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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북한, 로동신문, 민주조선, 사회-생태체계 제도 분석 프로그

램(PIASES), 남북 에너지 협력

학번: 2020-24013

북한은 에너지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경제, 정치, 환경 등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1차 에너지원 중 석탄 의존도가 최

대 71.4%로 높고 석탄 연소로 인한 이산화황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높은

축에 속한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고

통받고 있으며, 탁아소나 요양원, 병원, 학교 등에서는 석탄을 활용한 냉

난방 시설로 인해 건강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인해

운송, 교통 산업부문, 농업, 환경 등 북한 경제 전반에 걸쳐 타격을 입었

으며, 낮은 전력 보급량으로 인해 보건, 교육, 휴양시설 등 주민들이 일상

생활영역에서도 피해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

라 북한은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

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할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당국은 갈수록 고갈되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을 포괄하는 재생에너

지로 대체한다는 개념의 에너지 전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김

정일 정권에 비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심 언론매체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보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담론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 시기부터 북한 내에서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기술, 이용 사례

를 다룬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술과 정책에 대한 보도도 함께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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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바람, 태양열, 지열과 같은 ‘무한적인’ 재생에너

지 자원을 통해 설비 효율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기존의 화석연료로 인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재생에너

지 관련한 인식은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뿐만 아니라 2013년 『재생에네르

기법』제정, 환경법 개정 등과 같이 점차 구체화 된 제도로 드러난다.

이 연구는 북한 사회 내 재생에너지 자원 관련 담론에 대해 오스트롬

의 사회-생태체계의 제도분석 프로그램(Program in Institutional

Analysis of Social-Ecological System: 이하 PIASES)을 적용하여 이 프

로그램이 내장하고 있는 외생적 요인과 독립체 요인들에 따라 세부 변수

를 설정하여 유목화한 틀을 바탕으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보

도내용을 코딩하였다. 이를 토대로 PIASES 내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과 남북 에너지 협력을 위한 방향성

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은 재생에너지 자원의 필요성을 인

식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고 국제사회의 관련 현

안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식으로 형성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북한

과의 재생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내에

서 활용도가 높은 태양(열,빛)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공업시

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의 사업

을 실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북한의 전력난 문제 해소와 화석연료 사용의 지속적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과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에너지 긴장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높은 수요

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단순한

수치적 현안 파악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동향, 북한의 사회·경제·정치적 여건과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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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방법론

에 있어 북한이란 대상의 지리적, 정보적 접근성 문제로 인해 문헌 자료

만을 활용한 담론 제시 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

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롬의 PIASES는 모델이 아닌 분석틀로

서 현상과 제도를 체계화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북

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담론을 분석한 후속 연구가 실시된다면, 북한의

실제 상황과 북한 문헌상 드러나는 담론 내용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문헌의 경우 어떤 사안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보다는 당의 소

망이 투영되거나 이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드

러내는 것이 북한 연구의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

론으로서 제시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방향성의 경우 가능한 다수의 시

나리오를 제시하고, 기존의 사례 및 국제정치학적 이론을 활용해 각 사

례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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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북한 사회에서 풍력, 태양에네르기, 지열 등을 포괄하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비교적 에너지 사정이 양호하던 1980년대부터 고질적인 전력난

을 겪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었다(윤순진 외,

2010). 에너지 자원은 운송, 교통, 산업부문, 농업, 환경 등 북한 경제 전

반과 주민들의 생활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당국은 점차 고갈

되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으로서 자연에네르기를 활

용하고자 한 것이다. 전력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

부터 북한은 석탄 생산증가율의 급감으로 인해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할

새로운 ‘에네르기 원천’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이유진 외, 2007).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북한의 대표 일간지 『로동신문』에서는 “태

양에네르기는 자원의 양과 이용기간이 무제한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

도한다(로동신문, 2011/05/09). 북한의 월간잡지 『천리마』1)에서는 “에

네르기가 해마다 배를 넘어 소비되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원유, 천연가

스, 석탄은 그 자원이 오래지 않아 고갈될 것”이라고 하며 나무, 벼짚,

강냉이짚, 수생식물 등의 식물에 저축된 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한다(천리마, 1987년 1호).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산업의

동력에 대한 끝없는 수요와 반면에 지하자원의 량적인 제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에네르기 원천을 찾는데 큰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라면

서풍력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

하고, 북한 내 풍부한 풍력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천리마, 1988년 1호). 메탄가스의 이용에

1) 1958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천리마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이 운동을 확산하
기 위한 방편으로서 1959년부터 북한의 문예출판사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대중교양지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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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언급하는데, “메탄가스와 같은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에네르

기를 적극 개발리용하면 농산작업의 기계화는 물론 농촌문명화를 실현하

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농촌 지역에서의 메탄가스

이용을 장려하는 취지의 글도 실었다(천리마,1999년 8호).

한편, 북한은 1차 에너지원 중 석탄 의존도가 최대 71.4%로 높고, 석

탄연소에 따른 이산화황 배출량 역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로

부터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을 강

하게 권고 받고 있다(김인선·김용표, 2019). 최근 북한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

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목표 7에 해당하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의 접근 보장’과 관련하여 북한 내 재생

에너지 비중이 2015년 14.5%에서 2019년 11.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향후 재생에너지 장비와 기술 도입을 장려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 정책 차원에서 석탄 대신 태양열 온수시스템으로 가

정 온수를 공급하고, 발전 효율을 높여 연료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아임계압 석탄발전소를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

로 대체하는 것도 포함하였다(김남수 외, 2018).

이뿐만 아니라 북한 웹사이트「내나라」에서는 2021년 8월 16일 “지향

되는 녹색에너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북한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연에네르기 개발이용 사업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

임의 목적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깨끗한 에너지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며(통일뉴스, 202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국

제사회에서의 정치적 고립을 해결하고 ‘정상적 국가’로서 인식될 수 있도

록 기후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정

은 정권 들어 미비한 재생 에너지 자원 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제사

회에서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한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련한

국제적 논의와 흐름이 같이 하려는 의지 또한 북한의 대표적 신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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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분석하여 남북

환경협력 방안을 제시한 국내 연구들의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최현

아, 2019).

출처: 내나라 갈무리, 2021

[그림 1-1]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북한 공동주택의 모습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내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북한의 에너지 문

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에너지 긴장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단순한 수치적 현안 파악에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아가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

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동향, 북한의 사회·경제·정치적 여건과 생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북한의 전력난 문제 해소와 화석연료 사용의 지속적 감축을 통한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어떤 방

식의 지원과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 사회 내 재생에너지 자원 관련 담론에 대해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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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롬의 사회-생태체계의 제도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심 언

론 매체인 『로동신문』과『민주조선』의 보도내용을 실증분석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재생에너지 지원과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탐색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김정은 정권에 들어 북한 당국의 연설 곳곳에는 ‘에네르기’ 담론이 자

주 제기되었다. 북한은 2013년『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였고 2014년

에는 국가과학원 산하의 ‘자연에네르기 연구소’를 설치하고 대규모 청사

를 건설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에 들어 『로동신문』과『민주조선』에서

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자연에네르기(자연에너지)’, ‘재생에네르기(재생에

너지)’, ‘대용에네르기(대체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세계적

인 재생에네르기의 동향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소개한다. 특히 김정은 국

무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자연에네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는데, “자연에네르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주문하였

다(박민주, 2020).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 들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도 변화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다(윤순진

외, 2019).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이 기존의 석탄, 석유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활용

하는지, 그리고 시대별로 관련 제도의 변화와 경제·사회적으로 어떤 의

미를 갖는 자원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이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그림 1-2]의 연구 설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북한 내 재생에너지 자원과 환경문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속적 관

리 문제를 둘러싼 견고성과 지속가능성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틀로서

2010년 오스트롬에 의해 고안된 사회-생태체계의 제도 분석 프로그램

(Program in Institutional Analysis of Social-Ecological System: 이하

PIASES)을 활용한다. 이에 앞서 북한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공동자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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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해당 분석틀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당위성을 밝힌다. 그

리고 현황 분석 차원에서 첫째, 북한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현안

과 논의의 배경으로서 북한의 전력난, 대북제재, 그리고 대표적인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둘째, 북한의 언론매체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키워드2) 색인 검

색을 통해 도출된 기사들을 코딩함으로써 북한 내 재생에너지 담론을 분

석한다.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이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떤 차원으로 변했는지 관심을 갖고, 북한 내에서 해당 자원을 둘

러싼 제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림 1-2] 연구 설계도

2) 북한의 신문기사에서는 원유나 석탄과 같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점차 고
갈되는 화석연료의 대체 자원으로서 풍력,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재생에
네르기’, ‘녹색에네르기’, ‘자연에네르기’라고 혼용하는 한편, 가장 높은 빈도로
‘자연에네르기’가 사용된다. 한 예로, “자연에네르기의 적극적인 개발리용은
화석연료고갈과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의 생태 환경파괴를 극복하는데서 뿐
아니라 산소소비량을 줄이는데서도 효과적이다.”라고 하였다(“화석연료사용이
초래하는 부정적후과,” 『로동신문』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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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연구 결과는 남북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실제로 오스트롬의 PIASES는

개발원조와 그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 자원

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자원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는 데 있어

PIASES가 내장하고 있는 외생적 요인과 독립체 요인들은 실용성 있는

분석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메커니즘에서 북한의 상황에 적합

한 협력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극심한 전력난과 석탄, 석유 등의 1차 에너지자원의 고갈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실정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으로

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과도 연관되며, 이를 위해 대북 에너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송철종 외, 2020). 이뿐만 아니라 대북 협력을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할 때 수원국의 수요와 현황을 파악하는 일 역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남북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가

능성과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 등을 논하고,

대북 ODA 사업과 정책 방향성을 구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3 절 대북 재생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과 현황

1. 대북 재생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북한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 두 가지를 식량과 에

너지로 꼽는다. 식량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대상인 한편, 에너지에

대한 개발은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적절한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어

렵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에너지난으로 인해 주민들은 밥을

지을 연료조차 부족하며, 혹한기를 제대로 된 난방 시설 없이 보내는 상

황이다(윤순진 외, 2010). 북한의 에너지난은 주민들에게 생존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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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다. 만약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충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량이 늘어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북한의 핵 도발과도 연관

성이 있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실제로,

북한과 미국은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초기 조치’와

‘대북지원 부담의 부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북한

이 핵 시설을 불능화(disabling) 할 경우 에너지와 경제 분야의 지원, 동

북아 안보협력,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이 꾸준히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에너지

관련 국제 협력 논의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

한의 전력 확보 방안으로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과 이용에 관한 지원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함으로써 경제활동에 활력을 제공하여 북한 당국

이 벼랑 끝 전술을 거두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즉, 국제사회가 우

려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안건으로 북한 사

회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중유 지원이나 경수로 건설비용 등으로 충분히 충

당 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어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

다(이유진 외, 2007; 윤순진 외, 2010).

2. 협력의 장애요인: 대북제재

북한은 2016년부터 시작된 강력한 경제제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

고 있다. 이전 시기의 대북제재는 주로 무기 수출입이나 그와 관련된

화물, 금융, 벌크캐시 거래를 막는 데 국한된 반면, 2016년 이후 새롭

게 도입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북

한의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과 외교 활동 제한을 목표로 한 ‘포괄적

제재’에 해당한다(임수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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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주체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으로 나뉘는데, 유엔안보리 제재

의 경우 김정일 정권에서 감행된 제 1~2차 핵실험(2006년, 2009년)과 김

정은 정권에서 감행된 제 4~6차 핵실험(2013년, 2016년 1월, 9월, 2017년)

과 그 시기가 맞물린다(김주삼, 2018). 한편, 미국에 의한 제재조치는 유

엔안보리에 비해 더욱 가혹한 경향이 있다.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

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을 발의하여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에 따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

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유(기속적 지정사유)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관련 행위와 더불어 인권침해행

위와 자금세탁 등을 포함하게 됐다(정민정, 2020).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실시하는 중점적 목적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

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것을 막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9

월 9일)에 대해 유엔 헌장 7조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이전의 안보

리 대북제재 조치에서 더욱 확대되고 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결의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이 포함되어 북

한의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요소가 포함됐다(외교부, 2016). 유엔

안보리는 2016년도부터 2017년 사이에 북한의 상품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으며, 그 결과 관광과 일부 품목의

소규모 수출만을 허가하고 합법적 외화벌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장형수·김석진, 2019).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관광 및 합법적 수출도 거의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전문

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다양한 외화 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

한 부분이 석탄 밀수출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6년 11월 실시된 유

엔안보리 결의 2321호에 의해 연간 약 4억 달러로 제한되었으나, 2017년

중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제

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2017년 8월 5일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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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김석진, 2021). 결과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영향은 강력했다.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총 석탄 수

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면 수출 제재가 이뤄진 이후 2017년도에 크게 급

감한 것을 알 수 있다.3)

주: 2018년도 수출량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음

출처: 미국에너지 관리청과 한미경제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1-3] 2012~2019년 북한의 총 석탄 수출량 추이

대북제재가 북한의 에너지 현안에 미친 영향은 비단 석탄뿐만이 아니

다. 2017년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석유 공급 제한

조치가 실시됐다. 대북제재는 대북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묶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양의

50%를 줄였다(김석진, 2021). 이로 인해 북한은 20여척의 유조선을 동원

3) 2012~2017년도 자료: 미국에너지 관리청;
https://www.eia.gov/international/data/country/PRK> (검색일: 2021.7.26.>;
2018~2019년도 자료: 한미경제연구소;
https://keia.org/the-peninsula/north-korean-coal-smuggling-still-profitable/
> (검색일: 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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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불법적인 해상환적을 통해 석유 밀수를 실행했다.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Sactions

Committe Documents)에 따르면 2018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8회

에 걸쳐 기름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최대 227만 배럴

의 기름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는 최대 150만 배럴의 정제유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1

년 3월에 들어 대북제재에서 비롯된 외화난으로 인해 해상 환적을 통한

석유 반입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북한의 기름값이 크게 올랐으며, 이로

인한 에너지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VOA, 2021).

북한의 대북제재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신문기사 보도에서도 드러난

다. 우선, 2017년도 11월에 심화된 제재 이후 북한은 대북제재를 ‘제재압

살책동’이라 명명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자력갱생을

통한 석탄 증산성과 달성을 강조하였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금 형봉탄광 대성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원쑤들의 극악한 제재압살책동을 단

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석탄생산전투를 더욱 과감히 전개하고 있다.”

(로동신문, 2017/09/03)

“자강자강의 무쇠마차로 미국과 적대세력의 제재책동에 파렬구를 낼 결

사의 각오를 안고 석탄증산투쟁을 위해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17/09/03)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과 친밀한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와 핵보유국인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근거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유엔총회 제73차회의전원회의에서 연설자들은 미국의 반꾸바경제 봉쇄

는 주권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에 관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적원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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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란폭한 위반이며 꾸바인민이 선택한 자주적발전,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도전,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의 도구라고 규탄하였다. (중략) 미국

의 이란의 경제 및 방위잠재력을 악화시키고 내부정치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재압박정책을 지체없이 철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략)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 그 어떤 문제도 해

결할수 없으며 의의있는 대화와 협력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표시

하고 있다.” (로동신문, 2021/08/08)

정리하면, 북한은 대북제재에 대해 자력갱생에 입각한 석탄생산증산

활동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는 한편, 우호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규탄하며 강제적인 제재가 아닌 ‘대

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3. 북한의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사례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에너지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북한의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환

경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유엔제재 물

품을 포함하지 않고 환경보전과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식량

과 물품을 지원하면서 자연자원 훼손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데 그 목적

을 갖는다(최현아, 2019). 북한과 국제사회 간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사례가 존재하며 이 중 가장 최근 사례이자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수립에 함의를 줄 수 있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농촌 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해 살

펴보았다.

