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북한노동자 활동 현황: 
아무르주를 중심으로*

                                      이 영 형**

                                                               

- 개요 -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개발되고 있으나 노동력이 부족하다. 북한노동력을 대

상으로 하는 인력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본 글은 러시아 극동연방지구에 포함
되며 하바롭스크주와 인접하고 있는 아무르주의 북한노동자 환경과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북한노동자가 진출하는 아무르주의 노동환경은 벌목에서 종
합건설 및 농업분야 등 다양한 역에서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무르
주와 북한은 북한노동자 진출을 위한 정치적,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가고 있다. 탈냉전 이후 북한노동자의 아무르주 진출은 ‘단순 통제’와 ‘관리 
통제’ 이주로 구분되지만 이들 노동이주의 공통점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
적으로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현지
의 노동현장에서 탈출하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
일 발사에 따르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어지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북한의 통제된 외화벌이 노동자는 관리와 통제 속에서 계속적
으로 생겨날 것이다.

주 제 어: 아무르주, 북한노동자, 인력시장, 통제된 노동이주, 외화벌이

* 본 글은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워크샵(2015년 11월 17일)에서 발표된 논문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북한의 “노예” 노동자>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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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러시아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자신의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전

략개발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극동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발 움직임과 함

께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역개발에 따르는 재원조달 문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문제, 그리고 개발 이후 동일지역이 아·태 경제권

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개

발에 필요한 자원조달 문제는 한·중·일 등 동북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참

여 유도로 해결하려 했고, 노동력 부족 문제는 CIS 국가, 구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북한 등으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면서 해결하려 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다면, 북한노동자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이 현지의 노동인력 부족 문

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로 작용했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북한노동자 진출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크

게 4단계 특징을 지닌다. 계절적 노동이주(1945~1950), 벌목집약형 노동이주

(1967~1991),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이 결합된 통제된 노동이

주(1992~2000), 그리고 관리통제1) 노동이주(2012~)가 그것이다. 통제된 노동

이주와 관리통제 노동이주의 차이점은 전자가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적 이익이 결합된 통제에 기초된다면, 후자는 북한정부의 관리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정책에 따르는 파견노동자

의 동요를 막고,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따르는 외자부족 문제가 북한으로 하여금 통제 및 관리통제 노

동이주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북한노동자 다수가 연해주

에 파견되었고, 아무르주에도 상당수 노동자들이 파견되었다. 아무르주는 해

마다 북한과 아무르주를 번갈아 가면서 노동자 파견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

는 등, 북한노동자들이 진출하는 대표적인 지역들 중에서 한 곳이 되었다.
본 글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아무르주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지역으로의 북

한노동자 진출 환경 및 활동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아무르주로 파견되고 있

는 북한노동자 수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지역으로

의 노동자 파견 환경과 노동활동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노동자의 아무

1) 행정학·경찰학·군사학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리통제란 관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
는 제도화된 통제를 말하며, 계획과 성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
는 것을 말한다. 책임과 함께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르주 노동이주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물은 학술연구와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르주와 북한의 농

업협력 등에 관련된 몇 편의 보고서가 있기는 하지만,2) 이러한 글들이 북한노동

자 유입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 전체와 극동지

역의 일부 행정주체(연해주, 사할린주 등)에 한정된 선행연구가 있지만,3) 아무르

주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노동자 활동현황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글은 선행연구와 분명한 차별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정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그에 맞는 방법론이 필요하지만, 본 글은 아무

르주로의 북한노동자 유입환경 및 현상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는다. 연구 시기는 2000년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

시아 사회가 질서를 잡아가면서 극동지역 개발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북한이 

체제결속과 외화벌이를 위해 자신의 노동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하

면서 파견하게 되는 2000년 이후로 한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러시아 극동연방지구의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루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해외노동자 유입 환경을 조사하고, 
제3장에서는 아무르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북한노동자들이 유입되는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아무르주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파견된 북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그 실태를 분석한다. 통제된 노동이

주의 지속, 노동쿼터 조정 협상과 관리통제 노동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마지막으로 상기 내용을 종합 평가한다.

2. 러시아 극동연방지구의 인구감소와 해외노동력 유입

1) 극동연방지구 개황 및 인구 감소 추이 

2) 강명구(2013)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현황｣, 세계농업, 2013.7,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1-16쪽.

