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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5)

북한개발협력은 현재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 현안과제이면서,
동시에 남북한 통합 및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중장기 국가적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축소 및 국가재건을 위한 산업, 교육, 금융, 식량 등 부문별 개발협력 방
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수요와 수용능력, 주인의식,
지도자 변수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북지원의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북한개발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보고, 부문별 추진 방안 중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식량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
한 상황적 조건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진전, 북핵문제의 해결 등이다. 현
재로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려움이 있지만 개발협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빈
곤축소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재건이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
서 논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북한개발협력이 추진될 경우 이를 개발협력 추진
초기단계와 활성화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유형과 방안 등을 살펴
본다.
주제어: 대북식량지원, 대북개발지원, 식량지원, 개발협력,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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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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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에서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 때문에 인도주의 위기가 주기
적으로 재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도주
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구호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위기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아닌 일시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빈곤의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행정·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남한의
일방적인 물적 자본을 통한 경제적 투자 및 지원은 비효율적으로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한의 위기상황은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만
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NGO가 추진한 긴급구호 및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식은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남남갈등1)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혜의 개념이 아닌, 남북 양측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지원은 단순히 인도적
상황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한 통합을 고려한 경제재건
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사회가 대량의 원조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공여하
고 있지만,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중요성의 공감대는 널리 확
산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대북개발지원에 대한 추진역량
은 매우 제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1)

남남갈등의 개념, 발생원인, 쟁점 등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이우영, “안보위기
와 사회갈등,” ꡔ한반도 안보위기와 사회갈등ꡕ (2010 남남대화－제4차 화해공영
포럼, 2010.7.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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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실효적 개발협력이 가능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다양
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북한개발협력의 중장기적 국가전략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김정일 체제 이후 다가올 한반도 상황
에 대비하여, 현재와 같이 현상관리 차원의 ‘소극적 지원’을 벗어나 통합
과 통일시대를 준비해 가는 ‘적극적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개발협력은 북한 스스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남북
한 통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수요와 수용능력, 주인의식, 지도자 변수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
함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개발협력은 현재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 현안과
제이면서, 동시에 남북한 통합 및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중장기 국
가적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축소 및 국가재건을 위한 산
업, 교육, 금융, 식량 등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북지원 방식이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는 인식에 근거하여 북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보고, 부문별
추진 방안 중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식량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상황적
조건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진전, 북핵문제의 해결 등이
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개발
협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빈곤축소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재건이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논의할 충분한 이유가 된
다. 따라서 북한개발협력이 추진될 경우 이를 개발협력 추진 초기단계와
활성화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유형과 방안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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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의 개념
대북식량지원을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는 먼저 개발협력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은 개발도상
국의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재원의 이전(transfer of
resources for development)”을 말하며, 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개발협력 분야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 원조주체의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DAC의 통계지침(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은 DAC의 공적개발
원조 수원국 리스트에 속하는 국가와의 다양한 거래를 모두 개발협력의
형태로 보고 이를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 이외의 기타공적자금, 민
간자금의 흐름, 순민간증여(NGO 등에 의한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2)
본 연구의 주제가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에 초
점을 두고 있으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조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
력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도적 지원은 자연재해, 배급 붕괴, 전쟁과
같은 인재 등에 의해 초래된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고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식량, 식수,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긴급 상황이 끝나거나 결핍의 원인이 시정될 때까
지 단기적으로 행해진다. 반면에 개발협력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물적·인적 역량의 구축 또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필수재의 획득을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ꡔ국제개발협력의 이해ꡕ (서울: 한울, 2008),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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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며,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개발지원은 면밀하게 이뤄진 문제
분석 및 원인 평가에 기초해야 하고, 피해 주민들을 가능한 한 폭넓게 참
여시키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한다.3) 그런데 재난 피해의 대규모화와 잦
은 발생, 그리고 복합위기상황은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이라는 전통적
구분을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전에는 몇 개월이면 종료
되었던 긴급구호 활동이 이제는 몇 년씩이나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
었다. 긴급구호 기구들은 식량 및 긴급 의료 지원활동과 함께 재난으로
파괴된 시설들의 복구 활동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4)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긴급구호와 개발지원 활동을 연속
선상에서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구호와 함께 미래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
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간에 개발구호(developmental relief) 또는
복구(rehabilitation)의 단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긴급구호와 개발구호(복
구), 개발협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5)

3)

4)
5)

Edward Reed, “The Role of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in North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and Prospects,”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July 2005, p. 11 ; 이종무·
최철영·박정란, ꡔ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20 재인용.
이종무·최철영·박정란, ꡔ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ꡕ, pp. 21~22.
이종무, “대북지원에서의 갈등 인지적 접근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
원 편, ꡔ21세기 한반도 평화의 근원적 모색ꡕ (서울: 한학문화, 2008), pp. 13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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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긴급구호, 개발구호(복구)·개발지원의 구분
긴급구호

개발구호(복구)

개발협력
인도주의 실현과 복
리증진

목적

인도주의 실현

인도주의 실현

목표

긴급한 인명구조

시설 복구 및 재난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응 능력 향상

핵심문제 재화와 서비스의 결핍

지역적 무기력

제도와 정책의 제약

방향

지역사회의 자립역량 지속가능한 사회경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강화
제시스템의 개발

원칙

인도주의 원칙과 타
박애, 공평성, 중립성이
원조 효과성 제고 원
당성, 실현가능성, 적
라는 인도주의 원칙
칙에 따른 지원
절성 등

프로젝트
단기(1년 이내)
기간

중기(2년 이내)

장기(2년 이상)

한편, 우리 사회에서 북한 개발협력은 흔히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
르쳐 준다는 의미로 통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대북지원이 단
순히 물자를 전달하는 즉 물고기를 직접 주는 방식이었다면, 개발협력은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개발협력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개선 등의 효과
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개발협력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주민의 인권 및 사회복지를 향상시
키는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
하는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방안’은, 단순히 식량을 전달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의 빈곤해결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
상, 교육기회 증진,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시장화를 비롯
한 긍정적 변화 촉진, 행·재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효과를 수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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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의미한다.