북한과 유엔이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79년 이후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개발

계획은 2011년부터 마지막 차수 사업의 평가 보고서(Evaluation Report)

가 발간된 2020년 1월까지 [표 1-1]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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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표 1-1] UNDP 북한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개요

출처: 저자 작성

이때 1차와 3차 사업은 개발협력 프로젝트(Project) 형태로 진행됐으

며, 2차 사업은 프로그램(Programme) 형태로 진행됐다. 사업 유형은 사

업기간과 예산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데, 프로그램은 대규모의 예산과 장

기간을 소요하고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에 비해 적은 규모의 예산과 단기

간에 이뤄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프로젝트보다 더 큰 단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2009). 2차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시행한 이후 결과물에 따라 사업의 단위

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설계

차수 프로그램/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기간
결과물(Outcome)

1차
농촌지역의 소형 풍력

에너지개발과 촉진
2011~2013

(1) 풍력자원관리를 위한 평

가 역량 강화

(2) 단독공급전력생산을 위한

소형풍력 시설 설계 및 제작

(3) 소형 풍력장치 제공

2차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 개발
2011~2013

(1) 전력 소비와 공급, 사회

경제적, 환경적 영향 데이터

수집

(2) 농촌 에너지 보급 기술

전수 및 시설 설치

(3) 에너지 시설 이용 및 관

리 역량 강화

3차

북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방안

2016~2019

(1) 재래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2) 대체 에너지원의 접근성

강화

(3)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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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사업인 “농촌지역의 소형 풍력 에너지개발과 촉진 (Small Wind

Energy Development and Promotion in Rural Areas, SWEDPRA)” 프

로그램의 목표는 (1) 풍력자원평가를 위한 국내능력의 강화 (2) 단독공

급전력생산을 위한 소형 풍력에너지 체계(Small Wind Energy System,

SWES)의 설계와 제작 (3) 북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전력 수급을 위한

소형 풍력장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수치적인 목표는 100 kt

CO2eq 가량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와 농촌 지역 내 소형 풍력

에너지 설치 용량의 연간 성장률은 30%를 달성하며 누적용량 700kW

규모의 풍력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결과 이행 기관과 사업 자금 규

모에 비해 산출물에 대한 목표가 지나치게 높았고, 관련한 사업 담당자

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결과 본래 목표의 일부만 달성되었다고 언급한

다. 물론 이 사업은 풍력 설비제공과 관련 인력 양성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사업지역 내 풍력자원 평가능력 확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내각에 설치된 정무원 산하 행정부처인 국가과학

원(State Academy of Sciences, SAOS)4) 소속 연구진들의 능력이 강화

되었으며, 국제적 인증을 받은 방법론을 습득하였다. 또한, 풍력측정설비

를 기증받았으며 이러한 사업의 결과물은 북한 내 대규모 풍력 에너지

개발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풍력자

원을 평가할 수 있는 용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정확한 풍력 자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측정 시스템과 예비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적 자원이 거의 없었던 북한의 상황이 개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형 풍력 발전기는 지역별 풍력 조건

과 생산능력의 효율성 및 정합성과 관련해 최적화되지 못했다. 또한 농

4) 1952년 10월 「과학원 조직에 관한 내각결정 183호」에 의거하여 북한의 과
학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해 설립된 북한 최
고 과학연구기관이다. 소속 연구소와 연구기관들이 진행하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외국과의 과학연구 교류업무를 담당한다. 또
한, 공장과 기업소 등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업무도 담당한다, 출처: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4 -

촌 지역에 소형풍력 시스템 제작 관련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으

나 자재와 설비 부족, 무엇보다 농촌 내 제작자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의 장벽으로 인해 그들이 제작한 소형 풍력장치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

지 못해 시장화되진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애초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

축 목표 역시 달성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관

측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측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체계가 미비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북한과 유엔기구 간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이 일정 효과를 낼 수 있음이 증명되었

고, 향후 이뤄진 2, 3차 사업에 교훈을 주었다.

2차 사업으로 이뤄진 “북한의 지속 가능한 농촌 에너지 개발

(Sustainable Rural Energy Development, SRED)” 프로그램의 목표는

(1) 농촌 에너지사업의 시범 지도 및 협력농가 수 목표 달성, (2) 농촌에

너지 시범사업의 추진 및 성공, (3) 다양한 수준의 역량 개발 및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조직 및 시행, (4) 농촌지역 에너지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

한 장벽과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메커니즘 마련, (5) 습득한 교훈

및 "우수한 사례"의 편집 및 배포, (6) 국가규모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한 농촌에너지 프로그램의 수립 및 설계하는 것이었다. 사업의 평가 보

고서에 따르면 이 중 첫 번째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 역시 착수 과정 중에 있었다. 그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

째 목표는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의 컨설턴트는

“다섯 번째 목표의 경우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

를 토대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네 번째 목표의 경우 정책과 규제, 또

는 제도적 변화는 신중한 논의와 수정의 과정이 요구되는데, 북한의 정

치의 구조적인 장벽을 해결하지 못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었다. 정

책과 규제로 인한 지역 내 에너지 보급량의 격차를 분석하여 미미한 조

치만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서에 서술됐다.

해당 사업의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장애 요소가 존재했다. 첫째, 사

업 진행에 있어 유엔개발계획과 북한 현지 인력 및 국가 관계자들 사이

의 직접적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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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정(Coordination)이 구현되기 어려웠다. 사업 효과의 지속가능성과

다른 지역으로의 효과 확대 측면에서 효과적인 인력 조직이 확립될 필요

성이 있었다. 둘째, 국가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시행 경험이 없어 적절한 관리 및 기술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유엔개발계획과의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장비를 조

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메커니즘 개

발, 운송 시스템 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북한 내에는 이런 업무에 대한

책임자가 부재했으며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 물자를 조달하는 데 있어 통

제할 수 없는 요인들도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사업 평가보고서는 이 사

업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능력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이 향후 전 국가로 확대되는 상향 조정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

단을 내렸다. 셋째, 대북제재로 인한 자금 활용의 기회가 크게 줄어든 것

이다. 이로 인해 2011년에는 본래 계획했던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감축된 예산에 의하여 자금 지원 대상 재선정

작업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설비 비용의 상승, 북한으로의 운송비 및

북한 내에서의 운송비 상승, 그리고 현지 시장에서 건설자재의 높은 비

용과 낮은 가용성 역시 예산 요건에 큰 영향을 주었다.

3차 사업인 “북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방안(Sustainable

Energy Solutions for Rural Livelihoods in DPRK, SES)” 프로젝트의

목표는 (1)에너지 자원 및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및 자연에너지 방안

에 대한 정보의 업데이트 및 지역 수혜자의 접근성 보장, (2)지역의 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지역 차원의

기술 노하우 증진, (3)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적절한 재생에너지 및 자연

에너지 방안 제공을 위한 공급망 강화, (4)지역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및 자연에너지 방안 구현을 통한 에너지 안보 및 농촌 인구의 자립도 강

화하는 것이었다.

해당 사업의 평가보고서가 제시하는 이 사업의 결론(Conclusion)과 교

훈(Lesson Learned)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개발계획 북한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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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벗어난 조달 관련 제약 요인들은 사업의 산출물이 적시에 도출되

는 데 있어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제 6차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와 북한의 은행 계좌 폐쇄 조치의 연장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향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국가의 특수한 상황적 맥

락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둘째, 사업 효과

의 지속성을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프로젝트 결과물 관련 기술 인계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 사업

담당자들의 모니터링 결과 제출이 요구된다. 특히 효율적인 자금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 책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관적인 재무 수치

(예산 및 실제지출)내역을 보고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예산과 실제 지출

간의 일관된 비교, 프로젝트 보고서(연간 경과보고서, 회의록 제출 포함)

작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해당 사업은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어 실

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 마을 공동체의 강한 책무성과 헌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업 컨설팅에 관한 지식과 운

영능력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유엔제재를 피하고 통

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상당히 지연됐다. 이로 인해 사

업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도 유엔개발계획은 태양광 PV 시스템을 활용하여 170개 공공

기관과 15개 마을 공동체 내 67개의 공공건물들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힌다. 또한, 평가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유엔

개발계획의 기여에 대한 현장 가시성이 로고, 명판, 자산/인도 품목에 대

한 태그 등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지역과 마을

공동체에 효과적인 전기 사용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에너지 수요와

소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차 사업 평가보고서에서는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농촌 생활 개선 방안

의 활용과 적용 사례에 관해 유치원과 탁아소, 병원과 진료소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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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시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북한의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개선

방안의 활용 및 적용 성공 사례

사업을 통한 개입 전 사업을 통한 개입 이후

유치원과

탁아소

Ÿ 난방과 조리 시 석탄과 장

작을 사용했으며, 열 전도

성이 낮아 교사와 아동이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

됨으로써 건강 피해 위험

증가

Ÿ 고가의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디젤 및

가솔린 발전기 사용

Ÿ 전력 공급의 중단 및 단절이

빈번한 열악한 그리드 전기

에 의존

Ÿ 겨울철 벽면 냉해로 인한

건물 손상

Ÿ 석탄을 덜 사용하는 온돌

바닥 난방 시스템이 개선되

어 교사와 아동들에게 깨끗

한 공기 질 보장을 통한 건

강과 복지 향상

Ÿ 건물 벽의 냉해를 예방함으

로써 구조물 보존성 개선

Ÿ 지속적인 전기 공급을 통해

교사의 컴퓨터, 전자 장비

및 텔레비전 등의 전자 기기

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나은 질의 교육을 제공

Ÿ 아동이 편안히 쉬고 잘 수

있는 적절한 온도 조건의

환경 구축

병원과

진료소

Ÿ 환자의 복지를 위해 실내 온

도를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조절하는데 차질 발생

Ÿ 겨울철 벽면 냉해로 인한

건물 손상

Ÿ 하루에 몇 시간 밖에 지속되

지 않는 그리드 전기로 인해

의료 장비 사용 불가

Ÿ 실내 난방을 위한 석탄 사용

증가

Ÿ 의사, 간호사 및 환자를 위한

불량한 실내 공기 질 조건

Ÿ 1년 중 최대 6개월까지 연장

Ÿ 석탄 사용 중단으로 병원의

공기질 개선

Ÿ 건물 벽의 냉해를 예방함으

로써 구조물 보존성 개선

Ÿ 지속적인 전기 공급을 통해

의료 장비와 컴퓨터 장비를

사용한 치료 가능

Ÿ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야

간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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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유엔개발계획의 사업은 북한 농촌지역의 교사와 아이들에

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를 활용한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

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공헌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원

과 진료소에서는 노인, 임산부, 아동, 장애인들과 같이 취약 계층들에 대

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 사회 내 불평

등이 완화되고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 2 장 이론적 자원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자원

1. 사회-생태체계의 제도분석 프로그램(PIASES)

가. 공동자원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

CPRs)을 기초로 한 사회-생태 체계의 제도 분석 프로그램(PIASES)을

이론적 분석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재생

에너지는 공동자원인가?”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오스트롬의 재화의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에 따르면 공동자원은 ‘배제

성이 낮고, 감쇄가능성은 높은 자원’이다. 따라서 그 자원의 사용 총량이

자원 체계가 생산할 수 있는 자원 유량의 한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

될 수 있는 동절기에는 야간

운영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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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Ostrom, 2010). 또한, 공동자원은 국가에 의하여 소유·관리되며,

법규 내에서 규율된다. 그 이유는 국가가 공동이익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박태현, 2017).

[표 2-1] 재화의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출처: 엘리너 오스트롬, 2010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혹은 ‘대용’에너

지 자원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종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본다. 그 이유

는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을 포괄하는 에너지체계의 재조직 과정

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홍덕화, 2018). 이전까지 북한은 자국의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에네르기 관리법』, 『주민연료법』을 기반으로 한

공급 계획에 따라 당국 차원의 대규모의 화력과 수력 발전소 건설을 통

해 생산되는 전력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였다(나용우, 2018

). 이후 2013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에 따라 북한은 재생에너지

를 통해 개별 기관의 독자적 설비 설치와 개발 에너지의 공급을 허용하

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재생에너지 이용의 배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

인다(김윤성 외, 2019). 실제로 재생에너지의 시범적 보급과 소규모 개발

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매 능력이 있는 주민들은 중국 등에서 태양광 패

널을 수입하여 설치하여 전력을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하고 있다(이

석기, 2018). 이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현상이라

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은 여태 수동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던 입장에

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로서

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동자원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회의 중요한 재부를 ‘공동재산’이라고

감쇄가능성

높음 낮음

배제가능성
높음 사적재화 요금재

낮음 공동자원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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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다. 재생에너지 자원과 같이 중요한 자산은 모두 국가 이름으로 공

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인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국가사회재산을 애호

관리해야 하는 공민적 의무”가 있다(로동신문, 2005/10/26).

즉, 재생에너지는 당국에서 재산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설비를 통해 제

한적인 양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며, 인민들은 제도적 틀 안에서 그것

을 이용하고 개발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국가가 재산권을 소유·형성

하고 있는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론적 기반

오스트롬은 공동자원 문제를 ‘국가’ 혹은 ‘시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개인들이 신뢰와 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가 개선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진화하는 제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적 분석틀과 이

러한 제도적 문제에 생태학적 역동성을 접목시킨 사회-생태 체계의 제도

분석 프로그램(Program in Institutional Analysis of Social-Ecological

System: 이하 PIASES)을 구축했다. PIASES는 공동자원의 지속적 관리

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로서 사회과학과 생

태학의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지향하는 학제 간 접근방식을 지향한다.

(Ostrom & Cox, 2010). PIASES의 이론적 토대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로서, 이 프로그램은 사회현상을 인간의 형태에 미치는

제도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인간은 공동자원을 둘러싼 여러 갈등 사

항들을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상정하며, 이는 개인

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도’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정덕용 외, 1999).

PIASES는 현실의 복잡성을 반영한 다양한 변수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다섯 가지의 본질적 요소들인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거버넌스 체계(Governance System: GS), 자원체계(Resource System:

RS), 행위자(Actors: A), 상호작용의 결과(Interaction and Outcomes:

IO)로 이뤄져있다. 이때 RU, GS, RS, A간의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중

심행동 상황’에서 IO가 도출된다. 이 요소들은 사회, 경제, 정치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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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 S)과 관련 생태체계(Related

Ecosystem: ECO)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PIASES의 ‘중심 행동 상황’은

사회적 성과 측정(social performance measures)과 생태적 성과 측정

(ecological performance measures)을 통해 상호 작용의 결과를 평가하

는 분석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때 사회적 성과는 효과성(efficiency),

책임성(accountability), 평등성(equ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4

가지 지수를 통해 측정된다. 한편, 생태적 성과는 과잉수확

(overharvested), 회복성(resilience),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같은 3

가지 지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출처: 이경희(2019)

[그림 2-1] 오스트롬의 PIASES 분석틀의 구조

PIASES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질문에 따라 필요한 변수들을 선

택하여 분석할 수 있다. 1층위 네 가지 요소들의 개념은 독립체(entities)

로 자원 단위, 자원 체계, 거버넌스 체계,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변수의 경우 McGinnis, M. D.& E. Ostrom(2014)에서 제시한 항목들로서

[표 2-2]와 같이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저자가 연구 범위, 목표 등을 고

려해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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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층의 독립체와 하부 변수들

출처: Ostrom(2010)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사회, 경제, 정치 환경 (S)
S1-경제발전, S2-정치적 안전성, S3- 정치 안전성, S4-정부 합의 정책, S5-

시장 인센티브, S6- 미디어조직
자원체계(RS) 거버넌스 체계(GS)
RS1 영역 GS1 정부조직

RS2 체계 범위의 명료성 GS2 비정부조직
RS3 자원 체계의 크기 GS3 네트워크 구조
RS4 인간 건설 설비 GS4 소유권 체계
RS5 체계의 생산성 GS5 실행적 규칙
RS6 평형특성 GS6 집합행동 규칙

RS7 체계의 역동성의 예측 가능성 GS7 헌법적 규칙
RS8 저장특성 GS8 감시와 제재 규칙
RS9 위치

자원단위(RU) 사용자(U)
RU1 자원단위 이동성 U1 이해관계자 수
RU2 성장률 혹은 대체율 U2 사회경제적 특성
RU3 자원단위간의 상호작용 U3 역사적 배경

RU4 경제적 가치 U4 위치
RU5 자원단위의 수 U5 리더십
RU6 구분되는 특성 U6 규범
RU7 시공간적 배분 U7 SES에 관한 지식

U8 자원의 중요성(독립성)
U9 기술 이용의 가능성

행동 상황: 상호작용(I) -> 결과(O)
I1 다양한 사용자의 수확(전력 발생) O1 사회적 성과 측정 방식(효율성,

평등성, 책임성)I2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

I3 토의 절차 O2 생태적 성과 측정 방식(과잉

수확, 탄력성, 다양성)I4 사용자 사이의 분쟁

I5 투자활동
O3 경제적 성과 측정 방식

I6 로비활동
I7 자치활동

O4 그 외 사회생태 체계의 외부성
I8 네트워킹 활동
I9 모니터링 활동
I10 평가 활동

관련 생태 체계(ECO)
ECO1-기후패턴, ECO2-공기오염 패턴, ECO3- 중심사회생태체계 유입/유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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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수준별 분석을 특징으로 하는 PIASES를 이용하여 북한 사

회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향후 대북 에너지

협력이 실시될 경우 개발원조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수원국에 대한 수

요 및 현황 파악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북한의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담론

탐구에 PIASES를 활용하고자 한다.