3) 이애리아·이창호(201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통일연구원; 이
형(2012)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통일연구원; 이 형(2007)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2호, 51-75쪽; 이 형(2006) ｢중국의 러시아 극동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의식구조 
분석｣,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0집 06-2호, 29-62쪽.



극동연방지구는 푸틴이 2000년 5월 러시아의 89개 연방주체를 7개 연방지

구로 묶어 관리하려는 조치와 함께 탄생되었다.4)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극동연방지구는 세계 육지 면적의 20분의 1을 차지한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두만강을 사이로 북한과 19㎞에 걸쳐 국경을 접하고 있

다. 극동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근처의 포시에트(Posyet)만
에서부터 미국의 알래스카 해양 국경선 사이까지의 광활한 지역에 걸쳐 있다. 

<그림 1> 극동연방지구 구성 주체의 위치 및 면적 비교

주체 명
면적

(천㎢)

한반도
면적

(천km²)

전체 6169.3

한반도: 
223

한국: 99.7 
북한: 120

사하공화국 3083.5

캄차트카주 464.3

연해주 164.7

하바롭스크주 787.6

아무르주 361.9

마가단주 462.5

사할린주 87.1

유태인자치주 36.3

츄코트카자치구 721.5

보기: 상기 지도에서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캄차트카주 등에 대한 행정구역 명칭은 
‘주’가 아니라 ‘크라이(Krai)’이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연해 크라이, 하바롭스크 크라
이, 캄차트카 크라이 등으로 명명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들 행정 지역을 ‘주’로 명명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주’로 통일시켜 사용하기로 한다.

4) 2000년에 집권한 푸틴이 당시의 89개 연방주체를 7개 연방지구로 묶어 관리하려
는 조치를 취했고, 2010년 1월 19일 메드베제프 당시 대통령이 남부연방지구의 
일부 주체를 묶어 독자적인 북카프카스연방지구를 결성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 없이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가 러시아에 합병을 선언했고, 
2014년 3월 18일 푸틴대통령과 악쇼노프(S. Aksyonov) 크림공화국 총리, 콘스탄
티노프(V. Konstantinov) 크림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찰리(A. Chaly) 세바스토폴 
시장이 러시아와의 합병조약에 서명했다. 동년 3월 21일 푸틴의 크림공화국 합병
조약에 대한 서명과 함께 9번째 연방지구인 크림연방지구가 결성되었다.



　 1992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러시아연방 148,514.7 146,890.1 143,801.0 142,833.5 142,865.4 143,056.4 143,347.1 143,666.9

국동연방지구 8,011.7 6,913.3 6,537.6 6,319.8 6,284.9 6,265.8 6,251.5 6,226.6

사하공화국 1,100.3 962.5 953.2 958.3 958.3 955.9 955.6 954.8

캄차트카주 475.99 372.3 343.9 323.2 321.7 320.2 320.5 319.9

코랴크자치구 37.4 26.6 23.9 20.4

연해주 2,314.5 2,141.0 2,028.4 1,965.2 1,953.5 1,950.5 1,947.3 1,938.5

하바롭스크주 1,624.4 1,473.9 1,396.8 1,349.2 1,342.9 1,342.5 1,342.1 1,339.9

아무르주 1,048.6 935.6 874.0 834.9 828.7 821.6 816.9 811.3

마가단주 365.3 201.97 173.94 159.0 156.5 154.5 152.4 150.3

사할린주 714.3 569.2 529.8 501.3 496.7 495.4 493.3 491.0

유태인자치주 220.2 195.1 185.7 177.5 176.3 174.4 172.7 170.4

츄코트카자치구 147.9 61.6 51.8 51.2 50.3 50.99 50.78 50.55

극동연방지구는 2000년 연방지구 구획 당시 10개의 행정주체로 구성되어 있

었지만, 원 민족 구성비율 감소, 인구 감소, 제정자립도 약화 등 여러 요인으

로 인해 행정주체를 통합해 왔다. 기존의 캄차트카주와 코랴크자치구가 통합되

어 2007년 7월 1일부터 캄차트카 크라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현재 

극동연방지구의 행정주체는 9개이며, 1개의 공화국과 3개의 크라이, 4개의 주, 
그리고 1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극동지역은 광활한 면적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개발에 필요

한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극동지방의 인구는 2000년 1월 당시 

691만 명에서 2014년의 같은 시기에 622만 명으로 감소되었다. 극동지방의 인

구는 지난 13년 동안(1992년에서 2014년) 약 180만 명이 감소되었다. 2014년 

1월 현재의 인구는 622만 6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외부로의 인구유출에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된다

면, 극동지방의 인구가 앞으로 20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다.

