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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

서 금수품목 교역, 전체 무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고

찰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 정부 대북제재 이행 정도를 파악하며 

안보리 제재 효과를 재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정도에 관한 연구와 제

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두 가지로 분류한다. 

선행연구는 일부 금지된 품목 무역에 초점을 두고, 모든 금수품목

의 무역 추이를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까지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가 총 8건이 있다(결의 1718호, 1874호, 2094호, 2270

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 그러나 북중 전체 무역

에서 모든 제재의 효과와 왜 효과가 미미한 이유를 검토한 연구가 

부재하다.

우선,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북중무역에

서 모든 안보리 금수품목의 무역 변화 추이를 추적한다. 결과적으

로 보면, 중국은 대부분 예외 허용 없는 금수품목을 통제하면서 

대북제재를 이행했으나 사치품을 통제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모순된 태도로 해석된다.

또한, 통계 방법을 통해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매번 제재는 북중무역의 수준과 증가율에 동시에 악영향

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제재 1, 4, 8의 경우에는 잠깐 줄어들었

으나 후에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제재 결의가 북중 전체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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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왜 북중 전체 무역에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가 있다. 첫째, 제재가 풍선효과를 일으켜 통제되지 않은 품목 무

역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많이 거래하는 도시는 중국 북방

에서 남방으로 우회한다. 둘째, 결의안 채택 후 3개월 내 무역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개인 영업자의 합리

적 선택이 초래한 현상이다.

주요어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북중무역, 금수품목, 풍선효과, 미시적 

주체의 합리적 대응

학  번 : 2018-23374



i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자료 및 연구방법 ·································································5

    1. 자료 ···········································································································5

    2. 연구 방법 ·································································································7

  제 3 절 논문의 구성 ···········································································9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11

  제 1 절 중국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도에 관한 연구 ···············11

  제 2 절 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

제 3 장 안보리 금수품목 무역 추적 ·······························19

  제 1 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금수품목 ·································19

  제 2 절 금수품목의 HS 코드 ·························································27

  제 3 절 금수품목의 무역 변화 ·······················································30

제 4 장 전체 무역 연구 설계 ·········································39

  제 1 절 논문 주장 ·············································································39

  제 2 절 전체 무역 모형 변수 설정 및 이용 통계 ·····················41



ii

    1. 종속변수 ·································································································41

    2. 독립변수 ·································································································42

    3. 통제변수 ·································································································45

  제3절 분석 결과 ················································································50

    1. 분석 모형 ·······························································································50

    2. 전체 무역 통계 분석결과 ···································································50

제 5 장 결론 ·········································································68

  제 1 절 요약 및 제언 ······································································68

  제 2 절 함의 및 한계 ·······································································70

부록 ························································································72

참고문헌 ··················································································81

Abstract ·················································································92



iii

표   목   차

[표 3-1]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 ·················································20

[표 3-2] 대북 수입/수출 금지 품목 ···············································25

[표 3-3] 안보리 결의 2397호 금수품목의 HS코드 ·················28

[표 3-4] 중국 해관 발표한 대북제재에 관한 공고 ·····················28

[표 3-5] 대북제재가 금지한 사치품의 HS코드 ·························29

[표 3-6]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예외 허용 있는/없는 품목 ·······31

[표 3-7] 북중교역에서 금수품목 무역 변화 추이 ·······················33

[표 4-1] 전체 무역 통계분석 변수 총량 ·····································48

[표 4-2] 제재 독립변수 계수 ·························································51

[표 4-3] 수출/수입 급증한 통제되지 않는 품목 ·························54

[표 4-4] 채택 3개월 독립변수 계수 ··············································64

[표 4-5] 회귀분석 결과 ·····································································66

부록 [표 1] 98장 HS 코드 대응한 품목 ······································74

부록 [표 2] 22부 품목 대응한 HS 코드 ········································76

부록 [표 3] 안보리 금수품목의 HS 코드(사치품과 2397호 

품목을 제외함) ·······················································································78

부록 [표 4] 미국 등 국가/지역 정의한 사치품 HS 코드 ·········80



iv

그 림  목 차

[그림 1-1] 북중 전체 무역 변화 추이 ·························································4

[그림 3-1] 대북제재 3 금수품목 무역 변화 ············································32

[그림 3-2] 대북제재 8 금수품목 중 무역 감소한 품목 ························35

[그림 3-3] 제재 후 변화가 없는 품목 ······················································36

[그림 3-4] 무역 증가한 사치품 품목 ······················································37

[그림 4-1]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 급증한 품목 ······································55

[그림 4-2]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 급증한 품목 ······························56

[그림 4-3] 동북삼성은 북한과의 무역 변화 추이 ······································58

[그림 4-4] 중국 남방은 북한과의 무역 변화 추이 ··································59

[그림 4-5] 헤이룽장성 대북 무역 추이 ··························································60

[그림 4-6] 랴오닝성 대북 무역 추이 ·······························································61

[그림 4-7] 지린성 대북 무역 추이 ···································································61

[그림 4-8] 광둥성 대북 무역 추이 ···································································62

[그림 4-9] 장시성 대북 무역 추이 ···································································63

부록 [그림 1] 대북제재 4 금수품목 중 감소한 금수품목 ······················72

부록 [그림 2] 대북제재 5 금수품목 중 무역 감소한 품목 ······················72

부록 [그림 3] 대북제재 6 금수품목 중 무역 감소한 품목 ····················73

부록 [그림 4] 대북제재 7 금수품목 중 무역 감소한 품목 ····················73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다.1)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막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제재의 강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0월 14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였다. 이후 1718 제재위원회2)가 

설치되었고 위원회는 대북제재의 모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서 대북제재 결의 채택 및 실

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참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중국이 항상 정한 시간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1718 제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각국이 제출한 제재이행

보고서를 수집하여 점검하는 것이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

월 9일까지 총 193개 회원국 중 66개 회원국만 2397호(2017)의 8단

계 이행상황 보고서를 냈고 81개 회원국은 2397호(2017)의 17단계 이

행상황 보고서를, 95개 회원국은 2375호(2017)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1) 북한 여섯 차례 핵실험 시간: 2006 년 10 월 9 일, 2009 년 5 월 25 일, 2013 년 

2 월 12 일, 2016 년 1 월 6 일, 2016 년 9 월 9 일, 2017 년 9 월 3 일. 미사일 

발사는 많으나 안보리는 매번 발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2) 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는 결의 1718 에 의하여 설치된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

요한 기관이다. 지침에 따라 1718 제재위원회는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

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718 제재위원회의 업무 지침을 아래 링크

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committee-guidelines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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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회원국은 2371호(2016)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3) 

제출 비율은 30~60% 선이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행보고

서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게 제출하였다.

둘째, 중국은 민간과 북한의 무역을 통제한다는 공지를 발표하였

다. 지금까지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는 북한 수출입 무역의 일부 품목

을 관리 조치했다는 공지 6건을 찾아볼 수 있다. 공지는 안보리 대북제

재 결의와 높이 일치하며 금수품목과 수량, 심지어 금수품목에 대한 HS

코드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깊

이 관여하고 있고, 결의 위반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행 

정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된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알렉스 웡(Alex Wong)은 2020년 12월 22일 전략국제연구센터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해산물, 섬유, 철강, 산업 기계, 운

송 차량, 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 안보리 통제 상품을 북한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4) 

반면에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중국 대변인은 중국이 제재에 

느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제대로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5일 중국 외교관인 겅솽은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하며 다음과 같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였다. 

첫째,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관련 결의가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둘째,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 관련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하는 등 우리가 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앞장서 왔다.5) 

3)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Implementation Report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4) Alex, Wong. “Online Event: The Outlook for North Korea’s Economy 

Post-Pandemic, 2 Dec. 2020, 

https://www.csis.org/analysis/online-event-outlook-north-koreas-econo

my-post-pandemic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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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르면 대북제재 이행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고,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행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였다.6)

위와 같은 안보리 대북제재 실효성과 중국 이행 정도 논쟁 

속에서, 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재 전후 북중무역에서 금수품목의 무역량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제재를 잘 이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 

안보리가 지금까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중 세부 제재 조항이 포함된 

결의는 총 8건이다. 이 중에서 구체적인 금수품목을 언급한 결의는 

5건뿐이다. 금수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 2094호 

대북 수출금지 제품에는 보석류와 이동(수송) 품목이 있다.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사치품, 항공유 수출 금지,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대북 수입 금지한다. 또한, 결의 2321호는 항공기, 선박， 

사치품， 동, 니켈, 은, 아연, 조형물을 금수하며 결의 2371호가 금수한 

품목은 납과 납광석 및 해산물까지 확대된다. 이어서 2017년 9월 

채택된 결의는 2375호는 북한산 방직품 수입을 금지하여 북한의 

공업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택된 결의 

2397호 금수품목은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류, 업소기계, 운수차량 등 

가장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첫 번째 연구질문을 제기한
다.

“북중무역에서 안보리가 통제한 품목들의 수출입 어떻게 

변하는가?”

5) 2018 년 2 월 5 일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하다.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531947.shtml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718 Committee(DPRK) Implementation 

R e p o r t s .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implementation-reports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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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가 대북 품목 금수의 목적은 북한 수입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의 시장과 산업 생산 능력을 위축하여 국가 기관 수입 감소, 권력층 

소득 감소, 주민 소득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수품목의 

무역 위축을 통하여 전체 무역에 영향을 줘야 제재가 효과를 거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재마다 북중 전체 

무역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그림 1-1] 북중 전체 무역 변화 추이

이와 같은 현상을 감안하여 본 논문의 두 번째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안보리 제재는 북중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북중 전체 

무역에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서 본 논문은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서 금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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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전체 무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고찰하면서 중국 정부 

대북제재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매크로(macro) 무역과 

마이크로(micro) 무역 추세의 차이를 검토하고, 무역이 거시적(macro), 

미시적(micro) 측면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탐구할 

것이다.

제 2 절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중국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中國海關統計數據庫)7)에서 추출된다. 해당 데이터는 월별, 

품목별, 성별 북중무역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연도, 월, 수입 혹은 

수출, 8자리 HS코드(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8), 품목 명칭, 금액, 수량, 도시 번호, 도시 명칭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HS는 6자리 코드로 전체 국제 무역상품을 22가지 종류, 

98장9)으로 분류하고 장 이하는 목과 세목으로 나눈다. 장을 HS코드 

7) 중국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중국 세관 통계연감』에서 추출된다. 『중국 

세관 통계연감』은 중국 해관총서가 편제하여 중국 대외무역에 관한 상세한 통계

자료를 발표한다. 중국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8 자리 HS 코드로 세분된 상품

의 세계 모든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한 수출입 수량·금액 데이터를 집계해 전

면적인 신뢰성을 갖는다.

8) Official Website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에 따르면 HS 코

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산업 분류 시스템 중에서, HS 코드는 일반적으로 상

품의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Harmonized System 은 표준화된 거래 

상품 분류 방법이다. 관세와 세금을 평가할 때, 그리고 통계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 세계 세관 당국에 의해 제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HS 는 세계 관세 기구

에 의해 관리되며 5 년마다 업데이트된다. 이것은 많은 국가에 의해 사용되는 수

출입 분류 시스템의 기초가 된다. HS 는 다양한 분류와 물품에 대하여 특정한 6

자리 코드를 할당한다. 국가는 추가 분류를 위해 처음 6 자리 숫자에 더 긴 코드

를 추가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8 자리 숫자 HS 코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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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2자리로, 목을 4자리로, 세목을 6자리로 표현한다.10) 중국 HS 

코드는 국제사회 통용하는 6자리 코드를 기반으로 두 자릿수를 

추가하여 총 8자리이다. HS코드는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알 수 있어 

북중 교역에서 구체적인 품목의 무역 추이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국 세관 홈페이지의 분류에 따르면 품종이 비슷한 장(章)을 

한 종류로 분류하면 22가지 종류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1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동물성ᆞ식물성 지방, 조제 

식료품, 광물성 생산품,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과 고무, 

원피ᆞ가죽ᆞ모피, 목재ᆞ목탄ᆞ코르크, 목재ᆞ종이ᆞ판지, 방직용 섬유, 

신발류ᆞ모자류, 돌ᆞ플라스터(plaster)ᆞ시멘트, 천연진주, 

신변장식용품, 비금속(卑金屬), 기계류, 차량ᆞ항공기ᆞ선박, 정밀기계, 

무기ᆞ총포탄, 잡품, 예술품ᆞ수집품ᆞ골동품, 미분류상품 등이 있다.