2. 북한 언론기사의 특성

북한에서는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등을 통한 언론활동을 ‘사회정치활

동’으로 규정하고, 언론매체를 ‘당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언론인을 ‘사

상전선의 전초선에 서 있는 당의 붉은 문필전사’로 규정하였다(경남대학

교 북한대학원, 2003). 북한은 1960년대 언론 관련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언론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공산주의적 당성과 노동계급성으

로서 언론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강조하고 노동계급의 근

본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한다. 둘째, 인민성과 대중성으로서 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출판보도활동에서 광범한 대중을 적

극적으로 참가시킨다. 셋째, 진실성과 전투성으로서 공산주의적 객관성을

기반으로 근로 인민대중들의 계급적 입장을 반영하고, 계급적 원쑤(원수)

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비리를 예리하게 폭로하는 것이다(조형창

외, 1984).

『조선대백과사전』(1996~2001년, 총 23권)에서는 북한 언론기사를 크

게 보도적인 기사(보도기사, 경험기사, 현지보도, 방문기 등), 사론설(사

설, 론설, 정론, 론평 관평 등), 교양적인 기사(령도기사, 덕성기사, 긍정

교양기사, 계급교양기사 등)로 나눈다. 그 외에도 보고나 연설, 결정 등의

문헌과 현대 과학기술을 해설하는 자료 등이 실리기도 한다(경남대학교 북

한대학원, 2003). 북한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사 형태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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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북한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사형태

연구의 분석대상으로서 활용되는 『로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부터

발간되기 시작했으며,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에 해당한다. 발간이래 연중무휴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 매체는 북한 사

회의 변화 과정을 일기장과 같이 드러내줄 수 있는 유일한 공적 문헌이

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장하용·박경우, 2005). 따라서 『로동신문』의 보

도 분석결과를 해석함으로써 특정 담론을 파악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조선』은 북한의 인민정권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지로서, 인민정

권 기관과 경제기관의 일꾼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관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조직 동원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이바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민주조선』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체화시킨 국가의 법령이나

구분 특징

경험기사

당 정책관철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일정한 단위사업을

보도함으로써 일꾼들에게 경험과 교훈, 방법을 가르쳐

주고 투쟁을 힘있게 고무시키는 기사형태

현지보도

수기형식으로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넘치는 투지와 열정

을 부추겨 사회주의를 건설하도록 하는 경제선동 수단

의 전투적인 기사형태

정론
사람들에게 시대적 요구를 깨우치는 선전·선동적 역할

을 수행하는 기사로서 ‘시대정신의 체현자’로 불림

덕성기사

당과 수령의 공산주의적 덕성과 위대성을 선전함으로써

사람들이 항상 당과 수령에 충실하도록 하는 기사로서

현실자료를 형상적 수법으로 작성한 기사

령도기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이끄는 수령의 탁월한

영도예술과 고귀한 업적을 생생한 사실자료들에 기초해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기사형태

긍정교양기사

성과와 경험을 이룩해 나가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

모를 보여주는 기사로서 실재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기사형태

출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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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 결정과 지시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집

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 집중한다. 또한, 인민정권기관들이 당 정책을

훌륭하게 관철한 성과를 제시하고, 특히 지방 정권기관 일꾼들이 당 정

책을 관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도내용을 싣는다(엄기영, 1989).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북한의 신문기사를 활용한 내용분석 연구

북한의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언론보도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신문기사를 활용해 북한의 환경·에너지 관련 사안을 다룬 연구들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언론보도 기사 분석은 주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실린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 언론보도 분석은 크게

산림, 기후변화, 해양정책, 에너지에 대해 이루어졌다.

우선, 송민경 외(2012)는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북한의 대표적 미디어

인 『로동신문』의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실린 산림관련 기사 중 표제

에 ‘산림’ 또는 ‘림산’이 포함된 499개 기사를 분석하여 북한의 산림자원

정책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기사 본문에 나타난 국가신림계획 및 정

책을 코딩하고, 그 중 반복되는 계획과 정책을 분류하여 규제적 수단, 경

제적 수단, 정보적 수단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로동신문』은 경제적,

사회적 유인 수단보다는 규제적 수단과 교육 및 훈련 중심의 정보적 수

단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산림보호 및 녹화활동

을 애국 활동이라고 묘사하였다. 또한, 『로동신문』이 북한 정권의 산림

정책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미선 외(2013)는 1990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로동신문』과 『민주

조선』을 대상으로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란 키워드를 포함

하는 204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발행일, 보도된 사건의 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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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이해관계자 등의 범주로 나누어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가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을 국제적 관점에서

표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는 김정은 체제가 시작

된 2012년 이후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후 윤순진 외(2019)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북한의 주요 언론매

체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기후변화 관련 기사 968개를 분석

하여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 간의 기후변화 담론 변화 양상을 분석

한다. 그 결과 두 정권 모두 기후변화가 세계적 식량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을 발견했

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서 과학 기술 개발, 산림 대응, 재생에너지 개

발 등 기후변화 적응 담론이 더욱 활발하게 구성되었다고 제시했다.

윤인주 외(2019)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로동신문』의 해

양수산 정책 관련 기사 내용을 분석했다. 이때 어로 및 양어·양식 등 수

산 관련 기사가 가장 높은 비중(59%)을 차지한다는 점에 대해 북한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식량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

석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북한과 인도적 차원의

내수면 양식 협력과 치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검토될 필요성

을 언급했다.

박민주·김석향(2020)의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 이후 공적 영역에서

‘에네르기’라는 표현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해방이후부터

2018년까지 『로동신문』기사 표제에 ‘에네르기’란 단어가 등장하는 보도

사례를 분석한다. 그 결과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

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성향을 줄이고 해당 국가의 대체에너지 개발 동

향을 보도하는 방식으로 내용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당국이 실시해야 할 에너지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주민에게 떠 넘겨 민

간의 부담과 해외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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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국제협력 관련 연구

국제기구와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치적 대응

에 대한 연구로서 구갑우·최완규(2016)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입을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가 변화했다는 결론을 제시했

다. 또한, 국제기구와 북한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로서 김근식·김상기

(2015)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북한의 국제관계에 적용했는데, 이

때 유엔총회 투표 유사성 지표를 활용해 북한이 국제기구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타 회원국들의 외교정책과의 유사성이 높아졌다는 인과관계를

밝혔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사회 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 연구로서 이경희(2019)는 오스트롬의 사회-생태 체계의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북한의 물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보였는지 실증했다. 그 결과, 북한의 물 정치에 있어

유니세프(UNICEF)의 WAS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유엔과 북한 당국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장기적 개발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수립되었으며, 이

러한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물 평등 향상이 수자원 정책에 반영되었

다고 평가한다.

남북협력 차원에서 대북 개발협력 정책의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한 연

구는 다양하게 이뤄졌다. 우선, 이 연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환경·에너지 사안에 초점을 맞춰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최현아(2019)는 김정은 정권 이후 환경 관련 국제적 논의와 흐름을

함께 하고자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고, 습지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한 북

한의 정책과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환경협

력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체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우선, 임을출(2013)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제한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엔의 MDGs 체제에 참여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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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MDGs 추

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와 내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북한 상황에 대한 현황을 분

석하여 MDGs 달성과 관련된 인도적, 개발 차원의 수요를 점검하는 것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규빈(2020)의 연구에서는 유엔에서 이뤄진 북

한의 연설과 북한의 『경제연구』를 활용해 유엔의 SDGs에 대한 북한

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해당 연구에서는 북한이 환경보호 및 에너

지 문제 극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위기라는 북한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성향이 발견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

서 북한이 남북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에너지나 기후변화 등

과 관련 SDGs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그동안 북한의 에너지 연구는 에너지 매장량, 관련 정책과 제도 등 다

양한 측면에 관련하여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내용분석방법론

을 활용해 북한의 신문 보도 내용을 통해 북한 내에서 자연에네르기, 재

생에네르기, 혹은 녹색에네르기라 명명되는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담론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 이 연구는 오스트롬의 사회-생태 체계 분석

프로그램(PIASES)라는 분석틀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의 재생에너지 자원

을 공동자원으로 상정하였고, 그 근거를 북한의 관련 법안과 제도에서

찾았다.

북한의 2010년대 이후 점차 강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와의 교

류 및 협력을 시도한 사례가 희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년간 유

엔개발계획(UNDP)은 북한 내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제협

력 사업을 실시했다. 이 논문은 해당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과의 에

너지 협력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처럼 북한의 사회, 경제, 정치 현안과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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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재생

에너지 분야의 효과적인 남북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실천적 함의

를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제 3 장 연구 방법과 유목화

제 1 절 연구 방법

1. 담론분석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은 사회적 행위와 그것을 물질화 시킨

텍스트를 분석하여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이

해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신진욱, 2011).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권력

과 지식이 서로 결부된다. 이 개념을 연구에 적용해보면 재생에너지 개

발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국가 산하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에서

이뤄진다. 이를 통한 산출물은 당 정책을 관철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

로 작용한다. 이처럼 담론은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 하고, 그것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지닌 이데올로기의 실천이며 사회적 생산이 일어나도

록 하는 모든 제도적인 실천을 포괄한다. 한마디로 권력의 담론이 곧 이

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

러나는데, 직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조광익, 2003).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은 신문기사를 통해 당국의 입장과 여러 가지

의견이 전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 내 권력의 정당화가 재생에너

지 개발과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와 제재로 인한 피해, 전력

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이

때 이러한 담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간 어떤 방식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지에 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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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분석법과 워드클라우드을 활용한 담론 제시

이 연구는 PIASES의 분석틀에 따라 수치적 자료가 아닌 북한의 재생

에너지 관련 기사 텍스트라는 질적 자료를 분류하고, 이러한 방대한 텍

스트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요인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때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방식은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으로서 책이나 잡지, 신문, 연설문, 서신, 시, 노래, 그

림, 인터넷 상의 모든 게시물, 법률 등 사람들의 의사소통 기록물에 대한

분석을 일컫는다(Babbie, 2001). 이 방법은 문헌 연구의 일환으로 양적·

질적 분석방법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조광익, 2003). 이는 북한 연구

특성 상 직접 방문이 불가하고 자료 접근에 대한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

서 신문기사를 활용한 실증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때 내용분석법을 통한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

순히 기초통계량과 기사 빈도수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셜

빅데이터의 주제 분석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워드클라우드

(word cloud)를 통해 시기와 분석 요인 별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빈번하

게 제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둘

러싼 전환적 사건과 주요 추진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자료수집과 조작화

북한 연구의 경우 양적 데이터 수가 부족하고, 북한 당국에서 제시하

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

한 현지 주민이나 당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하는 것 역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계를 활용한 실증연구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그것의 대안으로서 경험적 자료의 일환

인 신문자료의 내용을 분석틀에 입각해 개방코딩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범주별 특이성을 사회적 맥락과 연관시켜 담론을 고찰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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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채택했다.

이 연구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기사 색인검색

을 통해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현재 김정은 집권 시기 동안 보도된 『로

동신문』과 『민주주선』기사들 중 지면에 ‘자연에네르기’, ‘재생에네르

기’, ‘대용에네르기’, ‘태양빛에네르기’, ‘풍력에네르기’, ‘태양에네르기’, ‘록

색에네르기’란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들 총 522건을 분석대상 자료로 삼

았다. 확보한 연도별 기사 건수와 연도별 추이는 각각 아래의 [표 3-1]과

[그림 3-1]에 정리했다. 보도 건수의 특이점은 2015년에 보도 건수(93건)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6년도 건수(70건)가 뒤를 이었다는 점이

다. 이 시기에 어떤 요인이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을 활성화한 지에 관

한 내용은 추후 다루기로 한다.

[표 3-1] 수집된 재생에너지 관련 보도기사 건수

로동신문 민주 조선 연도별 합계
2000 3 0 3
2002 1 0 1
2003 3 0 3
2004 3 6 9
2005 1 0 1
2006 3 1 4
2007 1 0 1
2008 2 2 4
2009 4 5 9
2010 2 9 11
2011 29 13 42
2012 16 13 29
2013 7 17 24
2014 29 11 40
2015 70 23 93
2016 49 21 70
2017 18 19 37
2018 62 15 77
2019 40 23 63

매체 별 합계 344 17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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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보도기사 건수 추이

연구의 범위는 김정일 정권(2000-2011)부터 김정은 정권(2012-현재)까

지다. 이때 연구의 시기는 제1기(2000~2005), 제2기(2005~2011), 제3기

(2012~2014), 제 4기(2015~2019)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1기는 김정일 정

권 시기로 북한 내 재생에너지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이며, 제2기

에 들어서부터 개별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보도들이 확대된다. 이후

제3기의 경우 김정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2013년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

련 법안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담론이 본격

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제4기의 경우 2015년부터 급증하는 재생에

너지 관련 보도 건수를 통해 북한 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

이 실행되고, 주민들의 일상에서도 해당 자원의 중요성이 뚜렷해지는 시

점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북한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도가 시작된 시점은 『로동신

문』에서 1953년 7월 5일 “위대한 소련에서 인민 경제에서의 태양 에너

지 이용”이다. 이후 같은 신문에서 1957년 11월 5일 “태양에너지를 이용

한 발전소 건설”과 1981년 3월 22일 “태양에너지 자원과 그 이용(1)”,

1981년 3월 29일“태양에너지 자원과 그 이용(2)”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재생에너지 관련 보도가 본격화된 김정일 정권부터 보도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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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되고 구체화한 김정은 정권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대북 협력

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범주의 유목화

1. 분석 유목의 구성

이 논문은 북한의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복합적 특성을 PISSES의 관

련 사회·경제·정치 조건과 관련 생태체계를 통해 분석한다. 이 두 가지

맥락적 요소는 네 가지 독립체인 자원체계(SR), 자원 단위(RU), 행위자

(A), 거버넌스 체계(GS)가 ‘중심행동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를

발생시킬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의 재생에너지를 둘

러싼 현황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독립체를 통해 분석한다. 이 요소들은

각각의 다른 속성을 가진 하부 변수들로 중첩되어 있으며 1층의 독립체

들에 부여된 특성들을 나타내는 변수로써 3층의, 4층의 등으로 더 깊게

설정할 수도 있다(McGinnis, 2010). 이후 독립체의 하부 변수들이 외생

적 요인으로서 첫째, 사회·경제·정치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 북한의 핵실

험 시기와 맞물려 시행된 대북제재, 파리협정, 북한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등의 요인들을 살펴본다. 둘째, 관련 생태체계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등의 사건들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노정된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을 고찰한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보도내용은 외생적 요인과 독립체별 요인으로

유목화한 뒤 PIASES를 활용해 북한의 물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북한과

국제기구 간 협력의 타당성을 타진한 이경희(2019)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변수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세부 분류하였다. 분석 유목화의 근거와

관련 보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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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생적 요인

사회, 경제, 정치조건의 관련 하부변수로서 경제적 발전, 인구통계 경

향, 정치적 안정성, 다른 거버넌스, 시장, 미디어 조직, 기술이 있다. 분석

대상인 기사들의 내용을 코딩한 이후 다음과 같은 세부 분류를 시행하였

다. ‘다른 거버넌스’에는 국제기구, 타 국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포

함시켰다. 또한, ‘기술’에는 재생에너지 기술 관련 국가적 행사와 신기술

개발 및 이용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들을 포함시켰다.