<표 1> 극동연방지구의 주체별 인구 변화(1월 1일, 천명)

* 출처: http://www.fedstat.ru/indicator/(검색일: 2015.11.02).



극동연방지구의 아무르주 역시 다른 행정주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인

구가 감소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소련으로부터 러시아연방이 독립된 

1992년 1월 당시 아무르주 인구가 1백만이 조금 넘는 수치를 보 지만, 2014
년 1월의 인구는 81만 1천 명이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2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12년 동안 23만 7천3백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되

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부채질하는 하나

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르주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외부로부터 수입해야 했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면한 북한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유입 대상이었다. 

2) 극동연방지구의 해외노동자 유입

극동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노동의식

이 지역개발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현지 주

민들의 다수가 육체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

로 하는 건축업·농업·임업·수산업 등의 역에서 근로 활동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극동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2006년에 11만 4천 8백 명 수준에서 2008년에 17만 4천 4백여 명

으로 최고점에 달했다. 2009년에는 7천 5백 명 정도가 감소된 16만 6천 9백 

명 선이었다. 이들 중에서 연해주로 유입되는 노동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

다. 2009년 당시 연해주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수가 4만 3천 7백 명을 넘

었다. 연해주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된 지역은 하바롭스크주와 아무

르주, 그리고 사할린주 등이다. 상기 동일 지역의 개발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

요로 한 결과 다. 2000년 이후부터 러시아 극동연방지구의 개별 행정주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다음과 같다.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극동연방지구 전체 26,517 78,774 114,786 147,435 174,436 166,938

사하(야쿠티야)공화국 958 10,624 14,861 19,427 21,966 15,427

캄차트카주 948 555 549 2,213 3620 4279

연해주 11,712 23,268 37,900 31,940 32,575 43,743

하바롭스크주 5,535 9,918 13,643 25,062 32,453 34,147

아무르주 3,759 13,042 18,454 26,671 31,319 27,950

마가단주 525 1,643 1,786 2,351 3,065 3,736

사할린주 2,046 10,434 16,816 29,614 36,941 27,179

유태인자치주 609 4,356 6,326 5,031 7,404 6,503

추코트카자치구 425 4,934 4,451 5,126 5,093 3,974

<표 2> 극동연방지구 개별 주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수

* 출처: Е. В. Красова(2012) Иностранная рабочая сила в миров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е: современные аспек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монография,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ВГУЭС, С. 81-82.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지난 냉전

기에 소련을 구성했던 CIS 회원국을 비롯하여 구사회주의 또는 현재까지 

동일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베

트남 등지에서의 유입이 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 다. 이들 노동자들을 중

심으로 업종 및 분야별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노동자들이 현지의 노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유입된 북한노동자들은 연해주를 비롯하여 하바롭스

크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산림, 건설, 농업관련 노동자

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지역 및 노동 역은 

다음과 같다. 산림산업(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 야채재배(연해주, 아무르주, 
칼루가주, 모스크바주), 주택건설(연해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듀멘주, 노보시

비르스크주, 사할린주, 케메로보주, 보로네쥬주), 산업 및 공단건설(하바롭스

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첼랴빈스크주, 부랴트 공화국), 공동어업 및 수산

가공(연해주, 사할린주, 마가단주, 캄차트카주의 해안) 등이다.5) 현지의 행정

5)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могут привлечь к проекта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Ф,” 



주체(또는 기업체)와 북한의 필요성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

해서 북한노동자들이 고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곳으로 관리 통

제되는 다수의 북한노동자들이 파견되고 있다. 러시아에 파견된 전체 북한노동

자(2만1천447명, 2013년 9월 기준)의 4분의 1이 넘는 5천600명 정도가 연해주

에서 활동해 왔다. 그러나 2014년 들어 연해주에서의 건설 등 개발 환경이 위

축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아무르주 역시 2014년 

북한노동자 도입 쿼터를 2013년보다 4분의 1이상 줄이기로 결정했다. 아무르

주는 2013년 11월 주도인 블라고베센스크(Blagoveshchensk) 시에서 개최된 러·
북간 노동그룹 회의에서 북한노동자 쿼터를 2014년에 2,205개로 26%(785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북한 등 외국인 

