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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일 후 북한의 경제재건 인프라 건설 사회보장 실현 등에는 상당한, ,  
규모의 공공재원이 투입된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장 자주 언급. 
되는 대표적인 재원조달방안이 통일세이다 통일세에 관한 논의의 배경. 
에는 남북한 체제 단일화 및 북한토지의 사유화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토지를 국유화하여 토지지대를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면. , 
통일세와 같이 국민 저항이 크고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는 재원을 줄이

거나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 토지지대를 공공재정의 주된 . 
수입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남한과 다른 조세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체제의 관점에서 넓게 해석하자면 통일 . , 
후 북한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것은 통일 후 국가 체제를 지향한다는 1 2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 문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소유권 귀속의 법리적 측면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북. 
한 토지 문제를 통일 후 국가 공공재원조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상 ,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이들의 비교우위를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통일 이후 라. ‘ ’
고 하는 미래의 불특정 기간을 다루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이 아니라 

수리모형을 통한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모의실험을 위해 공공재원조달방식과 토지제도를 기준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시나리오 은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고 북한 공공 : 1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통일세를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 
오 는 북한 토지를 국유화하고 통일세를 대체하여 토지지대를 공공 인프2
라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은 시나리오 를 확장한 . 3 2



것으로 지대수입을 공공 인프라 재원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다른 조세를 

감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는 시나리오 에 . 4 3
통일세를 도입한 것으로 북한 공공인프라 재원으로 북한의 토지지대와 

남한의 통일세를 절충적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상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일반균형조건을 만족하는 비선형 연립방

정식으로 모형화하고 모형의 해를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일세를 활용하여 북한 공공재원을 . 
조달하는 방식은 세율이 약 정도일 때 총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19% 
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총후생을 가장 . , 
극대화하는 것은 시나리오 으로 이는 남한 지원 없이도 북한의 재원조달3
체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나리오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후. 
생 변화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데 이는 통일 후 북한의 토지문제 그리고 , 
통일국가 체제를 정하는데 있어서 남북간 합의 및 절충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의 규모. 
가 큰 상황일수록 시나리오 선택에 따른 후생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통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일. 
수록 또는 통일 후 남북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를 높게 잡을수록 

북한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부각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통일 북한 공공재원조달 토지제도 통일세 연산일반균형: , , , , , 
학  번 : 2010-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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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 론

제 절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를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직 통일이 막연한 미래에 불과한 지금 통일의 가능. 
성이나 방법 당위성 등을 논하는 것이 더 중요해보일 수 있으나 향후 , 
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경제성장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안정과 존엄의 보장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국가체제를 상고하는 것은 다른 
논의들이 목적을 잃고 표류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일반에서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될지 저울질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갖지만 이는 가정과 방법이 달라 좁혀지지 않는 숫자

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칠 뿐인 경우를 자주 목도하게 된다 이런 상황일. 
수록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토대가 될 통일국가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더 잘 이해하고 보다 나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의 

기반을 쌓는 일에 학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 체제 운영 방식에 대한 인 논의는 이제껏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는데 대별하자면 크게 두 가지 견해이다 한 쪽은 . 
체제를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체제를 주장한다 전자는 통일한국의 . 
미래가 궁극적으로 국가 체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주장으로 남한의 체1 1
제와 운영방식을 북한지역에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 주된 논조이다 이. ・

러한 견해는 대개 북한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흡수통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 
는 동서독 통일은 단일체제 통일을 실현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단일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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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론과 달리 통일을 과거로의 회귀나 한쪽으로의 편입이 아닌 새로운 , 
국가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제 의 대안을 제시하는 주3
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연방제 통일론이다 전 세계적으. . 
로 연방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미국 러시아 스위스 등 약 여 개 국, , 20
에 이른다 통일 한국이 연방제 형태로 운영된다면 남한의 헌법과 법률. , , 
제도를 북한에 이식하는 대신 연방헌법에 따라 남한과 북한은 각자 고도

의 자치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통일한국 운영체제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상당 부분 각론 상의 세부 

논의와 맞물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년간 상이한 길을 걸어온 70
남북한 각 체제의 부문별 역사적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그렇다 그 중에 . 
특히 토지제도가 그러하며 이는 통일 논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토지제도가 당대의 사회적 체계와 시대정신을 . 
반영한다고 보면 사실 통일 후 북한 토지제도 논의는 통일국가의 전체, 
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도 같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 
처리할지는 한반도 국토 계획과 지역 개발 경제 성장 부의 분배 등 중, , 
요한 통일 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초점은 국유화되어 있

는 토지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 
관점에서 다루는 논의가 많다 다수의 연구들은 북한의 토지를 .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특히 이를 점진적 으로 달성하는 방‘ ’
안에 대해서 논의한다.1) 토지사유화를 주장하는 연구 계통과 달리 통일  , 
이후 북한의 토지를 영구적 으로 이 소유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 ’ . 
이러한 주장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전부터 토지사유화에 따른 각종 사회 경제적 병리현상들을 지적하며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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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지식 처방을 제시해오던 것인데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에까지 논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상의 두 견해가 북한 토지문제에 대한 주된 두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토지소유권을 사유화할 것인지 국유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이용 방식에까지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북한 토지제도에 대한 두 가지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통일 후 북한 토지에 대한 이 두 견해는 현실적으, 
로 수용하기에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양측 다 논쟁의 소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수용 불가능할 . 
만큼의 중대한 결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양안 모두 . 
통일 후 북한 토지이용방식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법리적 차원을 떠나서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는 북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도시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

명한 데 관련 연구들은 법적 당위성이나 실무적 가능성을 논증하는 차원

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는 북한. 
의 경제 재건을 위한 재원 조달체계 및 조세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

나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 
제들과 연관하여 북한 토지제도가 갖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이해한다는 

것은 향후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잘 그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적인 설명과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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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이 어디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공공재원조달체계들을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토지소유권 귀속 논의는 토지이용특성에 따라 시간. , 
의 경과에 따라 결론이 교차하거나 복잡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 
한의 토지를 궁극적으로 사유화할 것이냐 국유화할 것이냐 이 두 가지 , 
단순하고 본질적인 차이만 주된 관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통일과 관련한 재원조달방안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통상 북한의 토

지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을 . 
어떻게 처리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다양한 재원조달수단이 모색되어야 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확실히 북한 토지를 . 
국유화하여 지대수입을 공공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세 등과 

같이 전형적으로 거론되는 재원조달수단을 대안에서 완전히 배제할 가능

성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이 지대수입을 갖는 체계가 구축되면 장. 
기적으로 북한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세와 같이 별도의 공공재원을 

마련해야할 정책적 압박은 감소한다.
통상 어떤 도시 또는 지역에서 인구 규모가 적정하고 혼잡 요인이 없

거나 교정되어 있다면 차익지대2)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지방공공재의 최

대 지출규모와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토지지대를 공공재원으로 . 
활용하는 방안은 소득세와 같이 시장왜곡적인 방식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평가된다 다른 한편 북한 토지를 사. 유화하면 각 지주는 지대수입을 갖게 

되고 이로부터 얻게 되는 더 많은 소비는 개인과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

킨다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이 두 대안은 각기 장단점을 .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세로 일컫는 증세를 통한 비용조달 방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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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된 토지로부터 얻는 지대 를 활용한 비용조달 방안을 두 (land rent)
축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공공재원조달체계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전술

한 바처럼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한편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사유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토지를 개‘ ’

인에게 유 무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남한의 체제를 북한에 동·
일 적용하여 국가 체제를 지향한다는 보다 거시적인 맥락을 갖는다1 1 . 
마찬가지로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국유화 한다는 것도 단지 통일 후 ‘ ’
국유지 비중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부터 발생하, 
는 수익을 공공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아 남한과 다른 공공운영방식

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보면 통일 후 북한 토지. 
를 국유화하는 것은 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1 2 . 
통일 후 북한 토지제도와 공공재원조달 논의들은 불가피하게 국가 체제

에 대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북한 토지제도에 따른 공공재원조달체계를 평가하면

서 통일한국에 적합한 국가체제를 시사 하고자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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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시간적으로 통일이후 라고 하는 미래의 불특정 기간을 다루기‘ ’  
때문에 관련 문헌 및 이론의 탐색 그리고 모의실험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다 특히 모의실험을 위해 연간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를 . 
찾고 이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공간수리모형으로 도시 현상을 연구하는 부류들에서는 대개 개 도시1
의 내부적 현상에 집중한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 및 공‘ ’ . 
공재원조달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남북한 양 지역의 사회 후생을 분석하

기 위해 남한과 북한을 각각 개 지역으로 모형화하였다 이에 따라 국2 . 
토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공간구

조의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연산일반균형을 이용. 
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들에서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해소에 

관심을 두고 이를 동태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는 토지제도

와 공공재원조달체계의 차이가 가져올 장기적인 사회상에 주목하기 위해 

정태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을 통한 모의실험을 다루기 전에 통일 후 토지제도에 관하여 현

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모형의 상황에 전제가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또한 . 
관련 이론들을 탐색하여 모형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모의결과를 어, 
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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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이후 부분은 총 개 장으로 이루어진다 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개념4 . 2
을 정의한 후 이슈가 되는 통일후 북한 토지제도 문제와 통일재원조달 , 
문제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결과들이 주장하는 바와 배경이 되는 이론들

을 검토하였다 장에서는 장의 쟁점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남. 3 2
북한 두 지역에 관한 모형의 수식을 설계하고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장. 4
에서는 장에서 설계한 모형에 적절한 모수를 대입하여 실험한 결과를 3
각 세부 논제별로 제시하고 해석하였다 장에서는 이상의 주요 연구 결. 5
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을 기술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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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제 절1 용어 정의

1. 통일의 개념

통일은 일상적으로 엄격하게 정의해야 할 용어는 아니지만 사용자에 

따라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꽤 다르다 보니 학문적인 논, 
의를 진행하려다 보면 부득이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는 한 마. 
디로 평화통일 이다 여기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 합의하여 평‘ ’ . 
화적으로 통일하자는 바람이 담겨 있다 종래 가장 자주 회자되던 통일. 
방식은 흡수통일 이고 평화통일은 이 흡수통일과 반대되는 용어처럼 사‘ ’
용되곤 하지만 흡수통일이라고 해서 비평화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의 대표적인 사례 국가인 독일은 흡수통일을 이루었으나 물. 
리적인 폭력이 강제되는 방식으로 이를 달성한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평화통일은 본질적으로 흡수통일과 .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을 이야기하다보

면 서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인식의 차이 때문에 혼선이 생기

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과 학계에서 다 같이 통일 을 이야기하지만 의미. ‘ ’
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통일에 대해 나름의 개념 정리

를 하고자 한다 학문적으로 새롭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기준을 . ,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후 내용에 불필요한 용어 혼란을 

피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단일화된 자유민주적 국민주권이 한반도 전역“

에 미치게 되는 것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적화통일을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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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함은 당연하다 적화통일은 자유민주적인 주권이 실현될 수 없는 . 
상황이 전개되는 통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간이 언급되는 국가연합. ‘ ’ 
형태의 통일방식도 본 연구에서는 통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 
반적으로 국가연합이란 단일화되지 않은 두 주권이 남북한 양 지역에 각

각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통상 통일을 개념적으로 이. 
해할 때 사회적 민족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 등이 모두 중요하지만 본 , , , 
연구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관심 주제에 맞추어 주권 통합 과 그것의 공‘ ’ ‘
간적 범위 에 한정하여 통일을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연방국가로의 ’ . 
통일은 본 연구에서 통일방식의 하나로 간주된다 국제적으로도 단일국. 
가로 인정되는 연방제 국가를 통일형태의 하나로 간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본 연구에서 묘사하는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란 한반도 전역에 통치 , 

권력을 행사하는 최상위 단일정부가 국민주권에 근거하여 존재하면서 대

외적으로 하나의 외교권을 행사하고 이를 보장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최상위 단일정부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의. 
사를 대표할 유일한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각 지역에 .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 정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상위에 단

일한 대표 정부가 존재하여 하나의 주권국가를 대표한다면 그것을 통일

된 상태라고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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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과 사건의 구분

통일을 위와 같이 국민주권적 통합의 관점에서 정의할 때 통일이라는,  
사건을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하나는 흡수 하는 것이고 . ‘ ’ 하나는 

연합 하는 것이다 전자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흡수통 
일이라는 용어에 대해 최근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적지 않으나 

근대 이후 대부분의 통일은 흡수통일이라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통일이다. 후자는  국민주권에 의해 권력을 부여받은 상위의 

연합정부가 세워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 연합식 통일은 자유민주적 국민. 
주권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느슨한 연방제‘ ’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연합통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재와  . 
같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극적 변화를 겪거나 그에 준하는 전환점이 발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가지 통일 유형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

해한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별도로 구분

하여 인식할 수 있다 예컨대 평화통일 무력통일 등은 통일을 달성하는 . , 
일종의 과정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적으로 접근해서 결과적으로 . 
흡수통일이 될 수도 있고 연합통일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무력을 . 
사용하더라도 흡수통일이 될 수도 예기치 못하게 연합식으로 통일이 마, 
무리 될 수도 있다 무력통일이 곧 흡수통일이고 평화통일이 곧 연합통.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연결고리가 가장 개연성 있기는 하지만 반

드시 그렇지는 않으므로 과정과 결과 방법과 사건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 
것이 좀 더 적절하다.

독일의 경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흡수통일을 이루었다 베를린 .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의 총선거 를 통해 서독에의 흡수(´89. 11.) (´90. 3.)
를 공약한 독일동맹 이 승리하면서 흡수통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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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무력이 동원되지 않고 선거에 의해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었으

니 평화적인 방법으로 동서독이 흡수통일을 이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 . 
우 현실적인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북한의 내부적인 자체 붕괴에 의해 , 
흡수통일이 이뤄지거나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연합통일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통일을 시도하는 어떤 방법이 가능. 
성 높은 특정 결과만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취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과 그것의 결과를 

구분한다.