2. 선행연구
한국에서 북한 개발협력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4~2005년경부터
이다. 국내에서는 대북인도지원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인도주의적 구호
중심의 대북지원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나타났다. 마침 북한도 비슷한
시기 인도주의 원조를 개발원조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개발지원
론은 아직까지도 정부 정책에 확고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2005년부
터 개발협력 개념과 대북지원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연구 작업이 일각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6)
개발지원 자체를 다루면서 이를 대북지원과 연계시켜보고자 했던 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자료
집(2005)7)은 이와 관련한 초기 시도를 잘 보여준다. 윤대규·임을출
(2006)8)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제시했다. 박형중(2007)9)은 유엔기구, 세계은행, OECD 개발원조
위원회 등의 원조와 개발에 관한 이론과 업무추진방식을 전반적으로 요
약 정리하여 제시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개발지원 협동연구(2008)10)는
6)

7)

8)

9)

10)

조민·박형중·전봉근·이수석, ꡔ통일대계 탐색연구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3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ꡔ북한 개발지원과 NGOꡕ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자료집, 2005).
윤대규·임을출, ꡔ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ꡕ (서울: 한울, 2006).
박형중, ꡔ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국제논의수준과 북한을 위한 교훈ꡕ (서울:
해남, 2007).
박형중 외, ꡔ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총
괄보고서)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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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개발원조에 관한 가장 포괄적 연구이다.11) 이 협동연구는 국제사회
의 개발지원 이론을 실제 북한개발지원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발이론의 주요이론과 국제사회의 원조 추진전
략, UN기구를 비롯한 다자간 및 양자간 개발기구, 그리고 국제NGO의 원
조체계와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평화재단(2008)은12) ‘북한의 지속가능
한 개발과 경제협력’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 사회개발협력, 개발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개발협력의 개념을 실제 북한개발지원 분야에 적용
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학문적 논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논의
를 대북지원 분야에 적용하였으나, 식량지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는 못하였다. 즉, 개발협력과 식량지원을 연계하여 북한개발협력 시 요
구되는 식량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영훈(2008)13)은 개발협력의 개념을 직접 대북식량지원에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대북식량지원의 실태 및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제
로서 식량지원의 다양한 유형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의 범위를 대북식량지원으로 좀 더 세분
화 할 뿐만 아니라, 대북식량지원 방안 역시 개발지원으로서의 식량지원
11)

12)

13)

박형중·임을출·김수암·강동완, ꡔ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25.
조명철, “현 시기의 북한사회개발협력 무엇이 쟁점인가” ; 강동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ꡔ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ꡕ
(평화재단 제25차 전문가포럼 Series 1, 2008.9.30) ; 정회성, “지속가능한 북한경
제개발을 위한 지표와 원칙” ; 박형중,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방향,” ꡔ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ꡕ (평화재단 주최
제26차 전문가포럼 Seires 2, 2008.10.15).
김영훈, ꡔ대북식량지원의 효과와 정책과제ꡕ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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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북식량지원의 다양한 목적과 유
형을 개발하고 정책적 대안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북한개발협력의 필요성 및 과제
1. 북한개발협력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대북개발협력에 대한 논의는 기존 대
북지원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단지 자연재해에 의해
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14)
또한 지난 2005년 북한이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도 국내에
서 개발지원 논의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2004년 9월 인
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합동호소절차를 2005년부터 받지 않겠
다고 하면서, 개발지원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 정부는 2006년
부터 유엔의 인도지원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개발협력을 수용하겠다는 입
장을 공식 통보했다. 아울러 북한주재 유엔기구와 국제NGO 사무소 대표
에게 2005년 연말까지 사업을 종결해줄 것을 요구했다.15)
이처럼 국내에서의 인도지원에 대한 원조피로증과 북한의 공식적인

14)

15)

송정호, “대북개발지원 사업의 가능성과 제약,” ꡔ통연협 논단ꡕ, 2009년 2호, p.
231.
박형중, “대북지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시각과 향후 전망,” ꡔ북한의 인도적 상황
과 국제협력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에버트 프리드리히 재단 외 공동주최 국
제학술회의, 2009.11.24),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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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라는 요인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북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
의 폭을 확장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성과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
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
정이다.
지난 15여 년 이상 동안 추진한 대북지원이 주로 긴급구호 및 초보적
수준의 개발구호(복구)로 추진되었다면, 이제 현 상황을 개선하고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개발
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문제로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이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기간 동안 추진한 대북지원은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성격의 긴급구호로 이루
어졌다. 여기에는 대북지원물자의 전용 문제도 포함된다. 북한의 행정·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남한의 일방적인 물적 자
본을 통한 경제적 투자는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지원사업의 중복 및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지난 2005년 이후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대북지원NGO를 중심으로 병원현대
화나 농촌현대화 그리고 의약품공장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같은 하드웨어식 지원사업은 외형상 건물은 있지만, 이를 가동할 수 있
는 원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원의 효과성이 저하되
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대북지원NGO가 프로그램 지원방식이 아닌 개
별 단체마다의 프로젝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지원이 이루
어지고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셋째,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제기
되고 후계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북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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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변사태와 이에 대한 대응은 남북한 통합과 통일을 전제로 한 종합
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안보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안보의 개념이 포
괄적 안보 및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변모함에 따라, 취약국가 또는 실패
국가로 명명되는 북한체제는 곧바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
출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재건을 위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
된다. 아울러 개발협력이 사회개발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은 물론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서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차원에서 볼 때 대북지원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이 ‘퍼주기’ 논란 등
으로 국내에서 남남갈등의 한 요인이 되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은 대북지원이 인도적 명목에서 추진되었지만, 실상은 물자지원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
적인 수혜의 개념이 아닌, 남북 양측 모두의 이익이 전제된 지원사업을
통해 이해관계를 완화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북한개발협력은 대북·통일정책의 큰 틀에
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상정한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김정일 체제 이후 다가올 한반도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과 같이 현
상관리 차원의 ‘소극적 지원’을 벗어나 통일시대를 준비해 가는 ‘적극적
지원’으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통일시대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대북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협력은 북한 스스
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남북한 통합을 체계적이고 효
과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수요와 수용능력,
주인의식, 지도자 변수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264 ❙ 통일과 평화(3집 1호·2011)

