贏)”이라는 국내 시장 운영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면서, 무엇보다 시

장 기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시각에서는 북한의 정책·정치적 위험부담을 항상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다. 환언하면,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16) 중국은 시장 기제에 기반을 둔 기업 위주의 

방식으로 북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것

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예컨대, 김정일 시기 나선항 4, 5, 6호 부두 50년 

사용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중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

는 설이 회자되었을 때 중국은 직접적 개발 원조보다는 기업을 내세워 

30억 달러 규모의 나선특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다.17) 2012년 8월 중순 

장성택 행정부장 방중 시에도 북한이 중국에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요구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나,18) 중국은 결국 9월 22일 민간기구인 중국해

외투자연합회가 대표로 북한 ‘북경투자사무소’와 협의를 체결하고 30억 

위안 규모의 ‘대북투자전문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업 차원의 대북투자는 항상 ‘가시 돋친 장미’로 비유된다. 기업 

위주의 방식은 수익성 문제가 동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개척지 

16) 예컨대 북한 김일성종합대 최영옥 교수에 따르면 “(나선경제무역)지대 내의 하

부구조정비와 관련한 투자수요만 보더라도 초보적으로 수십억 달러 이상에 달

하며 그의 개별적 계획새상들의 대부분은 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들

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애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실태를 보면 연평균 외국인 

투자액은 몇 천만 달러정도이며 그것마저도 계약단계에 있고 실제 실현된 것

은 연평균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문별 투자총액의 

68.5%가 서비스부문에 27.2%가 생산부문에, 4.3%가 하부구조부문에 투자되었

다.”고 한다. 최영옥,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현 실태와 제기

되는 몇 가지 문제들,” 두만강포럼 2013 발표 논문 (2013년 10월 21일).
17) “張成澤訪華受關注 傳要向中國借10億美元,” 大公報

<http://www.takungpao.com/news/content/2012-08/16/content_943432.htm> (검색일: 

2012년 9월 10일).
18) “10억弗 규모 차관 장성택 中에요청,” 조선일보, 2012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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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는 있어도, 미숙한 제도적 기반과 열악

한 인프라, 그리고 정책적·정치적 위험부담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

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2012년 장성택 북한 행정부장의 방중

에 즈음하여 중국 언론에 공개된 시양그룹(西洋集團) 사건이 그 단적인 

예였다.19)

물론 북한도 투자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2012년 8월 시양그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외경

제투자협력위원회 명의로 9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관련사건에 대한 적

극적인 해명에 나섰으며, 9월 9일에는 홍수로 갇혀있는 중국 투자자들을 

김정은이 직접 비행기를 파견하여 구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적극적

인 홍보작업을 전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2년 9월 22일 중국해외

투자연합회와 북경투자사무소 간의 ‘대북투자 전문 펀드’ 관련 협약이 체

결되었다. 특히 중국해외투자연합회는 중국 상무부·외교부 및 학자들

과 공동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합영투위가 주최한 북한 투자유치 설명회

(광산·도시기반 건설 사업·CBD상업구 BOT건설20)·5성급 호텔·온천 

레이저 단지 등)에 참석하고, 북한 시장동향 고찰, 정부·기업·금융·전

19) 중국 시양그룹이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500대 기업 중 하나인 시

양그룹(민간기업)은 양국 정부 비준 아래 2007년 북한 령봉연합회사와 계약을 

맺고 ‘양봉합영회사’를 설립하고 황해남도 옹진군 옹진철광에 2.4억 위안(약 3천

만 유로)를 투자하여 2011년 4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연간 생산량 50만 톤). 

그러나 2011년 9월 북한이 토지임대세 1€/㎡, 공업용수 0.141€/㎥ 등 총 16가

지 요구를 부가하면서 쌍방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중국 기업은 2012년 3월 강

제추방 당했다. 2012년 4월 북한은 시양그룹에 이전금 명목으로 3,124만 달러

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8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遼寧西洋集

團投資 2.4 億元鐵鑛項目遭朝鮮毁約,” 中國選鑛技述網, 2012년 8월 16일.
20) BOT(build—operate—transfer), 즉 건설-경영-이전 방식을 가리킨다. 정부가 계약