3. 사건과 사후의 구분

통일의 방법과 사건이 긴밀하지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의 사건과 사후도 밀접하지만 구별된다 앞서 통일의 사건을 흡수와 . 
연합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사건 이후 통일국가의 운영방식에 대, 
하여는 유연하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통일 사건과 별도로 사후 . 
국가 운영체제에 관하여는 단일체제나 연방제 혹은 중국 홍콩식 일국양-
제 등 다양한 선택 대안이 있다. 물론 현실성을 따지자면 흡수통일은 단

일체제, 연합통일은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독일과 베트남은  . 
흡수통일 후 단일체제 운영방식을 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흡수. 
통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단일체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홍콩은 중국에.  
흡수되었지만 중국식 체제가 이식되지 않고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합식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후 국민들의.  
의사와 바람에 따라 선거 등의 방식으로 단일체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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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이 경우 사건은 연합통일이 발생한 것이고 사후 국가운영체. 
제는 단일체제가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통

일 이후 국가운영체제이다 불가피하게 앞의 두 개념 방법과 사건에 대. , 
해 설명하였으나 이것과는 별도로 사후 국가운영체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 
러나던 상관없이 그 이후 반드시 범국민적으로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이슈로 통일국가 운영체제 문제가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 . 통일을 향

한 국민적 염원과 그것을 이루려는 각 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

고 통일의 과정과 결과를 우리의 의지대로 조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를 지우기 힘들다 이에 비하면 통일 이후 우리가 . 
세워야 할 국가운영체제는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는 보다 분명한 선택의 

문제이며 또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토지제도 역시 통일 과정과 결과의 . 
전체적인 맥락에 맞물려 그 이 다뤄지겠으나 별도의 구분된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정 방법, 결과 사건, 사후 운영체제

 무력

 평화 합의, 

 북의 자멸

 흡수

 연합

 단일체제

 연합식 연방제, 

표 1 통일 개념의 조작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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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

1. 북한의 현행 토지제도

1) 토지의 소유

해방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생산수단에 대하여 사

회주의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토지는 가장 대표적인 생산수단으로 당연. 
히 개혁의 대상이었고 년 토지개혁 을 시작으로 하여 기존의 토지1946 ‘ ’
소유권을 무상 몰수하여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옮겨놓았다 개혁 초기. 
에는 지주 계급이 소유하던 토지 중 정보 이상의 토지만을 무상으로 몰5
수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농업협동화 시기 등을 거치면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폐지되었다.4)

현재 북한의 헌법상에서는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

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모든 토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

가 또는 인민 공동의 소유로 개인이 그것을 매매하거나 개인 소유로 만

들 수 없다.5) 또한 협동적 소유라 하더라도 대부분 중앙 권력의 계획 하 
에 배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볼 수 

있다.6)

근간의 변화라고 한다면 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독일90 , 
의 통일 소련의 해체 등 이른바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북한도 우리, ‘
식 사회주의 를 내걸고 제한적인 대외개방정책을 모색하였다는 것인데’ , 
이로 인해 중국을 모방한 토지임대제도가 도입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 



14

년 외국인투자법 을 제정한 북한은 법적 권리로서 토지이용권의 1992  

근거를 마련하고 년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기업이나 북한 1993
이외의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제한적이나마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하였

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토지이용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 
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 고. ‘
난의 행군 이라 일컫는 장기간의 경제대란을 겪으면서 북한의 엄격한 사’
회주의적 소유제도는 음과 양으로 이뤄지는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에 

의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 , 
매대 를 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 3 .7) 그러 
나 토지에 관한 한 여전히 인식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

지 북한 주민에게 토지이용 이란 경작의무나 점유효력 정도로 인식될 “ ”
뿐 권리 로서 토지를 이용한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다, ( ) .8)

요컨대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회주의적인 토지소유 원칙

을 상당히 확고하게 지켜오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에 시

장경제의 작동 방식을 조금씩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넓은 관. 
점에서 보면 북한은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이전의 국가소유 무상이용 원

칙에서 국가소유 유상이용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9)

2) 토지의 이용10)

북한 토지법 상에서는 토지를 농업토지 산림토지 주민지구토지‘ ’, ‘ ’, ‘ ’, 
산업토지 특수토지 수역토지 등 가지로 구분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 ’, ‘ ’, ‘ ’ 6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 조 이러한 구분은 남한의 용도지역제와 같이 행(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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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에 따른 행정적 분

류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 발표 자료 년 에 따르면 북한 전 국토에. (1984 ) , 
서 산림토지가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용토지가 수역토지75% 16%, 
가 나머지가 각각 정도씩 차지한다6% 1% . 

구분 농업토지 산림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토지 특수토지 수역토지

비율 16.36 74.47 1.02 1.39 1.05 5.71

표 2 북한 전국토 대비 토지용도별 면적 비율 (%)

도시 지역에서는 지방정권기관이 도시 마을 총계획 을 작성하는데 계획, ,    
내용으로 도시계획영역 건설영역 보호영역의 규모와 경계 를 포함하도“ , , ”
록 도시계획법에 정하고 있다 또한 세부 지역들 혁명전 사적지 살림집. ( · , 
지역 공공건물지역 산업지역 비행장지역 창고지역 특수지역 등 을 수, , , , , )
평적으로 구분 나열하고 있으나 남한의 용도지역처럼 체계화되어 있지는 ·
않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법률 이 아니라 집권당의 정책 이 주된 통치 . ‘ ’ ‘ ’
수단으로 작동하는 사회이고 따라서 당의 정책이 최상위 규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토지 관련 법제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

다 즉 북한이라는 사회는 토지에 관한 입법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 , 
형국으로 토지이용 관련 법률들은 스스로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집권당

의 정책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 
유로 북한의 법률들은 남한에 비해 그 내용이 단순하고 개괄적이고 선언

적이어서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계획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이루어질 여

지가 많다.
토지이용 계획의 입안 결정은 당연히 공공이 전담하며 주민참여 라는 · ‘ ’

개념은 없다 모든 토지가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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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관리할지 대략적인 책무만 그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 
이용방식은 토지국유화라는 체제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2.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에 관한 두 견해

1) 사유화 남북한 체제 단일화( )
통일 후 북한의 토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이슈는 몰수토지 처리문‘ ’ 

제와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리적 연구들이 이미 충분

하다시피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 주. 
된 결론을 말하자면 북한의 몰수된 토지 문제에 관하여 증거주의에 입, 
각하여 보상하자는 견해에 대부분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11)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북한 토지의 사유화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점진적 사유화를 의미한다. 현재 국유화되어 있는 북한 토지를 급격하게  
사유화하는 것은 대다수 연구들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사유화하자는 주장

은 대부분 점진적 사유화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사‘ ’ 
용한다 이러한 사유화 주장의 배경에는 물론 . 남한의 토지 제도와 경제체

제를 통일 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사유화하자는 주장은 그것을 , 

반대하는 누군가를 애써 납득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북한 토지의 사유화는 대부분 자연. 
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는 토지 사유화가 법적으. 
로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통일 후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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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왜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를 채택해야 하는지 구구절절한 설 
명이 없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영구적으로 북한에 토지 공공 임대제도. 
를 도입하자는 최근 그리고 일부 주장들과 달리 대다수의 연구들은 북한 

토지의 사유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통일 후 북한 토지 사유. 
화는 학계에서나 일반 상식선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제도가 개인의 자유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은 물론이

다 다만 토지와 같이 개인의 노력으로 생산되지 않은 자연 자원까지 사. 
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존재하나 우

리나라에서는 토지도 사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일 후 북한의 

토지가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근원적인 논의

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이 가지는 몇 가지 장점이 있

다 가장 강력한 논리 중 하나는 매각을 통하여 북한 재건에 필요한 대. 
규모 자금을 초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사유화를 반대하는 . 
입장에서는 더욱 반대할 논리이겠으나 투기적 수요까지 최대한 끌어들여 

수요를 극대화한 후 토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당장 목돈

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경제 재건이 목표인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지를 찾기 어려운 대안이다 통일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부 . 
정적인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 
유로 토지 매각은 많은 체제전환국들에서 널리 채택한 방식이다 매각은 .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토지에서 미래, 
에 발생할 지대수익을 기준으로 비교우위를 갖는 매입자 최고효율이용(
자 에게 토지가 배분도록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 자원 배분은 ) . 
반드시 토지 사유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사유

화의 고유한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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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화의 또 다른 장점으로 주택지 또는 농경지와 관련하여 현 ,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무상으로 

또는 유상으로 사유화시키면 북한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가상승에 의( ) 
한 자산이 형성되어 남한 주민과의 소득 격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북한의 현 점유자들을 대상으로 이. 
뤄진 토지사유화가 남한 투기자본에 속히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

제도 등을 활용하여야 함은 분명한 전제조건이다 최막중 김현수 김예성.( · · ·
박은숙 또한 주택 및 부속토지의 현 점유자 사유화는 통일 후 불; 2015) 
안정해질 수 있는 인구 이동 문제에 있어서도 주거 안정화에 따른 대규

모 인구이동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기제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주택지를 북한 주민에게 무상 분배하자는 식의 주장은 상당히 정치적인 

견해이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겠으나 . 현재의 북한주민에게는 남한

의 민사상 토지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 후 북한 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문제는 사법적인 권리 승계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12)

이밖에 토지사유화는 국유화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운

영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별도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이 있다. 특정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규모로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용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으나 전 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 
완전히 다른 토지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은 사례도 없거니와 그러한 토지

제도 운용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아직 확실

히 이야기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통일 후 북한 토지를 사. 
유화하는 것은 큰 비용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것이다 통일 후 체제 통합을 위한 행정적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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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례에서 보듯이 생각보다 커서 자칫 실제적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

2) 국유화 남북한 체제 이원화( )
앞서 통일 후 북한의 토지사유화를 이야기할 때에 점진적 사유화를 ‘ ’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국유화는 영구적 국유화를 의미한다, ‘ ’ . 북한 토지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편에서도 사유화하기 이전까지 꽤 장기적인 국유화와 

그간의 운영방안들을 논하곤 한다 그러나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국유. 
화해야 한다고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쪽에서는 장기적인 국유화가 아니라 

아예 영구적인 국유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헨리조지의 경제관에.  
입각해 있는 국내 학자들에게서 비롯된 주장이다 토지의 사유화를 주장. 
하는 대세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이긴 하지만 그 논거와 입장이 분명하고 

지속적이며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적용 사례도 여럿 있다는 점에서 통일 

후 토지제도로서 검토할 가치는 충분하다.
토지 문제에 대한 소위 조지스트들의 견해는 명료하다 기여한 사람. 

에게 기여한 만큼 보상하는 체제가 옳으므로 사회경제적 변화나 정부 정

책에 기인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여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몰아주는 

체제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지스트들은 이미 사유화되. 
어 있는 곳에서는 지대조세제도를 국유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공공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 
말하면 토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떠받치, 
는 사유재산원칙 에 비추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조지스트들의 ‘ ’
확고한 입장이므로 사유화된 토지에 토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국유

화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하는 방식에 비하면 일종의 차선책과도 같다. 
따라서 남한과 같이 이미 토지 사유화가 완전히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부

득불 토지세 도입을 주장한다 하더라고 북한과 같이 이미 국유화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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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해서는 구태여 사유화한 후 토지세를 부과하자고 할 것도 없이 

곧바로 최선책인 공공임대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한의 토지는 국유화되어 있으나 이것은 조지스트들이 , 

말하는 국유화와 다른 것이다 양자의 차이점을 보려면 소유권의 구성 .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귀속주체를 살펴보면 된다 북한이 . 
취하는 사회주의식 토지 국유화는 사용 처분 수익권을 모두 공공이 가지· ·
면서 계획경제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토지에 임대가치가 부여되지 않고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장 . 
시스템을 긍정하는 조지스트들에게 있어서도 옳지 않은 체제이다 조지. 
스트 패러다임에 따라 수익권을 공공이 갖고 사용권을 개인에 맡기면 시

장의 작동 원리에 따라 최선 용도로 토지가 이용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

으로 이뤄지며 이때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 수익은 공공에 귀속된다 . 
북한식 토지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국유화로 토지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

으로 다루는 방식이고 조지스트들이 말하는 토지 국유화는 시장친화적 

국유화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분 토지 사유제
토지가치 공유제

토지 공유제
토지가치세 토지공공임대제

소
유
권

사용권 개인 개인 개인 공공

처분권 개인 개인 공공 개인or 공공

수익권 개인 공공 공공 공공

자원 배분 시장 계획

표 3 소유권 구성요소의 귀속에 따른 토지제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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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과 같이 시장주의적 토지국유화가 사회주의적 토지국유화에 

비해 우월한 체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작 비교하고 싶은 것은 북한 토

지를 통일 이후에 사유화하느냐 국유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통일 후 .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에는 토지 사유제의 일반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리와 통일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 사유화를 반대하

는 논리가 모두 들어 있다 여기서 통일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는 . 
토지 사유화의 문제점만 몇 가지 소개한다.13)

먼저 북한 토지를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 지가가 극단적으로 하락하고 

국내 가용자금을 대거 흡수하여 금융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 판매 . 
과정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자금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분배될 것

이며 토지를 판매한 공공은 일시에 목돈을 얻을 수 있겠지만 향후 북한 , 
공공 인프라의 대대적 개편이 요구될 때 토지 확보에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공공임대제도를 도입한다고 . 
하더라도 추후 사유화의 시기를 노린 토지투기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주택 및 부속 토지를 북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배분하는 경우도 

고려해보면 초기 북한 주민들이 자금난 등으로 남한 자본에 토지를 저, 
렴하게 매각할 시 토지 매각 대금을 탕진한 난민 발생으로 무상배분 행

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 전매제한 등의 여러 가지 장치로 자본, 
이득이 축적되도록 하더라도 향후 미실현 개발이익이 거품화되어 높은 

가격에 남한 자본에 매각될 경우 북한 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

이 될 수 있으므로 사유화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14)

이에 반해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

로 전환할 경우 얻는 유익은 무엇보다도 토지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높

은 로 인한 진입장벽이 없어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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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활동에 참가한 노동자와 자본가는 각자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지분

임금과 이자 을 취득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던 토지가 최선으로 ( )
사용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자원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증대를 도

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통일 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의 신속한 경. 
제 재건은 통일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슈중 하나인데 토지공공임

대제도는 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토지공공임대제는 시장원. 
리에 기초하여 토지에 임대가치를 부여하므로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환경 파괴도 억제할 수 있다.

3. 소결

통일 이슈에서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 논의는 거의 대다수가 점진적인 

사유화를 자연스럽게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고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토, 
지의 국유화 및 공공임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물론 . 
공공임대제도는 점진적 사유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사유화 이전까지의 

토지운용제도로 제안하는 대안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토지를 사유화하는 , 
것에 찬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자와는 분명히 입장이 다르다 추세적. 
으로 본다면 근래에 올수록 공공임대제도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의 조금 더 자주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 
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

다 사실 토지사유화에 따른 폐해를 미리 맛본 남한의 경우 통일 후 북. 
한 지역만이라도 그러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정작 

토지 국유화 및 공공임대제도를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앞에서 .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면 북한 토지 사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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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

으로 작동할지는 또한 미지수이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적용 사례로부터 보고되는 토지국유화 및 공공임

대제의 가치는 토지사유화의 그것에 비해 대체로 높다 제도운영상의 문. 
제로 유명무실한 공공임대제로 전락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도 , 
결국 토지사유화시 나타나는 문제들에 불과하다 즉 공공임대제는 운영. 
을 잘못할 경우 토지사유화 때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

데 그것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취지에 맞게 , . 
잘 운영되어진다면 토지공공임대제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가 갖는 비효

율성과 자본주의적 토지제도가 갖는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등이 잘 설계된 토지공공임대제는 시장 기능, 

은 작동하게 하면서도 투기적인 보유 동기는 원천 차단하여 생산적 투자

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북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안. 
정적인 재정수입원을 영구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비효율적인 조

세로 발생하는 시장왜곡을 없애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아울. 
러 지방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자치

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통일 후 .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적게 받고 정직한 노동

소득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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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통일재원 조달 문제

통일에 관해 국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역시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15)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조달할지 어디에 쓸지 , , , 
이 가지가 논의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로 와 의 3 . 
문제에 걸쳐 있다 의 문제는 북한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조명하였고 . 