[표 3-2] 사회, 경제, 정치 환경 관련 기사의 유목화

사회, 경제, 정치 환경(S)
하부 변수 세부 분류 예시

다른 거버넌스
국제기구

“유엔기후변화대회 고위일군회의에
서” (로동신문, 2019/12/09)’

타 국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는 에네르기문
제” (로동신문, 2014/09/21)

기술

관련 행사
“자연에네르기개발과 리용, 에네르기
절약을 위한 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
막” (로동신문, 2016/08/10)

신기술 개발 및

이용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웅진군에서, 령남배수리공장에서”(민
주조선, 2015/04/21)

관련 생태 체계의 하부변수에는 기후패턴, 오염패턴, 중심사회 생태체

계 유입/유출 흐름이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건은 선천적인 조건으로, 앞

서 언급한 사회, 경제, 정치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재생에너지 자원의

복합적 특성을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에

네르기, 수력, 풍력, 조수력 등의 원천과 관련한 기후패턴과 지구온난화

현상 등 환경자원 관련 현상에 대해 보도한 기사들을 포함시켰다. 이때

북한 내부 특성과 세계 전체로 세부 분류하여 어떤 차원의 특성이 담론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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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관련 생태 체계 관련 기사의 유목화

관련 생태 체계(ECO)
하부 변수 세부 분류 예시
기후패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자원

관련 현상

국내(북한)
“심각한 물 자원 부족 문제” (로동신
문, 2017/03/22)

세계 전체
“늘어나는 온실가스 방출량” (로동신
문, 2018/07/16)

나. 독립체 별 요인

이 요인은 크게 네 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자원 체계는 일종

의 고정자산으로서 저량(stock variable)의 개념으로 접근 할 수 있다. 여

기에는 어장, 지하수대, 방목지대, 차고, 하천, 등 수자원 등이 포함된다.

자원 체계의 관련 변수로서 영역, 체계 범위의 명료성, 자원 체계의 크

기, 체계의 생산성, 체계 역동성의 예측가능성, 저장 특성, 위치 등이 있

다(Ostrom, 2010). 이 연구에서는 자원체계에 대해 생산성과 위치라는

변수를 채택했다. 이때 생산성의 경우 풍력, 태양열, 지열 등과 같은 관

련 재생에너지 종류와 전력 생산성 관련한 기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재

생에너지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위치로서 공공시설, 산업시설, 주택시설로

구분하여 분류했다.

[표 3-4] 자원 체계 관련 기사의 유목화

자원 체계(RS)
하부 변수 세부 분류 예시

생산성

풍력
“실리있는 풍력양수기를 생산 리용-황주군
철도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5/06/28)

태양열
“버섯생산에 태양에네르기를-정방산버섯공
장에서” (민주조선, 2015/06/19)

그외
“지열을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보건성에
서” (로동신문, 2011/06/23)

위치
공공시설

“실리있는 풍력양수기 개발-평양기계종합
대학에서” (로동신문, 2018/07/14)

산업시설 “무동력관수체계 도입-세포지구 축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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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체계와 관련된 변수로서 정부조직, 비정부 조직, 네트워크 구

조, 소유권 체계, 실행적 규칙, 집합행동 규칙, 헌법적 규칙, 감시와 제재

규칙 등이 있다(최경희, 2019). 이 중 이 연구에서는 헌법으로서 재생에

네르기법과 관련된 보도와 더불어 당 산하 조직에 해당하는 위원회, 제

작소, 연구소, 대학 등과 관련한 기사들을 포함시켰다.

[표 3-5] 거버넌스 체계 관련 기사의 유목화

거버넌스 체계(GS)
하부 변수 세부 분류 예시

헌법 재생에네르기법
“재생에네르기법에 대하여(1)” (민주조
선, 2013/08/23)

정부조직

국가과학원
“전승세대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심어주
어 - 국 가 과 학원에서 ” ( 로 동 신 문 ,
2018/07/25)

당 위원회
“당정책관철에 만족이란 이을 수 없다”
(로동신문, 2019/03/20)

그 외 당 산하기관
“유엔기후변화대회 고위일군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로동신문,
2015/12/09)

자원단위는 자원체계에서 개인들에게 사용되거나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한 하부변수로서 경제적 가치, 자원단위의 수, 이용 현

황 등이 있다(E. Ostrom, 2010). 이 연구에서는 산업, 공공시설, 가정으

로 나누어 북한 사회에서 재생에너지자원이 개인에 의해 어떤 용도로 활

용되는지 분석한다. 이때 자원체계의 세부 분류 중 ‘위치’와 구분되는 사

항은 자원체계의 경우 생산성에 집중하여 물리적 위치에 집중해 분석하

는 한편, 자원단위의 경우 사용자의 이용 방식과 효용성, 경제성에 집중

하여 분석한다.

건설장에서 (로동신문, 2015/07/07)

주택시설
“농촌마을의 풍력발전기자랑-황주군 철도
리에서” (로동신문,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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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자원단위 관련 기사의 유목화

자원단위(RU)
하부 변수 예시

개인의 이용 자원

“에네르기저장기술과 자연에네르기의 합리적
리용” (로동신문, 2019/11/01)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 (로동신문,
2019/12/21)

행위자(Actor)와 관련된 하부 변수로는 관련 행위자의 수, 사회경제적

특성, 역사적 배경, 기술의 이용 가능성, 권력의 역사적 배경과 리더십

등 정치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국가중심 재생에너지 관리 체제

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리더십에 주목하여 교시

와 지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세부 분류는 연구 범위에

따라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구분한다.

[표 3-7] 행위자 관련 기사의 유목화

행위자(A)
하부 변수 세부 분류 예시

리더십

김정일
“재생에네르기개발리용을 위한 노력”
(로동신문, 2004/10/27)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
다” (로동신문,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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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 분석

제 1 절 북한 재생에너지의 특성 분석

앞서 살펴본 PIASES의 작동 원리에 따라 북한의 재생에너지 특성을

외생적 요인과 독립체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

에 대한 파악은 향후 북한 신문 보도에서 재생에너지 담론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외생적 요인

가. 사회·경제 및 정치학적 분석

사회·경제·정치조건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기후변화 인식과 북한 사회

내 환경 및 에너지 자원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2010년대 이

후 들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앞서 제시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

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하는 한편, 파리협정을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온

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제시한

두 가지 보고서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첫 번째로는 2012년 유엔환경계

획(UNEP)과 함께 발표한 북한 내 환경과 기후변화 전망(DPRK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관련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

서에 따르면, 대기(Air Quality) 차원에서 북한은 석탄화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이를 산업공정을 위한 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북

한 내 열전 생산, 제련 및 기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공정과 관련된 일

부 인프라의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에

너지 집약적 산업 근방 지역에서 더 극심하다(UNEP, 2012). 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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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과 공업

지역의 경우 북한의 대기오염 상태는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SO2(이산화황)와 석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명수정, 2017). 또한, 북한은 2007년에 약

9천 4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했는데, 당시 전 세계 배출량의 0.32%를

차지했다고 한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은 화석 에너지 연료

의 연소이며, 2007년 기준으로 약 90%를 차지했다. 나머지 10%에는 산업

공정, 농업 및 폐기물 관련 배출에서 기인한다(UNEP, 2012). 이러한 상

황에 대해 북한은 새로운 기술과 재생 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배출량의

증가를 최소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 2021).

두 번째 보고서는 북한이 2021년 7월에 공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

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이다. 북한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자체 정책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Business As Usual, 이하 BAU) 대비 8%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

을 받을 경우 추가로 BAU 대비 32.25%를 감축해 BAU 대비 40.25%에

해당하는 7554.6만tCO2eq 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이때 북한이 실시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 중 석탄과 관련한 것

으로는 가정과 사무실 내 석탄 난방 기기를 고효율 에어컨 및 히트펌프

로 대체하고, 석탄·목재연료 대신 가축분뇨와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바이

오가스로 요리하는 것이다. 또한 석탄 대신 태양열 온수시스템으로 가정

온수를 공급하고, 발전 효율을 높여 연료 사용량을 감소하는 한편,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아임계압 석탄발전소를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로 대체하는 것도 포함됐다(김남수 외, 2018). 최근 공개한 자

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3번째 목표

‘인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촉진’의 세부 목표로서 “2030년까지 유해 화

학물질 및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과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와 질병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를 명시하였고, 이 목표를 구현하는 책임기관으

로서 북한 당국은 국토환경보호성과 석탄공업성을 지정했다(VN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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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생태 체계

관련 생태체계에 관해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후와 지리적

특성과 같은 생태학적 맥락에서 고찰한다. 이러한 환경적 요건은 선천적

인 조건으로서 사회·경제·정치 조건(Relate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S)과 상호작용하여 재생에너지 담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북한은 최근 들어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1년 9월 2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기상 현상이 우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위험이 닥쳐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이상기후 현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잦은 집중 호우다. 원산 지방은 2001년 관측 이래 최고의

집중 호우가 발생했는데, 3시간동안의 최대 비량은 174mm였고, 12일간

동안 최대 비량은 340mm였다. 이러한 수치는 1905년부터 2005년간의 관

측기간 동안 제 1극값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 북창 및 덕천

지역, 2006년 양덕, 신천, 성천 지방에서는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재해

성 집중호우가 발생했다(한국수자원공사, 2007). 이와 같은 폭우의 주요

한 원인은 벌목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에너지 공

급원이 마땅치 않아 난방과 취사를 위한 땔감을 얻기 위해 벌목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폭우가 발생할 경우 토양 침식이 더욱 악화되고,

수로와 저수지의 침전물 하중이 증가되며 산사태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

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 방문했던 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

무가 없는 민둥산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한다. 산림의 파괴는 강수량이

많아져 홍수가 나거나 건조에 따라 산불 피해가 난다든지 하는 재해로

확산이 됨에 따라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김익재 외,

2019).

북한의 또 다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꼽히는 온난화 현상은 [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기온의 가파른 상승률을 통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약 0.7~1°C 정도의 기온

상승이 있었던 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5°C가 상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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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빠른 온난화 속도에 해당한다.

기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울창했던 산림의 황폐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은 북한 내 폭염 빈도의 증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자유아시아방송, 2021).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그림 4-1] 북한 연평균 기온 (2010~2020년도)

관련 생태체계(ECO)의 차원에서 살펴본 북한의 생태 이데올로기는 주

체사상에 기반한 ‘자연개조 이데올로기’로서, 자연은 인간개발을 위해 이

용할 수 있는 착취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민기채, 2014). 주체사상

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는

데, 이와 같은 인간 중심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적인

주체로 사정하고, 창조성, 자주성, 의식성 획득을 통해 주인이 된다고 주

장한다. 이때 창조성은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을 자기에게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주성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함으로써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

식을 발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자연개조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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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해야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주적

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정일, 1996). 즉 사회주의의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개조가 필수

적이고, 이는 ‘수요에 따른 공급’ 보장을 위함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북

한의 생태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의 완성이라는 과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역시 착취의 대상으로서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독립체 요인

가. 거버넌스체계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된 변수들로는 정부 조직, 비정부 조직, 네트워크

구조, 소유권 체계, 실행적 규칙, 집합행동 규칙, 헌법적 규칙, 감시와 제

재 규칙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해 당국이 지닌 영향력의 근거가 되는 북한의

『에네르기관리법』은 북한 에너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령으로서 1998

년에 채택되었다. 이 법에 따라 북한은 국가의 에너지 계획, 이용,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급보다는 소비 관리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에너지관리법상 에너지관리의 정의는 “석탄, 석유, 풍

력, 태양열, 지열, 핵물질과 같은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공

급하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 기관은 에너지 소비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

해야 하며 국가 중심으로 에너지 관리 산업을 지도하고 생산, 공급, 소비

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빙현지, 2017). 이후 북한은 2011년도에 환경보

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3장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

을 개발·이용하고 환경인증제도를 시행하며 재자원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하여 “환경보

호법 개정 이후 석탄·원유 등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기존의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노후와 화석에너지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는 북한이 전기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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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2013

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은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윤일건, 2013). 해당 법안에 대

한 주요 내용은 [표 4-1]에 표기하였다.

[표 4-1] 북한 에네르기관리법 주요 내용

2013년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은 총 6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

에너지 등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호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국가 중심의

재생에너지 관리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 확산을 강조하며 각 기관 또는 개

인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했을 때 이를 타 기관에 공급 가능하도록 규정한

주요 내용
목적 Ÿ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수요를 보장

정의
Ÿ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핵물질 같은 것과 그

것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된 열, 동력 같은 것
공급주체 Ÿ 국가가 생산과 수요를 정확히 계산하여 공급

에너지생산
Ÿ 연유의 경우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공급 불가

Ÿ 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의 적극적 이용

에너지이용

Ÿ 에너지 수요 기관은 부문별 인민경제계획에 앞서 중장기,

단기, 연간 에네르기바란스를 작성하며 이에 기초하여 에네

르기소비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

Ÿ 발전소 운영의 정상화 및 중소형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건설 기고나의 전력 수요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으로 이용

Ÿ 신규 건설 시 에너지 효율을 고려

Ÿ 에너지 관련 설비의 제작 및 수입 시 에너지이용 효율이

정해진 기준보다 높아야 가능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Ÿ 기술개발 및 투자, 과학기술인재 양성, 교육교양사업 강화,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는 국가에서 담당

관리

Ÿ 내각하 해당 중앙기관에서 에네르기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를 담

당

Ÿ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생산과 공급, 소비를 장악

Ÿ 소비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에너지의

공급,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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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재생에네르기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북한 재생에네르기법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목적
Ÿ 재생에너지 이용 장려 및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발전, 인민생활 향상, 국토환경 보호

정의
Ÿ 태양열, 빛,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에너지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가능한 에너지

국제교류
Ÿ 재생에너지 분야 다른 국가,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조
강화

자원조사

(2장)

Ÿ 국가계획기관 중심의 자원 조사 진행
Ÿ 자원량 계산 및 심의, 등록 및 실사는 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수행

개발 및 이용

(3장)

Ÿ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목표는 중앙과학기술행
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설정, 작성된 계획작성지도서는
각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달

Ÿ 중요도에 따라 국가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으로 구분,
각 기관은 작성한 계획서를 국가기관에 제출

이용 장려

(4장)

Ÿ 정해진 규격에 맞는 설비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받은 설비는 제작한 곳에서 생산, 공급, 판매의 우선
권을 가짐.