을 통해 사영기업(해외기업 포함) 일정 기한 내 특허권을 부여, 특정 공용기반시

설 융자건설과 경영을 허가하고, 기업이 경영이익을 통해 투자회수 및 이윤창

출을 도모하게 된다. 특허권 만기 이후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정부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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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12년 제1차 ‘중·조 국제경제 합작투자 

고위층 포럼’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1월 

24일 출발 예정이었던 이번 방북 계획은 북한 위성 발사 문제로 세 차례 

연기되다가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소극적으로 타진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현재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 및 기존 시

설을 토대로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여 생산성 제고 및 인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투자 부문에서 

보면 북한은 ‘경제 회생’이라는 명목 아래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

다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제도 사회주의식으로 ‘속도전’을 진행

하려는 북한 엘리트들의 관습적 사고방식이 반영됐을 수 있으며, 또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김정은 체제의 전시

행정이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 차

원에서는 제도적 환경만 조성하며, 기업이 주요 행위체가 되고 있기 때

문에 중국의 대북경협은 무엇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상무부·외교부, 해관총국 등 기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해주면, 주로 기업들이 북한 사회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는 투자의 위험부담을 항상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회

수가 빠른 광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설령 다른 항목들에 투

자를 한다고 해도 그 대가를 광물자원으로 지불해주길 희망하고 있다.21) 

따라서 북한은 실제로 보다 다양한 영역들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를 희망

하고 있으나 그 여건이 충분치 않고, 또한 남북 간 교역도 중단된 상황에

서는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개발과 수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

21) 예컨대 중국 뤼띠그룹(綠地集團)은 현재 라선특구 7㎢에 기반시설 투자를 계획 

중이나, 그 투자 대가를 석탄 등 광물자원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

“綠地集團, 招商局等國企組團投資中朝經濟區,” 搜狐, 2012년 8월 17일.

<http://business.sohu.com/20120817/n35088542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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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 북한 대중 수출의 대표적 물품은 무연탄, 철

광석 등 광물 제품으로 수출액은 16.47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36.4% 

증가함으로써 전체 수출액의 67%를 차지했다.22) 북한 대중 수출 항목 중 

석탄 등 고형연료 수출은 2009년의 2.09억 달러에서 2011년 현재 11.41억 

달러로 5.5배 증가했고, 철광석은 0.48억 달러에서 3.23억 달러로 6.7배 

증가했다.23)

3) 인적교류

북·중 국경협력 시작 이후의 또 다른 변화는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그 

어느 시기에 비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김정일 방중

을 계기로 북·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층 왕래, 전략적 소통 및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간 경제협력 강화 등을 합의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졌다. 일련의 고위층 상호방문이 연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국경지역 지방관리들 간의 교류활동도 함께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동북3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2010년 5월 이후로 고위층 인사들의 대중 고찰이 증가되었으며 2011년 

이후로는 지방정부 관원들의 실무적 방중이 증가했다. 양국 관료들 간의 

의례적인 방문보다는 현실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과 고찰이 늘어

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나진 특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구 기초 

관원들이 2011년부터 중국 대학에서 관리 경험을 학습한 사례다. 중국 상

무부 주관으로 약 200명 규모의 나진 특구 및 황금평-위화도 경제구 관

22) 이상국, “북중 경제교류·협력 동향과 시사점,” 앞의 자료, p.5.
23) 박윤환, 2011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비교,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 201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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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중국 지린대학(吉林大學)과 다롄 행정 단과대학(大連行政學院)에

서 각각 두 달 간의 학습과 현지고찰을 진행했다. 대학별로 매회 20명씩 

5회에 나누어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중국 측에서는 학자, 기업인, 정부관

원 등이 강사로 나서서 주로 노동력 시장, 노동력 공급, 도시와 농촌 개

혁, 세제 개혁, 개발구 규획과 관리 등 중국의 경험들을 전수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 인적교류는 관리 계층의 방중에서만 반

영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국가관광국(中國國家旅遊局)이 발표한 통계자

료에 따르면 북한 인원들의 중국 방문자 수는 2010년 이후 급격히 늘어

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2009년 현재 북한 주민의 중국 방문자 수는 

10.39만 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8.12만 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3년 사이

에 80%나 증가했다. 2013년 제3분기까지도 14.95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

국을 방문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12.4% 증가했다. 특히 여행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 회의·사업(會議/商務) 및 취업(服務員工)을 목적으로 한 방

문자 수가 가장 선명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참조). 회의·사업 등

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2009년의 1.94만 명에서 2012

년 현재 5.5만 명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로 늘어났고, 취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 수는 2009년의 5.2만 명에서 2012년 8만 명으로 증가했다. 