의 문제는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일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탐색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증세 국채 발행 복권 활용 기금 조성 해외자본 도. , , , , 
입 국유재산 매각 등이 대표적으로 예시되고 있는 방안들이다 그런데 , . 
통일 후 재원조달의 부담을 주로 남한이 짊어질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지는 몰라도 이런 논의에서 통상 북한의 입장은 제외되어 있다 북한 재. 
건에 필요한 비용 조달의 문제에서 북한은 일차적인 당사자이자 직접적

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고려하지 않은 논의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자체적인 재원조달체계를 올바르게 수립하는 일은 통. 
일 후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 전환과 신속한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통일재원 조달 문제에서 북한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다 특히 통일 후 북한의 운영체제로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상. 
황이라면 더욱 북한 지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재원조달수단이 여러 

경우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통일비용 및 통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독일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토지공공, 
임대제도를 통한 공공재원 조달 방안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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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년대초 독일의 통일을 목도하게 되면서부터 국내외 여러 기관과 연90
구자들에 의해 통일비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제. 
시하는 숫자들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서 일각에서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계산의 토대가 되는 이 상이하고 비용에 대

한 개념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 현상을 연구하는 .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만 조동호 가 지적하는 . (2011)
것처럼 북한경제의 흡수 능력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추계된 통일비용들은 

과대 추정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6)

 

연구자 출판연도 통일시점 통일비용

골드만삭스 은행 2000 2005-2015 조 억 조 억 달러1 700 ~3 5,500

바클레이스 2000
통일 후 

년간20
억 억 달러4,200 ~6,000

피치스 2003
통일후 

년간10~15
억 억 달러 년150 ~200 /

박석삼 2003
점진통일 억 원 년8,300 /

급진통일 조 원 년35 /

이영선 2003
점진통일 억 달러732

급진통일 억 억 달러1,827 ~5,614

삼성경제연구소 2005 2015 조 원546

신창민 2005 2020 억 달러8,210

표 4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통일비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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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통일비용은 이른바 목표치 접근방식 을 통해 추산되는데‘ ’ , 
이러한 계산방식 하에서는 목표를 높게 잡을수록 목표달성기간을 짧게 , 
잡을수록 더 큰 결과값들이 도출되기 마련이다 수치계산을 위해서 구체. 
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

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는 별개

의 문제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목표 자체가 없을 수도 있으. 
며 목표를 낮게 잡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무리. 
한 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출혈적인 후생감소를 강제하는 것이 옳

은지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국민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는 .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만 갖추어도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을 통일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동독 주민 인, ‘ 1
당 가 서독 주민의 그것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한 재정지출액 으로 GNP ’
정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통일 초기 동서독 양 지역 격차는 구. 
동독 지역의 인당 가 서독 지역의 수준에서 년 약 1 GDP 43% 2010 73% 
수준에 이르렀다.17) 총 통일비용은 년까지 약 조 유로 약 조  2010 2.1 ( 3,180
원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년 독일국내총생산액 인 ) , 2009 (GDP)

조 유로 약 조 원 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독일 국민 인당 비용으2.4 ( 3,640 ) , 1
로 약 만 유로 약 천 백만 원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3 ( 4 5 ) .18)

조세연구원 2008 2011 남한 의 통일 후 년GDP 12% ( 10 )

피터백 2010 년간 조 달러30 2~5

찰스울프 2010 억 조 달러620 ~1.7

김유찬 2010 2010 년간 조 조 원20 1,54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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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년까지 동서독의 이전지출 총액을 각 부문별로 나누1991 1998
어 살펴보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이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 (50.9%)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도 주된 이전지출의 동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9) 최근에는 작금에 이루어지는 동독으로의 재정지원을  
통일비용 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독일 내부 전문가들 사이의 논‘ ’
란도 있으나 이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독일재정헌법 상 부유한 서독의 주들에서 상대적으

로 빈곤한 동독 지역 주들을 지원해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

로 전망된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사업기반 인프라 12.3 9.9 8.6 10 13.1 13.1 13.1 12.8

경제 개발 2.5 4.8 7.6 7.5 8 6.9 6.3 6.6

사회 복지 45.4 54 54 53.8 49.4 50.3 50 49.3

예비비 28.1 22.4 20.1 19.5 23.8 24.3 24.9 25.6

미할당 11.7 9 9.6 9 5.7 5.4 5.57 5.8

표 5 동서독간 목적별 이전지출 총액  (1991-1998)

일련의 통일비용 연구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많든 적든 비용 이 ‘ ’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과대 추정에 따른 불필요한 우려의 확산 등의 부정적인 측

면이 없지 않다 또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 
한 것뿐만 아니라 편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하는데 통일로 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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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편익에 대한 연구 시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누구나 다 . 
아는 것처럼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은 총비용의 개념인데 총비용에

서 총편익을 제외한 나머지 순비용 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 ‘ ’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추정 못지않게 편익에 대한 추정도 계량화 작업.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나 정책기관의 일차적인 관심에

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계량적 통일편익에 대한 비교적 최근 연구. 
로 현대경제연구원 에서는 통일 후 북한의 인당 소득 천달러 달, (2010) 1 3
성을 목표로 설정할 시 비용은 억 달러 편익은 약 억 달러로 1,570 , 2,200
편익이 비용보다 약 억 달러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630 .20)

북한 인당 목표소득1
달러3,000
년(10 )

달러7,000
년(15 )

만달러1
년(18 )

통일비용(A) 1,570 4,710 7,065

통일편익(B)

부가가치 유발 836 2,509 2,764

국방비 절감 1,226 2,623 4,245

국가위험도 감소 135 230 341

소계 2,197 5,362 8,350

통일 순편익(B-A) 627 652 1,285

표 6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 결과 단위 억달러 ( : )

통일연구원의 조한범은 통일 비용은 단기 비용이지만 편익은 지속적"
으로 발생한다면서 통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지만 지속적인 국가발전 

동력을 통해 이를 상회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하며 "
남한 대비 북한의 인당 비율은 통일 시점인 년에 지금과 비슷1 GDP 2030
한 정도에서 출발하여 년 후에는 년 후에는 에 도달할 5% 10 24%, 20 39%
전망 이라고 분석했다" .21) 조 연구원은 통일 이후 년 간 경제 분야 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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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편익의 누계는 년 불변가격 기준 실질금액으로 조원을 상회2013 6,000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통일 이후 대규모 자금 재정 지출 및 민. (
간 투자 이 북한으로 이전됨에 따라 남한 지역의 경제 성장 추세는 다소 )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통일한국 전체의 경제 분야 통일 

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통일재원조달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통일 재원 조달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수단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장단점을 논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김창권. 
은 단기적으로는 증세 기타 예산절감 해외자금조달 등으로 충당(2005) , ,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사비 감축 군병력 전환 생산효과 등의 재원 조, , 
달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상진 외 는 장기적인 관점. (2007)
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을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언급하면서 그 밖에 

자유무역지구내 기업부담금 등의 활용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이. 
수석 은 통일세 등 세금분야에서의 재원 조성 남북협력기금과 연계(2010) , 
한 통일재원 조성 채권발행을 통한 방법 해외자본의 차입 개 공공기, , , 56
금 중 대북지원 관련기금의 활용 통일복권의 활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최준욱 은 기존 재원조달 연구들을 비판(2011)
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적당한 증세를 중심으로 약 정도를 ( 2~3% 
예시적으로 제안함 나머지는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다만 통일 직후 남북한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자 할수

록 필요한 증세의 폭도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 이후 얼마만큼의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통합의 속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성승제 는 통일비.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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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보다 통일투자 라는 용어가 타당함을 상술 하면서 투자 재원으’ ‘ ’ ( ) ‘ ’
로서 통일세 국채 통일기금 해외자본 국유재산매각 등 가지를 간략하, , , , 5
게 소개하였다 각각에 대해 증세는 저항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점 국채는 국가부채율를 고려하여 내국 수요자들에게 판매,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금은 규모가 작지만 투자를 위, 
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권개입을 원하는 해외 자, 
본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 국유재산 매각은 많은 , 
정치적 경제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

이상의 연구들이 비교적 최근에 국내 통일 재원 조달을 다룬 연구들

인데 보다시피 북한 지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다루지

는 않는다 물론 국유재산 매각 이라는 재원조달 방안을 논할 때 주로 . ‘ ’
국유화되어 있는 북한의 자연자원 등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

만 남북한 구분선을 분명하게 긋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서는 증세나 국채 발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금 조성을 제외한 대부분. 
의 재원조달방안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통일 이후 에 적용될 수 있는 ‘ ’
것들이므로 굳이 남북한을 통일 이전의 분단된 지역처럼 엄격하게 구분

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남북통일이 일원화된 . 
체제를 갖춘다는 가정 하에 그렇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남북한이 연. 
방통일과 같은 종류로 이원화된 체제를 갖추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 지역

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
기존의 통일재원조달에 관한 연구들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단일체제 통일을 가정하고 있거나 체제에 대한 고려 자체

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처럼 이원화된 통일 체제는 상당히 현실성 있는 논의이다 분단의 세월. 
이 길어질수록 단일체제 통일에 비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통일방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재원마련 연구에서 지금까지 남북 체제 이원화. 
에 따른 재원조달방식의 다양성을 탐구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연구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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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이원화된 두 체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재. 
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도 물론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꽤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독일의 통일비용조달을 위한 조세 정책

통독의 통일비용조달 사례를 살펴보면 다소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 
한 독일은 초기에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통일 즈음인 년과 년 독일의. 1990 1991
회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골자로 일련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헬무트 콜 수상도 년 선거를 앞두고 세. 1991
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년 월 일부터 걸1991 7 1
프전 참전 추가비용 및 동독지원을 위한 재정조달 명목으로 연대부가‘
금 를 도입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년도 폐지되었다가 년도’ · 1992 1995
에 다시 적용되었다.

이 연대부가금 또는 연대부가세 은 세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징수( )
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세목들 소득세 법인세 등 에 일정한 비율을 부가( , )
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명칭을 부가세 라 하지만 어찌되‘ ’
었든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므로 단순

히 통일세라 부를 수 있으며 직접세 세목에 부가되었기 때문에 직접세라

고 할 수 있다 연대부가세는 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키로 할 년 . 1 1991
당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를 가산하였으나 년부터는 가 적7.5% , 1998 5.5%
용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서독과 동독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나 자녀공제가 인정되면서 소득이 ‘ ’ ‘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22) 세수 분배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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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독일은 세수입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어 가져가는데 통일부, 
가세는 오직 연방정부에 귀속된다 이렇게만 보면 연방정부가 이 점에서 . 
큰 혜택을 누리는 거 같지만 연대부가금이 연방정부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년 기준 연대부가세는 억 유로가 징수되. 2007 124
었고 이는 연방정부 세수 억 유로의 에 불과한 것이다2,305 5.4% .23) 

이 밖에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세율이나 각종 사회

보험료를 조정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년 월부터 에서 로 인. 1993 1 14% 15%
상하였고 년 월부터 실업보험료를 에서 로 인상하는 대신 1991 4 2.5% 6.5%
연금보험료를 에서 로 인하한 뒤 년까지 단계적으18.7% 17.7% 1.0%p 1997
로 까지 인상하도록 조치하였다20.3% .24) 부가가치세 인상 후 자산으로부 
터 얻은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 이자소득에 대한 원, “
천징수세 가 도입되었고 이 역시 통일기금으로 유입되었다” , .

시기 내용

1991.4.

사회보험료 인상
실업보험료 에서 로 인상- 2.5% 6.5%
연금보험료는 에서 로 인하한 뒤 년까지 단계적으로 - 18.7% 17.7% 1997

로 인상20.3%

1991.7.
연대세 도입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1991.1.~1992.6. ( 7.5% )

이후 연대세 재도입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 1995.1. ( 7.5% )
부터 연대세 세율 로 인하 현재까지 적용-1998.1. 5.5% ( )

1993.1.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14% 15%)→

로 인상 그리고 년 이후 로 인상-1998.4. 16% , 2008 19%
1993.1.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제 세율 신설 적용( 30%) ·

1993.7
보험세 인상 (10% 12%)→

년 이후 로 추가 인상-1995 15%
1994.1 유류세 인상

표 7 독일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증세조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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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통일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통일논의의 대전제와도 같은 명제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비용이 얼마가 필요. 
하다고 말하려면 그 비용으로 무엇을 할지 그 무엇 에 대한 구체적인 , ‘ ’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목표나 목표에 

대한 목적의식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통일 이후라고 해서 목표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 
때문에 단지 지금이 통일 이전이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산술하기 어렵다

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보여준 통일의 역사적 .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비슷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일한 수순을 밟는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예상할 수는 있다 이 때 예상할 수 . 
있는 비용의 규모는 작지 않다는 게 관련 연구들이 보고하는 바이다.

통일비용 연구의 가장 큰 의의중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

인 방향으로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재원조달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야 . 
어떻게든 마련해볼 엄두를 내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눈앞에 두면 나라 전체의 운영과 재정의 수

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되짚어보면서 느슨한 부분을 조이고 효

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일종의 건설적인 압박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 
이 때 재고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포함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으로부터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못지않게 

북한의 토지제도 및 공공재원조달체계를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매우 중요

한 문제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북한의 자체적인 . 
재원조달체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논의의 한계를 갖는

다 물론 지금의 북한 경제력 수준으로는 초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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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는 통일 상황에서 무엇 하나 조금이라도 기대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폭적인 투자로 말미암아 몇몇 거점을 중심. 
으로 신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때 불균형 성장의 폐해를 줄일 수 있

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솟는 토지가치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토지 문제는 법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경제재건과 재원조달체계에 더 중요한 이슈이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나라로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함과 동시에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구동독지역을 . 
지원하기 위해 독일은 빚으로 마련하기도 하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하기

도 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다 초기에 국채로 해결하. 
려던 독일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세율 인상 및 

각종 재원조달방안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 연대부가금이라 일컫. 
는 통일세는 지금까지도 위헌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채 남아 있

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증. 
세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자주 논의되는 방안이며 분명 통일로 인하여 

확실한 명분을 얻어 세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 통일세에 대한 독일 주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단과 사회적인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기존 연

구들에서도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통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의 문제는 언제까지 무엇

을 통일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킬 수 있다 독일 . 
내에서도 이제는 통일비용이라 하지 말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여겨도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이것 역시 정치적으로 결정될 문제이지만 국가적 관점. 
에서 보자면 통일로 인해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 신념의 근거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국가 과 상



35

당히 맞닿아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통일의 목표를 설정하고 비용을 어

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날카롭고 현실적인 논의가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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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4 이론적 배경

1. 통일세 논의25)

1) 통일세 찬반론

우리나라에서 통일세 는 독일 통일 직후 년 한국개발연구원‘ ’ 1991 (KDI)
에 의해 처음 거론이 되었고 매기 정권마다 통일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여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통일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국가적 차원

에서 생각해보자는 담론 속에서 통일세 논의가 다루어졌다 그 동안 정. 
치적인 남북 관계의 민감한 분위기 변화에 따라 통일세 논의 자체가 적

절치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논의시기를 떠나서 대체로 통일세에 대

한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보다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통일세 도입을 찬성하는 주장의 몇 가지 

논거가 있다 그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국가 평균. OECD
에 비추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강력한 명분이 뒷받침되어 . 
있는 다소간의 증세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논조이다 참고로. , OECD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Revenue Statistics(2010) 2008
로 다른 개국 회원국 가운데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20.7% 33 OECD 26
평균치인 보다 약 정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OECD 25.8% 5.1% . 