Ÿ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태양온수, 지열냉난방, 태양
빛전지, 퉁력발전기, 메탄가스생산시설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이용 가능. 설치 시 건물 안정성을 고려
할 것

Ÿ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설치한 설비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중 남는 에너지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 가능

Ÿ 각 기관은 운영자료를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함. 이 자료는 기술경제적지표를 분석 종합하여
향후 대책을 세우기 위함임.

물질기술적

토대 확보

(5장)

Ÿ 전문성을 높이며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가며 기
술 성과는 제때에 현실에 도입해야 함.

Ÿ 재생에너지 부문 기술자를 양성하고 전문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확보

Ÿ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관리 및 성과 확산

관리

(6장)

Ÿ 국가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 실
시

Ÿ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 45 -

북한의 에너지 정책의 집행구조는 노동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과 기타

권력기관에 의해 조정된 에너지 정책 또는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방위

원장의 독단적 의지에 의해 결정된 에너지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로 나뉜

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 집행에서 노동당은 내각을 지휘하는 사실상의

정책 집행 총괄 부서의 역할을 한다. 노동당의 지휘 하에 내각의 성과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실제 에너지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내각의 석탄공업성, 원유공업성, 전력공업성 등이 에너지의 생산,

분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에너지 관리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국의 에너지 관리체계를 벗어

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위

원장의 주관적 의지가 표현된 발언이나 지시는 초법적,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화된다(KDI 북한경제리뷰, 2021).

거버넌스 체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소유권 체계와 관련해서 재생에

너지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화 형성과 발전에 대한 내용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 대기근이 발생했을 당시 특정 계

층에만 식량을 차별적으로 분배했고, 이로 인해 대다수 북한 인민들은

굶주림에 큰 고통을 받았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북한 전체 인구의 약

5% 에 해당하는 백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Human Right

Watch, 2006). 국가의 배급체계가 붕괴된 이후 주민들은 ‘장마당’으로 불

리는 대규모 암시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계를 해결했다. 시장이 형성된

것에 대해 당국은 묵인과 통제를 반복했으나, 전반적으로 암묵적 허용에

가까웠다. 특히 2002년 7.1 조치로 인해 시장화는 더욱 촉진 되었는데,

소비재시장과 생산재시장이 형성되고 지역시장과 외부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전국적인 도매시장도 파생되었다. 이렇게 급격한 시장화가 이뤄지

자 북한 당국은 2007년에 시장 통제 정책을 실시했으나, 주민들의 강력

한 반발에 직면했다. 더욱이 북한의 공식 경제도 시장화에 의해 견인되

필요한 인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해야함.
Ÿ 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 책임도 주어지며 이를 어길 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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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어 국가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反)시장 정책은 강압적으로

펼칠 수 없었다(양문수, 2014).

출처: Los Angeles Times(2016)

[그림 4-2] 평양의 태양광 패널 전시장

[그림 4-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역시 장마당

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는데,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 패널을

구입하여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발전

기의 경우에는 단동, 연길 등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부터 수입

한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다. 또한, 평양국제상품전람회, 나선국제상품전

시회 등에서도 대규모 거래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양, 나

선 등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을 개별적으

로 구입하여 주택에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격 수준은 50W짜리의

경우 44달러, 120짜리의 경우 1,200위안, 250W짜리는 15,000위안 정도다.

신문보도에서는 북한정부에서 공급하는 농촌 주택의 경우에도 입주민

의 수요를 반영하여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건설되는 사례가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김민관, 2017). 최근에는 한국산 태양전지 판넬에 대한 수



- 47 -

요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자유아시아방송, 2019).

나. 자원체계

자원 체계는 일종의 고정 자산으로 저량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자원

체계 관련 변수로는 영역, 체계 범위의 명료성, 자원 체계의 크기, 체계

의 생산성, 체계 역동성의 예측 가능성, 저장 특성, 위치 등이 포함된다

(E. Ostrom, 2010). 북한의 전력 공급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고질

적인 전력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낡고 오래된 송전망은 전력 공

급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신문기사 보도에서는 이러한 실정

에 대한 언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 파

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원 체계 차원의 문제 진단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전력산업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으로서 매우 중시된다. 김일성

은 “전기는 산업의 쌀”로, 김정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제일 절실한 문

제는 전력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의『전력법』 제 2조와 3조에서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이며, 전력시설 건설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한다(나용우, 2018).

북한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해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례

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8~11일) 보고를 통해 “탄

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

며 사실상 전력난을 인정한 바 있다(DAILY NK, 2021). 이런 상황의 근

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1996년경에 이르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소련기술에 의존해왔던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의 유지와 개보수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북한의 발전소 가동률은 저하되었고, 1차 에너지원인 석탄과 중유가 부

족해 졌으며 발전 설비의 노후화, 부품조달의 차질 등으로 인해 전력난

은 심화되었다(정우진, 1999). 현재까지도 이러한 전력난 문제는 지속되

고 있는데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021년 2월 발간한 ‘CIA 월드 팩트

북’에 따르면 총 북한 주민의 전력접근성(총인구 중 전기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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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율)은 2019년 기준 26%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한 농촌지역은

11%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도시 지역의 평균 전력 접근성도 36%에 불과

하다고 밝혔다(DAILY NK, 2021). 또한, 북한 당국이 2021년 7월에 제출

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은 계절과

기후의 영향으로 감소되었으며, 인구 증가에 반하여 1인당 전력 생산량 또

한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북한은 중화학 공업 중심의 공업화 전략을 펼

침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 부족

은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빙현지·이석기, 2017).

[그림 4-3]에서 드러나듯이 수력을 통한 전력 생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 사회의 주요 동력원

은 수력, 화력이며,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다양한 기술 및 인프라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권율 외, 20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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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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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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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자료 기반 저자 재 작성

[그림 4-3] 북한의 발전설비용량 구성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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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북한의 발전설비용량(MW)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력 3,958 6,920 4,260 4,283 4,293 4,467 4,701 4,761 4,790 4,790

화력 3,010 3,960 2960 2,960 2,960 2,960 2,960 2,960 3,360 3,360

합계 6,968 6,920 7,220 7,243 7,253 7,427 7,661 7,721 8,150 8,150

출처: 통계청 북한자료센터

북한은 1950년대부터 석탄을 “공업의 식량, 주체공업의 연료이자 원

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석탄은 경제에 있어 ‘자립’과 ‘자력

갱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

다(한국에너지기술원, 2014). [표 4-4]의 최근 20년간 석탄 생산량과 발전

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석탄의 생산량은 CAGR(복합연간성장률)이 –0.97%

로 약 1% 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0년과 2020년의 수치를 비교할 때

CAGR은 –2.71%로 최근 10년간의 감소율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

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심 에너지원인 석탄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추세인

것은 발전량의 복합연간성장률이 최근 20년간 1%도 채 안 되는 0.84%라

는 소폭 증가를 보인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

한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석탄 에너지규모의 감소는 북한의 전력 공급에

도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북한 석탄 생산량 및 발전량 관련 추이(2001~2020년도)

석탄

생산량(만톤)

2001 2005 2010 2015 2016
2,310 2,406 2,500 2,749 3,106
2017 2018 2019 2020 CAGR
2,166 1,808 2,021 1,900 -0.97(%)

발전량

(억kWh)

2001 2005 2010 2015 2016
202 215 237 190 239
2017 2018 2019 2020 CAGR
235 249 238 239 0.84(%)

출처: 한국은행 자료 기반 저자 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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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부족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타격은 [그림 4-4]와 같이 여러 방면

의 경제적 문제들과 맞물려 발생한다. 북한 경제는 폐쇄 경제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국제화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제 무역에서도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했다. 또한 핵무장에 집중한 나머

지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강력한 제재조치를 당하면서 더욱 난관에 빠졌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자본 부족 상황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화력 발전소가 19970~80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노후화되

어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가동률은 저하되고 있

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부존자원인 석탄의 생산성 저하됨에 따라 연쇄적

으로 공장의 가동률 역시 저조해졌다. 이는 다시 생산성 저하로 연결돼 자

본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나용우, 2018).

출처: 나용우(2018), p.23.

[그림 4-4] 북한 경제와 에너지의 구조적 악순환

전력난이 북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서비스업

의 비중은 낮은 대신 농림수산업 비중이 높고, 광공업 비중이 점차 증가

하는 산업화 초기 단계의 산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력 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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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으로 인해 경공업의 생산성 저하는 지속되고 있다(곽대종, 2018). 또한

주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에 대한 전기

공급율은 크게 줄었는데, 현재 상황은 1990년대 이전보다 좋지 않을 것

으로 추정된다(나용우, 2018). 실제로 2019년 기준 북한의 1인당 발전량

은 940㎾h로 한국의 8.6%에 해당한다. 또한 非OECD 국가평균의 40.2%

에 불과하여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정지순·최준혁, 2021).

다. 자원단위

자원 단위는 자원 체계에서 개인들에게 사용되거나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된 하부변수로는 자원단위 이동성, 성장 혹

은 대체율, 자원단위 간의 상호작용, 경제적 가치, 자원단위의 수, 구분되

는 특성, 시·공간적 배분 등이 해당한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파악 가능한 수치 중 가장 최근인 2014년 북한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601,689kWh정도이다.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증감률 수치가 +(양수)였던 구간은 2007~2008년, 2009~2010년도이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감소세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의 에너지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5] 북한의 1인당 전력소비량 추이(2005~2014년)

연도
1인당

전력소비량(kWh)
전년 대비 증감률(%)

2005 807,014 N/A
2006 785,247 -2.7
2007 749,163 -4.6
2008 803,656 7.27
2009 728,130 -9.4
2010 742,968 2.03
2011 656,010 -11.7
2012 652,967 -0.46
2013 619,066 -5.2
2014 601,689 -2.8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보털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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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표 4-6]에서 확

인할 수 있듯 2021년 9월 기준으로 파악 가능한 수치 중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 약 23%로, 2006년 약 9%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전력난 문제해결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

급이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소비율의 지속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4-6]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소비율 추이(2006~2015년도)

연도
신재생에너지

소비율(%)
전년 대비 증감률(%)

2006 8.958 -2.9
2007 10.198 -6.5
2008 10.903 21.7
2009 12.307 20.7
2010 13.475 9.5
2011 17.692 -2.2
2012 18.082 34.2
2013 21.033 -11.7
2014 23.123 9.9
2015 23.807 34.6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라. 행위자

행위자(Actors)와 관련된 하부 변수로는 관련행위자의 수, 사회경제적

특성, 역사적 배경, 위치, 리더십, 규범, 사회·생태 체계의 지식, 자원의 중

요성(독립성), 기술의 이용가능성 등이 있다(이경희, 2019). 북한의 국가중

심 전력 관리 체계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시기별

권력의 배경과 리더십을 중요한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역대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석탄, 수력, 재생에너지

자원 등의 개발에 있어 인민들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천리마 운동과

만리마 속도, 자력갱생과 자강력 제일주의 등의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운

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혁명정신을 앞세워 더 많은 전력 자원을 확보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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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경제 성장과 인민들의 삶의 질 보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천리마 운동’은 김일성 주석이 대중동원형 생산방식을 일반화하

는 과정에서 빨치산 전상의 모범적인 노동자상을 구현한 것이다(서동만,

2005). 이 때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千里·약 393㎞)를 달릴 수 있는 준마

를 말한다. 최단기간 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달성하자

는 취지에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수석·정영교, 2018). 이러

한 천리마정신은 공산주의적 사상의식의 개조를 통해 생산력 증대를 꾀

하는 북한 정치사상 운동에서 특히나 강조된다(서동만, 2005). ‘만리마 속

도’는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속도전식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 김일성

시대의 ‘천리마 운동’을 이은 속도전을 일컫는 슬로건이다. 김정은 위원

장은 2016년 5월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10년을 1년을 주름잡아

내달리는 만리마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을 계기로

반세기 넘게 북한 경제와 사회 전반을 지배한 ‘천리마’는 ‘만리마’로 바통

을 넘겨주게 됐다. 또한, 2015년 3월 『로동신문』은 “천리마가 남을 따

라 앞서기 위한 비약의 준마였다면, 만리마는 세계를 디디고 솟구쳐오르

기 위한 과학기술 용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속도를 강조하는

대중운동을 통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성 향상의 추동은 다음 장

에서 다룰 신문 보도에서도 드러난다(고수석·정영교, 2018).

또 다른 슬로건으로서 ‘자력갱생’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2월에 제시

한 것으로, 당시는 중소분쟁으로 인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이 여의치 않

았던 시기였다. 자력갱생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방침 중 하나로서, 북한이

차용한 것이다. 이후 2016년에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 정신을

이은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나서는데, 이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그는 자강력 제일주의에 대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따라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

는 혁명정신”이라고 정의한다(고수석·정영교, 2018). 신문 보도에서도 재

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설비와 부품에 대해 자체제작을 통한 보급

등을 통해 자강력 제일주의를 실천할 것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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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문보도 분석결과

1. 분석 유목별 특성

가. 외생적 요인

[표 4-7]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보도의 유목화(외생적요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도건수

로동 민주

외생적

요인

사회·경제·정치 조건(S)
다른 거버넌스 127 88

기술 42 18

관련 생태체계(ECO)
북한 7 6

세계 전체 19 12

사회·경제·정치 조건(Relate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S)은 앞서 유목화를 통한 범주에서 밝혔듯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과 참여, 타 국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기술 이용 사례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 북한 사회 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소

개와 관련 행사 관련 보도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분석할 수 있다. [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생적 요인 중 사회·경제·정치 조건(S)에

해당하는 다른 거버넌스, 즉 해외 사례를 제시한 보도가 전체 외생적 요

인에 해당하는 보도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로동신문』, 『민주조

선』에서 각각 65%, 71%인 것으로 볼 때 북한이 국제 사회의 재생에너

지 동향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

와 타 국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기술 이용 사례에 대한 보도 사례

는 다음과 같다.

“세계적인 에네르기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나라들에서는 태양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로동신문,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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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바의 어느 한 주에서 자연에네르기개발전략을 발표하였다. 2016년까

지 실행하게 될 이 전략에 따라 주에서는 2개의 생물연료공장을 건설하

며 140개 이상의 풍력타빈을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로동신문, 2015/08/10)

“이란에 전국적으로 풍력과 태양열을 비롯한 재생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115개이며 총발전능력은 약 76만kW에 달하

고 있다.” (로동신문, 2019/08/01)

“중국에서 2030년까지 전력수요량의 35%를 자연에네르기자원을 리용하

여 보장할것을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을 내밀고 있다. (중략) 지난해 원가

가 적게들고 환경보호에 유리한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장려하

는데 목적을 둔 전력증산계획을 발표한 남아프리카정부는 그 실행을 위

한 사업에 계쏙 큰 힘을 넣고 있다.” (로동신문, 2019/07/31)

“라오스에서 최근 재생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고 있다. 앞으로 2020년까

지 나라에서는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소비량을 10만kW이상으로 늘

일것을 목표로 내세웠다.”(민주조선, 2017/07/17)

이러한 양상의 보도들에서는 특히 꾸바(쿠바), 이란, 중국, 라오스와 같

은 친선국가들의 사례를 자주 언급한다. 이 중 쿠바와 관련된 사례가 가

장 많았는데, 그 원인은 북한과 쿠바 간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우호 관

계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실시했을 당시에도 쿠바는 북한

과의 관계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듯 “두 나라의 관계에는

금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또한,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러시아, 중국, 북한과 쿠바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쿠바 다음으로 언급 횟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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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이란의 경우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 개발에 대

한 경제재재를 받고 있으며, 북한과는 핵 개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2018년 1월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 관계를 맺는 양해문을 체결하기도 했

다(지성림, 2018).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자신과 해당 국가들의 재생에

너지 정책과 동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언급을 한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기사들

의 핵심은 러시아의 에너지수요 충당을 위한 원자력에 기초한 국가전략

으로서, 러시아의 최신 원자력쇄빙선들의 이용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는 원자력의 위험성과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재생에너

지 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러시아의 새로운 원자력 기술

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관련 보도 내

용의 일부다.