노동자 수가 선택적으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의 북한노동자 역

시 현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노동자 파견 규모가 선택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3. 아무르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자 유입 환경

1) 정치외교 협력과 북한노동자 유입 환경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현실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

의 하나는 극동지역과 인접된 북한의 체제안정 및 돌출행위로 인한 지역질서 

불안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과 소원했던 관계를 정상화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00~2002년 동안 3차례의 정상회

담을 개최하면서 양국관계를 개선시켰다. 3차례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들 중에서 하나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문제 고, 북한노동력 유

입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2000년 7월 19~20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북한·러시아 공동선언>(평양선언)을 

발표했다.6) 정상회담 이후인 2000년 11월 28일~12월 6일 리인규 북한 외무성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2014.10.28, http://www.mk.ru/politics/2014/10/28/(검색일: 
2015.11.10).



부상이 극동지역을 순회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정부와 경제교류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는 등 극동지역에서 북한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 편으로 2001년 7월 26일

부터 러시아를 방문했고, 동년 8월 4일 양국 정상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와 함께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모스크바 선언)7)이 발표되었다. 
2002년 3월 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모스크바 소재 공장에서 북한노동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2002년 4월 

(4-12일)에는 조창덕 내각 부총리가 경제대표단을 인솔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창덕 내각 부총리는 블

라디보스톡(연해주), 하바롭스크(하바롭스크주), 블라고베센스크(아무르주)를 

비롯한 극동의 주요 도시를 방문했다. 북한경제대표단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상대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연해주에서는 구소련의 기술과 자

본으로 건설된 공장설비 현대화 및 전력공급 문제를 비롯하여, 공동벌목 및 

북한의 벌목인력 공급 확대·수산물 가공·농업협력 등을 제안했다. 하바롭스크

주와는 목재생산량 확대를 비롯해 건설 및 원유가공, 그리고 관광협력을 강

조했고, 아무르주와는 벌목량 확대와 북한노동력을 활용한 농업협력 문제 등

을 비롯해 건설·무역·관광 등에 관련된 경협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8)

2002년 8월에는 푸틴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 시를 방문해 김정일을 만났

다.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이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난 2
차례의 정상회담과 유사한 방식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양자협력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전력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 개·보수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뿐만 

아니라, 임업·어업·광업·농업·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

다.9)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업·어업·건설·석유

6) 공동선언문의 원문 및 번역문은 다음을 참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2000), 
№ 8, С. 38-40; 이 형(2002) 조선/북한/한국과 소련/러시아간 주요 외교자료
집. 1884-2001년 12월 자료, 엠애드, 411-413쪽.

7) 공동선언문의 원문 및 번역문은 다음을 참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2001), 
№ 9, С. 8-9; 이 형(2002), 418-420.

8) 이 형(2007), 56-67.
9) 정상회담 직전에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는 크렘린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채굴·광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2002년 8월에는 북

한·아무르주간 농업 및 임업분야 협력의정서가 조인되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송출하면서 임업·농업·어업·건
설업 등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1년 8월 24일에는 시베리아 동부의 바이칼 호수 인근에 있는 부랴티아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Ulan-Ude) 시 외곽에서 메드베제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금번의 정상회담은 2002년 블라디보스톡 정

상회담 이후 9년 만이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6자회담 재개, 경

제협력 확대, 남·북·러 3자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는 사실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하바롭스크에서 북서쪽으로 약 680㎞ 떨어진 

극동지역의 최대 수력발전소인 아무르주의 부레야(Bureya) 발전소를 방문하면

서 전력 확보에 많은 관심을 보 다.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대북 원유지원과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확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북한노동자 파견 확

대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란우데 시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북한의 안정적 후

계질서 구축 문제가 맞물려 추진되었다. 2012년 9월로 예정된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

디보스톡 시 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러시아, 경제와 외교문제가 해결되

지 않고서는 체제유지 및 후계질서 구축작업이 불안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 난관에 봉착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가 정상