한 통계적 자료가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증

세 조치에 대하여 국민들이 갖는 저항감을 효과적으로 잠재워 주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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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년 조세부담률 2013 OECD 

통일세 찬성론에서 주장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통일재원으로서 남북

협력기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년 당시 억 원 수준이던 정부출. 1991 250
연금이 년 천억 원 년 천 백억 원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2001 5 , 2008 6 5
으나 최근 년간 정부출연금은 매년 약 천억 원 정도 수준이다 기금의 5 1 . 
재원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적게는 약 내외에서 20% 
많게는 이상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부침이 50% , 
있는 편이다 지출사업도 단년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적립식으로 . 
운용되고 있어 통일 대비용 재원으로 역할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이라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상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OECD 

상태이고 현재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대비한 유일한 기금인 남북협력기금

이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세 도입의 찬성론자들은 

통일세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강

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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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국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요 비교대상국인 미국 과 일본(19.5%) (17.3%)
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독일에서도 통. 
일세는 위헌 논란이 적지 않았고 지금도 통일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세를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민간부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통일세 도입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언급되는 몇 가지 방안들이 

있다 예를 들면 통일세를 신설하는 것 대신에 남북협력기금의 한계점을 . , 
보완하고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에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계

정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매년 조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에 . 1
별도의 적립식계정을 만들어 통일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축적하고 국제 

원조와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통일비용을 우선적으로 

조달하자는 것이다 국제 협력을 통해 통일비용을 조달하자는 견해 이유. (
진 도 있다 이유진 은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들에게 통일국, 2015) . (2015)
토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적 이익이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여 국제 

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 복권수입금을 . 
통일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원기선 도 있다 우리나라 년 ( , 2005) . 2010
복권시장의 규모는 조 억 원 수익금은 조 억 원 수준이다 이2 5,255 , 1 285 (
데일리 이 외에도 통일재원조달의 다양한 방식들이 거론되지, 2011.3.6.). 
만 통일세를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언급된다기보다는 재원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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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세 과세방식

통일세 과세 방식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한다. 
하나는 기존 세목들에 일정 세율을 추가 부담시켜서 징수한 금액을 통일

세 수입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특별목적세 형식으로 세목을 

신설하여 자금을 거두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기존 세목에 . 
둘 경우 전자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직접세를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 
간접세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조세귀착의 문제 등 사회경제적으

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세와 법. , 
인세 등 직접세를 대상으로 증세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

험료 등도 모두 세율을 인상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일에서는 꽤 넓은 범. 
위에서 증세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일세의 과세 , 
방식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통일세 논의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이 논의는 우리나라 조세구조 및 세제개혁 등 . 
정치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더 심

도 싶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몇 가지 통일세 부과 방식을 개략적으로 알아

보면 먼저 독일과 같이 소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 세율을 인상하여 이, 
를 통일세로 확보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명확하여 징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조세저항이 강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조세수입액 중 약 비. 45% 
중을 차지하며 액수로는 년 기준 조 원 정도 수준이다 이것의 2013 91.7 . 
약 정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율을 인상하고 세율구조를 조정하면 10% 
매년 약 조 정도의 세수를 통일세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확실히 9~10 . 
징수 방식과 관련한 행정적 편의는 있으나 노동시장에 왜곡을 주거나 이

로 인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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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합계

2011 42.3 44.9 51.9 53.3 192.4

2012 45.8 45.9 55.7 55.6 203.0

2013 47.8 43.9 56.0 54.3 201.9

표 8 대한민국 세목별 조세수입액  (2011-2013)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견해도 있다 이런 견해는 우리나. 
라의 부가가치세율이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년 OECD . 2013
기준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 평균은 약 로 우리나라는 그에 OECD 19.1%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이다 매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징10% . 
수액은 약 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독일처럼 를 올리면 조50 , 1%p 5
원을 를 올리면 조원을 매년 거둘 수 있다, 2%p 10 .

국가 표준세율 단일세율/ 국가 표준세율 단일세율/

헝가리 27 ⦙ ⦙

아이슬란드 25.5 호주 10

덴마크 25 대한민국 10

노르웨이 25 스위스 8

스웨덴 25 캐나다 5

⦙ ⦙ 일본 5

표 9 국가 부가가치세 세율  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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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국세 조원164.5 조원177.7 조원192.4 조원203.0 조원201.9 조원187.9

부가가치세
조원47.0

(28.6%)

조원49.1

(27.6%)

조원51.9

(27.9%)

조원55.7

(27.4%)

조원56.6

(28.0%)

조원52.1

(27.7%)

표 10 년 부가가치세 209-2013

통일세의 과세 방법은 결국 직접세나 간접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

인데 만일 통일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논의는 통일한국의 전체적, 
인 조세제도의 틀 내에서 논의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 
한 논의는 통일 후 북한의 조세체계 설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

이다 현재 북한은 명목상 조세는 없지만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사. 
실상 조세를 정부에서 수취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한 형국이다 통일 후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가 조세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1 1
북한의 토지제도가 남한과 이원화된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세금 징수 방식을 남한과 북한이 

각각 어떻게 설계할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 
관련하여 북한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경우와 사유화하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는데 이 분야 연구로서는 , 
기초 단계에 속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통일 후 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의 이슈가 붉어질수록 이러한 학문적 논의들이 더욱 탄탄하게 밑바

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심화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져 있는 연구들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통일세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든 장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
로 보편화시키고 국민적인 합의를 신중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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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지대를 활용한 재원 조달

토지지대를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을 

시 토지세를 부과하는 방식 그리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을 시 토지임대

료를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 토지공공임대제 이 두 가지이다 보통 토지( ), . 
세 논의가 주류를 이루며 이 때 토지세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토지가치세나 지대세를 의미한다 토지세도 조. 
세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세 전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에 더하여 토지, 
세가 토지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중립성 여부 에 대한 논( )
의와 지방재정으로 토지세가 세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잇는지 세입충분성( )
에 대한 논의가 있다 북한의 토지를 사유화한다면 북한지역의 토지지대. 
를 활용하는 방안은 토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 
방식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 토지. 
에 토지세를 부과할지 말지 어떻게 부과할지 등은 일차적인 쟁점도 아, 
니고 비단 북한 지역에만 국한된 특수한 주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 
려 북한의 토지를 통일 후 재국유화할 시 장기적으로 국유화 상태를 유(
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방안으로서 토지공공임대제도가 주목을 받는다 토지를 공공이 . 
소유 임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수입은 일종의 공공재원인데 이는 토· , 
지세처럼 토지시장에 개입하여 징수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전가의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대를 공공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서 지방 재정 관점에서 세입충분성 논의 특히 헨리조지정리 그리고 토( ), 
지이용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중립성 논의는 토지공공임대제

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내용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북한 토지의 국유화시 토지지대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세입

충분성 및 헨리조지정리 그리고 중립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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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충분성에 대한 논의26)

지방재정의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 하에 이 재정을 충당하기에 

토지세 수입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판단하는 게 통상적인 토지세의 세입

충분성 논의이다 이 때 지방재정의 규모는 대개 지역사회의 크기 즉 지. , 
역 인구수에 비례한다 지역사회가 커질수록 재정규모도 커지고 공공부. 
문의 재화도 많이 생산되며 민간부문에서도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런데 . 
생산량이 늘면 주민들 각자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규모가 커지면 많이 생산된 그것을 나누어 . 
가져갈 인구수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당 재화 . 
소비량이다 지역사회 규모가 커진다고 인당 재화 소비량의 늘어날 것이. 
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각 개인이 소비하는 재화들 가운데 지방공공. 
재의 소비량은 공공재 특성상 지역사회 규모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당 사적 재화 소비량이 지역사회 규모와 관련된 중요1 ‘ ’ 
한 고려요소가 된다 만일 우리가 인당 사적 재화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인당 사적 재화 소비량 을 극대‘ ’
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규모가 바로 적정한 지역사회 규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인당 사적재 소비를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지. 
방 재정의 크기는 그 지역사회의 총토지지대와 일치한다는 것이 헨리조

지정리이다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지역사회규모 인구수 가 적정하고 경. , ‘ ( ) , 
제활동의 공간적 분포가 파레토 최적일 때 그 지역 토지의 차액지대를 , 

흡수하는 조세의 수입규모가 곧 그 지역사회의 적정한 공공재정규100% 
모 이다’ .

간단한 수식을 통해 이를 알아보자 어느 지역에 토지와 인구가 각각 . 
, 만큼 있다 지역내 총생산량 . 를 생산하기 위해 만큼의 토지와 

만큼의 인구가 투입된다고 하면 의 관계가 성립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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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총생산 는 사적재와 공공재로 구성될 것인데 사적재를 인당 사, 
적 재화 소비량 와 인구수 의 곱 공공재 총소비량을 , 라고 표기하

고 지역내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한다고 하면    의 관

계가 성립한다 이를 인당 사적재 소비량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

 


위의 인당 사적재 소비량 수식에서 지역사회 토지면적이 불변이라고 

하면 는 결국 의 함수가 된다. 를 으로 미분해서 인당 사적재 소

비량 를 극대화하는 을 찾아보자.







    

                            

균형상태에서 은 노동의 한계생산성 즉 임금 , 이므로 위 수식에

서 은 총임금지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총생산. ( 에서 총임금)
지불액( 을 뺀 나머지는 지대총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수식 함) . c
수의 일계도함수 변형식은 인당 사적재 소비량이 극대화되는 수준 지역(
사회의 적정 규모 에서 공공재 총소비량) ( 즉 지방공공재 지출 규모는 ) , 
지대 총액과 같음을 보여준다. 

만일 인구가 적정규모가 아닐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 연구에 의하? 
면 인구가 적정규모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지대총액이 공공재 공급을 위

한 지출총액보다 더 커지며 인구가 적정규모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27)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적정규모에 .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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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지대를 나타낸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적정규모라는 가정 하에 추.  , 
정된 지대 가 적정재정규모 보다 클 경우 이  때  지역경제는  적(R2) (B) , 
정규모가  아니며  과성장 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over-development) .  , 
추정된 지대 가 적정재정규모 보다 작을 경우 이 때 역시 지역경제(R3) (B) , 
는 적정규모가 아니며 저성장 일 가능성이 크다 즉(under-development) .  , 
지역경제가 과성장한 곳은 추정된 지대가 해당 지역의 재정규모보다크

고 지역경제가 저성장한 곳은 추정된 지대가 해당 지역의 재정규모보다 , 
작아 헨리 조지 을 통해 지역경제의 적정규모 여부를 판단할 수 , Theorem
있게 된다.28)

그림 3 지대와 지역경제규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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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균형환경에서의 헨리조지정리

이혁주 는 혼잡통행료만으로 공공교통서비스의 가변비용 부분을 (2014)
충당할 수 있지만 자족성 원리 가변비용 말고 고정비용 유지 설치 등( ), ( , )
은 충당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헨리조지이론에 따라 최적 인구규모에서 

차액지대는 순수공공재의 공급비용 고정비용 과 일치함을 일반균형 환경 ( )
하에서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9)

도시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주민지주모형에서 교통시설로 도로만 존재

하고 혼잡통행료가 부과되었을 때 주민배당 은 다음과 같이 구, (dividend)
성된다.   


  



   여기서  는 순수공공재의 공급

비용이다 주민 효용이 복합재 주거면적 여가시간으로 구성되는 확률분. , , 
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예산제약 하 효용극대화로부터 후생함수, ( 를 도)
출할 수 있다 이 때 정책변수 도시규모 고정비용 혼잡통행료 도로면. ( , , , 
적 에 대한 후생함수 변화율을 포락선 정리를 활용하여 도출하면 정책변)
수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식들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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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정비용 가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된 양수라면 식 의 Z (11)
두 번째 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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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지대

   

위 식을 영으로 하는 이 선택되었을 때 그 규모가 최적 인구규모이N , 
고 이 최적 인구규모에서 대중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 는 차Z
액지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단 헨리조지정리는 외부효과가 교정되어 . , 
있어야만 성립하며 부재지주 모형의 경우 이 차액지대는 개발이익에 해, 
당하므로 최적규모로 개발되면 차액지대는 전부 공공재 공급 비용과 일

치하고 개발이윤은 이 된다0 . 만일 고정비용이 인구규모에 대해 증가하는 

차함수 형태를 가질 경우1 추가되는 인구마다 한계비용 을 징수하고 여 (b)
기에 차액지대를 합한 금액이 고정비용 와 일치할 때까지 인구규모를 Z
확대하면 그 규모가 최적규모이다.

그런데 최적규모에서     이므로   이다. 
부재지주 모형의 경우 개발이익인 차액지대가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고

정비용 와 일치한다 와 의 함수가 아래 그래프처럼 일반적인 증가a . Z N
함수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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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인구 인구 과잉

그림 4 교통서비스 고정비용과 인구규모 함수 

만일 


     


 
 



 


가 인 경우라면 차액지대는 선분 의 길이와 일치한다 따라서 위 두 0 , BC . 
경우와 같이 최적규모에서 추가시민에게 거두어들이는 인구 혼잡세와 차

액지대의 합이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와 일치한다Z .

반면, 


    
 



 
 



 
가 보다 0

클 경우 표준적인 처방 하에서 이 되지 않는다 위 그래프의 경우에는 , 0 . 
인구규모가 과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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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립성에 대한 논의

전통적으로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나 차액지대를 활용하는 방식은 

경제행위 여기서는 토지이용행위 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립적이( )
라고 알려져 왔다 역사적으로 지대세나 토지가치세는 그것이 모든 용도. 
의 토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만 한다면 토지이용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해온 것이다 최근 들어 이에 대. 
한 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토지세가 이론적으로는 비중립적이라는 주

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토지세의 부

작용을 확인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 간접적으로나마 토지세가 현실 

세계에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영성 이정전· , 2007)

토지세가 중립적이고 다른 조세에 비해 효율적임을 인정한다 하더라

도 통일 후 북한 지역에 토지세를 부과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 토지를 

사유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앞서 계속 언급하였듯이 이미 국. 
유화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를 활용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고 그 과정에

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토지지. 
대를 이용한 공공재원조달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는 공공토지임대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물론 이에는 북한 토지의 재국유. 
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 대안 중 하나이다.
통일 후 북한에 토지공공임대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긍정적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검토되었고 본고 앞부분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다 토지공공임대제가 중립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토지의 사용권. 
을 민간에 부여함으로써 토지이용행위를 시장원리에 완전히 맡기면서 경

매라는 방식을 이용해 최대지불용의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 최선 용, 
도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토지세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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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 논란을 어느 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비해 토지공공임대제도는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다만 공공임대제가 토지를 사유화. 
하였더라면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했을 개인들을 밀어내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본 유입이 줄어 든다고 볼 수 있으나 투기적

인 토지의 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방해하기 때

문에 오히려 그러한 억제 효과는 북한 개발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공임대제도가 경쟁시장의 원리에 따라 중립적으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일찍이 토지공공임대제도를 주창했던 헨. 
리조지도 이를 언급했고 그가 제시한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요약하면. , 

경매 방식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토지사용권 이전 임대료는 , 
매년 납부 임대료 수입은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 토지사용권의 , , 
엄격한 보장 노동 자본의 투입으로 생산된 개량물의 확실한 보호이, ·
다 김윤상 외 이미 토지공공임대제도를 도입 시행해본 해외 몇 개 .( , 2012) ·
국가들 중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원칙을 지

키지 않은 결과이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공공임대제도는 결과적으로 . 
토지를 사유화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이는 최효율의 용도로 이. 
용되어야 할 토지가 그렇지 않은 용도로 이용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상기 원칙에 입각하기만 한다면 공공임대제. 
도는 시장원리에 따라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유도하는 시장친화적이고 중

립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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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연구 모형

제 절1 연구 질문

1. 기존 연구와의 차이

통일 후 발생할 비용과 그에 대한 재원조달수단에 관한 기존의 연구

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가정하고 있1 1
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공공재원조달 수단으. 
로서 지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체제로의 통일 가능성1 2
도 열어두고 있다 재원조달이나 통일한국의 국가체제 또는 토지제도에 . , 
대한 개별 연구들은 현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통합

적 통찰을 제공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구축. 
하여 북한 토지의 국유화를 통한 공공재원조달 및 그에 맞는 국가체제에 

이르기까지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하기 힘든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 
차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모형 설계의 측면에서 통일에 . , 
대한 기존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다루는 연구들은 대개 통일의 동태적 과

정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발전의 경위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나 본 연

구에서는 정태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정책 대안들이 종국적

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에 대한 목표지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적. 
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기존의 통일 모형에 비해 한편으론 단순하지만 

통일에 관한 통합적 연구 주제를 다루기에는 적합하다 이상의 내용적. ,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들을 아우르면서 새

로운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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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질문

1) 통일세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

통일 후 국가 체제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할 때 남북한 주민들로부1 1 , 
터 거두는 국가 세금의 일부를 북한의 공공인프라 투자에 지원하는 정책

은 사회 전체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 , 
한에 지원하기 위해 증세를 감행하는 것은 남한지역 주민들의 후생을 감