북중무역을 검토하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엔 컴트레이드의 

제품 수준 국제 무역 데이터(UN Comtrade's product level 

international trade data)를 활용했다. 유엔 컴트레이드는 170개국 

이상의 연간 및 월간 무역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각국이 국제 연합 통계부(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이하 

UNSD)에 제공하고 있으며 UNSD는 1962년 이래 총 400억 이상의 

국제무역 데이터를 통합된 코드 방식과 단위에 따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12)

그렇다면 왜 유엔의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가? 사용되는 

HS코드는 현재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무역코드 시스템 중 하나이며, 

다른 두 개는 UN의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9) 한국 관세에 따르면 제 1 장에서 제 98 장(제 77 장은 실제 품목을 포함하지 않음)

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표 1]을 참고. 

10) Estevadeordal, Antoni, Kati Suominen, and Jeremy Harris. Gatekeepers 

of global commerce: rules of origin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8), pp. 14~15.

11) 각 부류 대응한 HS 코드를 부록 [포 2]를 참고.

12) UN Trade Statistics: What is UN Comtrade? 문장에 의하여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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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Classification) 및 국제표준무역분류에 의한 상품용도분류(BEC: 

Classification by Broad Categories in Terms of the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이다. 유엔은 6자리 HS코드를 

포함하는 데이터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이 사용하는 HS코드는 국제 

6자리 HS코드 마지막에 두 자릿수를 추가한 8자리로 구성돼 있다. 중국 

8자리 코드는 유엔 6자리 코드보다 상품별로 더 세세하게 구분돼 있어 

중국 실정에 더 부합한다. 더욱 세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품목의 무역 변화를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하다. 어떤 상품은 6자리 

코드에 따라 금지 상품에 속하지만, 8자리 코드에는 금지 상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중국 해관이 제공한 데이터 중 품목 명칭을 

매칭한 HS코드는 8자리이니 유엔 6자리 코드를 활용하면 대응 명칭을 

확인 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북중 양국의 매달 교역량으로 200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다. 실질적인 제재내용을 포함한 안보리 첫 

대북제재는 2006년 10월 시작됐고 마지막 제재안은 2017년 11월 

채택됐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시기는 2005~2019년이고 

분석단위는 품목 HS코드-월이다. 즉 품목당 한 달씩 수입(또는 

수출)하는 무역액이 기본 연구 대상이다. 월별 데이터는 안보리 제재안 

통과 이후 북중 교역의 단기적 변화를 미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데이터나 분기 데이터보다 세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2005~2019년 중국 세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통하여 안보리 제재가 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시기, 공간, 

품목별로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전술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본 논문은 북중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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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무역과 전체 무역에 중점을 두고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를 활용하여 안보리 제재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한다. 

우선, 안보리 제재안 내용과 안보리 대북제재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 교역하는 품목들을 정리할 것이다. 현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중 금수품목을 명시한 결의는 총 

8건이다. 이와 같은 결의안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하면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 발생 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13)하는 목적으로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북한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해관에서 추출한 북중무역 데이터에서 특정한 품목의 교역량을 

쉽게 뽑을 수 있도록 금수한 품목 HS코드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보고서와 문헌을 참고한다.

이후 먼저 북중무역에서 각 금수품목의 무역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에 안보리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단된 시계열(Interrupted Time-series)모형14)으로 

각각 분석할 것이다. 총 일곱 차례 중단된(interrupted) 시점을 

설정하고 일곱 차례의 개입점 전후 북중 교역 변화를 관찰함을 통하여 

제재가 결의별로 북중 간 총체적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또 중력모형(Gravity Model)에서 언급된 양국의 GDP와 

월간 변수는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중단된 시계열 

모형에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안보리 제재 효과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거시적(macro), 미시적(micro) 층면에서 

북중무역을 검토한다.

13) 유엔 헌장 제 7 장 제 39 항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VII —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 Article 39, https://legal.un.org/repertory/art39.shtml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14) 모형에 대하여 4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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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은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연구질문에 맞추어 

선행연구를 자세히 분석한다. 선행연구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중국 

이행 정도에 관한 연구와 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선행연구에서 금지 품목에 대한 분석이 없는 

점에 문제제기하며, 본 논문은 북중무역에서 안보리 금지한 품목의 무역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안보리가 북중 전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논문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이다.

제3장은 안보리 제재결의에서 통제한 품목을 자세히 소개한다.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실제 무역제재를 언급한 

문건은 총 8건이다. 제재결의에 따라 금수된 품목이 다른데, 안보리 

발표한 금수품목이 무엇인지를 제3장 제1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718 대북제재 위원회가 금수한 품목은 추후 북중 금수품묵의 교역 

상황을 분석하는 토대이다. 또한, 안보리 제재결의에는 품목별 간단한 

설명만 있고 명칭을 통하여 데이터(데이터의 기본 분석단위는 

HS코드)에서 해당 품목의 무역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제3장 

제2절에서는 관련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통제품목별로 HS코드를 

명시한다. 이 작업을 통해 4장에서 통계 분석을 시행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금수품목마다 교역량이 제재를 전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무역이 감소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제재 이후 오히려 

교역량이 늘어난 품목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그래프와 표를 통해 

설명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설계를 설명한다. 우선, 제1장 

제1절에서 제기한 질문에 맞추어 본 논문의 주장을 구성한다. 4장 

2절에서는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모형을 검토한다. 모형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소개하고, 

변수들의 근원, 의미,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한다. 제3절은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함의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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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 주장으로,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할용하였다.

마지막 5장 결론은 안보리가 북중 전체 교역과 금수품목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후 원인을 설명한다. 

제2절에서 논문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가능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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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우선,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정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관련 연구들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실행할 때 취한 태도를 중립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제2절에서는 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제 1 절 중국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도에 관한 연구 

유엔은 현재까지 가장 주요한 국제기구로 주권국가의 우위

(supremacy of sovereign)가 지나치게 강조될 때 이를 제한하는 역할

을 해왔다. 유엔 헌장 7장 41절15)은 국제평화를 위반하는 악의적인 행

위에 대하여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호소할 권리

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며 회

원국들에게 제재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중국이 대북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다른 국가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6)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안보리 제재 외에도 

북한에 대한 단독적인 경제제재 조치17)를 취하여 온 것과 달리, 중국의 

15) 유엔 헌장 제 7 장 제 41 항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VII —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 Article 41, https://legal.un.org/repertory/art41.shtml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16) Oh, Jinhwan, and Ryu, Jiyong.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China's vital rol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3, No. 1(March 2011), pp. 117~131.

17) 박지연.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의 현황과 이행 평가』,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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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안보리 제재 외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 적은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해왔는지과 중국의 금수품목 대북 수출입 지속 여부를 통하여 

중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였다. 

우선, 대북제재 전문가 그룹은 정례적으로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18)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신고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 중에는 중국의 제재 위반에 대한 

제보도 포함돼 있다. 2010년 11월 5일 전문가 그룹이 결의 

1874호(2009)에 따라 제출한 최종보고서19)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10월 13일 대한민국 당국이 부산항에서 바하마 선기를 단 

컨테이너선 MSC 레이첼호(이 선박은 스위스 회사 지중해항운사 

소유)를 검색한 결과 4개의 컨테이너가 작업 방호복으로 가득 찬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3월 4일 전문가 그룹이 결의 

2515호(2020)에 따라 제출한 최종보고서20)에 따르면 2020년 1~9월 

중국 국기를 단 선박들은 북한으로 정유 제품을 계속 수출하고 있으며 

선박 번호는 "Yun Hong 8호"이다. 관련 연구 중에는 공개된 모든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개괄하는 연구도 있다. 정은숙(2018)는 중국의 

이행 정도를 검토하여 중국과 관련한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비준수의 

사례를 정리하였다.21) 이와 같은 연구는 안보리 보고서를 해석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2016), pp. 53~54.

18) 2010 년 이래 대북제재 전문가 그룹은 총 14 건 패널 보고서를 발표했다.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19)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10/571. https://www.undocs.org/S/2010/571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20)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521 (2020). S/2021/211. https://www.undocs.org/zh/S/2021/211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21) 정은숙.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 중국·러시아의 역할과 입장』, (성남: 

세종연구소, 2018),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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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보도도 다수 발견된다. 

조선일보 2020년 12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계속 북한과 석탄 

교역을 하고 있다. 2017년 7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에서 

석탄 수입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주소를 둔 

업체가 대북제재가 금지한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ss Journal)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취재해 북한 선적 선박들이 대놓고 중국으로 석탄을 실어 날랐다고 

보도하면서 미 정부가 제공한 위성사진까지 첨부했다.22) 이외에도 중국 

제재 위반에 관한 비슷한 기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이 제출하는 이행보고서를 기반으로 중국 이행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도 있다. 유재승(2013)23)지적한 

점과 같이,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해 온 대북제재 조치 

이행보고서(Member States Reports)는 1718 제재위원회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행보고서로 

회원국의 이행도를 분석하고 안보리 제재를 평가하는 것이다. 

양운철ᆞ하상섭(2012)은 1·2차 핵실험으로 인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면서 이행 보고율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의 제재참여국 193개국 중 93개국만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초반에는 보고율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율이 떨어지는 추세이며 제출된 보고서의 질적 수준도 

낮다. 특히 저자들은 사치품의 수색 및 압수에 대한 보고율이 매우 

낮았다고 강조하였다.24) 이러한 전체 이행보고서 제출 비율이 낮음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 정부가 현재까지 모든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중국의 이행 정도가 낮지 않다는 주장을 됫받침 할 

수 있다. 

22) 『조선일보』, 2020 년 12 월 9 일.

23) 유재승.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국가별 이행 보고 현황." 『KDI 북한경제리

뷰』, Vol. 15, No. 2(2013), pp. 91~103. 

24) 양운철, 하상섭. "UN 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

의 확대." 『통일정책연구』, Vol. 21, No. 2(2012), pp. 1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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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위반 사례와 이행보고서를 제외하고 다른 기준으로 중국 

이행 정도를 판단하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YONG SUK 

LEE(2018)는 북한 내 전등 광도로 북한 내 경제 활동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해당 연구는 제재 기간 중 

북한-중국 접경지역에서 전등 광도는 제재가 없을 때보다 더 밝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논문에서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5)

본 절에서 중국 대북제재 이행 정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주목한 것은 주로 

중국의 이행보고서 제출과 북중교역에서 금수품목 변화 추이였다. 

김진아(2014)는 국가별로 제출된 결의 1874호 이행보고서 내용을 

비교한 결과는 제출된 이행보고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26) 따라서 중국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중국의 이행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고, 금지된 품목 무역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 북중무역에서 금수품목의 무역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있지만, 이와 같은 논의는 일부 금수품목만 

검토하는 단점이 있다. 더불어 다른 국가의 제보나 일방적인 보도로 

중국의 이행 정도를 탐구하기 때문에 신빙성도 떨어진다. 전술한 내용을 

통하여 지금까지 안보리 제재가 금지한 모든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모든 안보리 금수품목의 무역 변화 

추이를 추적함으로써 중국 대북제재 이행 정도를 폭넓게 평가하고자 

한다.

25) Lee, Yong Suk, "International isolation and regional inequality: Evidence 

from sanctions on North Korea.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ume 

103(January 2018), pp. 34~51.