회담을 가능하도록 했다. 울란우데 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과 이

에 파생된 협력변수들은 대부분 러시아 극동지역에 관계되고 있다. 북핵 6자

회담 재개, APEC 정상회의와 극동지역 개발,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톡 시 발전», 북한에 대한 경협확대, 북한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

역 파견 확대,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이 그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2011.12~)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04~)된 이후부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서 특별히 변화된 모습은 보이

지 않는다. 2014년 3월 24일 러시아와 북한의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의 러시아 측 위원장인 극동개발부 갈루쉬카(A. Galushka) 장관 일행이 방북했

다. 24일 평양에 도착한 갈루쉬카 장관은 26일 박봉주 내각 총리를 만난 데 

회담에서 양국은 벌목, 석유채굴, 광업, 수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Правда, 2002.08.22.



이어 리룡남 무역상과 양국 간 무역, 경제,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회담록에 서

명했다. 양자간 협력관계 구축 움직임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북한의 노

동력 진출이라는 협력 요인이 여전히 유효했다. 이러한 변수가 양자관계를 이

끌어가는 핵심 사항들 중에서 하나 다. 그리고 2014년 11월 17~24일 김정은

의 특사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양자관계를 위한 북한

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2)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북한노동자 유입 환경

2000년 10월 양국 간 ‘경제무역 과학기술 협력 위원회’에서 극동지역에서

의 북한노동력 사용에 대해 합의했다. 농업·임업·건설업·광업 등 4개 부문에 

북한노동자 유입이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00년 10월에 북한 임업사절

단이 러시아를 방문해 하바롭스크주 및 아무르주에서의 목재생산을 2003년부

터 2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2001년 4월의 4차 임업분과회의에서 하바롭스

크주와 아무르주로 북한 벌목노동자의 송출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그리고 2002
년 8월에 북한·아무르주간 농업 및 임업분야 협력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북한 벌목노동자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북한과 아무르주 사이에 

임업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아무르주 행정부와 북한 임업상간에 임업분야 소

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협력관계 환경을 구축해 왔다.
2005년 6월 8일자 아무르주의 대표 일간지 아무르스카야 프라브다(Амурская  

правда)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임업성의 리진선 부상이 6월 7일 아무르주의 

블라고베센스크(Blagoveshchensk) 시에서 마르첸코(Viktor Marchenko) 아무르주 

부지사를 만나 «아무르주 토에서의 목재 조달 및 가공, 그리고 산림 복구에

서의 협력에 대한 프로토콜»에 서명했다. 북한대표부는 아무르주의 대표적인 

3개 산림 기업체10)와 협력관계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마르첸코에게 

북한노동력 추가 도입과 작업 중에 있는 노동자의 비자연장 문제 해결을 요청

했다. 마르첸코는 아무르주 정부가 법률을 준수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음을 밝혔다.11) 그리고 리진선 부상은 아무르주에서 벌목공으로 

10) 산림관련 3개 기업체는 다음과 같다. «투란 산림(Туранлес)», «제이스크 콤비
나트(Зейский лесоперевалочный комбинат)», «틴다 산림(Тындалес)» 등이다.

11) “В амурские леса пустят законопослушных корейцев,” Амурская правда, 
2005.06.08, http://www.ampravda.ru/2005/06/08/017102.html(검색일: 2015.12.29).



활동하는 북한노동자 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2007년 3월 그동안 중단되었던 북·러 간 ‘경제통상협력위원회’ 회의가 모스

크바에서 개최되어12) 북한노동력 확대 진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었

고,13) 동년 8월 3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북한간 양국 주민의 상대방 

토에서 일시적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14)을 체결했다. 전체 18개 조항으로 구

성된 본 협정문은 러시아와 북한주민이 상대방 토에서 노동활동을 위해 임

시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상호간 이들 노동자의 노동활동을 보장해 주는 내

용 등을 담고 있다. 동 협정이 2009년 11월 18일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승인되

었고, 동년 11월 25일 연방소비에트에서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메드베제프 대

통령이 2009년 12월 1일 «러시아와 북한 간 양국 주민의 상대방 토에서 일

시적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의 비준에 관하여»라는 연방 법률에 서명했다.15) 
2011년 8월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한노동자의 러시아 파견규모 