소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직접세 형태로 부과되든 간접세나 기타 . 
방식을 취하든 부과방식에 상관없이 남한지역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 남한의 후생은 감소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만일 통일세. 
를 북한의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이로 말미암아 북한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그 편익을 남한이 향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인 남한의 , 
후생 변화는 세수 유출에 따른 후생 감소와 북한 생산성 향상의 편익을 

공유함에서 오는 후생 개선을 비교해봐야 한다 증세 규모가 작을 때에. 
는 세수 유출에 따른 후생 감소분보다 북한의 생산성 향상 편익을 공유

하는데서 오는 후생 증가분이 클 것이다 그러나 세수 유출이 증가하게 . 
된다면 후생 감소분이 후생 개선분을 상회하면서 후생 감소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남한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일세 규모가 어느 . 
정도인지 본 모형에서 알아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북한 산업생산성을 . , 
높이기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에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

가 되므로 생산성 향상 및 그로 인한 후생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은 분

명하다 그렇다면 남북한 전체 효용의 수준은 어떻게 될까 증세의 규모. ? 
와 그에 따른 남북한의 상대적인 후생 증감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를 .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결과값을 해석하면서 

통일세의 증세 규모와 사회 총효용의 변화 관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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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토지제도에 따른 후생 변화

북한 토지제도를 사유화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 소득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지대 소득을 사유화하. 
는 것이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

면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에 비해 후생적 관점에서 더 나은 대안이다 그, . 
러나 북한 토지를 국유화한다면 재원조달의 관점에서 토지사유화시 고려

할 수 없는 선택 대안들이 생기게 된다 먼저 국유화한 토지로부터 발생. 
하는 지대에서 기존 통일세를 대체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공공재원에 활용하는 방. 
안은 노동소득 등에 부과되는 조세에 비해 시장왜곡적 효과를 갖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이론연구의 결과들이 주

장하는 바이다 이 경우 토지국유화가 토지사유화에 비해 사회적 후생 . 
관점에서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체제 단일화와 이원화에 대한 평가

앞의 논의에 이어서 북한 토지를 국유화할 경우 국가 체제의 가능1 2
성을 좀 더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토지를 사유화하는 . 
경우에도 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체제를 지향하는 2 , 1
것이 토지사유화의 중요한 논거 중 하나라는 점에서 체제에서 토지를 2
사유화하는 경우에 관한 한 논의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각설. 
하고 통일한국이 체제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할 2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관점에서 가장 단순하게 모형화하여 소

득세가 남북한에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렇게 북한. 
의 토지제도 및 조세체제를 남한과 다르게 할 경우 기존의 체제 통일, 1
방식에 비해 후생경제학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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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시나리오 설정

서두에 통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며 통일의 방법과 사건 사후적 국, 
가운영에 대해서 구분하여 기술하였는데 본 모형은 그 중 통일 이후 국

가운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나 국가체제가 . 
통일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연구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별도

로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앞서 밝혔다 이에 따라 아래 시나리오. 
들은 모두 통일 이후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또한 실험 결과가 연구 .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간결하게 시나리오를 단순화하여 

설정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통일 후 남북 관계나 정부 형태 등이 과도적 . 
단계를 거치면서 동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

오의 동적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통일 시나리오라고 하면 . 
시간 개념이 도입된 일련의 통일 과정과 절차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와 국가체제에 

대하여 예상 가능한 정태적 상황 설정을 시나리오라 칭한다.
국토와 인구규모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고 특히 국토는 공간적 , 

구조나 지역간 연계 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균일하고 동질적인 평면

공간으로 가정하였다 인구규모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정되어 있고 남. 
한 지역과 북한 지역 각각의 인구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남북. , 
한 인구이동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통일 후 남북간 인구이동은 매. 
우 중요한 주제이나 이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고 더 많은 주요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로 넘긴다.
재정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세로 부과되고 있는 소득세를 

대표하여 통일 후 남북한에 노동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기본상황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노동소득세를 북한지역주민에게 부과할지 여부가 . 
통일 후 국가체제가 단일화된 것인지 이원화된 것인지를 나타낸다고 설

정하였다 즉 통일 후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공공재원조달체계가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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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국가체제가 이원화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가정하였다 통상 통일 후 . 
국가체제 논의에서는 정부형태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 국가기능의 통, 
합방식 등 정치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 토지 문제나 그로부터 파· . 
생되는 재원조달체계도 국가 체제의 근간이지만 종래 잘 다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국가체제논의를 다루었다. 
한편 남한에서 북한으로 지원하는 공적 재원의 조달 방식으로는 통일‘
세 만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부과 방식은 독일 사례를 준용하’ . 
여 소득세 본 연구에서는 노동소득세 를 과세표준으로 이에 일정 세율을 ( )
부과하여 거두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가정과 전제 하에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네 가, 
지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 것은 토지제도와 재원조달의 방식이며 각각에 

대해서는 각론에서 설명하였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모형의 수. 
식 구성이 달라지며 나머지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각 시

나리오별 후생 평가를 통해 토지제도 및 국가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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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국 체제 증세 시나리오1 (1 1 )
시나리오 은 남북 체제가 단일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세를 거두어 1

북한을 지원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런 류의 시나리오는 기존 연구들에서 . 
가장 보편적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이다 남북한 단일 체제이기 때문에 . 
북한의 토지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사유화되어 있고 조세는 동등한 세율

의 소득세가 남북 주민 모두에게 부과된다 이때 각 개인의 소득세를 과. 
세표준으로 하여 국가가 소득세의 일정 비율만큼을 통일세로 추가 징수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소득세나 통일세 모두 결국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근

로소득세라고 할 수 있으나 두 조세의 용처는 서로 다르다 소득세 수입. 
은 공공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나 통일세는 전액 북한의 공공 인프라에

투자된다 단 본 연구에서는 모형 간소화를 위해 다른 공공지출부문은 . 
생략하고 소득세 수입이 각 개인소득에 분의 씩 동등하게 이전되어 N 1
보존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통일세 수입은 공공 인프라 투자에 . 
사용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 
생산성 향상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남한과 북한 상대적인 생산성 비율에 

주목하고자 남한의 기업 생산성은 로 고정하고 북한 지역만 공공인프라 1
투자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남북한 주민들은 각자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를 소비할 뿐 아니라 상

대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 즉 통일로 인하여 . , 
남북한 재화시장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는 이후 시나리

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편의상 운송교통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기 .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재화는 생산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재화의 종

류는 남한과 북한의 각각 한 종류의 복합재화만 존재한다 이 역시 나머. 
지 사나리오에 똑같이 적용되는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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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나리오 개념도 1 

2. 시나리오 국 체제 북 자체조달 시나리오2 (1 1 )
시나리오 는 시나리오 처럼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이 체제 단일화를 이2 1

룬 시나리오이다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체제 단일화란 동. 
일한 국가 조세체계가 남북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는 남북 주민 모두에 동일한 세율의 소득세2
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의 소득세 수입은 역시 시나리. 
오 에서와 같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동등 배분된다 다만 시나리오 는 1 . 2
두 가지 면에서 시나리오 과 다르다 하나는 북한의 토지가 남한과 다르1 . 
게 국유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서 통일세를 징수하지 , 
않고 북한이 국유화된 토지로부터 지대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북한 지역 

내 공공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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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와 같이 남한으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국

유지의 지대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 인프라를 자체 개발한다.30) 단  
시나리오 상호간 동일 기준에서 후생을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 의 증세1
분과 정확히 같은 규모만큼을 지대수입에서 떼어서 공공 인프라 재원으

로 사용하고 나머지 지대수입분은 별도의 공공재정 지출 부문을 설정하(
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 각 주민들의 소득에 보전되는 것으로 하였다) .

남한 지역은 통일세가 부과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증세부담이 없으, 
므로 시나리오 에 비해 후생적으로 더 우월한 상황이지만 북한 지역은 1
지대수입이 국가고 귀속되고 공공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므로 후생이 시

나리오 에 비해 감소하므로 사회 전체 후생의 변화는 양 지역의 증감을 1
비교해야 한다. 

그림 6 시나리오 개념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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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국 체제 북 자체조달 시나리오3 (1 2 )
시나리오 은 시나리오 에서처럼 남한으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3 2

고 북한 자체적인 지대수입으로 공공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설정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나리오 에 비해 북한지역의 설정이 다르다. 2 . 
즉 시나리오 에서는 북한의 토지지대를 활용하여 남한과 조세체계를 다, 3
르게 설계한다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에서 각각 국가재정에 납부하는 재. 
원조달체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설정이 의미하는 바는 통. 
일한국이 체계로 구축된다는 것이다2 .

남한의 지원 없이 공공인프라 투자에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북한의 

재원조달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 주민들의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없애고 그 소득세수에 해당하던 만큼의 수입을 토지지대에서 조

달하여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설정이 시나리오 의 주요 설정이다 이것을 3 . 
시나리오 의 설정과 비교해보면 남한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북한측의 애2
로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북한의 재원조달체제를 남한과 분리 이원화하여 ·
노동시장에 부담을 주는 소득세를 경감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납부하던 . 
소득세수 만큼을 지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국가세수입 자체가 줄어들지

는 않는다 이렇게 설정해야 시나리오별 비교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를 경감한다는 것은 지대수입을 공공이 가져가는 시스템에서는 

여타 생산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지스트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설정하. 
고자 하는 것은 지대수입이 전체 공공재원을 조달하기에 충분하다는 특

성이 아니라 지대로부터 공공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노동소득에 조세를 

부과하여 조달하는 방식에 비해 경제활동에 왜곡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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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나리오 개념도 3 

4. 시나리오 국 체제 북 자체조달 증세 시나리오4 (1 2 + )
시나리오 는 시나리오 과 시나리오 의 절충안과 같다 우선 시나리오4 1 3 . 

는 시나리오 과 같이 국 체제 상황이다 즉 북한은 남한과 달리 소득4 3 1 2 . 
세를 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징수했을 규모만큼의 금전을 

토지지대로 충당하여 중앙정부에 납부한다 시나리오 과 다른 점은 시나. 3
리오 처럼 남한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1 .

남한은 시나리오 과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1
득세의 일정율 만큼을 증세하여 북한의 공공인프라 재원에 투자한다 즉 . 
남한은 상황 설정은 시나리오 과 다르지 않다 북한 입장에서는 공공 인1 . 
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을 남한과 나누어 질 수 있고 남한

과 달리 소득세로 대표되는 시장왜곡적 조세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시

나리오 에 비해 유리한 상황으로 설정된 시나리오이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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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나리오 개념도 4 

5. 시나리오 설정 요약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 
인 통일 상황이 시나리오 이다 시나리오 은 남북한 체제로 통일되어 1 . 1 1
남한 체제로의 흡수통일 북한의 토지는 사유화되고 국가에서 통일세를 ( ) 
거둬 북한의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는 북한 토지를 . 2
국유화하고 그 지대수입으로 국민 저항이 심한 통일세를 대체하여 북한 

공공 인프라 투자에 북한 스스로 자체 조달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은 북. 3
한의 자체조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 체계를 이원화하여 북한의 

소득세를 없애는 것이다 이 때 국가의 소득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북. 
한 지대수입으로부터 종래 소득세수 만큼을 납부한다 즉 시나리오 에서 . 3
북한의 지대수입은 북한 인프라 투자에도 쓰이고 국가에 납부하던 소득

세 대체 재원으로도 쓰인다 시나리오 는 시나리오 을 바탕으로 시나리.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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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럼 남한의 증세 지원을 도입한 설정이다 시나리오 에서 북한이 자1 . 3
체조달하던 공공 인프라 재원에 시나리오 에서와 같이 남한의 통일세로1
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 때 통일세는 시나리오 과 달리 남한에만 . 1
부과된다.

이상의 가지 시나리오는 모형 단순화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다소 극4
단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북한의 토지제도와 국가체제 여기, (
서는 조세체계로 대표 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시나리)
오들이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 
없어서 다루지 않은 시나리오 설정이 있는데 그것은 토지를 사유화하면

서 국가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나리오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 2 .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한과 체제통일을 이

루기 위함이다 단일체제로 가기 위해 토지를 사유화하자는 마당에 국가. 
체제를 다시 이원화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순이 된다 게다가 북한 토지를 남한과 같이 사유화하면서 국가체제는 . 
남북한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 더 많은 복잡한 상황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어느 모로 보나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배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가지 시나리오는 통일 후 재원조달의 관점에서 4
북한의 토지제도와 남북한 조세체제를 고려하였을 시 가정할 수 있는 가

장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상황 설정들이다 이후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 
행태식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 시나리오의 차이를 수학적으로 

단순하면서 적합하게 묘사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 
단계에서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앞에 언급한 연구 질문들에 

답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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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통일 후 재원조달에 관한 개 시나리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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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수식 구성

1. 가계 부문

1) 소득

소득은 시나리오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노동소득 과(wage income) 노 
동외소득 으로 구성된다 노동소득은 생산 활동에 노동(non-wage income) . 
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것이다 노동외소득은 지대수입이나 중앙정부. 
로부터 이전되는 소득 등을 다 합한 것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남북한 지, 
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이후 수식에서 시나리오 구분을 나타내는 . 
표식은 없으나 지역 구분은 변수 우측하단에 첨자의 형태로 나타낸다.31) 
그리고 소득은 가구단위로 집계하고 가구에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가1 1
정한다.

변수 모수, 설명

 지역 가구의 월소득1

  지역 시간당 임금 지역 단위면적당 지대

  노동소득세율 통일세율

   달 가용시간1 달간 출근일수1 지역 노동자의 회 통근소요시간1

 지역 가구의 노동외소득1

   지역 총면적 지역 총도로면적 지역 노동자의 달간 여가시간1

표 11 가계소득 정의식의 변수 및 모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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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나리오 의 소득 구성1
시나리오 의 경우 북한의 토지가 남한과 같이 사유화되어 있고 남북한1 ,  

체제 단일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주민소득이 

구성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같다 노동소득에서 일정율. ( 의 소득세가 )
빠지되 통일세율( 만큼 소득세율에 추가되어 공제된다 이때 중앙정부) . 
의 소득세 수입은 명의 남북한 가구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되어 소득으N
로 보전되는 것으로 수식을 구성하였다 토지는 남북 모두 사유화되어 . 
있으므로 지대수입이 각 가구 수입에 노동외소득으로서 귀속된다 남북 . 
각 지역의 도로유지비용은 분의 로 각 가구가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N 1
노동외소득에서 이를 제하였다.32)

북한 공공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은 통일세 수입으로 충당한다 그. 
런데 이하 시나리오들에서도 이 공공재원 구성식은 불변이다 보다 정확. 
히 표현하면 북한 공공인프라에 투자되는 재원의 크기를 시나리오에 상

관없이 동일하게 고정하였다 이는 공공재원조달의 규모가 동일하다는 . 
전제가 있어야 각 시나리오의 효율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본 연구 목적상의 조치이다.
소득 :      

  


  





 

북한 공공인프라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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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나리오 의 소득 구성2
시나리오 는 시나리오 과 마찬가지로 체제이기 때문에 노동소득 부분2 1 1

의 소득세 구성식이 남북한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나 시나리오 과 달리 . 1
소득세로부터 징수하는 통일세가 없고 국유화된 북한토지의 지대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설정이므로 남북한 노동외소득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여기서 북한의 노동외소득( 구성식이 토지를 사유화하여 지, Dividend) 
대수입을 소득으로 취하는 남한 가구와 동일하게 지대수입을 포함하고 있

는 것은 북한 지역의 공공지출 부문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구성식을 공공 인프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대수입분을 이전지출의 

형태로 가구 소득에 보전시킨 것이라 해석해도 이후 논의에 차이는 없다.
소득 :    

 


   





 

 


  

 


 

③ 시나리오 의 소득 구성3
시나리오 은 남북한 체제를 묘사한 시나리오로 남북한 소득식에서 3 2

노동소득 부분과 노동외소득 부분이 모두 다르다 노동소득 부분에서는 . 
남한의 경우 소득세 항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 
동외소득 부분에서는 북한 가구의 경우 공공 인프라 재원에 소요되는 

만큼의 금액 과 종래 소득세로 납부하던 만큼의 금액이 분(Subsidy) N
의 일로 차감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한 각 지역으로부터 중앙정부가 징. 
수한 정부수입이 남북한 모든 가구에 동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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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득 :    

  


  

 




 

남한소득 :    

 


  





 

  

④ 시나리오 의 소득 구성4
시나리오 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과 같되 북한이 자체 부담하는 공4 3

공재원조달분을 남한과 분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한 가구는 시나리. 
오 에서와 같이 통일세를 납부하고 북한 가구는 지대수입에서 조달하던 1
공공 인프라 재원의 부담량이 줄어든다.