“여러해전에 일어난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와 그로부터 초래

된 부정적 후과는 원자력에 기초한 에네르기전략을 추구해오던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부터 에네르기전략을 자연에

네르기에 의거하는 전략으로 이행하는 나라들까지 생겨나게 되였다.”(로

동신문, 2015/09/24)

사회·경제·정치 조건(Relate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S)의 또 다른 소분류로서 기술과 관련한 보도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

율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다반사였다. 해외 기술에 있어서는 특히

2019년도에는 6차례의 걸쳐 다른 국가의 풍력발전기와 태양열 발전기가

복합된 설비 개발 사례 소개하기도 하였다. 반면, 설비의 안전성이나 지

속성에 대한 보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재생에너

지 설비에 있어 효율성을 가장 우선 요인으로 본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관련된 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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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리를 비롯한 여러나라들에서 리용되고 있는 복합발전 설비는 치밀

한 계산에 기초하여 각이한 각도로 24개 설치된 태양빛전지판은 평평한

틀에 설치된 태양빛전지판에 비해 아침에는 2시간 먼저, 저녁에는 2시간

더 늦게까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역변환기가 설치되어 있어 개별적

인 태양빛전지판들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성능을 평균 20% 높여주다. 단위면적당 전력생산량이 높다.”

(로동신문, 2019/10/04)

또한, 북한사회 내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유익을 본 사례들

도 다음과 같이 여러 건 보도되었다.

“최근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열수를 리용하여 건축물의 난

방 및 랭방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지열설비를 새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풍부한 지열수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데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열설비들은 기존난방 및 랭방설비들

에 비해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열리용효률을 몇배로 높일수 있게 제

작된 성능높은 에네르기절약형첨단설비들이다.”(로동신문, 2011/05/09)

“100kW풍력발전기의 제작을 성공시킴, 태양열을 리용하여 알곡을 건조

시키는 태양열알곡건조장치 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밀고나가고

있다.”(민주조선, 2019/01/25)

또 다른 외생적 요인으로서 관련 생태체계(Related ecosystem: ECO)

에 관해서는 북한 내/외에서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지구온난화

현상에 등에 대한 보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재생에너

지 담론이 형성되는데 있어 북한의 환경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해

당 요인에 분류된 내용을 포함한 보도는 총 44건으로, 전체 분석 자료

중 약 8.43%에 해당한다. 이 중 북한의 환경 관련 현상을 언급하며 이를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가능성과 연관시킨 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의

경우 주요 에너지 원천인 수력발전의 잠재성을 강조하거나, 북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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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대수가 가장 많이 설치된 은천군의 사례를 여러 건 보도함으

로써 풍력 생산에 있어 가장 집중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에네르기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특히, 우리나라에 풍

부한 수력자원을 모두 리용가능한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대규모 및 중소형 수력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 한

방울의 물도 허실하지 않고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로동신문,

2014/02/02)

“바람이 많이 부는 군의 특성에 맞게 풍력에 의한 전기생산에 큰 힘을

넣고 있다. 많은 가정들과 단위들에서 바람이 사철 세게 부는 위치들에

해당한 크기의 풍력발전기들을 설치하고 전기를 자체로 생산리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주조선, 2018/01/26)

이 범주에 해당하는 기사에서는 북한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현

상에 주목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

이 온실가스를 생성하여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도된다. 특히 지

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의 확대를 강

조하는 기조 구성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와 세계기상기

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사무국장의 발언을 인용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이산화탄소방출량은 세계적으로 410억t에

달하였으며 2016년에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평균농도가 그전에 비해

3.5ppm늘어난 402.9ppm에 도달하여 측정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민

주조선, 2018/06/22)

“에네르기자원이 급속히 고갈되고,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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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면서

전기를 절약하고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세계적

범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로동신문, 2014/09/21)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세계적으로 방출된 온

실가스량이 약 535t으로 그 전해에 비해 1.3% 증가하여 최고 수준 기록

했다.”(민주조선, 2018/12/22)

“세계기상기구 사무국장은 평균농도가 이 상태로 계속 높아지게 되면 다

음세대는 기온상승과 물부족 그리고 바다물면상승 등 보다 심각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여러 국제기구와 연구단

체의 거듭되는 조사결과에 의해 이산화탄소등의 방출이 날로 늘어나고

이것이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엄중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태는 심각하다.”(민주조선, 2017/12/30)

나. 독립체 요인

[표 4-8]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보도의 유목화(독립체 요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도건수

로동 민주

독립체별
요인

자원체계(RS)
생산성

102 51
위치

거버넌스체계(GS)
헌법 0 6

정부조직 68 27
자원단위(RU) - 36 14

행위자(A)
김일성 2 2
김정일 49 15
김정은 105 31

다음으로는 독립체 요인으로서 자원체계(RS), 거버넌스 체계(GS), 자

원단위(RU), 행위자(A)의 각 범주에 해당하는 보도 내용을 살펴봄으로

써 요인들 간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재생에너지 담론 형성의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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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북한이 재생에너지 자원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어떤 요소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대북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자원체계(Resource System: RS)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한 것은

북한 사회 내에서 어떤 종류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어

떤 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 등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

한 전력 생산성 수준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관해서도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된 내용은 한 기사 내에 혼용되어 제시되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이 어

려워 소분류에 따른 보도 건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은 [표 4-9]에서도 드러나듯

이 풍력, 태양열(빛)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태양열과 지열의 경

우 건물의 단열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록색건축5)에서 활용되기도 하

였다. 이와 관련된 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배인 강석동무를 비롯한 경영소의 일군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

호를 높이 들고 태양빛전지판에 의한 전력생산에 힘을 넣어 경영소의 경

영활동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민주조

선, 2018/11/04)

“닭공장, 공장일군의 말에 의하면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판을 리용하

여 자체 생산하는 전기량은 년간 수만 kWh에 달한다.”(로동신문,

2019/05/11)

5) 북한에서 정의하는 록색건물이란 자연생태환경의 보호를 중시한 건물이다.
구체적으로 건물의 건설과 사용 기간 토지와 물, 건설자재 등 자원과 에너지
소모를 최소로 하고 오염 발생을 극히 줄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건강에
유익하고 자연과 융합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북한 녹색건물
더 많이 세워야,”『NK경제』, 2021.07.04.,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4(접속일:20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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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풍력발전기는 효률이 높고 구조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하여 기고

나이나 가정들을 위한 건물지붕설치용으로 뿐 아니라 가로등의 전원보장

과 양수동력 보장에도 리용할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

다.”(로동신문, 2016/11/04)

또한,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재생에너지 자원의 위치

중 공공기설 중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에서 생산 및 이용되는 비율이 약

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살림집’으로 명명되는 주택이 약 32%

를 차지했다. 로동신문 2015년 7월 5일자 기사에서는 한 농장도시에 대

해서 “모든 세대마다 태양열물가열기, 태양빛전지판이 설지되어 있다.”라

고 보도하기도 했다. 학교, 휴양소와 같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사례는

약 14%로 가장 낮았다.

[표 4-9] 재생에너지 자원 종류 및 위치의 언급 비율

분류 언급 비율(%)

재생에너지 자원의 종류

태양(빛, 열)에너지 43
풍력에너지 39
지열에너지 10
생물에너지 8
합계 100

재생에너지 자원의 위치

공공시설 14
산업시설 54
주택시설 32
합계 100

거버넌스 체계(Governacne System: GS)와 관련된 보도는 북한의 ‘헌

법적 특성’의 『재생에네르기법』 관련 내용과 ‘당 산하 조직’에 해당하

는 기관들이 이해관계자로서 관여된 보도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법안

을 다룬 보도의 주요 내용은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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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북한의 재생에네르기법 관련 보도 주요내용

보도일자 제목 핵심 내용

8월 23일 재생에네르기법에 대하여(1)

Ÿ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재생
에네르기법을 새로 채택하여 발포
함

Ÿ 재생에네르기법의 사명과 목적
Ÿ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협조를 통
한 해당 분야 발전을 규제

8월 24일 재생에네르기법에 대하여(2)

Ÿ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빠른 발전을
위한 자원조사의 중요성 강조

Ÿ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서 자
원 종류에 따라 자원량의 계산기준
설정, 갱신 및 심의

8월 28일 재생에네르기법에 대하여(3)

Ÿ 도, 시, 군인민위원회에서 재생에네
르기 개발 및 리용계획에 따라 농
촌지역에서 주민용 연료 및 동력
의 해결을 위한 사업 실행 필요성
강조

8월 31일 재생에네르기법에 대하여(4)
Ÿ 중앙교육지도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재생에네르기부문의 기술자, 전문
가 양성 교육 실시 필요성 강조

해당 보도 내용을 통해 북한은 『재생에네르기법』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발전시키고, 농촌지역 주민

들의 연료와 동력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을 강

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앞서 북한과 유엔개발계획

(UNDP)와의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의의와도 연결된다. 뿐

만 아니라 북한은 『재생에네르기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체계적인 자원

조사활동과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련 기술자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해당 자원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구체적 제도를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근거로서 네 건의 보도 모두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

주의경제 건설에서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다음과 같은 김정은의 교시를 인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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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하며 태양에네르기, 풍력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에네르기를 개발

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넣어 그 리용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아야 합니

다.”(민주조선, 2013/08/28)

다음으로, 거버넌스 체계(GS)의 또 다른 세부 범주에 해당하는 ‘당 산

하 조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전력난 해소의 해결책으로서 에너지 자립

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발굴을 위해 자체적인 설비 및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때 중심 이해관계자로서 대학과 연

구소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고, 그 외에 당 위원회나 인민위원회, 송

배전부 소속 일군들 등도 일부 기사에서 언급되었다. 관련 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과 리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그 비중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올해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요한 방

도의 하나로 내세운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는 자력갱생, 자급자

족의 구호를 높이 품고 이 사업을 더욱 적극화, 조직화하고 있다.”(로동

신문, 2015/05/10)

“웅진군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이 해당부문 기술자들 속에서 자연에네

르기를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했다.”(민주조선,

2015/04/21)

다음으로 자원단위(Resource Units: RU) 범주에 해당하는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서는 북한 사회 내 재생에너지의 효용성, 경제성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의 성격을

병원과 상점 등의 생활시설, 교육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로 구분하여

빈도를 정리한 결과 [표 4-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업시설에 해당하

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시설과 생활시설에서 활용한 사례를 언급



- 64 -

한 보도 건수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표 4-11] 시설 별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현황

시설 분류 예시 언급 비율(%)
생활시설 병원, 상점, 주택 등 20
교육시설 훈련소, 대학, 소년회관 등 25
공업시설 식품공장, 탄광, 축산기지 등 46
공공시설 유람선, 체신분소 등 9

합계 100

자원단위로 분류한 기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본래 전력 공급에 어려움

을 겪었던 곳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함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고, 에

너지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인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보도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교육 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이전보다 더 많은

IT 설비를 활용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진 점을 명시한다. 또한, 요양원에

더 많은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 시설에서도 원거리 의

료 협력을 통해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들을 제시하기

도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자원은 북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

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도 사례

는 다음과 같다.

“공장에서는 지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7,000m²의 건물면적에 필요한

랭난방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지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주변의 여러곳에서 시간당 수십m²의 지하수를 퍼올려 랭난방에 리용

하고 있었다. 하루에 필요되는 지하수량만 해도 수백m²이나 되는데 부족

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로동신문, 2014/08/26)

“공장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공장에서는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버섯제배실의 공기갈이를 그 어떤 조건에 구애됨 없이 정상적으로 할뿐

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많은 량의 물을 원만히 보장한다.”(민주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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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전력망을 통해 먼거리 의료봉사체계를 통해 다른 병원의 유능한 의사들

과 긴급의사협의회를 신속 정확히 진행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때에도 그들의 풍부한 림상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민주조선, 2018/07/18)

“자체로 전기를 생산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무리 가물어

도 조건에 구애됨 없이 야외재배장에 대한 관수를 할수있고, 종업원들이

최신삼림과학기술지식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시기 많은

로력과 뜸을 들여 진행하던 해가림발설치와 해체를 단 몇분동안에 할 수

있게 되었다.”(민주조선/2019/10/09)

“은천군에서는 500여대의 풍력발전기로 수백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이바지한다. (중략) 창문과 지붕틀에 태양빛

전지판들을 설치하여 생산과 경영활동, 과학교육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있다.”(민주조선/2019/12/17)

끝으로, 독립체 요인에 해당하는 행위자(Actor)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

인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구분했다. 각 지도자가 재생에너지에 관련해

교시한 내용과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및 시찰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두 지도자의 정책 방향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보도 연도를 살펴보았

을 때 연구 범위 중 김일성의 재생에너지 관련 교시는 2000년부터 2012

년까지 언급되며, 김정일의 경우 2018년까지 언급된다. 김정은의 교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김일성의 교시는 두 건에

그쳐 이 연구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 두 지도자의 교시 내용만을 비교 분

석 하였다.

김정일과 김정은 지도자의 집권 시기 별 기후변화 담론을 비교분석한

윤순진 외(2019)에서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 김정은의 집당 시기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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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후변화 적응 담론(Climate Change Adaptation)이 본격적으로 형성

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북한의 주요 기후변화 정책 방향 중 하나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4-12]에는 각 지도자의 교시 내용을 ‘선전선동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관

련’, ‘재생에너지 이용 관련’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PIASES 분석틀에서 각각 외생적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정치 체계(S)와

독립체 요인으로서 자원체계(RS), 자원단위(RU)와 관련된다.

[표 4-12] 지도자 별 재생에너지 관련 교시 내용

지도자 교시내용

김정일

선전선동 관련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그에 맞게 개변하며 낡고 반동적
인것은 새롭고 진보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
이 개조해나갑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천, 지하수, 지열탐사를 적극 벌려 지하수와 지열자원을 다 찾
아내여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이용 관련
새로 형성하는 거리와 도시는 해당 시대의 요구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롭고 특색있게 꾸려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축에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기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
을 풀어야 하며 태양에네르기, 풍력에네르기를 비롯한 새로운 에
네르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넣어 그 리용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아야 합니다.