확대 내용을 담은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16) 동년 9월 북한대표단이 아무르주

를 방문해 2012년에 롬넨스크(Romnensk) 지역에 우량종의 염소 농장과 황소 

농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바이칼-아무르 간선(БАМ) 철도 주

변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작업에 약 700명의 북한노동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만수 북한 전력공업 부상은 니즈니네부레야(NizhniBureya) 수

력발전소 건설에 북한노동력을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고, 러시아 측이 이를 

수용했다.17) 아무르주 주지사를 지냈고 현재 사할린주 주지사로 있는 코제먀

12) 북·러 간 <경제통상협력위원회> 회의는 2000년 10월 평양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
된 이후 지난 6년 동안 중단되었다. 2007년 3월의 회의 이후, 2009년 5월에 동 위
원회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 뒤 2010년 8월에 <경제통상협력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
인 바사르긴(V. F. Basargin) 지역개발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협
력 재개 및 경제통상협력위원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3) RIA Novosti, 2006.12.11.
14)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временной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 
ности граждан од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15) http://www.kremlin.ru/acts/6197(검색일: 2012.08.28).
16) Smith Shane(2011) “North Korean labor camps in Siberia,” http://edition.cnn.com/ 

2011/12/15/world/asia/north-korean-labor-camps-in-siberia/index.html(검색일: 
2016.02.28).



코(O. Kozhemyako)18)는 북한노동자들이 니즈니부레야 수력발전소 건설과정

에 초청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아무르주가 수천 명의 건축노동

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19) 북한으로부터의 건설노동자 유입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2013년 6월 7일 코제먀코 당시 아무르주 주지사와 림청일 신임 나홋카 주재 

북한 총 사가 아무르주 정부청사에서 무역·임업·농업·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20) 코제먀코 주지사는 협정 체결 

식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러시아에 파견되

는 일부 북한노동자의 자질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21) 
2013년 11월 12~13일 아무르주의 블라고베센스크에서 러·북간 노동그룹 4차 

회의를 개최했다.22) 러시아 측에서 쿠즈네초프(A. Kuznetsov) 연방이민국 부

국장을 단장으로 한 이민국 대표단과 아무르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북한 측에서는 오룡철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농업성 간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쿼터를 감소하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 대표단은 북한노동자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러시아가 관료주의 행정시스템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

고 북한에 배당된 노동쿼터 유지 및 새로운 공간으로의 진출을 희망했다.
2014년 10월 4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아무르주를 방문해 코제먀코 주지

17) А. Ярошенко(2011) “В Приамурье побывала делегация КНДР,” http://rg.ru/2011/ 
09/27/reg-dvostok/kndr.html(검색일: 2016.01.02).

18) 코제먀코는 푸틴대통령에 의해 2015년 3월 25일부로 사할린주 임시 주지사로 임
명되었고, 동년 9월 13일의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사할린 주지사로 활
동하고 있다.

19) И. Юрченко(2011)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могут быть задействован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е ГЭС в Приамурье,”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2011.10.18, 
http://www.kp.ru/online/news/999627(검색일: 2016.01.02). 

20) 림청일 총 사는 2012년 8월 외교단사업총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아무르 주를 
방문해 북한노동자의 추가 파견 및 문화원 개설 문제 등에 협의하기도 했다.

21) 연합뉴스, 2013.06.13.
22) 2012년 10월 5일의 조선중앙TV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이민국의 아나톨리 쿠즈

네초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행이 북한을 방문해 10월 4일 평양에서 상호 해외
파견 노동자의 노동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그룹(рабочая группа) 제3차 회의를 개
최했다. 