26) Kim, Jina. "UN Sanctions as an Instrument of Coercive Diplomacy 

against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6, No. 

3(September 2014), pp. 3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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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북 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재가 북중무역 규모나 특정 품목의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했다.

우선, 북중무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유용론과 무용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논문 대부분은 대북제재 결의 2321호(2016년 11월 

30일) 이후의 결의를 검토하면서, 북중무역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임수호와 최장호(2017)는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북중무역 추이를 분석하여 2016년 동기와 비교하여도 북한 

대중국 총무역은 2.5%, 수출은 3.9%, 수입은 1.4% 감소한 것을 

강조하면서 결의 2321호의 효과를 확보하였다.27) 또한, 

최지영(2020)은 2016~2017년 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중무역 규모가 급감한다고 지적하였다. 2018년 북한 전체 무역액은 

전년대비 48.8% 감소함으로 제재의 영향을 긍정하였다.28) 그 의에도 

홍제환(2016)에 의하면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대 중국 수출 

무역 감소하였으며,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4분기 들어서는 3.8% 

감소하였으니 제재가 북중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29) 이와 같은 연구는 제재 강화된 후에 북중무역이 

감소하였으므로 제재가 유용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제재가 북·중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는 

초기 안보리 제재가 북·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27) 임수호, 최장호. "북한 대외무역 2016 년 평가 및 2017 년 전망: 북중무역을 중

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Vol. 19, No. 1(2017), pp. 65~78. 

28) 최지영. 2020.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북중무역 감소의 파

급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9) 통일연구원: 홍제환. 2016. "대북제재 이후의 북중교역,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

다." (2016).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8014/1/00014767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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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북중무역에 효과가 미미하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유엔 대북 경제제재 2270호, 2321호가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제재이지만, 북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권영경(2017)에 따르면 실제 북중 

교역통계 및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고착되고 

있으며, 생산공정 분업체계도 의류산업 중심으로 초기 단계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된다.30) 이는 사실 결의가 북중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또한,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에 대비 소폭 증가하여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31) 

또한, 김수민(2016)은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 이후 북중 

교역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대북 제재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 

심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996년에는 

28.6%였던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핵실험 이후에 계속 

높아져 2015년에는 90.3%에 이르렀다는 것이다.32) 북한 대북 

교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므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이기는 더 어렵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김준영 

등(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2006~16년)와 

한ᆞ미ᆞ일의 단독제재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북중무역 규모가 

급속하게 증대하였다.33) 제재가 무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30) 권영경. "김정은시대 북중 교역관계의 특징 분석과 유엔 2270 호 제재 이후 전

망." 『통일문제연구』, Vol. 19, No. 1(2017), pp. 1~35.

31) 최장호, 최유정. "2019 년 북중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1(2020), pp. 

1~19. 

32) 김수민. "북한 핵 실험 이후 북･ 중 교역 추이와 함의." 『평화학연구』, Vol. 

17, No. 5(2016), pp. 85~106.

33) 김준영, 미무라 미쓰히로, 안국산, 임소정, 이정균.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

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 Vol, 12(2016), pp.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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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라 특정한 품목 무역 추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치품을 다루고 있다. 사치품은 북한의 주요 수입품으로 국제사회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사치품 금지는 항상 대북제재의 문제가 되어 

왔다.34) 특히 관련 연구들에는 대북 제재가 북중무역에서 사치품 무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다. 정형곤(2019)은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린다. 유엔 결의안 1695호와 1718호는 북한의 사치품 수

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형곤은 위의 연구에서 2007

년 북한 사치품 수입의 91.4%를 중국 등 4개국이 차지했다고 밝혔

다.35) 더불어 2000~2007년 북중무역 월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토한 

놀랜드(Noland)와 마커스(Marcus)의 연구는 유엔 경제제재가 북한의 

주로 무역 상대인 중국과의 사치품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

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36) 

지금까지 검토한 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

구들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두 제재의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가 부재하다. 

예를 들어, 임수호와 최장호는 결의 2321호가 북중 교역 규모에 대한 

효과만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는 지금까지 안보리가 채택한 

한 번이나 여러 번 제재가 북중무역 수준에 끼친 단기적 영향에만 집중

하여 모든 제재의 효과를 고찰하지 않으며, 제재 이후 북중 교역 증가율

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 또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둘째, 두 국가의 무역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34) Jeong, Hyung‐Gon. "United Nations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Impact and Implications."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Vol. 14, No. 2(May 2019), pp. 214~233.

35) Jeong, Hyung-Gon, and Bang, Ho-Kyung. "The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KIEP Research Paper, Staff 

Papers, Vol. 17, No. 2(November 2017), pp. 2~18.

36) Noland, Marcus. "The (non-)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sia Policy, Vol. 7, No. 1(January 2009), pp. 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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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지 않고 있다. 제재는 양국 교역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가 아니라 양국의 GDP, 월별 등 모든 요인이 무역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히 제재가 채택된 전후 교역량만 비교해서는 제재가 

양국 교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중 교역에 대한 보다 적절한 분석 

모형을 선택하여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재가 전체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를 언

급하지 않았다. 제재가 북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임에도 

그렇다면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 심층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떤 품목이 상승했기에 북중 전체 무역은 제재 후에도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는지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북중 교역에

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을 탐구해야만 향후 안보리 제재 조항 제정

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에 이는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이유를 검토할 때는 제일 고려해야 할 점은 대북제재에 대한 중

국의 모순된 태도이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지에 이런한 제재에도 어떻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는 중국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

문은 이러한 모순된 상황 속에서 중국에게 가능한 대응책에는 무엇이 있

는지 또한 검토하고자 한다. 4장 1절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대북제재 

금수품목에 대한 중국의 이행도에 초점을 맞추고, 안보리 대북제재가 

양국 간 총체적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북중무역에서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중국의 이행 

정도와 북중 전체 무역을 대북제재 효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서 통제된 품목과 전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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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안보리 금수품목 무역 추적

안보리 공식 사이트에서 제시한 제재 결의안 문서는 중요한 

참고문헌이다.37)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설립된 1718 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최신 문서들을 발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총 8개가 있다. 1718 제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결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안보리 대북제재의 요구, 

목적, 조치들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문서에 명시된 실천적 제재 

조항들을 통해 안보리 통제한 품목 정리할 수 있다. 본 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의 내용을 분석해 

금수품목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에 다른 문헌을 통하여 안보리 

금수품목의 HS코드를 찾아낸다. HS코드를 통해 데이터에서 통제된 

품목의 교역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제3절에서 북중무역내 

금수품목 수출입의 증가/감소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제 1 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금수품목

북한에 대한 첫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2006년에 발표되었다38). 

37) S/RES/1718. 2006 년 10 월 14 일. 

https://undocs.org/en/S/RES/1718(2006)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38) 1718 제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1994 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IAEA 사

찰 거부 발표된 825 호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채 안

보리가 더 진전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S/RES/1718. 1993 년 5 월 11 일. 

https://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RES/825(1993) (검

색일: 2021 년 5 월 15 일). 또한, 2004 년 채택된 결의 1540 호에도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S/RES/1540. 2004 년 4 월 28 일. 

https://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S/RES/1540%20(200

4)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이어 2006 년 7 월 채택된 결의 1695 호에서 

"2006 년 7 월 5 일(현지시각) 북한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

히 규탄한다"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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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제재위원회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제재 

결의는 총 21개가 있다.39) 하지만 이와 같은 결의안은 모든 실천적 

폼목 금수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중에서 구체적인 통제품목을 

명시하는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총 8개가 있다.40) 결의안 

1718호(2006년 10월 14일.), 결의안 1874호(2009년 6월 12일), 

결의안 2094호(2013년 3월 7일), 결의안 2270호(2016년 3월 2일), 

결의안 2321호(2016년 11월 30일), 결의안 2371호(2017년 8월 

5일), 결의안 2375호(2017년 9월 11일), 결의안 2397호(2017년 

11월 22일)가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0월 14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였다. 결의안 1718호를 이어서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결의안 2094호, 결의안 2270호, 결의안 2321호, 결의안 

2375호는 각각 2차, 3차, 4차, 5차,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통과된 

조치들이다. 결의안 2371호는 북한 2017년 7월에 감행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발표된 문서이다. 결의안 2397호는 북한 

2017년 11월 28일 감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된 문서이다. 

다음과 같은 결의안은 모두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표 3-1]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

다"며 "6 자회담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도 북한을 겨냥한 구

체적인 실행 조항은 없다. S/RES/1695. 2006 년 7 월 15 일. 

https://undocs.org/en/S/RES/1695(2006)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39) 1718 제재위원회에서 발표한 제재 결의안은 합쳐서 총 21 개가 있다. 

40) 실질적인 제재내용을 포함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8 개가 있다. 문서 번호는 다

음과 같다. S/RES/1718, S/RES/1874, S/RES/2094, S/RES/2270, 

S/RES/2321, S/RES/2371, S/RES/2375, S/RES/2397.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Resolution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resolutions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결의안 번호 채택 시간 비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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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금수 품목을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리한 

후 8차례 결의가 각각 금수한 품목의 세부 정보를 소개할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2006년 10월 14일 채택됐으며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북한으로 공급, 판매, 이전 금지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에 규정된 

작전탱크·기갑전투차·대구경포체계·작전기·공격헬기·군함·미사일

·미사일체계 관련 소재(모두 부품을 포함함)들이 있다. 또한, 북한의 

핵 관련, 탄도미사일 관련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타 물품, 자재, 설비, 화물과 기술을 금수한다. 마지막 

북한과의 사치품 무역을 금지한다. 하지만 결의 1718호에는 사치품에 

대하여 정확한 명칭이 없으니 금지해야 할 사치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명확하지 않다.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2009년 6월 12일 채택되었으며 구입, 

공급, 판매, 이전 금지한 범위를 모든 무기로 확대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1997년 4월 29일 협정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S/RES/1718 2006년 10월 14일 1차 핵실험

S/RES/1874 2009년 6월 12일 2차 핵실험

S/RES/2094 2013년 3월 7일 3차 핵실험

S/RES/2270 2016년 3월 2일 4차 핵실험

S/RES/2321 2016년 11월 30일 5차 핵실험

S/RES/2371 2017년 8월 5일 대륙간 탄도 유도탄 미사일 

발사

S/RES/2375 2017년 9월 11일 6차 핵실험

S/RES/2397 2017년 11월 22일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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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CWC), 1972년 4월 

10일 서명 성공한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BWC)에서 공급·판매·양도 또는 수출을 금지한 품목들이 

추가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 2094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금지 

품목은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로 생산된 물품이 주를 이뤘다. 

이와 같은 물자들은 기본 인도주의에 위배되는 재래식 금수품에 속한다. 

1718 결의에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사치품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치품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치품 품목이 공표되지 않으니 

제재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한 

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의 

2094호를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에는 처음으로 금지해야 할 사치품 

범위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41)

1. 보석류: 진주가 있는 보석 제품; 보석; 보석용 혹은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피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귀금속 혹은 

귀금속을 입힌 금속 보석제품

2. 이동(수송) 품목: 요트; 고급 자동차 – 스테이션 왜건을 

포함한 자동차(대중 교통 제외); 경주용 차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안보리는 

이번 핵실험과 관련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포함한 결의 

2270호를 채택하였다. 특히 금수 품목이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 수출을 금수한다. 그러나 상술한 품목 수츨 허용된 

경우도 있다.42) 둘째, 북한은 안보리 회원국으로 금, 바나듐광, 

41) 이민규. 201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전략과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pp. 1~103.

42) 북한 원산지가 아닌 북한을 경유해 나진항(Rason)에서 수출하는 석탄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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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광, 희토류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셋째, 모든 국가가 대북 항공유(항공용 휘발유, 

나프타 항공유, 등유 항공유, 등유류 로켓연료 포함) 수출을 금지한다. 