논의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16)

2. 주요과제
향후 바람직한 대북지원은 긴급구호성 지원이 아니라 북한개발지원으
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지난 기간 동안 지속된 대북지
원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제고하지 못하고,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북한의 사회적 성숙을 전제로 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북한 당국을 설득하고, 남북 간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형식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자생력을 도모할 수 있도
록 북한 주민의 의식함양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개발협력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또한 이러한 개발협력이 현재 북한의 식량난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현재의 고통 받는 자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발지원은 수혜국
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며, 이는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수용을 의미하는데,
현재 북한 정권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는 시행 하되 기존의 일방적 지원방식
이 아닌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지원 원칙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단계적이며 순차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북지원이
단순히 북한 주민의 생존만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우리 사회 내
부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부가 통
16)

강동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ꡔ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과 경제협력(1)ꡕ (평화재단 제25차 전문가포럼, 2008.9.3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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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반도 통일 시 소요될 인프라 구
축을 사전에 시행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대북지원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은 물
론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지 않는 남북 주민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
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시기를 구분하여, 실현가능한 사업
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 차원에서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
과 남북관계의 조정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개발구호(복구)를 위한 정책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하드웨어를 가동, 운영할 수 있는 원
료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북한과의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기술지원이 아닌 역량개발 차원
에서 교육사업이 확충되어야 한다. 중장기 차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대
비, 후계체제 그리고 한반도 종합 발전구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개발을 빈곤감축으로 이해하고 빈곤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
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조수원국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개발을 위한 원조 정책은 수용국이 개발에 대한 의지와 능력의 유무에
따라 수용국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 개발정책에의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국가, (2)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국가, (3)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국가, (4)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가이다. 수
원국이 어떤 국가인가에 따라 개발원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17)
현재로서 북한은 개발정책을 실행할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국가
로 분류된다. 북한의 경우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하여 확고하게 전 영

17)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ꡔ북핵 문제 해결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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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장악하고, 발전된 현대적 관료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잘 교육받
은 지식인과 전문가 그리고 현대적 공업 노동자층을 구비하고 있다. 그
렇지만 중앙정부는 정권유지와 군사확장을 위해 모든 관심과 자원을 투
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에 역행되는 정책을 취하거나
혹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18)
<그림 1> 개발정책에의 의지와 능력에 따른 분류

출처: 박형중·임을출·김수암·강동완 외, ꡔ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94.

한국의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면, 무엇보다 북
한이 대내정책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수준에
부합하게 한국정부와 북한당국 간에 정책협의와 협력이 가능해 질 것이
고, 그에 따라 한국의 개발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지원
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원국이 자발적 의지에서 내부
18)

박형중 외, ꡔ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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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정책을 수행할 능력
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량의 자원
을 이전하자면, 그 자원이 북한 내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지원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9)
아울러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은 국제사회의 기본적 규범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난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부합하게, 경제개발뿐
만 아니라 사회개발 및 빈곤퇴치, 여성, 아동, 환경, 생태 등을 고려한 지
속 가능한 개발 지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새천년
개발목표 중 8항의 개발을 위한 협동(파트너십) 활동에는 “국내 또는 국
제적으로 행위자들에게 올바른 관리체제(good governance)와 개발원칙
을 고수하고 빈곤 퇴치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포
함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지원이 남북한 당국은 물론 민간부문과 국제사회의 협력
적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 지원은 반드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틀 속에서 전
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북 개발 지원을 위한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는 해당국가와 NGO,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내기
구 간의 효율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
으로 인해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할 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높은 목표와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개발협력은 다자적

19)

박형중 외, ꡔ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총
괄보고서)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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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미, 북·일 관계정상
화가 진행되면,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지
원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여 정책의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북개발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
국은 물론 국제금융기구, 국제NGO, UN산하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국제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
적인 국제규범과 관행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대북지원정책을 수립해야한
다. 취약국가의 경우 다양한 목적(개발, 인도적 목적, 안보, 외교 등)을
가진 다양한 공여자들이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수혜국 내에서
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여자 간 협력의 필
요성이 더욱 절실하다.20)

Ⅳ. 개발협력으로서의 대북 식량지원21)
1. 대북 식량지원의 원칙 및 방향
한국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명분은 북한의 인도
적 상황 개선이었으나, 실제 목표는 남북관계 관리 수단이나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대가성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로 인
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식량지원 방식
과 같이 인도적 목적과 남북관계의 관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20)

21)

김석진, ꡔ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ꡕ (서울: 산업연구원,
2008), pp. 99~100.
이 부분은 박형중·강동완 외 ꡔ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ꡕ (서울: 통
일연구원, 2009)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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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방안으로서 식량지원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인도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 등 식량지
원의 다양한 목적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즉, 대북 식량지원이 인도적 목적 외에 전략적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의 폭
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적 목적은 당연히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
며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이 포함된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식량을 통해
남한의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목적의 지원은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한의 인도
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과 같은 맥락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국내 쌀시장 안정
화를 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잉여농산물과 최소시장접근22)
(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으로 수입되는 의무수입쌀 등으로
인한 재고미 처분에 유용하다. 의무수입 물량은 2004년 국내 소비량의
4%를 시작으로 매년 0.4%포인트씩 늘어나 2014년 이후엔 8%가 된다. 수
입물량으로 보면, 2005년 수입량이 22만 6,000톤이었으며, 매년 약 2만
톤씩 늘어나 현재 30만 7,000톤이며, 2014년에는 40만 9,000톤에 이르게
된다. 쌀 소비량 감소와 이와 같은 의무 수입물량 확대 등으로 매년 16만
톤의 쌀이 국내에서 재고로 남게 된다.
이같이 재고물량이 많아지면 국내 쌀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농민
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고쌀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저
22)