사와 협력문제를 논의했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리수용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

서 북한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분야로 임업을 지적하면서 단순 벌목에서 벌목

된 목재의 가공과 수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농업과 건

설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아무르주에 

벌목노동자를 파견해 협력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1천ha 규모의 농지를 임대

해 콩, 감자 등을 재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23) 그리고 2014년 10월 28
일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북한방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서 북한과 함께 극동개발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해 북한노동력 유치 필요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갈루쉬카 장관은 극동지역에 14개 

선도개발구역이 형성될 계획임을 언급하면서, 이에 필요한 노동력이 북한으

로부터 유입될 수 있음을 밝혔다.24)

2015년 현재 북한 농업노동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아무르주는 중

국인 노동자를 대신해서 북한과 함께 공동기업체를 설립 및 운 하고 있다.25) 
아무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이 다양한 역에서 북한 노동력을 선호하

고 있음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2015년 4월 갈루쉬카 장관이 지적한 아래의 

내용은 극동지역 개발 과정에 해외노동자가 필요하고, 보다 우수한 노동 능력

을 가진 북한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선호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러시아 고용주들은 북한으로부터의 노동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 그
들의 재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고용주들은 그러한[북한-저자] 
노동력을 유치하는 데 관심이 많고 또한 만족하고 있다.26) 

결국,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사업과 함께 북한의 관리통제 노동이주 정책

이 구체화되고 있다.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그리고 아무르주 등지에서의 개

발 사업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동일 지역으로 향하는 북한노동자들이 계속

적으로 생겨날 것이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이 꾸준히 

23) 연합뉴스, 2014.10.05. 
24)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могут привлечь к проекта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Ф.”
25)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место китайцев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цы,” 

Новости, 2011.10.25, http://5-tv.ru/news/46851/(검색일: 2016.02.14).
26) “Галушка: российские работодате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рабочей силе из КНДР,”  

РИА Новости, 2015.04.30, http://ria.ru/economy/20150430/1061960051.html(검색일: 
2016.01.02).



마련될 것이다. 물론, 북한노동자의 진출 역이 러시아(극동 및 시베리아 지

역)에 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과 몽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토로 확산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정부와 노동력 해외송출 기관은 이에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고 있다.

4. 아무르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환경과 통제된 노동이주

1) 노동환경 변화와 통제된 노동이주의 지속

북한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은 지난 소비에트 시기의 벌목집약형 

노동이주(1967~1991)27)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소련 해체와 함께 벌

27) 북한벌목공의 시베리아 진출은 1967을 전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66년 5월, 브
레즈네프와 김일성의 블라디보스톡 비공식 회동에서 극동지역에 필요한 북한노동
자 수입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1967년부터 아무르주와 경계를 이루는 하바롭스
크주 베르흐네부레인스크(Verkhneburainsk) 지역에서 벌목과 벌목된 목재 반출을 
위해 매년 1만 5천 명 정도의 북한벌목공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국이 
1975년, 1977년, 1985년에 극동지역에서의 목재조달처 확장에 관련된 일련의 협
정을 체결하면서 북한벌목공들이 보다 넓은 벌목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당
시 베르흐네부레인스크 지역의 북한노동자들은 외부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벌목활동을 했다. 북한은 소련 극동지역에서 활동하는 자국 국민의 노동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1984년 5월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했을 때, 극동지역으
로 파견되는 북한노동자 수를 2~3만 명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합의했다. 김일성의 
러시아 방문 이후, 다수의 북한노동자들이 아무르주와 하바롭스크주의 경계지역에 
있는 벌목장에서 벌목공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벌목노동자의 월급은 모두
가 100루블로 동일했다. 100루블을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20$에 해당된다. 북한
노동자의 아무르주 진출은 벌목집약형 노동이주(1967~1991) 시기 때 대규모로 이
루어졌다. 소련해체 직전인 1980년대 말 동일 지역 벌목장에서 매년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의 북한노동자들이 활동했고, 1980년대부터 1990년 초반기에 벌목공
들이 현지를 탈출 및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의 공식수교 이후 북한은 러시아 극동 현지로 파견된 자국의 노동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보다 엄격히 통제되는 노동이주가 시작되었다. 냉전기부
터 러시아의 체제전환 초기 단계(1967~1995년)에 러시아로 유입된 북한노동자의 
절대다수가 시베리아(특히, 하바롭스크주와 아무르주)에 있는 벌목장 및 목재가공 
관련 회사에서 활동했다. 