또한, 북한으로 공급, 판매, 이전 금지하는 사치품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43):

1. 고급시계: 손목 시계, 주머니 시계, 귀금속 또는 귀금속이 

입혀진 금속 케이스

2. 이동(수송) 품목: 수중 레저용 차량(수상 모터바이크); 

스노모빌(2,000달러 이상)

3. 납 크리스탈(Lead Crystal) (산화납 최소 24%인 유리)

4.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2321호 결의는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2321호는 

북한에 항공기와 선박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모든 국가는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철광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 

허용된 경우에는 계속 석탄을 수입할 수 있다.44) 북한은 동, 니켈, 은, 

아연, 조형물(statue)을 다른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회원국들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을 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결의 

2321호는 금수 사치품 리스트를 추가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5)

된 경우 수출 예외적 허용된다. 그리고 전적으로 민생 목적으로 인정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호, 2270(2016)호가 금지한 다른 활동으로 벌어들

인 수익의 거래는 취급되지 않는 경우 허용.

43) 이민규. 2018, pp. 48~49.

44) 나진항(Rason)에서 수출하는 외국산 석탄은 예외적 수츨 허용. 결의 2321 호는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 총액을 규정하였다. 결의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북한이 모든 회원국으로 수출된 석탄 총액은 53495894 달러 

또는 총량이 1000866kt(그 중 저자인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17 년 1 월 

1 일부터 매년 북한 원산 석탄 총 수입 금액은 4008700018 달러 또는 총량이 

7400kt(저자인 경우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45) 이민규. 2018,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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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탄자와 태피스트리(500달러 이상)

2. 도자기 식탁용 식기류 또는 본차이나(뼛가루) 

도자기류(100달러 이상)

2017년 7월 3일과 7월 28일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보리는 8월 5일 

결의 2371호를 채택하여 무역금수 품목을 더욱 확대했다. 안보리는 

우선 결의 2321호 중 북한으로부터의 석탄·철·철광 구매 금지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서면계약은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확정된 철과 철광 

거래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본 결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든 국가들은 본 결의일로부터 45일 후에 

위원회에 수입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둘째,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및 기타 모든 

수생 무척추 동물을 포함)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면계약이 

채택되기 전에 확정된 해산물의 판매와 거래에 대해 모든 국가가 본 

결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납과 납광석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북한의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는 잇달아 결의 

2375호를 채택하였다.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이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둘째,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한다. 셋째,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46). 마지막으로 북한에서의 방직품(직물과 부분적 

혹은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도 포함) 구매를 금지한다. 이번 결의 

금수물자 범위는 기존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 17.9.1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 호 채택. 

https://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6621&srchFr=&

amp;srchTo=&amp;srchWord=2375&amp;srchTp=0&amp;multi_itm_seq=0

&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

m=&page=1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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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2017년 

11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금수 품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결의 2397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47).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회원국이 북한에 모든 철, 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북중무역에서 안보리 대북제재가 통제한 품목 무역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제재가 금수한 품목을 아래 [표 3-2] 정리한다. 

결의에서 예외적 허용 경우가 있으면 별*로 표시한다.

[표 3-2] 대북 수입/수출 금지 품목48)

47)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 호 채택. 

https://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7931&srchFr=&

amp;srchTo=&amp;srchWord=2397&amp;srchTp=0&amp;multi_itm_seq=0

&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

m=&page=1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48) 금수품목은 괄호에서 특별히 별*로 강조되지 않으면 예외 경우가 없는 것이다

결의안 번호 대북 수입 금지 품목 대북 수출 금지 품목

S/RES/1718 무기, 사치품(정확한 

명칭 없음)

/

S/RES/1874 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포함)

/

S/RES/2094 사치품(보석류, 

이동(수송) 품목)

/

S/RES/2270 사치품: 고급시계, 

이동(수송) 품목, 납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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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항공유*(민간 여객기에 

필요한 연료는 적용되지 

않음)

석탄, 철, 

철광*(나진항에서 

수출하는 석탄은 

적용되지 않고 완전 

민생용 철과 철광도 거래 

가능)

S/RES/2321 항공기·선박

사치품:

1. 양탄자와 

태피스트리(500달러 

이상)

2. 도자기 식탁용 식기류 

또는 본차이나(뼛가루) 

도자기류(100달러 이상)

석탄, 철, 

철광*(나진항에서 

수출하는 석탄은 

적용되지 않고 수출 

총량은 정한량을 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완전 민생용 철과 철광석 

거래 가능)

동,니켈,은,아연, 조형물

S/RES/2371 / 석탄, 철, 철광*(본 

결의는 채택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수입 

입국 가능)

해산물*(본 결의는 

채택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수입 입국 가능)

납과 납광석

S/RES/2375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정유제품*(3개월 상한선 

방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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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 중에서 금수한 품목들을 모두 

정리하였다. 북한 핵실험 횟수가 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금수품목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HS코드를 

분석단위로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금수품목 무역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모든 금수품목의 대응 HS코드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제 2 절 금수품목의 HS 코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분석단위는 HS코드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금수품목이 명시돼 있지만 다른 

결의에는 품목별 HS코드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품목별 무역 변화에 관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제1절에 언급된 각종 금지한 품목에 대응하는 

HS코드를 확인한다.

우선, 결의 2397호에는 통제품목의 HS 번호는 아래 [표  

3-3]과 같이 정리된다.

50만 배럴, 연간 상한선 

200만 배럴)

원유*(현 수준으로 동결)

S/RES/2397 정유제품*(연간 상한선 

200만 배럴)

원유*(연간 상한선 

400만 배럴)

철, 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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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안보리 결의 2397호 금수품목의 HS코드

(出處: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조항을 참고하여 정리함)

중국 상무부는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직후부터 대북제재 수출입 금수 상품을 품목별로 공지하였다.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공고문서에 따르면 결의 2270호 이후 금지된 물품의 

HS 코드를 정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고한다. 현재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북한 관련 공지는 다음과 같다.

[표 3-4] 중국 해관 발표한 대북제재에 관한 공고49)

49) 出處: 중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index.shtml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품목 명칭 매칭 HS 코드

식용품 및 농산품 제7장, 제8장, 제12장

기계류 제84장

전자기기 제85장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제25장

목재류 제44장

선박 제89장

모든 공업기계 제84장, 제85장

운수차량 제86-89장

철, 강, 기타금속 제72-83장

일자 공고

2016-4-5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11호: 대북 일부 광산물 

금수품목

http://www.mofcom.gov.cn/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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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발표한 공지에는 사치품 항목이 없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안을 고찰을 통하여 결의 2094호(2013), 결의 

2270호(2016)와 결의 2321호(2016)에서 금수한 사치품 품목이 있는 

것은 확인된다. 본 논문은 북중교역에 금지된 중국 사치품의 거래 

상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보고서를 통하여 금지 

사치품의 가능한 HS코드를 아래 [표 3-5]로 정리했다.50)

[표 3-5] 대북제재가 금지한 사치품의 HS코드51)

50) Kuo, Lucas, and Jason Arterburn. “Lux & Loaded: Exposing North 

Korea’s Strategic Procurement Networks.” C4ADS, (2019), pp. 18~19.

51) 표에서 두 자리 숫자는 HS 번호 앞 두 자리, 네 자리 숫자는 HS 번호 앞 네 

자리, 여섯 자리 숫자는 HS 번호 앞 여섯 자리를 의미한다.

2016-12-23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81호

2017-2-18 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2호

2017-8-14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40호: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이행에 관한 공고

2017-9-22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52호: 상무부 세관총서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집행에 관하여

2018-1-5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4호: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에 관하여

결의안 번호 금수 사치픔 HS 코드

결의안 2094호

(2013)

보석류

7101, 7102, 7103, 

7104, 7105, 7113, 

7116, 7117

이동(수송) 품목 8903, 8703, 8711

결의안 2270호

(2016)

고급시계 9101

이동(수송) 품목 8903, 87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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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보리 금지 품목의 모든 HS코드를 정리하였다. 금수 

물품의 HS코드를 통해 각 품목의 무역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금수품목의 무역 변화를 검토하면서 제재가 

금수품목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 3 절 금수품목의 무역 변화

지난 절에서 정리된 금수품목 HS코드를 참고하여 통제된 품목 

무역만 포함된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 다음 북한으로 수출 금지와 

북한에서 수입 금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북한으로부터 구매가 금지된 

품목이라면 데이터에서 수출입 변수가 1이라는 관측치를 남기다. 이유는 

수출입 변수가 1이면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는 무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품목 대북 수출이 금지되면 수출입 변수가 

'0'(중국의 대북 수출)이라는 데이터만 남는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금수품목의 무역량만 수집된다. 

위에 정리한 금수품목을 예외적 허용이 있는 품목과 예외적 

허용이 없는 품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예외적 허용이 있는 

품목의 수출입으로는 중국 이행 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6]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예외 허용 있는/없는 품목

납 크리스탈
701322, 701333, 

701341, 701391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9506

결의안 2321호

(2016)

양탄자와 태피스트리 57, 5805

도자기 식탁용 식기류 

또는 본차이나 도자기류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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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각 제재가 통제한 품목의 무역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제재 4에서 통제한 희토류, 제재 5 통제한 항공기와 조형물에 

제재 예외없이 통제된 품목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통제 품목/

예외 품목
제재 1

(2006년 10월)

무기 사치품(정확한 명칭 

없음)
제재 2

(2009년 6월)

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포함)
/

제재 3

(2013년 3월)
사치품(보석류 등) /

제재 4

(2016년 3월)

사치품(고급시계 등),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석탄, 철, 철광

항공유

제재 5

(2016년 11월)

항공기, 선박, 

사치품(양탄자 등), 

동,니켈,은,아연, 조형물

석탄, 철, 철광

제재 6

(2017년 8월)
납과 납광석

석탄, 철, 철광

해산물

제재 7

(2017년 9월)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방직품

정유제품

원유

제재 8

(2017년 11월)

철, 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정유제품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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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측치를 북중무역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북중무역에는 

상술한 품목에 대한 HS코드의 무역기록이 없다. HS코드가 5년에 한 

번씩 소폭 수정되는 바람에 상술한 품목의 코드가 다소 바뀌어 

북중무역에서 데이터를 찾지 못한 탓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품목은 

제재의 중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부재는 전체 통제품목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재 3이 북한으로 수출 금지한 품목은 보석류와 이동(수송) 

품목이 있다. 이와 같은 품목의 교역 변화는 [그림 3-1]을 통해 알 수 

있다. 보석류의 수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반면에 이동(수송)의 

교역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림 3-1] 대북제재 3 금수품목 무역 변화

아래 표에 따르면 제재마다 금수품목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재가 북중 간 특정한 품목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제재 후에 바로 감소한 금수품목도 

있으나 제재 채택 후 오히려 교역량이 증가한 품목도 있었다.



33

[표 3-7] 북중교역에서 금수품목 무역 변화 추이

제재 무역 증가한 

품목

무역 감소한 

품목

변화가 없는 

품목

관측치 없는 

품목

제재 3 이동(수송) 

품목
/

사치품(보석

류)
/

제재 4 사치품(고급

시계 등)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고급시계, 

이동(수송) 

품목

희토류

제재 5
사치품(양탄

자 등)

동, 니켈, 

은, 아연, 

선박

항공기, 

조형물

제재 6 / 납과 납광석 /

제재 7 /

방직품,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

스

/ /

제재 8 /

식용품 및 

농산품,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토석류, 

공업기계, 

운수차량, 

기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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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르면 제재 4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수입 금지한 금과 

티타늄광의 무역은 결의 채택 후 감소하였다.52)  더불어 5차 제재에서 

통제된 동, 니켈, 아연, 은, 선박은 제재 이후 무역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와 같은 품목의 무역 감소를 부록 [그림 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재 6 금수한 납과 납광석은 부록 그림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제재 후에 감소하였다.53) 제재 7을 통해 북한으로의 판매를 

금지한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와 북한으로부터의 구매를 금지한 

방직품 등의 품목 교역도 감소하였다(부록 [그림 4]를 참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품목을 통제한 제재 8이 발표된 이후 

북중무역에서 식용품 및 농산품, 전자기기, 마그네사이트와 

산화마그네슘에 함유된 진흙을 포함해 석재, 목재류, 선박, 공업기계, 

운수차량, 철, 강, 기타금속의 교역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림 3-2]는 

제재 8을 통해 감소한 품목의 무역 변화 추이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52) 부록 [그림 1]을 참고.