북한소득 :    

  


  

 




 

남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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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 및 효용

남북한 각 주민의 효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복합재 소비 부문. , 
주거서비스 소비 부문 이는 점유하는 토지면적을 대리변수로 취함 그리( ), 
고 여가시간 소비 부문이다 각 재화들은 소비하면 할수록 한계효용이 .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로그함수로 효용식을 표현하였다 본 모. 
형에서는 확률적 입지 선택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 효용식에 오차

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각 재화 소비량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가구의 

행태에 따라 결정되며 라그랑지안을 구성하여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이하

면 그로부터 해 를 도출할 수 있다(Marshall Demands) .

 ≡       ln 





 ln  ln

   ⋯       

   ⋯  = 지역 가구의 지역 복합재 소비량




 ∙

ln 




lnln



 ∙

위 라그랑지안에서 ∙는 소득세율과 통일세율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구성이 다르나 풀이과정과는 무관하므로 공란으로 처리

하였다 이제 이 라그랑지안을 변수인 복합재 소비량 주거면적 여가시. , , 
간으로 각각 편미분하여 라그랑지안의 극점을 확인하자 계산 편의상 주. 
거면적과 여가시간에 대한 편미분을 먼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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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복합재화만을 대상으로 극대화 문제풀이를 다시 한다.

max ln 





     subject to    





  



   







70




 

     ⇒   
 




 
 









여기서 를 예산제약식   


에 대입하면,

 








 




     
 




 









  

이를 다시 에 대입하면

∴   















 










이 경우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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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부문

남북한 각 지역에서의 통행시간은 함수BPR(Bureau of Public Roads) 33)
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 

 ,           

함수식에서 모수 는 자유류 상태의 통행시간으로 혼잡이 a (Free flow) 
없을 때 통행속도는 이다 와 는 매개상수이며 1/a . b c 는 지역의 도로

용량으로 도로면적( 에 교통처리용량) ( 을 곱한 값으로 계상하였다) .

3. 생산 부문

1) 생산함수

남북한 공히 콥 더글라스 함수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
생산요소로는 노동과 토지만 고려하였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노동과 자. 
본을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고려하지만 , 
여기서는 자본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남한의 경우 전술한 바. 
와 같이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계수를 로 고정하고 북한의 경우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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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이 공공 인프라에 투자되는 재화( 의 단조증가함수인 것)
으로 설정하였다. 

북한 생산함수 :    


 ⋯    


남한 생산함수 :    


 ⋯  

여기서 는 각 시나리오의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집계한 공공 인프

라 재원( 을 북한의 복합재 단위가격) ( 로 나눈 값이다 즉 북) . , 
한 또는 남북한으로부터 거둬들인 재원으로 북한의 복합재화를 사서 그

것으로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개념이다. 

       


 

2) 생산요소 투입 및 영이윤 가격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로부터 각 생산요소 노동 토지 의 최적 투입( , )
량이 결정되며 이는 이윤함수의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 아래와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영이윤 가격을 구할 수 있다. (zero pro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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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균형

본 모형에서는 세 가지 시장 복합재시장 노동시장 토지시장 이 존재( , , )
하고 이들 시장에서 각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시장 균형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았다.
균형 상태에서 복합재 시장은 지역 내에서 복합재 총 생산량이 지역

내 수요량과 지역외 수요량의 합과 일치할 때 균형이 달성된다 북한의 . 
복합재 시장의 경우 북한 내에서 생산된 복합재 총량이 북한 주민들, 
이 소비한 북한 복합재 수량 남한 주민들이 소비한 북한 복합재 수, 
량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소비된 복합재 수량의 합과 일치할 때 균, 
형이 달성된다 남한의 복합재 시장에서는 북한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 
별도의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단순하게 가정하였다.

북한 :    

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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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은 남북 각 지역 생산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노동량 만큼을 각 지역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거( ) . 
주 이동이나 남북간 통근통행을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거주자는 북한 지역 기업에 종사하고 남한 거주자는 남한 지역 기

업에 종사한다 각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아래와 같다. .

북한 :    

남한 :    

        


영이윤 조건 하 노동투입량 ( )

각 지역의 토지는 도로용지 주거용지 생산용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 , . 
각 지역에서 총토지면적 공급량 이 도로면적과 주거면적과 생산면적의 ( )
합과 일치할 때 균형이 달성된다 여기서 도로면적은 고정되어 있고 주. , 
거면적은 가구의 효용극대화 문제로부터 생산면적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 
문제로부터 도출된다.

북한 :       

남한 :       

        


영이윤 조건 하 토지투입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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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실험 및 논의

제 절1 모수 선정

1. 대상지역 및 인구 규모

북한의 총인구는 약 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절반 이하이며 인구 2,330 , 
분포는 평양직할시를 포함한 평안도에 전체 북한 주민의 약 가 거주40%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약 의 인구가 밀집해서 거주한다. 50% . 
본 모형에서는 이 두 지역의 면적과 인구수를 모수로 선정하였다 전체 . 
국토와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남북한 각 지역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모형을 설정한 것은 통일 후 이 두 지역에서 인구유입과 생산활동이 집

중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이라는 

점 때문이며 축소적으로 모수를 선정하여도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

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구분
면적( )㎢

면적 합계 모형 적용

북한

평양직할시 1,747

26,005 26,000평안남도 11,578

평안북도 12,680

남한

서울특별시 605

11,819 12.000인천광역시 1,041

경기도 10,173

표 12 남북한 각 대상지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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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수 명(1,000 )

인구수 합계 모형 적용

북한

평양직할시 3,255

10,036 10,000평안남도 4,052

평안북도 2,729

남한

서울특별시 10,055

25,451 25,000인천광역시 2,920

경기도 12,476

표 13 남북한 각 대상지역 인구  

이후 논의에서 지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는 불변으로 설정한다 모형. 
에서 설정하는 토지면적은 도시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비도시적 용

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제외하는 것이 연구 목적상 보다 적합하나 남한, 
과 북한의 통계적 자료 구축 상황이 매우 비대칭적이라 부득불 대상지역

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을 모수로 설정하였다 인구 규모는 통일 후 북한. 
의 주민이탈 등 인구이동의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수치해석적 정교함보다 시나리오별 후생적 비교평가에 중점을 두

려는 목적 상 간소화하기 위해 우선 고정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연구의 . 
주요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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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부문

남북한 가구수는 가구당 인구수가 명이라 가정하고 북한 만 가2.5 400
구( 남한 만 가구), 1000 ( 로 설정하였다 각 가구마다 존재하는 명) . 1
의 노동자는 연간 일을 출퇴근한다고 가정하고 월 가용시간250 ( 을 )

시간500 34)으로 설정하였다 근무자에게 주어진 가용시간은 노동시간 통. , 
근시간 여가시간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통근시간은 함수에 따라 도, . BPR
로용량과 통행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로면적과 인구수를 

고정시키고 입지선택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시

간과 여가시간은 정확하게 관계를 갖는다 효용함수의 계수값 trade-off .  , 
, 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중 복합재 소비 주거용 토지 소비 여가시간 , , 
소비에 각각 할당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값들은 남한 근로자가구의 . 
소비지출 구조를 고려하여 로 설정하였다0.65, 0.15, 0.2 .

지출항목
금액
원( )

비중
(%)

지출항목
금액
원( )

비중
(%)

총 소비지출 원 = 2,629,444 (100%)

식료품 352,300 13.4 교통 330,448 12.6 

주류 담배· 33,366 1.3 통신 152,592 5.8 

의류 신발· 181,512 6.9 오락 문화· 147,559 5.6 

주거 수도 광열· · 277,786 10.6 교육 262,645 10.0 

가정용품 118,710 4.5 음식 숙박· 371,519 14.1 

보건 167,100 6.4 기타상품 233,909 8.9 

표 14 남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분기 기준 (2015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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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부문

생산함수의 계수 총요소생산성 는 남한은 고정된 값 으로 북한은 공( ) (1) , 
공재원 투자에 따른 증가함수로 정의하였는데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함, 
수의 지수값( 은 관련 연구에서 공공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창출효과를 추정한 값35)을 고려하여 로 설정하였다0.14 . 공공인프라 투자

가 없을 때(   의 남북 간 상대적인 생산성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
북한 총요소생산성 함수의 매개상수( 를 남북 인당 의 상대적인 ) 1 GNI
비율을 고려하여 로 설정하였다.

지표 남 북/ 남 한 북 한

인당1 GNI 21.35 만원2,968 만원139

표 15 남북한 경제총량 비교 년 기준 (2014 )

북한 생산함수 :    


 ⋯    


남한 생산함수 :    


 ⋯  

북한의 총요소생산성계수는 시나리오에 따라 조달하는 재원의 규모는 

같아도 토지제도 및 재원조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을 갖는다.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체제에 따라 남북한 

복합재 상대가격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인프라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인 

값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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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부문

도로면적은 대상지역 면적에 도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이때 도로율은 남한의 경우 서울 도로율을 감안하여 로 설정하고 북20%
한의 경우 통계자료가 없지만 남한과의 도로총연장의 비율을 감안해서 

총 면적의 가 도로면적이라 가정하였다 함수의 모수값은 자유류 5% . BPR
상태의 시내 통근통행속도가 라는 가정 하에 로 50km a=1/50, b=50, c=4
산정하였다.

구분 남 북/ 남한 북한

도로총연장 4.04 105,931km 26,110km

표 16 남북한 도로총연장 년 기준 (2014 )

그림 10 서울시 구별 도로면적 및 도로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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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부문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세라 함은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소득 부분 중. 
에 노동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소득세라 정의하였다 소. 
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에서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 세율이 남북한 각 가구에 동일하게 15%
부과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계산하였다.36)

과세표준  세율 

만원이하1200 과세표준의 6%

만원 초과 만원 이하1200 4600 만원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2 +(1200 15%)

만원 초과 만원 이하4600 8800 만원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82 +(4600 24%)

만원 초과 억원 이하8800 1.5 만원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590 +(8800 35%)

억원 초과1.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760 +(1 5 38%)

표 17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년 기준     (2014 )

통일세는 본 연구에서 소득세에 일정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했는데, 
이 통일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당연히 정해진 바가 없다 독일의 경우 소. , 
득세와 법인세의 정도를 징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액을 5.5% 

정도 추가로 징수하여 통일세수를 마련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0%~10%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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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결과 및 논의

1. 결과

상기와 같은 모수를 선정하여 일반균형모형의 를 각 시나리오별로 

도출하였다 각 시나리오의 후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상. 
황 을 설정하고 기준에서 어느 정도 후생개선이 이루어지는지 (Base state)
측정하였다.37) 후생 측정의 기준으로 삼은 상황은 시나리오 에서 통일세 1
율을 최소한으로 부과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기준 시나.( 1%) 
리오는 북한의 토지는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남한과 마찬가지로 동일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국가 체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 1 . 
통일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즉 대북지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남북한 , 
그리고 사회 전체의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 에서 검토하1
고 나머지 시나리오들에서도 그에 상응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재원의 규

모가 증가함에 따라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사회 후생. 
의 변화(Social Welfare) (∆ 를 의미 있게 측정하기 위해 각 가구소득의 )

한계효용 을 이용해 금액 단위로 환산하MUI(Marginal Utility of Income)
여 비교하였다 남북한 총 사회후생 측정값은 가구수를 고려하여 각 지. 
역의 후생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였고 그 변화값도 역시 를 이용, MUI
하여 금액단위로 환산 후 비교하였다.

후생 변화값 측정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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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은 통일 후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고 남북한 각 주민들에게 1 , 

동일한 소득세 세율 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 체제 상황에서 통일세( 15%) 1 1
를 징수하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안이다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에서 까지 통일세의 세율을 변화시켜가면서 후생변화를1% 50%  
관찰하였다 이는 소득세율 기준으로 말하면 에서 까지 . 15% 22.5% 7.5%p 
정도를 변화시킨 것과 같다 물론 이 때 증분만큼의 세수는 모두 북한 . 
인프라 투자 생산성 향상 에 사용된다( ) .

실험 결과를 보면38) 북한은 국가로부터 통일세의 지원을 받는 경우 , 
후생이 증가한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지원 규모가 커지면 . . 
커질수록 북한 가구의 후생 역시 증가하지만 후생변화의 증폭은 줄어든

다 증세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의 한계효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

그림 11 시나리오 북한가구 후생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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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우 통일세로 인하여 세수 유출이 발생하지만 북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량이 증대하여 재화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더 많은 재화를 남한 가구들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 
남한 가구 역시 후생 개선이 이루어진다 남한 가구의 입장에서는 후생 .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통일세 세율은 정도이다 본 모형19% . 
에서는 소득세 기준으로 통일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율을 에서 로 정도 인상하는 것이 남한의 15% 17.85% 2.85%p 
가구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로 통일세수를 확보하는 수준이다.

그림 12 시나리오 남한가구 후생변화 1 

사회 전체 후생을 계산하기 위해 남북한 가구수를 고려하여 각 지역 

가구 후생을 가중 평균해보면 통일세의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후, 
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 증폭이 완만하게 감소하여 통. 
일세율이 일 때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고 그 후 감소한다 통일세40% . 
율 는 소득세 를 기준으로 를 증세하는 수준이다 사회적 총40% 15% 6%p .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원 규모는 남한 가구후생을 극대화하는 규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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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이는 남한 후생 극대화 지점을 기준으로 남한의 후생은 감소함에. 
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생 개선분이 어느 정도 이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남한의 세수 유출에 따른 후생 감소가 가팔라지고 북한의 

세수 유입에 따른 후생 증가분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사회 총 후생은 

감소하는 단계에 이른다.

그림 13 시나리오 남북가구 후생변화 가중평균 1 

본 연구 모형에서는 통일 후 얻게 되는 별도의 편익 부문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통일 후 남북한 재화시장이 통합되어 대북지원에 따른 북한의 

생산성 향상 편익을 남한이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편익의 . 
크기는 세수 유출로 인한 후생 감소와 비교해서 평가해야 한다 상기의 . 
결과는 남한 후생과 북한 후생을 구분하여 각각에 미치는 통일세 증세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앞서 질문했던 통일세가 사회 전체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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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2
시나리오 는 시나리오 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득세가 남북한 가구에 2 1

부과되고 있는 국가 체제 모형이나 재원조달을 통일세 방식으로 하지 1 1
않고 북한 토지를 국유화하여 이로부터 얻는 지대수입으로 북한 지역 내 

공공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 1
위해 시나리오 의 각 세율에 따른 조달액과 동일한 만큼의 재원을 북한, 1
의 국유화되어 있는 토지의 지대수입으로부터 조달한다고 가정하고,39) 
시나리오 의 후생에 비해 시나리오 의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1 2
였다 먼저 북한 가구는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던 통일세 없이 자체 재. 
원으로만 재원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후생 감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당. 
연히 조달해야 하는 규모가 클수록 더 큰 후생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4 시나리오 의 북한가구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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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달리 남한 가구는 통일세 징수로 인한 세수 유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생 증가가 발생한다 더욱이 북한이 자체적으로 종. 
전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일세를 지

불하면서 향유하던 북한의 생산성 향상 편익을 통일세를 지불하지 않고 

누리게 된다 남한의 경우 시나리오 는 북한과 완전히 반대로 재원조달. 2
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시나리오 에 비해 후생 개선이 일어난다 물론 이 1 . 
때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프라 개발에 많이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이 크게 

일어날수록 남한은 재화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편익을 얻는다.