한국의 쌀 수입은 세계무역기구 협상결과에 따라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됐
다. 대신 매년 일정량을 5% 이하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최소시
장접근(MMA)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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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직접적인 손실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북 식량지
원을 통한 국내 쌀 수요량 조절은 한국에 직·간접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목적 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식량지원을 통해
수원국 현지의 행정체계 개선과 시장경제의 촉진,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식량지원이 효과성
면에서 북한의 시장경제 촉진과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아래로부터
의 변화를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
면서 북한경제는 이른바 자생적 시장화의 경향이 점차 강화되어 왔고,
그 결과 오늘날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삶은 북한 당국의 통제에 의해서
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율적 거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
다.23) 따라서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북한 내부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으로 기능할 때, 일정부분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북한 내부의 정보유
통을 촉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북 식량지원의 목적 가운데 장기적이고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유용성을 모색할 수 있다. 식량농업기구(FAO)
가 제시한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개념은 인류의 생존을 보증하고 건
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
도 접근가능한 상태로 정의된다. 또한 식량안보는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available), 식량 이용성(utilized), 접근성(affordable)을 확보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면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
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치적·외교적 문
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식량부족으로 인해 영유아를 포

23)

이석, “북한의 급변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 ꡔ북한 급변사태 시 최우선 대응방
안ꡕ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2009.10.2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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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아동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향후 남북한 통일시 남북주민 간 심
각한 신체적 불균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북 식량지
원을 통한 북한 관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에 기초하여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기조
중 하나는 해외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을 안정화시켜 결국 미국의 안
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2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 역시 북한 식
량지원을 통한 개발협력이 북한을 안정화·정상화 시키는 방안이며 이
는 곧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적 조치의 일
환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북 식량지원의 목표는 시기적으로 구분할 때, 단기적으로는 북
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국내 잉여농산물 관리를 통한 시장의 안정화, 국
제사회의 책무성 완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 행정체계 개선,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민주
화 촉진, 국제무역 체계 편입, 식량안보 증진 등과 같은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식량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인식할 것
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식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과
정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식량지원의 다양한 목적과 유형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24)

Richard D. Armitage and Joseph s. Ny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CSI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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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북 식량지원의 목적과 유용성

2.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필요성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추진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북한 식량난 및
빈곤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개발협력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식량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개발협력으로서 식량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는 원조의 효과성에 관
한 문제로 이른바 북한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근본적인 상황 개선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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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식량지원은 북한 정권의 원조의존성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
한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구심력(정권의 이익)이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인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
을 수 있는 원심력이 바로 개발협력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식량제공은 단순구호 차원의 증세완화 정책이 아니라, 원
인을 치료하는 것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원인치
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당국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정책과 제
도를 바꾸는 것이다.25)
빈곤에 따른 기아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식량부족이 원인이지만, 근
본적으로는 식량 부족을 야기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1990년 유니세프(UNICEF)가 정리하여 작성하고, 현재 기아추방행동(Action
Contre la Faim: ACF)처럼 세계적 조직망을 갖춘 주요 NGO단체에서 채택
하고 있는 ‘기아의 인과적 도식’에 따르면 기아가 아주 직접적인 이유에
서부터 매우 간접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
는 광범위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26)
센(Amartya Kumar Sen) 역시 빈곤과 기아의 원인과 관련하여 식량공급
량의 감소보다는 임금감소, 실업, 식량가격 상승, 식량배급 체계 미비 등
의 수많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사회 내 특정집단의 기아가 유발된다
고 분석한다.27)

25)

26)
27)

박형중, “대북지원과 대북정책,” ꡔ북핵문제의 해결 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
망ꡕ (서울: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총서 09-01, 2009), p. 86.
크리스티앙 트루베 저, 김성희 옮김, ꡔ새로운 기아ꡕ (서울: 알마, 2009), p. 60.
아마티아 센, 원용찬 역, ꡔ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ꡕ (서울:
갈라파고스, 2008),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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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아의 인과적 도식

출처: 크리스티앙 트루베, 김성희 옮김, ꡔ새로운 기아ꡕ (서울: 알마, 2009), p. 61.

이러한 요인을 북한 빈곤 원인에 적용하면, 북한 역시 식량배급 체계
의 붕괴로 인해 특정 집단의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식량난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농업 생산량 저하가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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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인인데 이는 관개수로, 농지정리, 벼품종 등 전반적인 농업기술
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으로서 특정집단에 대한 긴급구호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결국 개발협력 방안으로서 식량
지원이 요청되는 것이다. 대북식량지원 역시 북한의 빈곤해소를 위한 근
본적 처방의 일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개발협력으로서 식량지원은 빈곤감축을 위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식량지원
이 아니라 수원국이 직접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중간재와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원식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순히 일회적으로 주는 것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에게 요청되는 행·재정적 제도개선 및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장기적 면에서 보면 북한의 빈곤해결 역시 근본적으로 북
한 당국의 거버넌스 진전을 통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비참한 기근의
역사 가운데,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한 민주 독립국가에서는 본격
적인 기근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는 야당세력이 없었고, 복수정당제에 의한 선거도 치러지지 않
았고, 언론의 자유도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할 수도 없었
다. 매년 몇 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심각한 오류투
성이의 정책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받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이다. 현
대의 두 가지 기근 사태, 바로 북한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기근도 이
와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2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 개발협력