53) 부록 [그림 3]을 참고.

철, 강, 

기타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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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대북제재 8 금수품목 중 무역 감소한 품목

다만 관측치가 없는 품목과 제재 전후에 크게 다르지 않거나 

증가한 품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금수한 품목은 HS코드를 

통하여 양국 교역에서 대응 관측치를 찾을 수 없었으나 북한은 중국 

주변의 가장 중요한 경제권 중 하나인 만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품목을 수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 5년에 한 번씩 

수정한 HS코드 개편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의 

무역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이에 대하여 계속 구명할 

필요가 있다. 또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대북 수출이 금지된 보석류, 

제재 전후로 무역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제재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으로는 제재 4 이후 대북 수출이 금지된 

바나듐광, 고급 시계, 이동(수송) 품목, 제재 8에서 금지된 북한산 

기계류 품목도 있었다. 이는 [그림 3-3]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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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재 후 변화가 없는 품목

또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난 금수품목도 있었다. 무역 

증가한 품목은 아래 [그림 3-4]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무역 증가한 

품목은 모두 사치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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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무역 증가한 사치품 품목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대부분 예외 허용 없는 금수품목을 

통제하면서 대북제재를 이행했으나 사치품을 통제하지 않았다. 이유는 

중국 대북정책은 딜레마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제일 

합리적 선택은 대북제재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대북제재를 실행할 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일부 금수품목(사치품을 제외함)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제재가 채택된 후 무역 변화가 없는 품목과 무역 

증가한 품목의 종류를 살펴보면, 북한 엘리트 계층이 소비하는 

사치품들은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포함된 금수품목 명칭을 

정리하고 금수품목의 HS코드를 정리하였다. 또한, 그래프와 표를 

통하여 제재 채택 후 교역량이 떨어지거나 증가하거나 변화 없는 품목을 

열거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재가 북중무역에서 금수품목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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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재가 사치품을 제외한 대부분 통제품목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해도 자국의 국제 체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안보리 

채택된 결의에 구체적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해당 품목의 수출입을 

금지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금수품목 중 무역이 증가하거나 변화 없는 품목들이 

있다. 이와 같은 품목의 무역 변화 추이를 통하여 제재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품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역 증가한 

품목은 거의 다 사치품이란 점을 감안할 때, 사치품 금수에 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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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체 무역 연구 설계 

안보리가 금수품목을 포함한 결의를 발표한 후 북중 전체 

무역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와 같은 변화가 왜 발생하는가? 이는 중국 

이행 정도에 대하여 무엇을 시사하는가? 제4장에서 전술한 질문을 

바탕으로 답을 탐구할 것이다.

본 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조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앞서 3장에서 밝힌 것처럼 본 논문은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정도 검증을 통하여 안보리 제재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논문의 중점은 북중교역에서 금지된 물품의 교역과 

전반적인 무역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다. 

3장에서 제재가 북중무역에서 금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장은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면서 효과가 미미한 

이유를 검토할 것이다. 우선, 1절에서 연구질문에 맞추어 본 논문의 

주장을 내세운다. 2절에서는 북중 전체 무역을 분석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중단된 시계열 모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설정한다. 마지막 절은 모형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한 후 최종 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분석할 것이다.

제 1 절 논문 주장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중무역 증가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즉, 중국이 북한과의 금수품목 교역이 줄어들었으나 제재가 북중 전체 

교역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첫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2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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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시계열 모형을 도입하여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것이다.

또한, 왜 통제된 품목 무역의 감소는 전체 무역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중국이 표면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만 가능하면 

북한경제를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정승호 연구에 

따르면 한국 경제제재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54) 즉,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증가를 통하여 제재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이 거시·미시적 측면에서 갈등을 빚는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북중무역에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첫 번째 이유는 

제재 이행 과정에서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는 범죄, 특히 마약 밀매에 관한 연구들에서 많이 검증된 

이론이다.55) 풍선은 한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지만 저항이 적은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른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현상을 제지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풍선효과(balloon effect)라고 한다.56) 

이를 토대로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을 

통제하면 북중무역에서 다른 품목의 무역이 급증할 것이다고 가정한다. 

금수품목 교역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른 품목의 수출입을 통하여 

54) Jung, Seung Ho.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China 

trade: A dynamic panel analysis."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9, 

No. 4(November 2016), pp. 481~504.

55) Cockayne, James, and Phil Williams. The Invisible Tide: Towards and 

International Strategy to Deal with Drug Trafficking Through West Africa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 2009), pp. 1~2; Friesendorf, 

Cornelius. "Squeezing the balloon?." Crime, Law and Social Change, Vol. 

44, No. 1(Spring 2005), pp. 35~78; Mora, Frank O. "Victims of the 

balloon effect: Drug trafficking and US policy in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of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Vol. 21, No.2 (Summer 1996), pp. 115~140.

56) KDI 경제정보센터. 풍선효과.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98

8 (검색일: 2021 년 5 월 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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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즉, 제재 후에 통제되지 않은 

품목 중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북 사치품 수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제되지 않은 품목 무역 

급증은 금수품목 무역 감소의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금수품목 통제로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재 

후에 중국 북방과 교역하는 품목을 중국 남방으로 우회한다.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공간적 거리가 제일 가까워서 북중무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동북삼성과의 교역은 타격을 많이 입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재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북한의 무역 파트너는 중국 남방으로 돌린 

것이 예상된다. 

풍선효과를 제외하여 북중 전체 무역에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또 다른 요소는 개인 영업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때문이다. 제재를 예상하여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개인 

영업자는 제재가 본인 사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품목을 늘릴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제재 후 짧은 기간 내에 북중무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결의안 채택 후 3개월 내 무역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3개월 내 북중무역 증가를 검증한 후 무역이 급증한 

품목에 대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어떤 품목이 제재 이후 

비정상적으로 늘었는지 찾아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면서 제재가 북중무역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할 것이다.

제 2 절 전체 무역 모형 변수 설정 및 이용 통계

1.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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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서 2019년까지 북중 월별 무역량으로 종속변수로 

한다. 제1장 2절을 통해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였 듯이, 본 논문은 중국 

세관이 제공하는 수출입 데이터베이스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월별 데이터를 추출할 것이다. 각 관측치는 해당 달의 중국과 북한 간 

총 무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위는 달러이고 관측량은 총 180이다. 

마지막 북중무역 총량에 로그(log)를 씌운다. 즉, 최종 종속변수는 

ln(북중무역)이다.

2. 독립변수

1) 중단된 시계열 모형(Interrupted Time-series Model)

본 논문은 앤더튼(Anderton)과 카터(Carter)가 전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때 사용했던 중단된 시계열 모형(Interrupted 

Time-series Model)57)을 참고하여 최종 모형을 설정할 것이다. 

중단된 시계열 모형은 안보리 제재가 북중무역량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북중무역 증가율 변화 추이도 고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역 

총량이 줄었지만 제재가 양국 무역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제재가 양국 무역 체계 구조에 파괴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연구를 참조하여,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ln(북중무역t)=β1*ln(중국경제총량t)+β2*ln(북한경제총량t)+β

3*안보리 제재 1+β4*제재 1 후 트렌드+β5*안보리 제재 2+β6*제재 

2 후 트렌드+β7*안보리 제재 3+β8*제재 3 후 트렌드+β9*안보리 

제재 4+β10*제재 4 후 트렌드+β11*안보리 제재 5+β12*제재 5 후 

트렌드+β13*안보리 제재 6/7+β14*제재 6/7 후 트렌드+β15*안보리 

57) Anderton, Charles H., and John R. Carter. "The impact of war on trade: 

An interrupted times-series stud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8, 

No. 4(July 2001), pp. 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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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8+β16*제재 8 후 트렌드+ε

제재 변수는 제재 이전을 0으로 하고, 제재가 채택된 이후 1로 

설정한다(제재 6과 7은 서로 채택된 시간 간격이 짧아 한 변수로 취급

한다). 제재 트렌드의 경우에는 제재 이전을 0으로 설정하고 제재가 시

작한 후에 대해 1이상의 정수로 한다. 제재에 관련된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 안보리에서 총 여덟 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

다. 하지만 각 제재 결의안의 내용과 강도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제3장 안보리 제재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면 안보리 제재 1, 

제재 2, 제재 3, 제재 4, 제재 5, 제재 8을 설정한다. 3장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 1718(2006), 1874(2009), 2094(2013), 2270(2016), 

2321(2016)호는 각각 북한 1, 2, 3, 4,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것이다. 8차 제재 결의 2397호(2017)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섯 개 변수는 모두 '0'과 

'1'만 포함하는 더미(dummy) 변수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10월 14일 채택됐으며, 제재 1 변수는 2006년 10월 이전(2006년 

10월 제외) '0'으로, 2006년 10월 이후 '1'로 설정한다. 마찬가지로 

안보리 제재 2는 2009년 6월 이전 0, 이후 1로 설정한다. 나머지 

안보리 제재 3, 안보리 제재 4, 안보리 제재 5, 안보리 제재 8은 각각 

2013년 3월, 2016년 3월, 2016년 11월, 2017년 11월을 경계로 그 

이전까지 0, 이후 1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1, 2, 

3, 4, 5, 8의 6개 변수를 설정해 놓고 각 제재안이 북중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데 활용할 것이다.

안보리 제재 6과 안보리 제재 7은 "안보리 제재 6/7"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만든다. 제3장 소개한 안보리 제재내용에 의하면 결의안 

2371호(2017)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고, 2017년 

9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 7인 결의 2397호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것이다. 두 제재안이 통과된 시간은 2017년 8월과 9월로 

시간차는 한 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제재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한다. 제재의 수량 차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2017년 8월 이전은 



44

0으로, 8월은 1로, 9월부터는 2로 "안보리 제재 6/7"을 설정한다.

트렌드 변수는 제재가 무역 성장률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트렌드 변수는 1에서 이후 2, 3, 4, 5로 매달 1씩 

증가한다. 본 논문의 트렌드 변수는 총 7개이고 분석 시기는 200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년, 180개월을 포함한다.

트렌드, 트렌드 1, 트렌드 2, 트렌드 3, 트렌드 4, 트렌드 5, 

트렌드 8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트렌드 변수는 2005년 1월 

1로 시작하여, 마지막 관측치까지 총 1부터 180까지의 정수로 

구성된다. 트렌드 1 변수는 2006년 10월 이전 0으로, 제재 1 채택 

이후 1, 2, 3…159로 설정하며,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6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트렌드 2 변수는 2009년 

6월 이전에는 0으로, 2009년 6월부터는 1, 2, 3, 4…127로 설정한다. 

이어서 트렌드 3, 트렌드 4, 트렌드 5, 트렌드 8은 각각 2013년 3월, 

2016년 3월, 2016년 11월, 2017년 11월부터는 1, 2, 3, 4, 5…로 

이전에는 0으로 설정한다. 최고치는 각각 81, 46, 38, 26이다. 즉, 해당 

결의가 채택된 때부터 2019년 12월까지 81, 46, 38, 26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안보리 제재 6과 7은 채택된 기간 차가 짧기 

때문에 트렌드 변수 역시 하나로 설정한다. 2017년 8월 제재 6이 

발표되기 전까지 “제재 6/7 후 트렌드 변수”는 0으로, 9월부터 1, 2, 

3, 5, 6…로 설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단된 시계열 모형에 의하여 설정된 7개 

중단 시점을 설치한다. 이를 통하여 제재가 북중 전체 교역과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제재안이 북중 전체 무역량과 북중 성장률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 제재가 북중 교역체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재 채택 후 3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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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논문 주장에서 중국 개인 영업자 합리적 선택을 고려하여 

제재 이후 3개월 내 양국의 교역이 소폭 늘어날 것을 예상했다.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재가 채택된 해당 달과 채택된 이후 3개월 내 

해당된 달은 '1'로, 나머지 달은 '0'으로 설정하여 "제재 채택 후 3개월 

내" 변수를 만든다. 여덟 차례 제재 채택 시점에 따라 1로 설정된 달은 

다음과 같다. 결의 1718호 채택 후인 2006년 10월, 11월, 12월, 

1월과 결의 1874호 채택 후인 2009년 6월, 7월, 8월, 9월, 결의 

2094호 채택 후인 2013년 3월, 4월, 5월, 6월,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인 2016년 3월, 4월, 5월, 6월, 

결의 2321호 통과 후 2016년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마지막 

제재 6, 7, 8은 2017년 8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등이 있다.