투자유치·무역 및 취직 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적왕래가 201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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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 주민 중국 입국 통계 (2008~2013.9)

자료출처: 中國國家旅游局 각 연도 통계

여행·친척 방문·기타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인원수가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비즈니스 및 취직·

주재를 목적으로 한 입국자들의 분기별 중국 입국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그림 2, 3>과 같다. 상기 두 유형의 분기별 입국자 수는 2011년

부터 선명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회의·비즈니스(상용비자)를 

목적으로 한 분기별 입국자 수는 2008, 2009년 줄곧 5천명 수준에 그쳤으

나 2010년 2분기, 즉 김정일 방중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2011년 

2분기에 들어서면 분기별 입국자 수는 이미 1만 명 선을 넘었으며, 2012년 

4분기에는 이미 1.5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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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북한주민 중국 분기별 입국자 수 변화 추이 <그림 3> 입국자 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출처: 中國國家旅游局 각 연도 통계

취업 목적의 입국자 상황을 보면 그 증가세는 보다 선명하다. 2010년

까지 분기별 취업 목적의 입국자 수는 대체로 1만 명~1.5만 명 규모를 유

지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방중 이후인 2011년부터 분기별 취업 목적의 입

국자 수는 약 2만 명 규모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5천 명 정도 늘어났

고 이러한 규모는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진출이 대부분 서비스업 및 봉제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입국자가 전체 입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10~12%선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

지만, 2011년 2분기부터 점차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13년 3분

기 현재 중국 입국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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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중 경협의 과제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2009년 후반기부터 북·중 국경협력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한 협조 관계를 이루며 진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

다.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 국내 균형발전 및 지정학적 고려 속에

서 북·중 국경협력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민생경제 발전을 통한 체제 

안정에 중심을 둔 북한도 이에 적극 동참해 나섰다. 이에 따라 2010년 이

후 북·중 국경지역은 상당한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

다. 무역 위주부터 시작하여 공동지대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역할

이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동 개발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관련 법규들도 상당부분 제정 및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

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 무엇보다 북핵문제 및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정은 여전히 

북중경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실험 등 한반도의 

지속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북중경협을 강행

했지만, 국제사회 수준에서는 행동의 정당성 측면에서 수세적 위치에 몰

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저지에

도 실패했다. 결국 중국은 북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이례적인 강경자세

로 나선 결과 이는 북·중 국경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

국은 현재 대(對)한반도 정책 순위를 조정하고 비핵화 문제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기에 향후 북핵 변수는 갈수록 북중경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협 방식에서도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북한은 현재 경제 회생

을 통한 정당성 확보의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다양한 산업영역에 대

한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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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하에 지역 공동 개발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

지만, 투자 여건이 충분치 않은 북한 상황을 고려하는 중국 기업들은 무

엇보다 투자회수가 빠르고 수익률이 높은 자원 분야에 진출하거나, 또는 

다른 분야에 진출했더라도 투자의 대가를 지하자원으로 받으려는 경향

이 짙다. 무역의 경우도 대부분 구상무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

에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제품이 상당한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적

으로 지하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대중 경협

은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추세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불만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북중

경협에 이롭지 않다. 무엇보다 다자협력 구도를 창출해냄으로써 북한의 

현 대외 경제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다시 북한의 변

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열악한 기반시설 및 생산구조도 문제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인식 결여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원초적인 인간

의 합리성(또는 이기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서의 확립 및 그에 대한 이행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다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들에 대한 신용도가 상당히 

낮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들에게 진정한 시장 

개념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중 협력의 관점에서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대북경협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북한은 핵개

발 국가이며 비개방적인 폐쇄국가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사업, 사회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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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제도 환경 등 이익 창출에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가진 국가이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북한 제도개혁과 대외개방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우리는 대북경협을 위해 필요한 몇 가

지 일들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1. 북핵 문제 해법: 한·미·중 공조의 선순환 구도 찾아야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한·미·중 

3국간의 대북정책 공조체제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관련국들 간의 대북정책은 항상 미스매칭(錯配, mismatching) 국면