김정은

선전선동 관련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 데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실천해오시던 사업들을 충직
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우에 현실
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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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
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선군조선의 위용을 우주에 떨친 위성과학자들처럼 세계
를 디디고 올라설 야심만만한 포부를 안고 두뇌전, 기술전을 완강
하게 벌려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합니다.
체신부문 근로자들 속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력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우리나라에 있는 원료와 연료, 동력자원을 다 개발리용하면 어떤
경제문제도 성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국가과학원에서는 과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
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훌륭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며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과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
력문제를 풀기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원료와 연료, 동력, 자재를 절약하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더 생산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서 국가과학원이 큰 몫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네르기를 중시하고 널리 개발리용하여 앞으로 전국
적인 전력생산에서 여러가지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의 비
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
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기초과학부문을 발전시키고 첨단과
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야 합니다.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
쥐고 어량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을 다
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있게 조성해나가
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효과적
으로 개발리용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새로운 원리에 기초한 에네르기전환기술과
에네르기저장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전력공업
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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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A) 범주에 해당하는 북한 지도자의 교시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공통적으로 김일성, 김정은 시기 모두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하

여 삶의 전력난을 해소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효과적인 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 발전을 추동하는 목

적의 교시와 ‘자력갱생’ 또는 ‘자강력제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의거하

여 당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적 교시도 인용되었다. 이를 통

해 북한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정치, 과학, 산업, 사회, 등 사회 다방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생에너지 이용 관련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대
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넣으며 수력
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
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 휴양소를 건설하면서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받아들인 것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령에네르
기, 령탄소, 록색건축방향으로 나가는 것만큼 과학연구부문과 설
계부문에서 새 세기 건축개념을 알고 재생에네르기, 자연에네르기
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연구 및 도입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지금 세계적으로 령에네르기, 령탄소건축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그 리
용률을 적극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건성과 해당 부문에서는 료양소, 정양소, 휴양소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인민들이 온천과 약수를 병치료와 건강증진
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
다.
경애하는 최고령자동지께서는 도시건설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인
민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러자면 전력생산을 늘이고 자연에네르기를 최대한 리용하여 도시
전력공급망체계를 완비하고 난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상수보
장을 국제적 기준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주민지구와 산업기업소들
이 밀집된 조건에 맞게 산업폐수, 오수정화체계를 잘 세워야 한다
고 말씀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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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구체성’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자원

체계(RS)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과 이용 범위를 늘리는 것에 대

해 강조하였으나, 주로 산업 생산성과 연관된 내용이었다. 또한, 어떤 방

식으로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포괄

적인 개발과 이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

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원단위(RU) 차원에서 구체적인 자원을 명시

하고, 이를 통한 효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자원체계(RS) 측면

에서 그 사용 범위가 공장, 농업, 공공시설, 개인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제 3 절 북한 재생에너지 담론의 시대별 변화

앞서 사회-생태체계 제도 프로그램(PIASES) 분석틀의 요인에 따라

북한의 재생에너지 특성과 보도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3절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복합적으로 고찰하여 PIASES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시

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4-13] 분석 요인 별 보도 건수

연도
외생적요인 독립체요인
S ECO RS RU GS A

2000 0 1 2 1 0 3
2001 0 0 0 0 0 0
2002 0 0 1 0 1 1
2003 1 0 2 0 0 0
2004 6 1 2 1 1 4
2005 1 0 0 0 0 0
2006 1 0 1 2 3 2
2007 0 0 1 0 0 1
2008 1 0 1 1 1 2
2009 7 2 1 1 0 2
2010 11 0 1 4 4 5
2011 29 2 14 6 4 12
2012 17 3 3 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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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13]은 각 요인에 대한 연도 별 보도 건수를 정리한 것이

다. 그 결과, 전체 6가지의 요인들 중 사회·경제·정치 조건(Relate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S)으로 분류된 기사 건수가 총

276건으로 가장 높았다. 『재생에네르기법』 상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기술, 제도 등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당국은 타국의 우수한 관련 기술과 제도

를 북한 실정에 맞게 답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에서 비롯된 기후변화 현상과 재생에너

지 확대를 통해 현상의 심각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주

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푸코의 담론에 대한 정의를 실증하는 결과가 여기에서 제

시된다. 푸코는 “담론은 권력과 지식이 서로 결부된다.”라고 한다. 이 때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정책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사회·경제·정치 조

건(S)에 해당하는 기사 건수와 권력자의 교시와 권력의 정당화 목적의

보도 내용을 분류한 행위자(A)에 해당하는 기사 건수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1. 2000년대 초반: 재생에너지 담론의 시작

북한당국의 ‘에네르기’담론은 2000년 이후 등장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데, 재생에너지 관련 보도 역시 『로동신문』은 2000년, 『민주조선』은

2004년부터 시작된다. 우선, 2000~2005년 사이 북한 재생에너지 보도의

2013 16 0 4 0 5 9
2014 18 4 14 6 13 17
2015 26 7 41 13 16 49
2016 35 5 14 8 13 25
2017 22 2 9 0 6 14
2018 48 8 19 3 12 25
2019 37 9 26 2 15 20
총계 276 44 156 50 104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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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를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핵심어는 ‘대표단, 풍력,

노력, 재생에네르기, 태양열온실’ 등이었다. 이 중 ‘대표단’은 2004년 5월

『민주조선』 에서 국가계획위원회 박정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

표단이 도이칠란드의 본에서 진행되는 재생에네르기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 및 귀국했다는 소식을 보도한 기사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북한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최초로 참석한 사건이며,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과도 맞물린다. 또한, 핵

심어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풍력에너지와 태양

(열, 빛)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2000~2005년 북한 재생에너지 보도의 표제 워드클라우드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보도가 200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이유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1차 에너지 생산량과 관련이 있

다. 북한의 1차 에너지 생산량은 1980년대 중후반 최고 수준을 기록하지

만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석탄의 심부화 현상, 1990년대 대규모 수



- 72 -

해로 인한 탄광 피해, 핵 개발로 인한 대북제제와 2003년의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입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북한 내부 1

차 에너지 감소의 원인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은 내부에서 사용해야 할 석

탄을 중국으로 수출해버리는 까닭에 대중 석탄 수출량은 이 시기에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북한 내 석탄 사용량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박민주·김석향, 2020; 빙현지·이석기, 2017).

재생에너지 담론이 태동된 2000년대 초·중반에는 대북제재 속에서 중

국과 러시아의 대체에너지 사용 방식과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답

습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가 여러 건 실시된

다. 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사례에 대한 칭송은 전체 에네르기 보도의

71.4%를 차지하는데, 중국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태양열에네르기수기생

산국”이라고 호평하였다(박민주·김석향, 2020).

당시 북한의 재생에네르기 담론을 형성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다. 이는 2000년 북한이 환경보호법을 수정하면

서 여기에 “환경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 북한이 환경보호에 관

심을 갖게 된 원인은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로 인해 삼림파괴와 수질문

제, 광산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석탄 사용

을 제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제가 실시되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당시 재생에너지 담론은 대 중국 석탄 수출량이 늘어나 내부 전

력자원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하여 대중에게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기 위

한 언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박민주·김석향, 2020).

2. 2000년대 중후반: 재생에너지 담론의 확대

이 시기에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재생에너지 관련 보도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북한 내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사례에 대한 보도가 높아지는

한편 여전히 해외 기술 사례를 보도하는 건수도 전체의 약 5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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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선, 2006~2009년 사이 북한 재생에너지 보도의 표제를 워드클라

우드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핵심어는 ‘풍력발전기, 리용, 에네르기,

주목’ 등이었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이 시기에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의 풍력연구개발 결과 가정들과 등대, 텔레비전 중계소 등

과 같은 장소의 조명과 문화기재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300W 정도 능력의 극소형풍력발전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로동신문』에서 여러 건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림 4-6] 2006~2009년 북한 재생에너지 보도의 표제 워드클라우드

또한, ‘주목’이란 단어의 경우 다른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사례를 제시하는 내용의 보도의 표제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때 한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언급한다.

특히 우방국에 해당하는 쿠바,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이 자주 언급되며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인 케냐, 에티오피아 사례들도 등

장한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국가들의 선진 기술과 정책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 주요 핵심어는 아니지만, ‘은천군’이란 단어가 워드클라우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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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북한 내에서 풍력 자원 개발과 이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내

용은 외생적 요인으로서 관련 생태체계(Related ecosystem: ECO)에 분류

되었다.

이 시기의 재생에너지담론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이 야기한

원유가격 상승이다. 북한 언론은 이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석유 의존성

을 낮추고, 수력, 원자력, 생물연료,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미국에 대해 “패권주의몽둥이

를 휘두르면서 이라크를 비롯한 주요 원유산지들을 가로 타고 안장 제

리소간 차리고 세계의 일극화를 실현해보려” 한다고 비난한다.6) 이와 동

시에 “원유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풍력에네르기 개발과 생산

은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고”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7)

결론적으로, 2000년대 중후반 북한에서는 에너지 부족에 대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북

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를 문제 삼아 에너지 부족의 원인을 미

국의 탓으로 돌리며 석유 의존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해 에너

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드러났다.

3.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담론의 다각화

2010년 이후 북한 언론 보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분량이 급

증하고, 특히 2015년에는 전체 연도 중 보도 건수에 있어 최대치를 기록

하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보도가 1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 시기는 김

정은이 정권을 잡게 되는 시기와도 맞물리는데, 앞서 행위자(A)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보았던 김정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방향성과 부합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생태체계(ECO)와 관련해 2010

6) “민족적리익을 위한 독자적인 에네르기 정책,”『로동신문』, 2005.11.8.
7) “에네르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로동신문』, 200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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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극심해진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화석연료 사용, 급속한 산업화

등의 문제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형성된 북한의 재

생에너지 담론이 범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4-7] 2010~2014년 북한 재생에너지 보도의 표제 워드클라우드

2010~2014년 사이 북한 재생에너지 보도의 표제를 워드클라우드로 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핵심어는 ‘재생에네르기, 건설, 리용, 개발, 현지지

도, 재생에네르기법’ 등이었다. 2000년대까지 북한의 보도에서는 재생에

너지를 의미하는 재생에네르기, 자연에네르기, 록색에네르기란 개념을 직

접 명시하기 보다는 특정 자원을 언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중 풍력

에네르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부터는 워드

클라우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재생에네르기, 자연에네르기를

표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보도 내용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뿐만 아

니라 ‘건설’, ‘리용’, ‘개발’등과 관련해서는 앞서 자원단위(RS)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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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 시설의 건설, 인민들

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사례가 정치적 해석 없이 보도되기도 한다. 평양,

대도시의 공장, 내각 산하 기관 등에서 지열과 지하수를 동력으로 열펌

프를 이용한 건축물의 냉난방(룡성기계련합기업소), 환기시설(희천련하기

계종합공장), 지열온실(함경남도탐사관리국), 온천개발 사업(국가자원개

발성) 등의 사례들이 등장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자원

의 수혜를 받은 산업 분야와 계층은 한정돼 있는데, 김정숙제사공장, 류

원신발공장 등 북한당국이 중요시 여기는 일부 경공업 공장과 극소수의

공동주택에서만 설비가 설치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 북

한통계에서 드러나듯이 북한 사회의 주요 에너지원은 여전히 수력발전과

석탄이란 사실을 알 수 있고, 재생에너지 자원은 북한당국의 선전 목적

을 달성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박민주·김석향, 2020).

이 시기의 특이점 중 하나는 ‘현지지도’가 핵심어로 제시된 점인데, 여

기서 현지지도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특유의 정

책지도 방법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태

양열설비쎈터, 2014년 자연에네르기연구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록색건

축물인 연풍과학자 휴향소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충된 건물과 기관에

방문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또 다른 특이점은 제도

적 변화와 관련된 특성으로서 ‘재생에네르기법’의 경우 다른 핵심어에 비

해서는 비중이 낮지만, 2013년도에 제정된 본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

명이 네 차례에 걸쳐 『민주조선』에서 다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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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로동신문』 표제 내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단어 등장 빈도

[표 4-14]는 시기별로 『로동신문』 기사 표제에 나타나는 재생에너지

와 관련된 주요 단어의 빈도수다. 자연에네르기, 태양(열,빛)에네르기, 재

생에네르기, 풍력 에네르기 순으로 많이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9년도 보도에서 ‘자연에네르기’가 표제에 명시된 보도 건수는 17건으

로 상당히 높은데, 보도 내용은 사회·경제·정치 조건(Relate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S)으로 주로 분류된 기사로서 “화석에

네르기의 매장량에 대한 우려와 그 개발리용과정에 산생되는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부터 수소,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네르기에 대한 개발리용이 적극

화되고 있다.”라는 요지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전력과 환경적 요인과

연결시키거나 여러 나라들의 신식 설비에 대한 소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자연

에네르기

재생

에네르기

태양열

,

태양빛

녹색 풍력 생물 지열 수력

2015

~2019
42 8 16 4 8 0 1 0

2010

~2014
1 9 2 1 3 3 0 0

2009년

이전
1 1 4 1 1 0 1 1

합계 44 18 22 6 5 3 2 1



- 78 -

[그림 4-8] 2015~2019년 북한 재생에너지 보도의 표제 워드클라우드

2015~2019년 사이 북한 재생에너지 보도의 표제를 워드클라우드로 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민주조선』과 『로동신문』에서 모두 ‘자

연에네르기’가 가장 중심 핵심어로 제시됨을 알 수 있다. 이 자원의 특성

으로서 무기한으로 생산되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점차 국내외적으

로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라는 기조의 보도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개발리용’이란 단어도 공통의 핵심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내 재생에너지 자원은 긴장된 나라의 전력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으로 제시되며, 국가에서는 국가전력계통을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 등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전력 설비에 연결시켜 단위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

를 활용한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사례로 『로동신문』

보도 중에서 “철도성 철도설계연구원에서는 태양빛 발전체계에서 나오는

전력공급선과 국가전력망공급선이라는 2중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 전력사

용질서를 세워놓았다.”는 내용이 나온다(로동신문, 2019/07/25). 따라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북한당국의 소유지만, 발전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비는 민간에서 담당하는 구조로서, ‘에너지를

당국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의 이용이 이뤄짐을 알 수

있다.

2015~2019년도 『민주조선』 2015~2019년도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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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심어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연에네르기개발, 국가과학원, 과

학기술 등의 키워드가 워드클라우드에 나타나는데 보도 내용을 살펴보

면, 거버넌스 체계(GS) 관련 보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에 북한의

당 산하 연구기관들에서는 에너지 과학기술 부문의 성과를 달성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정치 조건(S)으로 분류된 기사에

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5년 이후 북한 내에서 에너지부문 과학기술 전

시회가 여러 건 개최되며, 다음의 [표 4-15]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2015년 이후 에너지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개최 내역

출처: 박민주·김석향(2020)

2016년도는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가 개최된 해로, 북한당국은 과학기

술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당 대회 이후 ‘충정의 전투’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한 사례로 『로동신문』에서는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

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각오와 열의도 비상히 높다. 그들이 당대회과

업관철을 위하여 얼마나 방대하고 높은 200일 전투결의목표를 세웠는가

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놀란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로동신문,

2016/05/30). 이때 행위자(A) 범주로 분류된 내용 중 김정은 국무위원

전시회 명 날짜 참여기관 내용

전국록색건축기술
부문 과학기술발표
및 전시회

2015년 3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
종합대학, 이과대학, 국가
과학원 건축공학분원, 국
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 연
구소, 도시경영성 중앙난
방 연구소

재생에너지
개발성과 보급,
녹색건축

전국록색건축기술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2016년 8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
종합대학, 국가설계지도국,
백두산건축연구원, 국가과
학원 건축공학분원, 국가과
학원 자연에네르기 연구소

령에네르기,
제로탄소 기술
전시 및

건축응용사례
발표

전국자연에네르기
부문 과학기술
성과전시회

2017년 7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자
연에네르기 연구소, 전력
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
평양 이동통신운영국

자연에네르기
개발이용 및 절약
관련 과학기술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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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교시로서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

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합니다.”란 내용이 인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가과학원 재생에네르기연구소를 위시한 여러 단위들에

대해 당에 대한 충정심을 실효성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 및 설비 개발

함으로써 드러내고, 국가의 전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추동할 것

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10년대 말 보도의 특이점은 예년 보도들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산업체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시설과 주거 시설에서 활용하는 사

례에 관한 보도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로동신문』에서는

“개성백화점, 시문화회관, 시사회급양판리소에서 태양빛에네르기를 리용

한 건물불장식을 특색있게 하여 황홀한 야경을 펼쳐놓았다.”는 내용이 보

도된다. 실제로 <통일티브이> 등의 매체에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 자원이 필수적인 공장, 대학, 국가기관, 주택단지를 넘어서 거

리와 건물의 조명 장식에까지 재생에너지가 이용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북한의 전력사정이 이전보다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의 방향성

1. 담론 분석 결과 종합

PIASES를 활용해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 분석을 실시하면서 2000년

부터 2019년까지 20년의 기간 동안 북한 내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환

경적 인식, 대외적 현안에 대한 관심도, 이용 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PIASES 내부의 변수들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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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결과로서 제시되는 ‘중심 행동 상황’은 앞서 이론적 자원에서 밝

혔듯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이때 지속가능성의

경우 SDGs 목표에 근거하여 고찰한다([그림 5-1] 참고).