3. 통제변수

1) 양국 GDP

중력 모형58)은 오랫동안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으며 무역 연구 영역에서 기초 모형 중의 하나이다. 중력 

모형에 따르면 양국의 GDP 와 거리는 양국의 무역 총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중 공간적 거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GDP 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만 본 논문의 통제변수로 한다.

중국의 GDP 통계 수치는 다음과 같이 수집한다. 중국 GDP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분기별 무역 데이터를 사용한다.59) 

2015년에는 분기별 GDP 채산 개혁을 실시하여 분기별 GDP 

58) Anderson, James E. "The Gravity Model." Annu. Rev. Econ., Vol. 3, No. 

1(September 2011), pp. 133~160.

59)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s://data.stats.gov.cn/easyquery.htm?cn=B01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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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채산을 분기별로 개편하였다.60) 즉, 2015년까지 중국의 분기별 

GDP는 누계채산 방식으로, 2분기 GDP는 1분기와 2분기 GDP를 합친 

것이고 3분기 GDP는 1, 2, 3분기, 4분기 GDP는 1, 2, 3, 4분기를 

합친 것이다. 따라서 분기별 GDP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2015년 전에 

GDP 수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GDP(2분기)=GDP(누계채산2분기)-(누계채산1분기)

GDP(3분기)=GDP(누계채산3분기)-(누계채산2분기)

GDP(4분기)=GDP(누계채산4분기)-(누계채산3분기)

또한, 중국의 GDP 단위는 위안화이니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로 

환산해야 한다. 위안화 달러와 환율 데이터를 

매크로트렌즈(Macrotrends)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61) 이 사이트는 

1981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근무일 당 미·중 환율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일별 미중환율를 수집한 후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하여 분기별 환율로 바꿀 것이다.

환율 분기  일수
환율 일별 총합 

상술한 공식을 통하여 2005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총 

56개 분기 환율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공식에 

근거하여 위안화를 단위로 하는 중국 분기 GDP를 월 GDP로 바꾼다.

60) 许宪春(Xu, Xianchun): 中国国内生产总值核算(중국 국내총생산계산).

https://www.cdf.org.cn/cdf2019/xzbg/7684.htm?share=true#content (검색

일: 2021 년 5 월 15 일)

61) Dollar Yuan Exchange Rate From 1981. 

https://www.macrotrends.net/2575/us-dollar-yuan-exchange-rate-histori

cal-chart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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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율 분기 분기 위안화  

상술한 공식을 통하여 최종 모델에 필요한 단위가 달러로 하는 

중국 월별 GDP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로그(log)를 취하고 

통제변수 중 하나인 ln(중국 월별 GDP)로 한다.

북한 GDP의 경우에는 국내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 GDP에 

대하여 정확한 수치는 없다. 현재 북한의 GDP 통계는 주로 기관별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을 비교한 후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GNI 자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 조사연구 ] 

연구자 ] 북한경제자 ] 북한GDP 관련통계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명목GNI가 게시되어 있다.62)

한국은행 사이트의 2010~2019년 북한 GNI 데이터 단위는 

억달러이다. 최종 모형에서 무역 단위는 달러를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수집한 북한 GNI에 1억으로 곱한다. 2010년 전의 북한 GNI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되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이 2005~2009년 

발표하는 년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과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63) 마지막 북한 월별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년별 

GNI를 12로 나눈 다음에 이를 로그(log)를 취한다.

GNI（북한 월별 데이터）=GNI（북한 년별 데이터）/ 12

2) 월

본 논문은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월간 차이를 통제할 

62)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검색일: 

2021 년 5 월 15 일)

63) “2005 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2006 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

과” “2007 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2008 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

정 결과” “2009 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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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연중 월별 교역량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월에 일수가 가장 적은 데다가 중국은 2월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2월 교역량이 항상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2월을 제외한 다른 

월별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었다. 월별 변수를 설정한 것은 월별의 

고유한 무역격차를 해소하여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월 변수는 2월을 제외한 11개월이다. 월 변수는 '0' 혹은 

'1'을 포함한 더미(dummy) 변수이다.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모형의 

통계분석 변수의 총량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4-1] 전체 무역 통계분석 변수 총량

변수구분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ln(북중무역량) 180 19.5 0.56 17.96 20.33

독립변수

안보리 제재 1 180 0.88
0.32

2
0 1

안보리 제재 2 180 0.71
0.45

7
0 1

안보리 제재 3 180 0.45
0.49

9
0 1

안보리 제재 4 180 0.26
0.43

7
0 1

안보리 제재 5 180 0.21
0.40

9
0 1

안보리 제재 

6/7
180 0.32

0.72

8
0 2

안보리 제재 8 180 0.14
0.35

3
0 1

트렌드 180 90.5 52.1 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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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보리 제재 1 

후 트렌드
180 70.7

50.3

4
0 159

안보리 제재 2 

후 트렌드
180 45.2

42.5

4
0 127

안보리 제재 3 

후 트렌드
180

18.4

5

25.8

02
0 81

안보리 제재 4 

후 트렌드
180 6.01

12.2

9
0 46

안보리 제재 5 

후 트렌드
180 4.12

9.44

5
0 38

안보리 제재 

6/7 후 트렌드
180 2.42

6.47

5
0 29

안보리 제재 8 

후 트렌드
180 1.95

5.55

1
0 26

제재 채택 

3개월 내
180 0.15

0.35

8
0 1

통제변수

ln(중국 월별 

GDP)
180 28.2

0.58

3
26.91 29.00

ln(북한 월별 

GDP)
180 21.6

0.11

8
21.35 21.72

1월 180 0.08
0.27

7
0 1

3월 180 0.08
0.27

7
0 1

4월 180 0.08
0.27

7
0 1

5월 180 0.08
0.27

7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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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결과

1. 분석 모형

본 논문은 안보리 제재가 전체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목적으로 북중무역 총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단된 시계열(Interrupted 

Time-series Model)를 사용한다. 

2. 전체 무역 통계 분석결과

1)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

6월 180 0.08
0.27

7
0 1

7월 180 0.08
0.27

7
0 1

8월 180 0.08
0.27

7
0 1

9월 180 0.08
0.27

7
0 1

10월 180 0.08
0.27

7
0 1

11월 180 0.08
0.27

7
0 1

12월 180 0.08
0.27

7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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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을 제외한 월별 변수부터 살펴볼 것이다. [표 4-4] 

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근무일이 가장 적은 2월을 레퍼런스 

포인트(reference point)로 삼았을 때, 다른 달 교역량이 다 2월보다 

많았으며, 2월은 양측 교역량이 가장 적은 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월 변수의 계수 수치를 살펴보면 2월에 비하여 교역량이 제일 

많은 달은 3월과 6월이다. 즉, 3월과 6월에 북중 교역이 가장 활발하다. 

또한, 1월과 10월 변수의 계수 수치가 가장 작았고, 이는 1월과 10월 

두 달에 북중 교역량이 2월을 제외하고 가장 적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GDP변수의 계수가 1.707로 양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국의 GDP가 높을수록, 

북중무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GDP 변수는 

1.155로 0보다 크고 북한의 GDP 증가에 따라 양국 교역량도 증가한다.

다음에 독립변수의 결과이다. 매번 핵실험과 관련된 두 가지 

변수의 통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4-2] 제재 독립변수 계수

독립변수 Level Trend

안보리 제재 1    β3   β4

-0.190* 0.021*

안보리 제재 2   β5   β6

-0.057 -0.002

안보리 제재 3   β7   β8

-0.154** -0.003

안보리 제재 4   β9   β10

-0.293* 0.055**

안보리 제재 5   β11   β12

-0.046 -0.073***

안보리 제재 6/7   β13   β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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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제재인 결의 1718호의 통계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안보리 제재 1의 계수는 음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결의 

1718호 채택 후 북중 교역의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 1 후 트렌드"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 

유의미한 양수로 제재 후 북중무역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북중무역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둘째, 유엔 안보리 제재 2 변수의 계수는 음수이고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제재2가 통과된 후 당분간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안보리 제재 2 후 

트렌드"는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은 음수이니 제재 2 통과된 이후에도 

북중무역 성장률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안보리 제재 3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수이다. 

안보리 제재 3이 채택된 이후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 3 후 트렌드' 계수는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은 계수인 것은 제재 3 통과된 후 북중 교역 

증가률이 제재가 시작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제재 4의 계수는 음수이고 통계적 유의미하다. 즉, 제재 

4가 통과된 이후 북중무역 수준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 4 후 트렌드" 계수는 양수이고 통계적 유의미하다. 이는 제재 1과 

같이 제재 채택 후 북중 교역 증가율은 제재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빠른 

것으로, 북중 교역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안보리 제재 5의 계수는 음수이며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 5차 제재안이 통과된 후에도 당분간 북-중 

교역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5 후 트렌드' 

계수가 전술한 모든 트렌드 변수와 달리 음수이고 통계적 유의미하다. 

0.131 -0.242**

안보리 제재 8   β15   β16

-0.442*** 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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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차 제재안이 통과된 후에 북중 전체 교역은 바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성장률은 현저히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안보리 제재 6/7 변수의 계수는 음수이지만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다. 6과 7차 제재안이 통과된 후 북-중 교역이 당장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 6/7 후 트렌드" 계수가 통계적 

유의미한 음수인 결과는 6과 7차 제재안이 통과된 이후 북중 교역의 

레벨이 당장 줄지는 않았으나 성장률이 시간에 따라 미미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안보리 제재 8 변수의 계수는 음수이며 통계학적 

유의미하다. 이는 제재 8 통과된 후 북중 교역이 당분간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8 후 트렌드" 계수가 양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8차 제재안이 통과된 이후 북중무역이 

빠른 증가율로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재가 북중 전체 교역의 레벨과 성장률에 다 악영향을 미쳐야 

제재가 북중무역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분석에서 

보여주였 듯이 제재는 매번 이와 같은 기준에서는 북중 교역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특히 제재 1, 4, 8의 경우에는 잠깐 

줄어들었으나 후에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의 첫 번째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제재 결의가 북중 전체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중 교역의 수준과 성장률을 동시에 억제하는 제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수품목의 무역 추이와 전체 무역 변화의 

다름은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김예경과 정종필에 따라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대북제재 실행에 한계가 있다. 

이유는 "대북정책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북한의 협력을 필요로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64) 이로 인해 중국이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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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를 일부 준수하지만 다른 방식을 통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가 미미한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금수품목의 효과가 

북중 전체 무역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2) 제재가 북중무역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① 풍선효과: 제재 후에 통제되지 않은 품목은(특히 사치품)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본 장 1절에서는 풍선효과 때문에 제재가 통제되지 않은 

품목들의 무역 급증을 초래할 것이다고 가정하였다. 북한으로 수출과 

북한으로부터 수입으로 구분하여 제재 강도가 강화되면서 무역 급증한 

품목들을 [표 4-3]에서 정리한다. 