을 초래하면서 북한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보다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

었다. 환언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역내 관련국들의 이해차이가 발생하면

서 ‘채찍’과 ‘당근’이 엇갈려(동시적이 아닌) 사용되다보니 유화와 강경의 

효과는 모두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미·중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국이 각각 우선시하는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전략적 이익들이 상호 만족될 수 있는 선순환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기본 전제로 

대(對)한반도 정책을 전개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의 안보 압력을 완화시키는 측면

이 있으며 또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전

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둘째, 대북 협상의 조건을 보다 낮은 단계

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중국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북 설득력도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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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제시하고 정책적 능동성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

로 북한 설득에 임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해줘야 한다. 셋째, 한국의 ‘중

견자’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현재 명실공히 ‘중견국’으로 부상해 있지

만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는 자신의 신분에 부합되는 자

신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국제체제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중 양 대국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갈등적 협력’ 상태에 놓여 있는 미·중 양국도 ‘제3자 변수’의 중요성을 

갈수록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중 vs 한·미”라는 

틀을 깨고, 한국이 미·중 쌍방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대국들에 각인시켜줘야 한다.

2. 대북경협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

앞에서 논의되다시피 2009년부터 급물살을 탄 북중경협은 2012년에 

즈음하여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가시적 경제성과가 시

급했지만 중국은 민영기업 위주의 대북 투자와 시장운영 기제 도입에 집

중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일한 협력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수세

적 위치에 놓여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경제 분야에서도 다자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관련국 모두에 이롭다. 

남북경협이 추진될 경우 북한 시장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

하나,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북경협

에서 한·중 간 경쟁의 난맥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력 상대가 

늘어나면 북한이 한·중 양자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챙기려는 의도가 분

명해질 것이다. 결국 북한 내부 상황은 다소 개선될 수 있더라도,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요구하는바, 북한을 국제규범으로 편입시키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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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대북경협은 단지 국면 전환을 위한 협력

보다 북한의 변화를 목적에 둔 협력이라는 점에서 목적지향성을 띤다. 

이러할 경우 경협의 주도권 문제가 자못 중요해진다. 따라서 한·중 양

국은 대북경협에서 전략적 협조관계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북경협의 목표, 원칙, 방법, 절차, 내용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나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한 한국 사회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볼 때 사회적 변화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이

었으며, 전방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점진적이었다는 것은 장기간 폐

쇄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단일한 이념적 교육을 받은 중국 사회가 오늘

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줄곧 사회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리, 즉 계획과 시장, 평등

과 성장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이다. 특히 화상(華商)을 선두로 한 해외 기업의 진입, 유학생 파견, 서

구 사상의 유입 등 외부와의 전방위적 교류가 없었더라면 중국 사회는 

자체적 진화만으로는 오늘에까지 이르기 힘들었을 것이다. 환언하면 교

류가 없으면 변화도 힘들다는 의미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60년간의 

개인숭배와 독재이념을 교육 받아온 북한 주민들로서는 왜곡된 신념과 

한계적 합리성 외에 그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한국

으로서는 조만간 개시될 정부·민간적 차원의 대북 경협, 인도적 지원, 문

화·인문적 교류 역시 험난한 시련과 수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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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교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

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능력과 우호적 국내외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국경지역에서 있었던 수많은 갈등 사안들을 극복하면서도 중

국 대륙-대만 경협, 북중경협을 오늘까지 이끌어온 중국의 넓은 안목과 

깊은 심성을 한국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

■ 접수: 2013년 11월 20일 / 심사 : 2013년 12월 2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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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nd Vision of Economic Coop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Focusing on Enhancement of the Korean-Chinese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Piao, Dong-Xun (Yanbian University)

Abstract

After the visit of Prime Minister Wen Jiabao in North Korea in 2009,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has been developing. However, at presen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likely to reduce the strategic space of 

China and consequently this has an effect on North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economic cooperation system of 

“government-lead” and “enterprise-oriented” puts emphasis on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rade and investment excessively rely on  natural resources. 

In particular, with the lack of awareness of North Korea’s market, it impedes 

a driving force of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In terms of 

enhancement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Korea and China are 

necessary to forge a cyclical cooperative relationship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ir own.

Key words: North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South Korean-Chines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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