[그림 5-1] PIASES 분석틀의 북한 재생에너지 담론의 정치 평가

우선, 외생적 요인 측면에서는 SDGs 목표 7번(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

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13번

(기후 변화 대응), 17번(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목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사회·경제·정치조건

(S)에 분류된 기사들은 SDGs 목표 7번, 13, 17번과 모두 연관성을 갖는

다. 첫째, 목표 7번과 관련해서는 북한 사회 내에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개발이 이뤄져 그 수준이 점차 향상

되었고, 이에 따라 전력 보급률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다. 둘째, 목표 13번과 관련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에너

지 고갈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

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국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담론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목표 17번과 관련해서 북한은 2004년 5월 독일 본에서 열

린 ‘재생에너지 2004 국제회의’ 참가를 시작으로 이후 관련 국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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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북한에 방문한 외국 고위급 관료들에게 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를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기술을 공유하는 국

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재생에너지를 매개

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 의지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외생적 요인으로서 관련 생태체계(ECO)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물 부족 현상 등을 보도한다는 측면에서

목표 13번과 관련된다. 북한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을 재생에

너지 자원의 개발과 이용과 연관시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SDGs목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관련 보도 내용 분석(외생적요인)

지속가능목표(SDGs) 변수 보도 사례

7번(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
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
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의 접근 보장)

사회·경제·정치조건
(S)

“태양빛전자판과 풍력발전기
를 결합한 발전소에서는 닭사
양관리에 필요한 양수동력은
물론 로동자 합숙, 문화회관
등의 조명을 완만히 보장한
다.”(민주조선, 2016/09/01)

13번(기후 변화 대응)

사회·경제·정치조건
(S)

“태양열, 지열, 풍력, 조수력
등 자연에네르기 생산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결과 지
난해가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은 첫해
로 기록되였다.”
(로동신문/2015/12/04)

관련
생태체계(ECO)

“세계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1년부터 2011년
까지 37만명에 달하였다. (중
략) 많은 나라들에서 환경오염
이 전혀 없는 태양빛과 풍력,
조수력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
를 리용하여 에네르기를 보장
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다.”(로동신문/2015/12/04)

17번(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이행수단과 글로벌파

사회·경제·정치조건
(S)

“도이칠란드 본에서 진행된 재생
에네르기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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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독립체 요인과 관련해서는 SDGs 목표 3번(건강한 삶의 보장

과 전 세대를 위한 복리 증진), 4번(모두를 위한 폭 넓고 수준 있는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 기회 제공), 7번(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9번(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이 해당한다. 관련 내용은 [표 5-2]에 정리하였다.

[표 5-2] SDGs목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관련 보도 내용 분석(독립체요인)

트너십 강화)

하였던 국가계획위원회 박정근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이 8일 귀국하였다.”(민주조
선, 2004/06/09)

지속가능목표(SDGs) 변수 보도 사례

3번(건강한 삶의 보장
과 전 세대를 위한 복
리 증진)

자원단위(RU)

“각지의 료양소들에서는 당중
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에
맞게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
는 우리 식의 물리치료설비와
회복치료기재들을 자체로 창
안제작하여 치료에 널리 리용
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기차게
벌려나가고 있다.”(로동신문
/2018/07/16)

4번(모두를 위한 폭 넓
고 수준 있는 교육 보장
과 평생 학습 기회 제
공)

자원단위(RU)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얻
은 전기를 교수교양사업에 적
극 리용하고 있다.”(민주조선
/2016/03/29)

7번(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
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
장)

자원체계(RS)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생
산한 전기를 갖고 필요한 물
을 보장하고, 태양빛을 리용하
여 생산한 전기를 갖고 교차식
으로 전발기나 리발기를 리용
하고 조명과 불장식에서도 리
용한다.”(로동신문,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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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원체계(RS)와 관련해서는 목표 7번, 9번이 연관된다. 북한의 신

문 보도에서는 점차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용도와 이용 사례가 확대

됨에 따라 본래 공공시설에서만 사용되었던 재생에너지에서 기인한 전력

이 점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긴요하게 활용되는 사례에 대한 보도

가 이뤄진다. 또한, 목표 9번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자원은 각종 생산

공장의 가동성을 높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성

을 낮추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은 북

한의 자력갱생 비전에 부합한 자원으로서 그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지

게 된다.

둘째, 자원단위(RU) 측면에서 목표 3, 4번이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북한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량이 풍부해짐에 따라 각종 보건

자원단위(RU)

“태양열물가열기는 한번 설치
해놓으면 10~15년동안 석탄을
전혀 쓰지 않고 사계절 더운
물을 리용할 수 있다.”(로동신
문/2018/08/12)

거버넌스체계(GS)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기
관은 재생에네르기부문의 기
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
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과 방
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재생
에네르기부문의 기술자, 전문
가를 계획적으로 키워내야 한
다고 규제하고 있다.”(민주조
선, 2013/08/31)

9번(복원력이 높은 사
회기반시설 구축과 포
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자원체계(RS)

“영광전주공장에서 과학연구
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풍력발전기의 능력을 종전의
200W로부터 1.5kW로 높이였
으며 약한 바람에도 기둥이
유연하고 정상출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로동신문,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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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휴양시설의 운영이 안정화 되고 의료 기구들에 대한 사용도가 높

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들과 교육시설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도된다.

셋째, 거버넌스체계(GS)와 관련해서는 목표 7번과 관련된 내용이 분류

됐다. 『재생에네르기법』 내용을 살펴볼 때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협조

를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연료

및 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도자의 교시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류한 행위자(A)에서는

주로 목표 7번과 관련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전력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

을 연구하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지시한다.

북한당국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크게 느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는 당

정책과 『재생에네르기법』의 제정, 환경법 개정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해외 사례에 주목하는 경향도

두드러지는데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가능성, 자원의 무한성 등 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보도한 기사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점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기술을 답습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북한당국의 분명한 수요가 있을 것이란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

2. 남북협력에 주는 함의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경제 및

전력 인프라 수준의 큰 간극과 대북제재라는 상황적 한계로 인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북한의 재생에

너지 담론 분석 내용이 주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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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남한은 공여국으로서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 사업을 실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대북 지원의 주체는 크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국가별 지원으로 나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

기구와 다국적 NGO, 개별국가로 이뤄지고, 경제적 지원의 경우 대부분

이 유엔기구 간 공동지원(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K)을 통해 이뤄진다(이종운, 2003). 유엔 산하 기구들이 실시하는 대

북지원 사업은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과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그 이

유는 국제기구들의 자금이 대부분 공여국의 기여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배성인, 2004).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자력갱생’ 차원에서 자체

적인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 수준과 제도의 체계성을

높여가고 있는 한편, 보다 높은 기술 수준과 재원을 활용하는 다른 국가

들의 사례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인도적 차원

의 사업만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다자협력 방식의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와 북한 당국이 어떤 방

식의 협력 구조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지에 대한 해답은 PIASES

의 독립체 중 거버넌스 체계(GS)의 하부변수인 네트워크 체계(network

structure: GS3)와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다양한 거버넌

스들이 네트워크 연결되어 협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의 개발협력 네트워크 체계는 다양한

거버넌스가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메커니즘이다. 주도

적으로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북한 당국

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유용

한 조정기제로 동원된다(최병두, 2015). 이때, 개발원조 실행 과정에서 수

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향식 명령체계로 행

위자들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원조 과정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발협력 팔각조직(the Octangle)’

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하단의 [그림5-2]에서 도식화하는 팔각조직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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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정부 차원, 시민단체 차원, 기관과 조직 차원의 다수준 대응 체계

이며, 국제개발원조 체계는 8대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연결 관계를 이루

고 있다(임강택 외, 2008).

출처: Elinor Ostrom et al.(2001)

[그림 5-2] 개발원조의 팔각조직

이경희(2019) 연구에서는 북한의 물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유니세프

(UNICEF)와의 다층적 거버넌스가 팔각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증했다. 이러한 국제협력이 이뤄진 데는 북한이 국가 자체적으로 물

자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때 [그림 5-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요 행위자들의 수준별 참여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UNICEF 북한 사무소는 외무성 산하 국가

조정위원회와 물 자원과 관련된 헌법적 적용, 재결, 수정에 참여했다. 그

외 북한에 상주한 UNDP, FAO,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기

구) 등과 같은 유엔 산하기구들은 외무성 대외조직이나 보건성, 농림성,

교육성 등의 내각부처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 및 재결하는 데 관

여했다. 또한 실행적 수준으로서 사업 집행, 제공, 모니터링 활동 등의

활동에는 유엔 전략파트너인 유럽연합 프로그램지원단(European United

Program Support Units: EUPS Units)과 국제적십자, 그리고 북한 측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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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술 그룹인 인민대학습당과 조선적십자회 등이 참여했다. 이처럼 물

자원을 둘러싸고 북한과 UNICEF 간의 협력은 서로 상이한 거버넌스 체

계 하에서 주요 행위자 별로 수행하는 활동 분야가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의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발원조 팔각조직

이 노정하는 ‘긴밀한 협업 체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이경희, 2019).

출처: 이경희(2019)

[그림 5-3] UNICEF-북한 간 협력 거버넌스 내 주요 행위자 구분

따라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남한 정부는 공여국

으로서 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참여하되,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UNICEF 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같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북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북한이 국

제사회와의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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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앞서 협력의 방식에 관련하여 논의하였다면, 지금부터는 북한과의 국

제협력을 위해 어떤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해보고자 한다.

앞서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수혜자 입장에서 북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은 재생에너지 자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고 국제사회의 관련 현안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식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협력 이니셔

티브(Initiative)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체계(RS)관련 내용에서 밝혔듯

이 북한 사회 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태양(열,빛)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공업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거나 인력을 양성

하는 방식의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자원단위(RU)와 관련된 분석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보건, 교육 시설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

하거나 기존 설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것 역시 국제

개발협력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다. 이때 앞서 북한과

UNDP의 국제협력 사례 분석에서 사업의 한계점을 작용한 요소인 북한

측의 담당자 부재,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책임성 미비, 사업 농촌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인식과 활용역량, 소통 체계의 비지속

성 등과 관련된 실무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북한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때 제시하는 것도 사전에 사업 방해 요인을 일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전력난 역시 북한 사회 내에서 해결이 긴요한 자원의 문제이

며, 앞서 제시한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사회의 지

원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화석연료

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꾀하는 신기후체제8) 하에서 북한

8) 신기후체제란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가 간 국제협약으로,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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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

다. 따라서 다층적 개발협력 구조로서 팔각조직에 입각한 제도는 향후

대북협력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북

한 내의 행위자와 수원국의 행위자, 그리고 국제기구의 행위자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한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와 지속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전력

난 문제에 대한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합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가 지닌 한계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에 있어 ‘북

한’이라는 특수한 연구 대상의 특성상 지리적, 정보적 접근성 문제로 인

해 북한 주민들과 전력공업성,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없었다. 최선의 방법으

로서 북한의 신문 보도만을 활용하여 담론은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담론

제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자원 정책과 담론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들이 북한의 공식문건과 연구 논문, 국제기구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연구만의 한계라고 볼 순 없을 것이다.

둘째, 분석틀의 측면에서 오스트롬의 PIASES는 이론(theory)이거나

모델(model)이 아닌 분석틀(framework)로서 담론을 제시하는 데는 유용

하였으나, 형식적 이론으로 현상과 제도를 체계화 하는 데 있어서 어려

운 측면이 있었다. 이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

론을 둘러싼 수많은 대내외 이슈들과 정책/사회/기술적 변화 등을 고찰

하였는데, 사실적 현상을 실증하는 데 활용되는 PIASES라는 분석틀은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었다.

대한 국제적 합의문으로서 파리기후협약이라고도 불린다. 파리기후협약은 1997

년 체결되고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한 첫 기후협약이라는 점

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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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오스트롬 연구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자원 체제 하의

사용자들의 행동9)에 대한 분석이 주로 다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

나 오스트롬은 단순한 체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찰을 통해 복잡한 대

규모 연구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단위의 공동자원

체계를 연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안도경, 2018). 이뿐만 아니라 소규모

단위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창출하는 제도

와 관련된 변수들을 선별하고, 그것들이 국가 간 혹은 국가와 국제기구

단위의 집합행동과 협력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Ostrom et al.,

2011). 이 연구는 향후 남북 협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약 20년간 관찰된 북한의 재생에너지 담론을 분석한다는 측면에

서 오스트롬의 후속 연구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재생에너지 이용과 개발을 촉진시키고, 남북 에너지 협력

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후속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국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북한 내에서 재생에너지 개

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UNDP 북한 사무소 실무자와도 인터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북한과의 다자협

력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재생에

너지 개발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관련 양적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 상관분석을 실시할

수 없으나, 만약 북한과의 협력사업이 착수된다면 이에 앞서 현황을 파

악하는 이러한 연구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때 관련 현황 자료로서 『재

생에네르기법』에 근거하여 북한당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생에너지

자원 조사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앞서 제시한 향후 연구 주제들은 사실상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가 내

재한 제약들로 인해 현실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황 자

9) 이 연구에서 사용자(Actor)로 분류된 내용은 최고 권력자(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와 지도에 관련한 것들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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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접근성은 북한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였듯 북한과의 협상력이 남한 정부보다 높은 국

제기구나 국제 NGO, 혹은 유럽연합의 개발지원 조직들이 우선적으로 협

력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UNDP의 농촌

에너지 개발 사업과 같은 선례들이 많이 창출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실

현 가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협력 정책과 사업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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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is struggling with the lack of energy supply. It is

badly influence on social aspects, including economy, politics, and the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dependence on coal is up to 71.4%, and

the level of sulfur dioxide emissions from coal combustion is very

high. In addition, residents who lives near the coal-fired power plants

are suffered from serious air pollution. Moreover, shortages of chronic

power shortages since the 1990s have hurt the North Korean

economy as a whole, including transportation, agriculture, education,

and the market.

As a matter of fact, North Korea is expressing i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 global movement to cope with the global crisis of a

climate crisis beyond climate change as they are suffered from severe

damage such as floods and droughts. In the same vein,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highly interested in energy transition under the

concept of replacing fossil fuels such as coal and oil with renewable

energy encompassing wind, solar, and geothermal energy. Kind of

these decisions is shown on North Korea's media reports that it

tends to emphasize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It can be seen that the discourse on renewable energy has been

formed in earnest since the early 2000s through reports by North

Korea's core media, the Rodong Shinmun and the M inju Chosun.

Since then, the number of report on policies, technologies, and use

case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in North Korea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reports on technologies and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een steadily made. In particular, North

Korea considered the way of solving energy problems caused by

existing fossil fuels with poor facility efficiency is to utilize "infinite"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ch as wind, solar, and geothermal.

North Korea's perception of renewable energy is gradually revealed in

Kim Jong-Un's New Year's address, as well as the enactment of the

Renewable Energy Act in 2013 and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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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This study applied Elinor Ostrom's Program in Institutional

Analysis of Social-Ecological System (PIASES) to analyze the

discourse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Nor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conducted to explore the

feasible way to conduct inter-Korean energy cooper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North Korea's discourse on renewable

energy was affected by there needs of energy resources and the

recognition of global interests in renewable energy. Furthermore, the

demand of renewable energy is concentrated on manufactory and

public facilities including government offices, universities, and

hospitals.

Shortage of energy is meager at present, but become the great

ocean with the passage of time. This is why cooperation in the

future is important in terms of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the feasible way inter-Korea

energy cooperation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context of

renewable energy trends,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keywords : North Korea, Rodong Shinmun, Minju Chosun,

Program in Institutional Analysis of Social-Ecological

System(PIASES), Inter-Korea energ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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