[표 4-3] 수출/수입 급증한 통제되지 않는 품목

우선, 강화된 제재는 경제적 지위가 취약할 수 있는 북한 일반 

시민, 비엘리트(non-elite) 집단에게 심각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65) 상술한 급증한 품목 속에서 담배와 시계는 

국제사회에서 정의한 사치품에 속한다.66) 

64) 김예경, 정종필. "중국의 동북아 정세인식과 대북정책 딜레마." 『한일군사문화

연구』, Vol. 23(2017), 63~83.

65) Park, John, and Jim Walsh.“Stopping North Korea, Inc.: Sanctions 

Effectivenes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MIT Security Studies 

Program(2016).

북한으로 수출 급증한 품목 북한으로 수입 급증한 품목

담배, 당류 설탕과자, 시계, 

의료용품, 조제 우모 인조제품,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시계, 신발류, 완구·운동용품, 

조제 우모 인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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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그림 4-1]과 [그림 4-2]를 통하여 무역 급증한 

품목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8차 제재가 시작된 시점은 

2017년 11월이다.

[그림 4-1]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 급증한 품목

66) 부폭 [표 4]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국가가 정의한 사치품 HS 코드를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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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 급증한 품목

위 그림에서 보여준 듯이, 북한으로 수출 가장 많이 늘어난 

제품은 담배와 당류 설탕과자이며, 북한으로부터 수입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광학/의료 정밀기기와 시계이다. 또한, 담배, 당류 설탕과자, 

의료용품은 모두 북한 국내에서 소비되었으나 시계와 조제 우모 

인조제품의 경우에는 주로 역외가공 방식으로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다음에 북한에서 가공하여 다시 중국으로 수출한 것이다.67) 즉, 이와 

같은 품목은 많이 북한으로 수출되었으나 다른 사치품처럼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산업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정형곤68)은 대북 경제제재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북제재의 대상이 된 순서를 기준으로 북한 수출, 해외 파견 근로자, 

합작투자와 북한 수입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저자는 북한 수입에 대한 제재의 원리가 북한 수입을 통제함으로써 

67) 『VOA』, 2020 년 9 월 4 일. 『VOA』, 2020 년 9 월 29 일.

68) 정형곤, 방호경. 2009.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효과 분석』, 서울: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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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과 산업 생산을 위축하여 국가 기관 수입 감소, 권력층 소득 

감소, 주민 소득 감소를 달성하여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술한 내용에 따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시계와 조제 우모 인조제품을 수입하고 가공하고 나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산업 생산이 위축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으로 담배와 당류 설탕과자 수출 급증은 권력층과 주민 

소득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대북제재 경로는 

예상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중무역에서 몇몇 품목의 증가로 인해 북한 

경제는 침체되지 않았다. 또한, 증가한 품목은 주로 북한 권력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인 것은 확인된다.

① 풍선효과: 제재 후에 중국 북방과 교역하는 품목은 중국 

남방으로 우회한다.

제재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각 도시가 북한과의 무역 

패턴(pattern)이 크게 변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변화는 중국 동북삼성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과 교역량 제일 많은 지역은 

중국 동북삼성이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에서 북한과의 무역은 

대북제재 강화에 따라 감소한 추세를 보인다. 아래 그래프에서 

랴오닝성(Liaoning), 지린성(Jilin), 헤이룽장성(Heilongjiang)이 

북한과의 무역 추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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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북삼성은 북한과의 무역 변화 추이

위에 그림에서 나타난 듯이, 제재 강도가 강화되면서 중국 북방

도시가 북한과의 무역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다. 헤이룽장성은 제재 3가 

실행된 후인 2014년 1월에 북한과의 교역이 거의 0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북한과 무역량이 제일 큰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경우에는, 2017

년 6차 제재가 실행되고 난 뒤 대북 수출입이 감소했다.

그러나 북방지역과 달리 중국 남방은 제재 강화된 후에 북한과

의 교역이 활발해졌다. 특히 많이 늘어난 성은 광둥성(Guangdong), 장

시성(Jiangxi), 푸젠성(Fujian), 충칭시(Chongqing), 쓰촨성(Sichuan)

이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통하여 남방 성이 북한과 무역 급증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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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중국 남방은 북한과의 무역 변화 추이

위에 그림에서 나타난 듯이, 제재 강도가 강화되면서 중국 남방

도시가 북한과의 무역은 증가한 추세가 보인다. 제일 많이 성장한 도시

는 광둥성이다. 2017년까지도 광둥성이 북한과의 월 무역량은 평균 한 

1만 달러였지만 2018년의 최고 월 무역량은 13만 달러에 달했다. 장시

성의 경우도 2017년 증가하다가 2018년에 들어 다시 줄어들었다. 

다음에 주요 도시들 북한과의 무역 패턴에서 많이 감소한 품목

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2014년 1월에 북한과의 교역이 거

의 0으로 감소한 헤이룽장성의 교역 구성을 보여준다. 북한과 지리적 거

리 제일 가까운 중국 동북삼성 중의 하나로서 헤이룽장성은 2013년까지

도 대북 수출입이 활발하였다. 헤이룽장성 대북 수출입이 2014년 1월부

터 급감하였고 제일 많이 감소한 품목은 광물성 생산품이다. 다음에 [그

림 4-6]을 통하여 랴오닝성의 주요 감소 품목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고 다음에 광물성 생산품과 기계류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지린성의 경우는 랴오닝성과 비슷하여 제재 강화에 따라 방직용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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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두 번째 많이 감소한 

품목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이다.

[그림 4-5] 헤이룽장성 대북 무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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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랴오닝성 대북 무역 추이

[그림 4-7] 지린성 대북 무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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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재에 따라 대북 무역 많이 증가한 도시인 광둥성과 

장시성의 경우에는 성장한 대북 수출입 품목이 다음과 같다. 우선, 

2018년 후에 광둥성이 북한과 가장 많이 교역하는 품목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다. 이는 랴오닝성 대북 수출입 품목 

중에서 급감한 품목이다. 이어서 무역 급증하는 품목은 식물성 생산품과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다. 장시성이 북한과의 무역은 제재 5과 제재 6 

사이에 전체적으로 급증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제재 7과 제재 

8이 금수한 방직용 섬유의 제품과 기계류 등이다. 

[그림 4-8] 광둥성 대북 무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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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장시성 대북 무역 추이

상술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제재 강도가 강화에 따라 북한이 중

국 남방과 거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과 무역이 증가

한 남방도시는 주로 경제가 발달한 곳이며 광둥성과 장시성의 경우에는 

북한과 교역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 또한, 동북지역에서 무역 감소한 품

목들은 대부분은 난방이 북한과 무역 많이 증가한 품목이다(광물성 생산

품을 제외함). 

③ 미시적 주체의 합리적 대응: 결의안 채택 후 3개월 내 

무역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첫 번째 이유는 제재 후 짧은 시간 내에 북중 교역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채택 이후 3개월 내 북중 

교역이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표 4-3]에 나타나듯이 제재 

채택 3개월 내 변수의 회귀분석 계수가 0.164이고 P값은 0.01보다 

작다. 즉, 제재 후 3개월 내 북중 교역은 다른 기간보다 높다는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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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자신감의 99%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표 4-4] 채택 3개월 독립변수 계수

제재 채택 3개월 내 늘어난 품목은 주로 무엇인가? 품목별로 

북중 교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무역이 제재 3개월 내 해당하느냐를 

독립변수로 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품목으로 보면 다음 

품목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3개월 내 상승한 추이를 보였다. 채소, 

과실·견과류, 곡물, 밀가루·전분, 동식물성유지, 당류 설탕과자, 기타의 

조제식료품, 음료·주류·식초, 토석류·소금, 광물성 연료 에너지, 

유기화합물, 염료·안료,페인트·잉크,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과 그제품, 모피·모피제품, 목재·목탄, 지와 

판지, 면·면사 면직물, 인조 필라멘트 섬유, 인조스테이플 섬유, 

워딩부직포, 특수·직물, 침투 도포한 직물, 편물, 의류(편물제), 

의류(편물 제01외), 기타 섬유제품,넝마, 신발류, 도자 제품 직물, 유리, 

철강제품, 주석과 그 제품, 비금속제공구·스픈·포크, 각종 비금속 

제품, 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TV·VTR, 일반차량, 가구류 조명기구, 

잡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제재가 북·중 전체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제재 이후 금수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제재 후 3개월 내 

많이 교역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안보리 대북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었다. 제재 후 3개월 이내 증가한 품목을 살펴보면 주로 통제되지 

않은 품목들이고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원자재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본 절은 북중 전체 무역에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를 

종속변수

북중무역량

제재 채택 3개월 내 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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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이유는 풍선효과와 개인적인 합리적 선택 때문이다. 제재 

강도가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제재가 북중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다. 우선, 제재가 풍선효과를 일

으키기 때문에 제제 채택 후 북중무역에서 통제하지 않은 품목들이 많이 

거래하고 중력모델이 예상한 것과 달리, 중국 남방이 북한과의 무역이 

활발해졌다. 이로 인해 일시 감소한 무역이 회복되고 제재 강도가 강화

됨에 따라 북방지역의 무역 감소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를 통하여 결의안 채택 후 3개월 내 북중무역 증가한 추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 때문에 제재가 북중 전체무역에 파괴적

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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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북중무역량
ln(중국 월별 GDP) 1.707***

(0.00)
ln(북한 월별 GDP) 1.155*

(0.07)
안보리 제재 1 -0.190*

(0.06)
안보리 제재 2 -0.057

(0.63)
안보리 제재 3 -0.154**

(0.03)
안보리 제재 4 -0.293*

(0.05)
안보리 제재 5 -0.046

(0.69)
안보리 제재 6/7 0.131

(0.42)
안보리 제재 8 -0.442***

(0.00)
트렌드 -0.027***

(0.00)
안보리 제재 1 후 트렌드 0.021*

(0.06)
안보리 제재 2 후 트렌드 -0.002

(0.88)
안보리 제재 3 후 트렌드 -0.003

(0.62)
안보리 제재 4 후 트렌드 0.055**

(0.01)
안보리 제재 5 후 트렌드 -0.073***

(0.00)
안보리 제재 6/7 후 트렌드 -0.242**

(0.03)
안보리 제재 8 후 트렌드 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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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수준: *[0.1 **[0.05 ***[0.01

(0.01)
제재 채택 3개월 내 0.164***

(0.00)
1월 0.354***

(0.00)
3월 0.539***

(0.00)
4월 0.440***

(0.00)
5월 0.480***

(0.00)
6월 0.533***

(0.00)
7월 0.445***

(0.00)
8월 0.494***

(0.00)
9월 0.499***

(0.00)
10월 0.290**

(0.03)
11월 0.356**

(0.01)
12월 0.467***

(0.00)
상수항 -52.504***

(0.00)
관측수 180
Nr2
r2_a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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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은 중국의 이행 정도를 재평가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5~2019년 북중무역을 품목별, 월별로 

분석했다. 지금까지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결의 1718호, 

1874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를 

포함하여 총 8건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결의가 북·중 교역에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선 3장에서 안보리 결의 원본과 기타 관련 보고서를 통하여 

금지 품목의 HS코드를 정리한다. 정리된 HS코드를 통하여 제재 전후 

금지된 특정 품목의 무역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치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수품목 제재 전후 교역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보리 결의가 미시적 차원에서 북중 교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이런 영향은 안보리 

금수품목 중 사치품이 아닌 품목에 국한된다. 앞선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북제재가 권력층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검증된 것으로, 북한 

엘리트층의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둘째, 제개가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제재는 단 한 차례도 북중무역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제재가 통과된 후에도 북중 전체의 

교역 수준은 떨어지지 않았다(제재 2, 제재 5, 제재 6/7). 제재 이후 

일시적으로 북중 교역이 감소했더라도 후속 성장률은 무역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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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높은 것으로 양국 무역 수준이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다(제재 1, 제재 4, 제재 8). 즉, 제재가 북·중 전체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검토하였다. 우선, 제재 채택 후 통제되지 않은 

품목(특히 사치품)의 무역량이 급증함으로 인해 제재의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재 강도가 강화되면서 중국 북방도시가 

북한과의 무역량이 많이 감소했으나 중국 남방으로 우회함으로써 제재 

효과가 뚜렷하지 못했다. 일부 품목 통제가 일으킨 풍선효과로 인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결의안 채택 후 3개월 내 

무역량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 영업자는 제재를 

이미 예상하여 합리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된 지 3개월 

내 북중무역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제재 통과된 후 북중무역의 

소폭 증가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전술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금수품목의 명칭과 HS코드를 가능한 

한 자세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품목을 자세히 소개하면 중국의 이행 

정도도 높아질 것이다.