그림 15 시나리오 의 남한가구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 1 )

시나리오 과 비교할 시 상반되게 나타나는 남한과 북한의 두 후생 변1
화를 가중평균하여 사회 총후생으로 나타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 
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의 남한으로부터의 세수 유입 . 
감소 및 자체 조달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의 감소분보다 남한의 

세수 유출 감소 및 북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편익 공유에 따른 후생 증

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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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나리오 의 남북한가구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 1 )

통일세
북한가구 

후생변화분

소득대비
북한가구

후생변화분

남한가구 
후생변화분

소득대비
남북가구

후생변화분

남북가구 
후생변화분

소득대비
남북가구

후생변화분

0.05 -514 -0.679% 234 0.412% 63.3 0.102%

0.10 -1,001 -1.283% 457 0.823% 140.4 0.227%

0.15 -1,479 -1.869% 675 1.234% 220.8 0.358%

0.20 -1,949 -2.446% 889 1.643% 303.5 0.494%

0.25 -2,415 -3.019% 1,102 2.055% 388.0 0.634%

0.30 -2,877 -3.591% 1,311 2.464% 472.6 0.776%

0.35 -3,336 -4.164% 1,519 2.875% 558.0 0.920%

0.40 -3,792 -4.740% 1,724 3.286% 643.5 1.066%

0.45 -4,247 -5.319% 1,929 3.698% 729.9 1.215%

0.50 -4,698 -5.900% 2,132 4.109% 816.0 1.364%

표 18 시나리오 의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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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3
시나리오 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와 같고 북한이 소득세를 징수하지 3 2

않는다는 점만 다르다 국가 체제 그러나 국가 세수입을 맞추기 위해 .(1 2 ) 
종전 소득세분과 동일한 금액을 공공토지의 지대수입으로부터 납부한다. 
시나리오 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인 결과의 방향성은 시나리오 때와 1 , 2
같다 북한은 남한의 통일세 지원 없이 자체 재원인 지대수입만으로 공. 
공인프라 비용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후생 감소가 발생하고 남한은 통

일세 유출 없이 북한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편익을 향유한다 사회 전체. 
적으로는 남북한 각 가구 후생을 가중 평균하였을 시 통일세를 거두는 

방식에 비해 후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한의 후생 개선 . 
효과가 북한의 후생 감소분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의 결과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3 2
와 비교하면 어떤가 시나리오 을 기준으로 시나리오 와 을 각각 비교? 1 2 3
하면 어느 대안이 더 후생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실험 ? 
결과를 보면 시나리오 은 시나리오 의 결과의 방향성을 심화시킨다3 2 .

북한 가구는 국유화된 토지의 지대수입에서 공공재원을 차감하고 남

은 부분을 이전소득의 형태로 보전을 받았는데 시나리오 에서는 이 이, 3
전소득에서 소득세분을 더 제하고 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전소득

이 줄어든다 한편으로는 단위 시간당 노동소득에 부과되던 부담이 없어. 
짐으로써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전체 소득은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반대급부로 여가시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줄어든다. 
이런 작용의 총체적 결과로 시나리오 일 때에는 북한의 가구는 시나리오3
일 때에 비하여 후생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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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나리오 의 북한가구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3 ( 1 )
남한 가구는 앞에서 확인한 바처럼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에 비해 더 2 1

후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경향은 시나리오 에서 더 증가, 3
한다 왜냐하면 시나리오 의 상황에서 북한 가구는 시나리오 일 때에 비. 3 2
해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

고 이 편익을 남한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림 18 시나리오 의 남한가구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3 ( 1 )



91

가중평균한 사회총후생을 비교해보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 에 비해 , 3 2  
상대적으로 더 큰 후생 개선 효과를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나리오 와 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체제를 일원화할 것인지 . 2 3
이원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볼 여지를 준다 북한 토지 국유화 시 . 
체제를 이원화하는 것이 사회 전체 후생을 증가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은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 시나리오3 2
에 비해 후생 감소적이다.

그림 19 시나리오 의 남북가구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3 ( 1 )

통일세
북한가구 

후생변화분

소득대비
북한가구

후생변화분

남한가구 
후생변화분

소득대비
남북가구

후생변화분

남북가구 
후생변화분

소득대비
남북가구

후생변화분

0.05 -839 -1.092% 480.02 0.851% 182.89 0.294%

0.10 -1,340 -1.694% 703.90 1.277% 265.62 0.429%

0.15 -1,834 -2.287% 921.04 1.696% 347.47 0.563%

0.20 -2,319 -2.871% 1,133.16 2.110% 429.33 0.699%

0.25 -2,800 -3.455% 1,343.84 2.526% 512.67 0.838%

0.30 -3,278 -4.038% 1,550.54 2.938% 595.02 0.977%

0.35 -3,752 -4.623% 1,754.76 3.348% 677.24 1.117%

0.40 -4,223 -5.211% 1,956.57 3.758% 759.04 1.258%

0.45 -4,693 -5.802% 2,158.46 4.170% 842.24 1.402%

0.50 -5,160 -6.398% 2,358.12 4.581% 924.67 1.546%

표 19 시나리오 의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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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4
시나리오 는 시나리오 을 바탕으로 통일세를 도입하는 상황이다 시4 3 . 

나리오 와 에서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상황 하에서 2 3
자체적인 공공재원조달 체계를 바꾸어 가며 사회 전체 후생에 미치는 영

향을 추적하였다 이제 시나리오 에서는 시나리오 에서 북한이 공공 인. 4 3
프라 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던 재원을 남한이 같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남한은 통일세를 징수한다 통일세 징수 방식은 시나리오 과 . 1
같다 모형의 결과를 보면 시나리오 을 기준으로 나머지 두 시나리오와 . , 1
방향성은 같으나 상대적으로 후생 변화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있는 경우 시나. , (
리오 와 없는 경우 시나리오 는 전반적으로 후생 변화에 큰 차이를1, 4) ( 2, 3)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며 이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또한 남한의 지원이 . 
있든 없든 통일 후 북한 체제를 남한과 단일화하는 방안 시나리오 에 , ( 4
비해 시나리오 시나리오 에 비해 시나리오 이 북한 가구의 입장에서 1, 3 2)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림 20 시나리오 의 북가구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3,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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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후생 변화가 큰 것

처럼 남한 역시 북한에 재정지원을 안 하는 경우 시나리오 가 재정, ( 2, 3)
지원을 하는 경우에 비해 후생 획득에 유리한 대안이다 다만 남한이 북. 
한을 지원하는 경우 시나리오 또는 로 한정해서 보면 북한의 토지를 ( 1 4)
국유화하고 체제를 이원화하는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에 비해 조금 더 4 1
효율적인 대안이다 이것은 남한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 
후생을 가중평균한 값을 보더라도 결과적 해석은 동일하다.

그림 21 시나리오 의 남가구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3, 4 ( 1 )

본 모형에서 사회총후생의 변화 방향과 결과는 남한 가구의 후생 변

화와 같은 형태를 띤다 남북 가구수 비중이 북한의 약 배이며 이에 . 2.5
따라 남한 가구의 효용변화에 더 큰 무게가 실린 결과일 수 있다 현실. 
적으로 통일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고 정

책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후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도 남한과 사회 전체 후생 증진에도 유리한 시나리오 가 비교우위를 갖4
는 대안으로 유력하게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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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나리오 의 남북가구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2, 3, 4 ( 1 )

통일세
북한가구 

후생변화분

소득대비
북한가구

후생변화분

남한가구 
후생변화분

소득대비
남북가구

후생변화분

남북가구 
후생변화분

소득대비
남북가구

후생변화분

0.05 -330 -0.426%  263 0.468%  131 0.210%

0.10 -351 -0.437%  281 0.514%  149 0.240%

0.15 -374 -0.456%  297 0.555%  162 0.263%

0.20 -396 -0.476%  312 0.592%  174 0.284%

0.25 -420 -0.499%  327 0.630%  186 0.304%

0.30 -443 -0.522%  342 0.665%  196 0.322%

0.35 -469 -0.549%  356 0.701%  206 0.339%

0.40 -494 -0.575%  369 0.736%  215 0.357%

0.45 -521 -0.604%  383 0.772%  225 0.374%

0.50 -547 -0.632%  397 0.809%  234 0.392%

표 20 시나리오 의 후생 변화 시나리오 대비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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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이상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의 모의실험 결과를 각 가구별 그리고 사회 
전체 효용의 변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갖는 의의는 북. 
한의 토지소유권 처리 문제와 공공재원조달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 
통일국가의 운영체계에 대하여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위 . 
네 가지 시나리오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정이 된 상황이다 더 복잡하고 .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시나리오에 , 
일일이 포함하다보면 자칫 논의가 주제에서 벗어나 길을 잃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 후 북한의 공공재원조달과 관련하여 토지를 둘

러싸고 가장 단순한 상황을 설정하여 본 연구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의 

답을 찾고자 하였다 위 실험결과의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본 연구의 연. 
구 질문에 답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일세 증세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

통일세는 그것의 필요성 때문에 통일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재원조달방안이지만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장 신중을 기하게 되

는 방안이기도 하다 통일세를 증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 , 
도 규모로 징수할 것인지 그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는 통일세의 용처와 관련하여 북한의 산, 
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공공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중심

으로 통일세의 후생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 때 남한과 북한은 통일 이후 . 
상황이므로 복합재 시장은 통합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통일세 논의. 
에서 항상 암묵적으로 전제하듯이 북한의 토지는 사유화 되고 남한과 북

한 지역에서 동일한 조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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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수를 과세대상으로 통일세의 세율을 에서 까지 조1% 50%
율해가며 모형의 결과를 관찰하였다 북한은 통일세의 지원을 받기 때문. 
에 항상 후생이 증가하는 당연한 결과값을 보였고 남한은 통일세로 인, 
하여 세수 유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프라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더 많이 생산된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생이 증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한 가구가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 
통일세율은 본 모형의 가정과 설정 하에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19% . 
통일세 관련하여 독일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를 징수하였고 명목상 5.5% , 
통일세라 칭하지 않았지만 기타 세율 등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수

를 마련한 바 있다 본 모형에서 확인한 통일세는 동일 선상에서 . 19%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소득세율 를 기준으로 약 인상하, 15% 2.85%p 
는 것과 같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사회 전체 후생의 관점에서도 통일세의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 증폭이 완만하게 감소하여 . 
통일세율이 일 때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고 그 후에는 감소하는 것40%
으로 확인된다 사회총후생을 극대화하는 지점이 남한 가구 후생을 극대. 
화하는 지점보다 먼 것은 남한 후생 극대화 지점을 기준으로 남한의 후, 
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생 개선분이 이를 상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남한의 세수 유출에 따른 후생 감소분이 커. 
지고 북한은 통일세수 유입에 따른 후생 증가분이 감소하면서 총 사회 

후생은 감소하는 단계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통일세율이 에 육박하. 40%
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 통일세의 세. 
수 유입에 따라 그 규모가 작든 크든 후생 개선 효과를 분명하게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가구 후생을 고려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 전체 후

생을 따로 주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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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토지제도에 따른 후생 변화

본 연구에서 북한 토지제도를 사유화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지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소득의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토지의 사유화는 토지 국유화에 비해 . 
후생경제학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토지를 국유. 
화한다면 재원조달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지대수입을 활용할 수 있다. 
대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공공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은 노동소득 

등에 부과되는 조세에 비해 시장왜곡적 효과를 갖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들이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시나리오들이 모두 1

토지를 국유화하는 설정이고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시나리오 에 비해 1
사회 전체 후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 사회 후생적 관점에서 효

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시나리오 중 사회 전체 효용을 가장 . 
많이 증가시키는 것은 시나리오 의 설정으로 남한의 지원 없이 북한의 3
국유화된 토지를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수립하는 경우이다1 2 .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게 하는 모형과 현실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하여 

좀더 명료한 이론적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다루지 못하였다 이것이 미리 밝히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무엇. . 
보다 토지의 국유화와 사유화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모형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서는 통일 후 공공재원조달 그리고 국가 체계와 연동하여 북한의 토지제

도에 대한 후생적 평가를 하였다 만일 통일 후 체제 이원화가 선행된 . 
상황에서 토지제도 논의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토지국유화를 선

택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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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제 단일화와 이원화에 대한 평가

남북 통일에서 체제 통합 논의는 본 연구에서 축소적으로 다룬 토지 

제도에 대한 논의 그 이상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토지. 
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재원조달의 관점에서 남북 양 정부의 재원조달체계

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거시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제도와 

행정이 남북으로 이원화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요소로 토지제도가 그 중

심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통일 후 토지 제도와 체제 논의를 연관 . 
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체제를 단일화하는 경우. 
와 이원화하는 경우를 남북 양 지역의 조세 징수 방식의 차이 여부로만 

단순화하였다. 
본 연구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북한 가구 후생 개선에 가

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대를 개인이 사유화하고 남한과 동일한 체제를 수

립하는 것이다 이 때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은 남북 주민 소득. 
에 일정율을 가산한 통일세를 부과하여 마련한다 이 국가 체제가 북. 1 1
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 
북한 토지를 국유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으로서 가장 좋은 대안은 

남한으로부터 통일세 지원을 받되 남한과 별도로 토지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재원조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세수 유출을 줄이면서  통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으로의 공공 지원을 배제할 가능성은 . 
생각하기 어렵다 이에 남한이 북한 인프라 투자에 통일세로 지원하는 . 
경우 시나리오 로 체제를 이원화하고 북한 토지를 국유화하는 방안이 ( 1, 4)
단일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비해 더 효율적이다 이는 남한의 입장일 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 후생적 관점에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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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결 론

제 절1 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북한지역 공공재원 조

달과 통일국가 운영체제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통일 후 북

한의 경제재건 인프라 건설 사회보장 실현 등에는 상당한, , 규모의 공공재 
원이 투입된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논의 때마다 언급되는 대표적. 
인 재원조달 수단이 바로 통일세이다 통일세에 관한 논의의 배경에는 . 
남북한 체제 단일화 및 북한토지의 사유화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토지를 국유화하여 토지지대를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면, 통일 
세와 같이 국민 저항이 크고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는 재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 토지지대를 공공재정의 주된 수입. 
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남한과 다른 조세체계를 수립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체제의 관점에서 이를 넓게 해석하면 북한 . , 
토지의 국유화는 국가 체제의 통일한국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따라1 2 . 
서 통일 후 북한의 토지 문제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의 문제라기

보다 남북한 체제 통합의 기틀을 세우고 통일 후 국가 운영 체계의 향방

을 좌우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 문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법적 측면에만 몰두하여 이를 해

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 
에서는 북한 토지 문제를 통일 후 국가 공공재원조달의 관점에서 바라보

고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어떠한 토지제도가 나은,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토지제도에 따라 어떠한 방식의 국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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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 
통일 이후 라고 하는 미래의 불특정 기간을 다루기 때문에 실증적인 지‘ ’
식보다 원리적인 이해를 얻고자 수리모형을 구축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