28)

아마티아 센, 원용찬 역, ꡔ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ꡕ (서울:
갈라파고스, 2008),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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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서의 식량지원은 북한 내부의 시장 활성화 및 정보유통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북한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세부 추진방안
ODA는 한 국가의 정부가 타국의 필요를 고려하여 정부 대 정부로 자
금 또는 그에 준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외교행위이며
그래서 ODA를 제공하는 국가의 국익 추구를 배제할 수 없다.29)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 바로
소프트파워의 핵심인데, ODA를 통한 외교관계의 확산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30) 이와 관
련하여 ODA 방식에서 제공하는 식량원조 방안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ODA의 개발식량원조(Developmental food aid)의 개념을 살
펴보면, 식량지원은 기근, 전쟁, 생산력 부족 등으로 수원국 내 식량공급
이 부족할 경우 공여국들이 자국 식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수원국
정부에 현금을 지원하여 인근지역 등에서 식량을 조달하도록 하는 지원
을 의미한다.31)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간접적으로 사회적 서비스 개선이

29)

30)

31)

강선주, “국제개발협력의 국내정치적 기초: 법, 제도, 그리고 국민적 지지,” ꡔ한국
의 기여외교와 지방외교ꡕ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2009.
8.27), p. 6.
ODA실천의 외교전략과 국가이익의 연계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박인휘,
“ODA와 한국의 외교전략: 국가이익과 주요국의 교훈, ꡔ한국의 기여외교와 지
방외교ꡕ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2009.8.27) 참조.
한국국제협력단, “ODA 개요,” http://www.koica.go.kr (검색일: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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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개발협력의 방안들은 모두 수원국의
정책결정자가 정책개선 의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할 때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으로서 요청되는 식량지원 방안은 북한의 행정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촉진과 정상적인 국가의 무역관
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추진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향후 북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개발협력을 위한 재정
지원의 일부를 식량지원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즉, 중장
기적 관점에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량지원 전략을 마련해
야 한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상황적 조건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진전, 북핵문제의 해결 등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려움이 있지만 개발협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빈
곤축소와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재건이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된다는 점
에서 현재 상황에서 논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개
발협력이 추진될 경우를 상정하고, 개발협력 추진 초기단계와 활성화 단
계로 구분하여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유형을 살펴본다.

1) 개발협력 초기 단계

개발협력 초기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식량지원 유형은 크게 중간재
지원, 남북지자체 간 쌀－자원 교환(거래), 취로식량지원사업(Food for
work: FFW), 교육식량지원사업(Food for education: FFE)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간재 지원은 비료와 종자 등을 지원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농업생산
성의 증대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농자재의 원활한 조달과 아울러 생
산·관리·유통·농업생산기반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과 연계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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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32) 실제로 비료지원은 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종자씨 지원 역시 일부 대북지원NGO의 농촌현대화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 이전에 이미 추진된 경험이 있다는 점
에서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방안 중 초기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료와 종자씨 지원은 지
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북한 농업생
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 및 여타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이 가능
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종자씨 지원의 경우 단순히 지원물자를 전달하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관련 기술진이 직접 방북하여 농업기술 교육 및 이전 등을 통해 남
북주민 간 접촉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주요한 사례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의 경우
경기도와 공동으로 북한의 당곡리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벼농사 시범 사업을 계기로, 농기계 지원 및 기술이전·장
비 수리 및 교육·도로포장·학교 및 주택개보수·도정공장 건립 등의
연계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지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북한 주민의 참여
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33)
다음으로 남북지자체 간 쌀－자원 교환(거래) 방식은 남한의 과잉생산
물과 북한지역의 자원을 상호 교환 내지 거래하는 방식이다. 향후 대북
식량지원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과 수혜의 관점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윈윈(win-win)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이루어
져야 한다. 대북지원단체의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요건

32)

33)

최대석, “대북지원 논의의 현황과 과제,” ꡔ남북관계와 인도주의: 현황과 전망ꡕ
(2009남남대화－제2차 화해공영포럼, 2009.8.25), p. 20.
최진욱·강동완,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ꡔ국
방연구ꡕ, 제52권 2호(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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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 지역기업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34) 즉, 남한에서 쌀이 과잉
생산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북한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남한의 쌀과 북측의 자원을 상호 교환하거나 상업적 관계로 거래한 후
이를 기업이나 공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수매하고 이를 북한이 보유한 자원과 교환,
거래한다. 이후 거래한 자원은 지역 기업과 공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
출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식량지원을 북한주민의 고용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빈
곤과 영양결핍의 장기적이고 자활적인 경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빈곤
층의 수익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
입에는 고용창출, 교육 및 기술개발, 생산적인 자산접근성 향상, 노동 생
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화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취
로식량지원사업((Food for work: FFW)은 고용과 식량이 부족한 비수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인프라 개선과
개발을 위한 노력과 기근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산림복구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시행할 경우, 산림복구에 참여하
는 인력에게 이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실제
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의 경우 국가배급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4월부터 8월까지 취로식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로식량지원사업은 북한개발협력이 추진될 경우 삼림복구, 농업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도로개보수 등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근로와 식량을 연계하는 것은 유용성이
34)

양현모·강동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정
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ꡔ통일정책연구ꡕ, 제18권 1
호(통일연구원, 2009), p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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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이 경우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북한 체제 자체가 개인별 소득
획득이 아니라, 공공배급제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식
량이 그룹 및 조직 단위로 식량을 지원할 경우 개인이 수혜 받을 수 있
는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식량전용이나 부정부패
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취로식량지원사업은 농촌의
소규모 지역단위별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식량지원사업(Food for education: FFE)은 급식소 운영을
통한 영양개선사업과 공교육 강화를 통해 빈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
는 방안이다. 빈곤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은 크게 3가지 차원에
서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첫째,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며, 둘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셋째,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
도록 부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급
식프로그램은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서 합당한 유형이
라 할 수 있다.35)
현재와 같은 식량난이 지속될 경우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및 발육상
태는 심각한 장애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한 통합 시 남북
간 신체적 불균형으로 인해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교
육기회의 박탈은 인적자본의 손실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식량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소
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즉, 식량을 생산하는 표면적인 일보
다 근원적인 일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 국가들의 경우 가난