둘째, 양국의 사치품 교역과 중국 남방지역의 북한과의 무역을 

중시해야 한다. 제재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른 

품목이 줄었는데도 금지된 사치품 무역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력모델에 따라 가까운 지역일수록 교역이 

활발해야 하지만 북한이 남방과 무역 급증은 제재 강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제재 이후 사치품 교역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안보리의 

제재는 북한의 엘리트 소득을 감소시키지 못함으로써 핵 개발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제재가 엘리트 

층에게 영향을 미쳐야 국가 행위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상된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심 집단의 이익에 타격할 수 있을지 북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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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함의 및 한계

논문은 세 가지 함의가 있다. 우선 북중 교역 중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의 무역 변화를 분석해 선행연구에서 모든 금지된 품목에 

관한 연구 부재를 보완하였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중국의 

이행 정도에 대해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선행연구의 문제는 모든 

금수품목의 무역 추이를 연구하지 못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품목별로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대부분 안보리 통제품목의 무역수준이 제재 이후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을 확인한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금수품목 거래를 함부로 위반하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가장 주요한 국제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명시한 

금수조항을 발표하는 것은 중국에 강제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북중 전체 무역과 금지된 품목 무역,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북중 간 무역에서 나타나는 모순에 대하여 합리적 추론과 

검증을 제시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모순된 태도를 해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세계화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핵실험을 노골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북중 역사 이래의 우호적인 관계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한국처럼 북한을 완전히 

타격하거나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지는 않는다. 국제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북중 관계에 파멸적 타격을 주지 않는 것이 중국이 

현재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난점 중의 하나다. 

마지막으로 북중 전체 무역에서 제재 효과가 미미한 이유를 

검토함으로써 제재 강도가 강화함에 따라 풍선효과와 개인 영업자의 

합리적 선택 등 현상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강력한 대북제재를 감행해도 제재 시행하는 동시에 풍선효과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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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합리적 선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효과가 

미미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유엔 

무역제재는 전체 경제제재의 일부이며, 안보리 대북제재에서는 금융, 

노동자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다. 중국의 무역제재 이행 현상에 치중된 

연구만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제재 이행 현상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둘째, 구체적인 품목의 무역 추이를 분석했음으로써 제재 후에도 

교역이 떨어지지 않은 품목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 했는가? 중국은 왜 이들 품목의 대북 

무역을 금지하지 못하였는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북삼성은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국경교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무역이 세관에 낱낱이 기록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본 논문의 결과는 현실과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향후 후속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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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대북제재 4 금수품목 중 감소한 금수품목

[그림 2] 대북제재 5 금수품목 중 무역 감소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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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북제재 6 금수품목 중 무역 감소한 품목

[그림 4] 대북제재 7 금수품목 중 무역 감소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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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98장 HS 코드 대응한 품목

HS 코드 품목 내용
제1장 산동물
제2장 육과 식용설육
제3장 어패류
제4장 낙농품·조란·천연
제5장 기타 동물성 생산품
제6장 산수목·꽃
제7장 채소
제8장 과실·견과류
제9장 커피·향신료
제10장 곡물
제11장 밀가루·전분
제12장 채유용종자·인삼
제13장 식물성엑스
제14장 기타식물성 생산품
제15장 동식물성 유지
제16장 육·어류 조제품
제17장 당류 설탕 과자
제18장 코코아 초코렛
제19장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제20장 채소·과실의 조제품
제21장 기타의 조제 식료품
제22장 음료·주류·식초
제23장 조제 사료
제24장 담배
제25장 토석류·소금
제26장 광·슬랙·회
제27장 광물성 연료 에너지
제28장 무기화합물
제29장 유기화합물
제30장 의료용품
제31장 비료
제32장 염료·안료, 페인트·잉크
제33장 향료 화장품
제34장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제35장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제36장 화약류·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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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필름인화지사진용재료
제38장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9장 플라스틱과 그제품
제40장 고무와 그 제품
제41장 원피 가죽
제42장 가죽제품
제43장 모피·모피제품
제44장 목재·목탄
제45장 코르크와 그 제품
제46장 조물재료의 제품
제47장 펄프
제48장 지와 판지
제49장 서적·신문 인쇄물
제50장 견·견사 견직물
제51장 양모·수모
제52장 면·면사 면직물
제53장 마류의사와직물
제54장 인조 필라멘트 섬유
제55장 인조스테이플 섬유
제56장 워딩부직포
제57장 양탄자
제58장 특수·직물
제59장 침투 도포한 직물
제60장 편물
제61장 의류(편물제)
제62장 의류(편물 제외)
제63장 기타 섬유제품, 넝마
제64장 신발류
제65장 모자류
제66장 우산·지팡이
제67장 조제 우모 인조제품
제68장 석·시멘트 석면제품
제69장 도자 제품 직물
제70장 유리
제71장 귀석·반귀석, 귀금속
제72장 철강
제73장 철강제품
제74장 동과 그제품
제75장 니켈과 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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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2부 품목 대응한 HS 코드

부 포함한 HS

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 1-5 장

2 식물성 생산품 제 6-14 장

3

동물성ᆞ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ᆞ식물성 

납(蠟)

제 15 장

4
 조제 식료품, 음료ᆞ주류ᆞ식초, 담배ᆞ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 16-24 장

5 광물성 생산품 제 25-27 장

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 28-38 장

제76장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7장 (유보)
제78장 연과 그 제품
제79장 아연과 그 제품
제80장 주석과 그 제품
제81장 기타의 비금속
제82장 비금속제 공구·스픈·포크
제83장 각종 비금속 제품
제84장 보일러 기계류
제85장 전기기기 TV·VTR
제86장 철도차량
제87장 일반차량
제88장 항공기
제89장 선박
제90장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제91장 시계
제92장 악기
제93장 무기
제94장 가구류 조명기구
제95장 완구·운동용품
제96장 잡품
제97장 예술품·골동품
제98장 미분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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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 39-40 장

8

원피ᆞ가죽ᆞ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ᆞ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 41-43 장

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ᆞ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 44-46 장

10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ᆞ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ᆞ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 47-49 장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 50-63 장

12

 

신발류ᆞ모자류ᆞ산류(傘類)ᆞ지팡이ᆞ시트스틱

(seat-stick)ᆞ채찍ᆞ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 64-67 장

13

돌ᆞ플라스터(plaster)ᆞ시멘트ᆞ석면ᆞ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 68-70 장

14

천연진주ᆞ양식진주ᆞ귀석ᆞ반귀석ᆞ귀금속ᆞ귀

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 71 장

15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 72-83 장

16

기계류ᆞ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ᆞ음성재생기ᆞ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ᆞ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ᆞ부속품

제 84-8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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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안보리 금수품목의 HS 코드(사치품과 2397호 품목을 

제외함)69)

69) 표에서 두 자리 숫자는 HS 번호 앞 두 자리, 네 자리 숫자는 HS 번호 앞 네 

자리, 여섯 자리 숫자는 HS 번호 앞 여섯 자리를 의미한다, 여덟 자리 숫자는 

HS 번호 앞 여덟 자리를 의미한다. 아래 표도 같음.

17 차량ᆞ항공기ᆞ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 86-89 장

18

광학기기ᆞ사진용 기기ᆞ영화용 

기기ᆞ측정기기ᆞ검사기기ᆞ정밀기기ᆞ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0-92 장

19 무기ᆞ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3 장

20 잡품 제 94-96 장

21 예술품ᆞ수집품ᆞ골동품 제 97 장

22 미분류상품 제 98 장

결의 품목 HS 코드

결의안 2270호

석탄
2701110010, 2701110090, 

2701121000, 2701129000, 

2701190000

철광 2601111000, 2601112000, 

2601119000, 2601120000, 

2601200000

철

7201100010, 7201100090, 

7201200000, 7201500010, 

7201500090

금 2616900001, 2616900009

티타늄광 2614000000

바나듐광 2615909090

희토류 25309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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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2710121000, 2710122000, 

2710191100, 2710191910, 

2710191990

결의안 2321

석탄 2701, 2702

동 26030000, 제74장

니켈 26040000, 제75장

아연, 26080000, 제79장 

은
26161000, 7106, 

71070000

항공기
88021100, 88021210, 

88021220

선박 제89장

조형물 9703

결의안 2371호

석탄 2701, 2702

철과 철광

2601111000, 2601112000, 

2601119000, 2601120000, 

2601200000, 7201100010, 

7201100090, 7201200000, 

7201500010, 7201500090

납과 납광석 2607, 제78장

해산물 제3장, 1603, 1604, 1605

결의안 2375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27090000，27111100

정유제품 2710, 2712, 2713

원유 2709

방직품

5004, 5005, 5006, 5007, 

5106, 5107, 5108, 5109, 

5110, 5111, 5112, 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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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등 국가/지역 정의한 사치품 HS 코드70)

70) Nikitin, Mary B., et al. 2010.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mplic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5211, 

5212,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54, 

5508, 5509, 5510, 5, 11, 

5512, 5513, 5514, 5515, 

5516, 56, 57, 58, 59, 60, 

63, 6501, 6502, 701911, 

701912, 701919, 70194, 

70195100, 70195200, 

70195900, 39262011, 

39262019, 39262090, 

4015, 4203, 430310, 61, 

62, 6504, 6505, 6506, 

6507

국가/지역 사치품 품목

미국

24, 2203~2208, 33, 42, 5007, 621410, 

4303, 4304, 8703, 870710, 871110, 

871120, 871190, 890310, 890399, 57, 

71, 8528, 8521, 8522, 847130, 91, 97, 

92, 6911, 6912, 9506, 701321, 701331, 

701333, 701341, 701391, 960839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9006, 9007, 8471, 160250, 16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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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whether sanctions against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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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have had a practical effect on embargo trade and overall trade in 

China-DPRK trade.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understand the extent of the Chines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o 

re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Previous researche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studies on the degree of China's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researches on the impact of sanctions 

on China-DPRK trad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rade in 

some prohibited items, and did not analyze trade trends of all 

prohibited item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a total of eight 

sanctions adopted by UNSC(Resolutions No. 1718, No. 1874, No. 

2094, No. 2270, No. 2321, No. 2371, No. 2375, No. 2397).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all 

sanctions and why they did not affect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Given th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es, this paper 

tracks the trade trends of all Security Council prohibited items in 

North Korea-China trade. As a result, China implemen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ostly controlling banned items 

without exception, but did not control luxury goods. This is 

interpreted as China's contradictory attitude towar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he impact of sanctions on overall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analyzed through 

quantitative method.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ed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Each sanction did not adversely affect the 

level of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 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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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In particular, Sanction 1, Sanction 4 and Sanction 8 were 

briefly reduced, but later showed much higher growth rates. In 

other words, in the long run, the sanctions resolution does not 

affect the overall volume of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Finally, this paper examined why the effe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was insignificant in the entire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re are two reasons as follows. First, 

sanctions have caused a balloon effect, resulting in a surge in 

uncontrolled item trade. And a city that deals a lot with North 

Korea diverts from northern China to southern China. Second, 

within three months of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trade 

volume is confirmed to increase in the short term. This is a 

phenomenon caused by small business managers' rational choice.

keywords: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hina-DPRK trade, Embargoes, Balloon Effects, Rational Choice

Student number: 2018-2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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