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모의실험을 위해 공공재원조달방식과 토지제도를 기준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시나리오 은 북한 토지를 사유화하고 북한 공공 : 1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통일세를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 
오 는 북한 토지를 국유화하고 통일세를 대체하여 토지지대를 공공 인프2
라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은 시나리오 를 확장한 . 3 2
것으로 지대수입을 공공 인프라 재원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다른 조세를 

감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는 시나리오 에 . 4 3
통일세를 도입한 것으로 북한 공공인프라 재원으로 북한의 토지지대와 

남한의 통일세를 절충적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상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일반균형조건을 만족하는 비선형 연립방

정식으로 모형화하고 모형의 해를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으로서 통일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1 . 
통일세는 조세저항으로 신중을 기하게 되는 이슈이기도 한데 본 연구에, 
서 설정한 대로 통일세를 징수하여 북한의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공

공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통일세 지원을 받는 북한은 물론 통일 후 북한

과 재화시장을 통합한 남한도 북한의 생산성 증대의 편익을 누릴 수 있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남한은 통일세로 인하여 세수 유출이 발생함에도 . 
불구하고 북한 인프라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더 많이 생산된 재

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 
가구가 후생을 극대화하는 통일세율은 본 모형의 설정 하 소득세 대상으(
로 일정율 부과 에서 정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 19% . 소득세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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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까지 약 인상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독일17,85% 2.85%p . 
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을 대상으로 각각 의 통일세를 부과하고 5.5%
기타 사회보험료나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는데 이, 
에 비추어 상기 모형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통일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북한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그로부

터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본 연구 결과에서는 토지

를 사유화한 시나리오 에 비해 나머지 토지를 국유화한 세 개 시나리오 1
모두 시나리오 에 비해 사회 전체 후생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은 국가 운

영 체제 논의와는 별도로 사회 전체 후생의 개선을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리오 중 사회 전체 효용을 가장 많이 증. 
가시키는 것은 남한의 지원 없이 북한의 국유화된 토지를 중심으로 국1
가 체제를 수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통일세 방식에 따른 세수 유출2 . , 
이 없어짐에 따라 남한의 후생은 상당히 개선되고 북한은 남한의 세수 

지원 없이 자체 조달 체계를 수립함에 따라 후생 감소를 갖게 되지만 가

중 평균한 사회 총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일 한국의 국가 체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통일 후 국가의 단일체

제과 이원체제를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상술한 것처럼 본 . 
연구에서 국가 체제가 갈리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 토지제도이다. 
지대수입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재원조달이 수립되면 남북한 체제 이원화

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 
가구 후생만을 고려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후생 개선에 가장 좋은 시나리

오는 토지를 사유화시키고 남한과 동일한 단일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때 물론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은 통일세로 확보한다 그러나 . 
모종의 사유로 인하여 북한 토지를 국유화가 장기적으로 혹은 영구적으

로 국유화해야 할 상황이라면 북한으로서 가장 좋은 대안은 남한으로부

터 통일세 지원을 받되 남한과 별도로 지대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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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입장은 세수 유출을 . 
줄이면서 통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으로 북으로의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남한이 . 
본 모형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처럼 통일세를 거둬 북한 인프라 투자에 지

원 조달하는 경우들 시나리오 중에는 체제를 이원화하고 북한 토지( 1, 4) 
를 국유화하는 방안 시나리오 이 단일체제를 수립하는 안 시나리오 에 ( 4) ( 1)
비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시각을 조

금 더 확장하여 재원조달의 관점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체제의 관점에

서 토지제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예. 
상 가능한 통일 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형을 수립하여 수치적으로 각 

대안들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에. 
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답할 수 없지만 본 연구의 큰 그

림과 주요 결과들은 충분히 통일 후 토지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이해

의 폭을 확장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통일 후 북한의 공공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관점에서 북한 

토지 문제는 종래 많은 사유화 견해들과 반대로 국유화할 것을 본 연구

에서 주장하였다 북한 토지 문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중요한 주제들은 . , 
결국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그 귀추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 
주요 이슈들이 상호 작용하는 원리와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를 지원하고 인도하는 역할이 . 
학계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역할을 이루기 위한 학문적 시도는 고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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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연구 한계 및 후속 과제

북한의 토지 제도와 남북간 공공재원조달 방식의 교호작용 모형의 ,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주요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

론적 해석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에 관한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결론을 도출할 . 
수 있도록 이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의 원류는 본래 개 도시 내 시민들의 자유1
로운 입지선택을 전제로 하는 다핵심 분산고용모형이다 그러나 이를 국. 
가 모형으로 확장하여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 및 공공재원조달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여타 중요한 요인들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도시. 
개발 및 확장의 문제 도시간 교역 국토공간구조 및 교통 인프라의 문제 , , 
등과 같은 것들이다 주제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으나 차츰 이런 주제들. 
까지 고려한 실험적으로 의미 있고 이론적으로 해석 가능한 모형 연구들

이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토지의 사유화 국유화를 논할 때 지주와 임차인을 구분하여 모/

형을 설계하면 기존의 후생경제학적 평가를 좀 더 풍성하게 수행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인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 
토지를 국유화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임차인이 겪게 되는 후

생변화는 남북 주민간 후생 변화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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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반균형 연산 구조[ 1] 

 Step 1 Zero profi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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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Dividend










 






 


 

 Step 3 Economic income
   

 Step 4 Marshallian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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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Indirect Utilities
  ln  ln  ln  ln  lnlnln

 Step 6 Choice prob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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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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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7 Traffic flows
  ⋯     

       

 Step 8 Congested trav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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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9 Conditional Demands for Labor an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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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0 Update <X-good outputs>

북한 :   


 

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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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1 Update <Step9>

 Step 12 Update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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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3 Update <Wage>
From the Newton metho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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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본 결과 가구별 후생변화표[ 2] 

세율 후생
후생변화
천원( /N/yr)

소득대비
후생변화

(%)
세율 후생

후생변화
천원( /N/yr)

소득대비
후생변화

(%)

0.01 7.224 Base state - 0.26 7.443       16,689 20.15

0.02 7.271 3,357 4.63 0.27 7.445       16,878 20.34

0.03 7.299 5,392 7.27 0.28 7.447       17,061 20.53

0.04 7.319 6,865 9.11 0.29 7.449       17,235 20.71

0.05 7.334 8,023 10.51 0.3 7.451       17,402 20.88

0.06 7.346 8,978 11.65 0.31 7.453       17,564 21.05

0.07 7.357 9,789 12.60 0.32 7.455       17,719 21.21

0.08 7.366 10,496 13.41 0.33 7.457       17,868 21.36

0.09 7.374 11,120 14.13 0.34 7.459       18,012 21.51

0.1 7.381 11,680 14.76 0.35 7.460       18,151 21.65

0.11 7.387 12,187 15.32 0.36 7.462       18,285 21.78

0.12 7.393 12,649 15.83 0.37 7.464       18,414 21.91

0.13 7.398 13,074 16.30 0.38 7.465       18,539 22.04

0.14 7.403 13,467 16.73 0.39 7.466       18,659 22.16

0.15 7.408 13,832 17.13 0.4 7.468       18,775 22.28

0.16 7.412 14,173 17.49 0.41 7.469       18,888 22.40

0.17 7.416 14,492 17.83 0.42 7.470       18,997 22.51

0.18 7.420 14,792 18.16 0.43 7.472       19,103 22.61

0.19 7.423 15,075 18.46 0.44 7.473       19,206 22.72

0.2 7.426 15,342 18.74 0.45 7.474       19,305 22.82

0.21 7.430 15,595 19.01 0.46 7.475       19,401 22.91

0.22 7.432 15,836 19.26 0.47 7.476       19,495 23.01

0.23 7.435 16,064 19.50 0.48 7.477       19,585 23.10

0.24 7.438 16,282 19.72 0.49 7.479       19,672 23.19

0.25 7.440 16,489 19.94 0.50 7.480       19,757 23.27

부록표 1 시나리오 의 북한 가구의 후생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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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후생
후생변화
천원( /N/yr)

소득대비
후생변화

(%)
세율 후생

후생변화
천원( /N/yr)

소득대비
후생변화

(%)

0.01 6.8456 Base state - 0.26 6.8772 1,772 3.38

0.02 6.8554 580 0.99 0.27 6.8770 1,756   3.36

0.03 6.8610  905 1.57 0.28 6.8767 1,739   3.33

0.04 6.8648 1,122 1.97 0.29 6.8764 1,721   3.31

0.05 6.8677 1,281 2.26 0.3 6.8761 1,702   3.28

0.06 6.8698 1,402 2.49 0.31 6.8758 1,682   3.25

0.07 6.8715 1,498 2.68 0.32 6.8755 1,661   3.21

0.08 6.8729 1,572 2.83 0.33 6.8751 1,638   3.18

0.09 6.8740 1,633 2.95 0.34 6.8747 1,615   3.14

0.1 6.8749 1,683 3.05 0.35 6.8743 1,591   3.10

0.11 6.8757 1,722 3.14 0.36 6.8739 1,566   3.06

0.12 6.8763 1,753 3.21 0.37 6.8734 1,541   3.01

0.13 6.8768 1,779 3.27 0.38 6.8730 1,514   2.97

0.14 6.8772 1,798 3.31 0.39 6.8725 1,487   2.92

0.15 6.8775 1,813 3.35 0.4 6.8721 1,460   2.88

0.16 6.8777 1,823 3.38 0.41 6.8716 1,432   2.82

0.17 6.8779 1,829 3.41 0.42 6.8711 1,403   2.77

0.18 6.8780 1,833 3.42 0.43 6.8706 1,373   2.72

0.19 6.8780 1,833 3.43 0.44 6.8700 1,344   2.67

0.2 6.8781 1,831 3.44 0.45 6.8695 1,313   2.61

0.21 6.8780 1,826 3.44 0.46 6.8690 1,282   2.56

0.22 6.8779 1,819 3.43 0.47 6.8684 1,251   2.50

0.23 6.8778 1,809 3.43 0.48 6.8679 1,220   2.44

0.24 6.8777 1,799 3.41 0.49 6.8673 1,187   2.38

0.25 6.8775 1,786 3.40 0.50 6.8667 1,154   2.32

부록표 2 시나리오 의 남한 가구의 후생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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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후생
후생변화
천원( /N/yr)

소득대비
후생변화

(%)
세율 후생

후생변화
천원( /N/yr)

소득대비
후생변화

(%)

0.01 6.9537 Base state - 0.26 7.0388   5,258 8.60

0.02 6.9742 1,280 2.05 0.27 7.0393   5,285 8.66

0.03 6.9862 2,024 3.25 0.28 7.0397   5,310 8.70

0.04 6.9945 2,543 4.08 0.29 7.0401   5,332 8.75

0.05 7.0009 2,939 4.72 0.3 7.0405   5,351 8.79

0.06 7.0060 3,255 5.24 0.31 7.0408   5,369 8.82

0.07 7.0102 3,517 5.66 0.32 7.0411   5,384 8.86

0.08 7.0138 3,738 6.02 0.33 7.0413   5,396 8.89

0.09 7.0168 3,928 6.33 0.34 7.0416   5,407 8.91

0.1 7.0195 4,093 6.60 0.35 7.0417   5,416 8.93

0.11 7.0219 4,238 6.85 0.36 7.0419   5,423 8.95

0.12 7.0240 4,366 7.06 0.37 7.0420   5,430 8.97

0.13 7.0258 4,480 7.25 0.38 7.0421   5,433 8.99

0.14 7.0275 4,582 7.42 0.39 7.0422   5,436 9.00

0.15 7.0290 4,675 7.58 0.4 7.0423  5,438 9.01

0.16 7.0304 4,757 7.72 0.41 7.0423   5,437 9.02

0.17 7.0316 4,832 7.85 0.42 7.0423   5,436 9.02

0.18 7.0328 4,900 7.96 0.43 7.0423 5,433 9.03

0.19 7.0338 4,961 8.07 0.44 7.0423 5,430 9.03

0.2 7.0347 5,017 8.17 0.45 7.0423 5,425 9.03

0.21 7.0356 5,068 8.26 0.46 7.0422 5,419 9.03

0.22 7.0364 5,114 8.34 0.47 7.0421 5,412 9.02

0.23 7.0371 5,155 8.41 0.48 7.0420 5,404 9.02

0.24 7.0377 5,193 8.48 0.49 7.0419 5,395 9.01

0.25 7.0383 5,226 8.55 0.50 7.0418 5,385 9.00

부록표 3 시나리오 의 남북한 가구의 후생변화 가중평균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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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timal Land System
for Public Financing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Suh, Chan Woo
Dept.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and ownership of North Korea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discussion of unification because the issue is not just abou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issue of the land ownership of North 
Korea, but it is related to building a cornerstone of unification and can 
determine the principle in which the unified nation will be operated after 
the unification. There are several views on how to handle the land 
ownership of North Korea and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gradual privatization and the other is permanent nationalization. Because 
those two perspectives are different not only in the entity of ownership, but 
also the method of land use, they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in general 
viewpoint on land system. In addition, the different land system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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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can lead to the difference in public resources procurement system 
and financia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two regions. Therefore, the 
land system of North Korea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operating 
system after unification.

After unification, it is expected that a lot of public resources will be 
assigned to North Korea, like economic reconstruc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alization of social security. It is unification tax that is 
most mentioned as funding scheme to cover the cost. Beyond the discussion 
on the unification tax lie the implicit assumptions of the unified system of 
two Koreas and th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land. However, if we 
nationalize the North Korean land and use land rent as resource of public 
financing, we can reduce or substitute unification tax to which that the 
people have strong resistance and that give a burden to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However, the method of using the North Korean land as the 
main source of public financing means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t tax system. In broader perspective on national system, the 
nation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land after unification indicates the 
unified Korea based on one country by 2 operating systems.

In this respect, the issue of land ownership of North Korean land should 
be understood and approached at many different angles.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have tendency to focus on only the legal aspects of the 
matt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 the present study was aimed to 
evaluate which land system is better for financing public fund by designing 
several. In particular, this study sets the time scope of study to an 
unspecific period after 'unification'. Therefore, it attempted to design a 
numerical model to find fundamental understanding rather than empirical 
knowledge, and analyzed the results.  

4 scenarios for simulation were designed upon public financial resources 
procurement system and land system. Scenario 1 is to privatize the North 
Korean land and collect unification tax as financial resource for developing 
the North Korean public infrastructure. Scenario 2 is to nationalize the 
North Korean land and use land rent in place of unification tax as financial 
resource for public infrastructure. Scenario 3 is the extended ver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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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2. This scenario is to use land rent not only as financial resource 
for public infrastructure, but as a means of reducing other taxes, too. 
Scenario 4 is to add unification tax to Scenario 3. This scenario is to 
eclectically use both the rent of the North Korean land and the unification 
tax of South Korea as financial resource for the public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The present study modeled those scenarios in non-linear simultaneous 
equations to satisfy the conditions of general equilibrium, and evaluated the 
solutions to the models from the perspectives of welfare economic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When unification is used to procure the 
public financial resources, it turned out that 19 % of tax rate would 
maximize total social welfare. When change in social welfare was 
examined by scenario, it turned out that scenario 3 could maximize total 
social welfare. When we examined the change in social welfare by 
region (South and North Korea) and scenario, the orders of the scenarios in 
which social welfare is maximized run counter to each other. This finding 
indicates that it is important to draw out social consensus in handling the 
issues of land ownership of North Korea. It turned out that as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 procurement for investment in the North Korean 
infrastructure, the difference in social welfare is bigger by the selection of 
scenario. It indicates that the way to design the North Korean land system 
will be a more important issue when we set our sights high in solving the 
economic gap between two countries after unification or it is expected that 
unification costs are excessive.

Keyword : Reunification, North Korea, Public Financing, Land system, 
Unification Tax, CGE

Student Number : 2010-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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