35)

Christopher B. Barrett & Daniel G., Maxwell Food Aid After Fifty Years: Recasting
its role (N.Y: Routledge, 2005),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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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강관리, 교육, 깨끗한 생활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서
발생한다. 교육기회와 여성의 권익 신장 등은 빈곤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36)
교육식량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활동 중인
대북지원NGO를 중심으로 고아원과 학교에 급식소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대북지원NGO는 크게 식량이나 분유, 생활용품 등의 물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현지에서 병원이나 농촌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
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민협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가칭 ‘개발협
력 식량지원 사업단’을 구성하고, 상호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이를 북한의 고아원이나 학교 등
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급식을 받는 학생들에게 일정부분 식량을 지원
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개발협력 활성화 단계

북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활성화단계는 국제사회의 규범
과 원칙을 북한이 일정부분 수용한 상태이며, 북한당국이 개혁개방을 추
진하는 단계라고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종합 발전 구상의 일환
으로 북한개발지원이 추진될 경우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행·재정적 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무역거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
다. 개발협력 활성화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식량지원 방안은 크게 삼
각거래방식, 현지구매, 쌀은행 설립, 현금화지원(대충자금) 등이 있다.

36)

최영경·전운성, ꡔ지구촌의 마지노선 2015: 식량, 자원, 환경, 빈곤문제ꡕ (서울:
강원대학교출판부, 2009),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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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삼각거래 방식을 살펴보면, 삼각거래(triangular transactions)란 공
여국이 어떤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원조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개발도
상국에서 식량을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삼각거래는 공여국에 주는 잠재
적인 이점, 수원국과 공여국 양국의 제도강화, 물질적 인프라, 마케팅 및
분배에 대한 보완적인 투자에 대한 강조는 지속적인 국내외 교역을 활성
화시키는 등 두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유용성이 있다.37)
구체적으로 삼각거래 방식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의 연대를 모색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최대의 쌀 수출국38)이며, 한국은 기여
외교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베
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적인 개혁개방 전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베트남 북한의 삼각거래방식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행, 재정적 제도개선과 베트남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
다. 3자간 현금거래 방식은 한국이 북한에 현금을 지급하고 북한이 필요
한 식량을 베트남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삼각거래 방식은 식량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의 규범과 원칙을 준용하는 것을 습득한다는 이점이 있으며, 행정체계와
무역증진의 효과도 수반된다. 세계 어느 개도국에서나 원조의 성패는 원
조를 받는 국가가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말
하자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막는 기본 정책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
37)

38)

뵤류그 콜딩·페르 핀스트루프－안데르센, “원조수단으로서의 식량원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 320.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쌀은 연간 4억 2,000만 톤가량이다. 이 중 92%가 아시아
에서 생산되고 또 그 대부분을 아시안이 소비하고 있다. 쌀은 세계적으로 생산
량의 5~7%(약 2,900만 톤)만 거래된다. 최대 수출국은 태국으로 세계 수출량의
26%를 차지한다. 다음이 베트남(15%), 미국(11%) 등으로 사실상 과점 시장이
다. ꡔ중앙 Sundayꡕ, 2009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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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물가 인상률과 재정 흑자 그리고 무역개방, 낮은 부패와 강력한
법치주의, 효율적 공무원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원조가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정책과 제도가 불량한 나라는 원조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39)
이 같은 점에서 북한 역시 행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개발협력
방안으로서 식량지원 과정에서 북한의 제도와 규범, 체계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지구매방식(local purchases)은 공여국이 어떤 국가의 식량
결핍 지역에 대한 식량원조로 활용하기 위해 같은 국가 내 잉여지역에서
식량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며, 식량의 구입과
정에서부터 하역과 운송 등을 위한 제반 인프라 시설까지 고려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현지구매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북한 농업
의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식량안보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지구매방식은 북한 지역의 식량생산을 촉
진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남한의 잉여생산물 문제를 고
려할 때 구매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쌀은행 설립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쌀은행 설립에 관한
세부방안은 한국헬프에이지라는 국내NGO가 캄보디아에서 시행하고 있
는 쌀은행 운영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헬프에이지는 캄
보디아 지역에 빈곤노인의 노인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
회 개발활동을 추진해 왔다. 2007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도움
으로 칙톰 마을과 같은 열악한 마을 15개소를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사
업은 마을 노인과 그 가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쌀은행, 소은행, 소규

39)

로버트 게스트 저, 김은수 역 ꡔ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The Shackled
Continent)ꡕ (서울: 지식의 날개, 2009),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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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창업, 우량볍씨와 채소씨앗 배포 및 교육사업이 있다.
이 중 쌀은행(Rice Bank)은 한 마을에 40여 명의 회원을 선정하여 설립
하고, KOICA의 자금으로 4톤의 쌀을 지원한다. 쌀은행을 통해 회원들은
종자씨를 빌려서 추수 때 갚는데 30%의 이자를 지불한다. 이 이자는 시
중의 100% 이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적립된 이자쌀은 노인공동
체 내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노인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40) 쌀
은행은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그 안에서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수원국
의 현지인이 직접 그들보다 빈곤한 현지인을 돕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또한 직접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기획하는 과정에 지역민들을 참여시키
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민들은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노력을 결
집하게 되며, 그 결과 개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41)
이를 향후 북한개발협력에 적용해 보면 북한의 구역단위로 마을공동
체를 설립하고, 이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구역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물론 쌀은행만 시행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역단위의 생산성
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단위의 농촌사
회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단위 농촌사회개발,42) 농촌현대
40)

41)

42)

조현세, “캄보디아 빈곤노인의 자치공동체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한국국제협
력단(KOICA), ꡔ지구촌 희망 이야기ꡕ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2009), p. 98.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홍민경 역, ꡔ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Making Globalization
Work)ꡕ (서울: 21세기북스, 2008), p. 354.
최근 저개발국가원조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새마을운동’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라오스, 네팔, 캄보디아 3개국에서 새마을운동 시
범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개발이
라는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의 북한적용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하재훈·임재강,
“새마을운동의 북한 보급방안: 가능성과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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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금화 지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과 남한 사회 내부의 대북인식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 대북 현금화 지
원은 논의조차 불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을 지향하
고, 일정부분 국제사회의 규칙을 수용한 상태이며, 남북한에도 상당부분
관계진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현금화 지원을 통해 북한정권 스스로
빈곤타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화지원방안은 활용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는 북한의 식량구입을 위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지원식량을 북한정권이 현금화 하여 이를 경제개발이나 복지예
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금화 지원방안은 수원국 정부나 지역 시
장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정부 대리기관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방식이 있다. 개발협력 추진과정에서는 수원국의
빈곤타파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강조되는데,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으로서 식량을 활용한다는 의
미가 있다. 즉, 북한 정부는 대충계좌를 개설하고 지원식량을 시장에 판
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대충계좌에 넣어 경제개발이나 사회복지 예산으
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원조를
대충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지원방식은 북한 정부의 행·재정적 제도개선은 물론 북한 내
부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모요(Moyo)는 언젠가 서방국가들의 원조 공여 중단시점이
도래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수원국 내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확립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8.8) ; 소진광,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새마을운
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ꡔ한국지역개발학회지ꡕ,
제19권 4호 (200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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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의 개발지원 역시 현지의 역량강화
를 위한 시장활성화 방안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유용하다. 식량이전 프
로젝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현지의 소규모 사설식량 마케팅 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43)
지금까지 바람직한 대북식량지원 추진을 위해, 대북식량지원의 정책
목표 및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대북
식량지원은 행위자별 이해관계에 따라 인도적 지원, 정치적 지원(거래),
개발협력 등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식량지원의 대상, 목적, 규모, 시기 등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
보다 대북식량지원이라는 정책 행위가 어느 특정 행위자의 이익이나 이
해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 및 북한정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개발협력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천명,
국제사회의 지원, 남북관계 개선 등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다.
무엇보다 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내정책
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수준에 부합하게 한
국정부와 북한당국 간에 정책협의와 협력이 가능해 질 것이고, 그에 따
라 한국의 개발지원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지원을 수행함
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원국이 자발적 의지에서 내부적으로 개
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정책을 수행할 능력을 가져야
43)

뵤류그 콜딩·페르 핀스트루프－안데르센, “원조수단으로서의 식량원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핀 타르프 지음, 임을출 옮김, ꡔ원조와 개발－교훈과 미래
방향ꡕ (파주: 한울, 2009),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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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량의 자원을 이전하자
면, 그 자원이 북한 내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확
신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지원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는 보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상적 상황이 전개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에 요구되는 주요 정책 과제는 이
상적 상황이 도래하기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무엇
을 어떻게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44)
그런데 대북식량지원은 북한개발협력 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적
조건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발협력이 이
루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병행한다.
두 가지 지원방안을 병행하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본격적인 개발협
력이 시행되기 이전에 좁은 범위의 개발협력이라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농촌현대화사업이나 지역단위 농업개발 사업에 참
여하는 대북지원NGO사업에 정부가 일정부분 식량으로서 지원금을 간접
적으로 보조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대
북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이전에, 초보적 수준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개발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상황적 조건이 충족되면 본
격적인 개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여 대북식량지원 방안을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44)

박형중 외, ꡔ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총
괄보고서)ꡕ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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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발협력으로서 대북식량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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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북한 개발협력 방안은 북한의 빈곤 해소는 물론 남북한 상생과 공영을
위한 한반도 종합발전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북 식
량지원 역시 개발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단순
히 식량을 북한에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비롯한 긍정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식량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
발협력으로서의 식량지원 방안은 북한의 행·재정적 제도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 스스로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 식량을
확보하거나 이를 경제성장과 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한편, 개발협력으로서의 대북 식량지원 방안 모색과 함께 동시에 고려
해야 할 점은, 개발협력 추진 이전 단계와 과도기에서의 대북 식량지원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북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을 위해
서는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의 상황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남
북관계 상황 및 북핵문제의 진전구도,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
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북한개발협력이 추진될 수 있
는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 추진 이전 시기와
그 과도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계별, 상황별 대북 식량지원 전략을 모
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온정피로증(compassion
fatigue)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온정피로증은 너무 흔하
거나 지속되는 불행에 동정심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떤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둔해진다(가령, 이제 굶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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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진을 더는 볼 수가 없어)는 것이다.45) 이와 같은 온정피로증을
북한 식량난에 적용해 보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의 판
단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
히 지속되고 있는데, 언론이나 시민사회 등에서 이에 대한 이슈를 제기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북한 식량난의 위험도가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정피로증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빈곤과 기아에 대한 관심
이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남북한 통합과 통일을 위한 방안 역시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북한 식량난 해결은 북한의 빈곤 해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
며, 북한 빈곤의 해소는 곧 남북한 통일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조
건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단순히 현실적 차원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식량
안보와 남북한 통일과 통합의 문제와 연계되는 사안인 것이다. 과거 식
량지원의 공과를 지금 냉철히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 접수: 2011년 4월 29일 / 수정: 2011년 5월 11일 / 게재확정: 2011년 6월 1일

45)

스탠리 코언, 조효제 옮김, ꡔ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
권침해를 부인하는가ꡕ (서울: 창비, 2009),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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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ys to Support North Korean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Focus on “food aid to North Korea in terms of cooperative development”

Kang, Dong-Wan(Dong-A University Political Diplomacy)
Cooperative North Korean development is a pending challenge to
overcome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which threatens humanity in the
short run. It is also a mid to long run national challenge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s and for the era following it.
Particularly, the ways to cooperatively develop North Korea should be
devised specifically in the areas of industry, education, finance, food and
others to reduce poverty and reconstruct the nation. As the comprehensive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North Korea’s demand, capacity, sense of
ownership and unexpected events involving the leader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to make systematic preparations through serious discussions about
it.
This study aimsat examining the need for cooperative North Korean
development based on the realization that the aid to North Korea should be
changed into cooperative development and then seeks the ways to offer
food aid to North Koreans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ve
development. Resolving North Korean food shortage can fundamentally lead
to the alleviation of the nation’s poverty,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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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s. Solving North Korean food problem
not only improves the nations’s situation which threatens humanity on a
practical level but also serves as a basis for foo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s. This study
categorizes cooperative North Korean development into the infant stage and
the activation stage and then presents a way to offer food aid as a part of
the cooperative development.
Keywords:

food aid to North Korea, supporting North Korean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cooperative development,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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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시계열 정상성(stationarity) 검증 결과
변수

검증통계 1% 기각값 5% 기각값 관측수 검증결과 정상성

fornet

-5.467

기각

Y

usnet

-4.965

기각

Y

uknet

-5.987

기각

Y

kopi

-4.088

기각

Y

kopivol

-7.352

기각

Y

korbusiness

-0.558

채택

N

D.korbusiness

-5.453

기각

Y

korinterest

-2.801

채택

N

D.korinterest

-5.922

기각

Y

korbop

-5.921

기각

Y

oil

1.166

채택

N

D.oil

-7.685

기각

Y

usinterest

-0.962

채택

N

D.usinterest

-4.561

기각

Y

usdow

-0.289

채택

N

D.usdow

-5.659

기각

Y

-3.527

-2.89

검증통계＝test statistics ; 기각값＝critical value.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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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 검증 결과
1) 외국인 투자지표

2) 국내지표

3) 국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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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IMA 모형의 식별

변수

ARIMA
(p,q,r)

fornet

(1,0,3)

2156.1 2171.5

(1,0,2)

2156.0 2168.8

usnet

uknet

kopi

AIC

BIC

변수

ARIMA
(p,q,r)

AIC

BIC

korinterest

(2,1,1)

-0.279

12.4

(1,1,1)

-1.237

8.97

(1,0,1)

2154.0 2164.2

(0,1,1)

-3.125

4.53

(1,0,0)

2159.2 2166.9

(2,1,0)

0.426

10.6

(0,0,3)

2157.3 2170.1

(0,1,0)

29.1

34.2

(0,0,2)

2165.9 2176.2

(0,0,1)

2166.8 2174.5

(2,0,2)

2157.8 2173.1

korbop

(1,1,0)

10.3

17.9

(1,0,1)

1632.2

1642.5

(1,0,0)

1631.4

1639.1

(1,0,2)

2027.7 2040.5

(0,0,1)

1638.8

1646.5

(1,0,1)

2028.4 2038.7

(1,0,2)

1623.2

1636.1

(1,0,0)

2027.7 2035.4

(2,0,1)

1634.5

1647.3

(2,0,0)

2029.1 2039.3

(2,0,2)

1623.3

1638.7

(0,0,2)

2034.2 2044.4

(0,0,2)

1631.8

1642.1

(2,0,1)

2031.4 2044.2

(2,0,0)

1632.1

1642.4

(2,0,2)

1884.5 1897.4

(1,1,0)

501.51

509.17

(2,0,1)

1891.8 1904.8

oil

(0,1,1)

501.50

509.16

(2,0,0)

1892.8 1903.1

(2,1,0)

502.4

512.6

(1,0,2)

1891.9 1904.8

(0,1,2)

502.5

512.7

(0,0,2)

1896.5 1906.7

(1,1,2)

501.7

514.5

(1,0,1)

1889.9 1900.2

(2,1,1)

501.8

514.5

(1,0,0)

1896.8 1904.5

(2,1,4)

-71.4

-50.9

(0,0,1)

1902.8 1910.5

(2,1,3)

-69.0

-51.1

(1,0,2)

459.1

471.9

(2,1,2)

-70.4

-55.1

(1,0,1)

457.5

467.8

(2,1,1)

-71.0

-58.2

(1,0,0)

455.6

463.3

(2,1,0)

-70.4

-60.2

(0,0,2)

462.1

472.3

(1,1,0)

-59.4

-51.7

(0,0,1)

477.9

485.6

(1,1,1)

-72.4

-62.2

us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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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kopivol

korbusiness

460.8

476.1

(1,1,2)

-58.2

(1,0,1)

366.2

376.4

(1,1,1)

1288.3

1298.5

(1,0,0)

366.6

374.3

(1,1,0)

1325.5

1333.2

(0,0,1)

368.6

376.3

(0,1,1)

1286.4

1294.1

(2,0,1)

367.6

380.4

(1,1,2)

1289.5

1302.3

(1,0,2)

367.4

380.3

(2,1,1)

1288.5

1301.2

(2,1,2)

1290.4

1305.7

(2,0,2)

370.1

385.5

(1,1,1)

70.0

80.0

(0,1,1)

74.6

82.3

(1,1,0)

68.2

75.9

(0,1,0)

85.2

90.4

(2,1,1)

69.4

82.1

(1,1,2)

45.6

58.3

(0,1,2)

49.9

60.1

usdow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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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분(Cointegration) 검증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