목집약형 노동이주 단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

수의 노동자들이 벌목 등 임업관련 산업체에서 활동했다. 자본화된 러시아의 

다양한 지역 및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북한노동자들은 

러시아 국민들과 접촉이 가능해진 상태 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통제는 더욱 

더 엄격히 이루어졌다.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이 결합된 통제

된 노동이주(1992~2000) 과정을 지나고,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 사회가 

질서를 잡아갔다. 그리고 극동지역 개발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북

한은 체제결속과 외화벌이를 위해 자신의 노동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다양한 개발 현장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관련 기관이 현지 러시아 지방정부 및 기업체와 함께 노동이주 관

련 협정을 체결하면서 노동자 파견 지역 및 규모를 확대시켜 왔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활동한 북한노동자들은 하바롭스크주

(2001년 당시, 2천 명 이상)와 아무르주(1,670명)에서의 벌목 및 목재공급 관

련 노동뿐만 아니라, 연해주(2~3천 명)와 사할린주(180~300명) 등지에서 수산·
건설·농업관련 노동자로 활동했다.28)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 주민의 러시아 취

업 알선을 담당하는 북한대표부와 협의하면서 북한노동자 고용 및 임금 수준

을 결정했다. 북한노동자들이 파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여 북한정부로부터 

노동보수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29) 북한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노동자들에게 일급을 지불하면서 식료품을 자급자족하도록 했

다. 물론, 북한에서의 노동자 선발과 현지에서의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졌다.
다수의 북한노동자들이 파견된 대표적인 지역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그리고 아무르주 다. 2002년 8월 북한과 아무르주가 농업 및 임업분야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2003년을 전후한 시기, 북한으로부터 러시아 극

동지역으로 노동이주가 이루어진 전체 2만 1천 명 중에서 19.1%가 연해주에

서, 21.2%는 하바롭스크주30)에서, 그리고 24.9%는 아무르주에서 활동했다. 

28) Л. В. Забровская(2008) “КНДР-Россия-РК: обмен трудовыми ресурсами,” 
Демоскоп Weekly, № 333-334(2008.05.19~06.01), http://demoscope.ru/weekly/2008/ 
0333/analit04.php(검색일: 2016.01.02). 

29)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же рабочие получали заработанное только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30) 하바롭스크 시의 북서부 652㎞ 지점에 있는 베르흐네부레인스크 지역의 체그도
민(Chegdomin)에 벌목장이 있으며, 동일 지역에 상당수의 북한 벌목노동자들이 



특히, 2002~2005년 기간 동안 상당수의 북한노동자들이 아무르주에 있는 공

개주식회사 «틴다산림»에 고용되어 활동했다.31) 북한노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바롭스크주와 아무르주의 벌목 현장에서 활동해 왔고, 북한은 그

들의 노동 대가로 벌목된 산림의 일정량을 수령해 갔다.32) 벌목노동자 수는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 지만, 지난 2000～2008년 초 기간의 평균 노동자 

수는 년 1,000명이 넘었다. 
북한과 아무르주는 임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왔다. 2005년 4월에 북

한 임업성 대표단이 아무르주를 방문해 양국간 임업분야 협력 협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 임업성의 리진선 부상이 2005년 6월 7일 아무

르주의 블라고베센스크 시에서 마르첸코 아무르주 부지사를 만났다. 일련의 

회동을 거치면서, 북한은 아무르주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는 북한노동자 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아무르주에 1천400명에 달

하는 북한 벌목공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33) 최대 3천 명 수준까지 발목노

동자를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9년 4월 10일 

코제먀코 주지사가 지역개발부 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목재공급 및 

조달을 담당하는 아무르주의 3개 회사34)에 1,340명의 북한노동자들이 활동하

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호위대 요원이 포함되어 있었

다. 매년 이들 기업이 51만 7천 입방미터의 목재를 생산해 왔고, 북한으로의 

반출 몫은 4만5천 입방비터에 이른다.35) 이들 회사에서 벌목된 목재의 약 

9% 정도가 북한 벌목노동자의 노동대가로 북한에 보내진 것이다.

진출해 왔다. 이 형(2013)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한국의 통일 환경 구
축 전략｣,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와 시민정치학회 공동 주최 학술세미나
(2013.01.24) 발표문 참조. 

31) А. С. Ващук(2012)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з КНДР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ХХ ― начале ХХI века,”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1, С. 81.

32) И. Дробышева(2004) “Корейский ориентир,”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питал, № 1(41), 
январь, С. 17.

33) 연합뉴스, 2005.11.04.
34) 공개주식회사 «틴다 산림», 공개주식회사 «제이스크 목재선별 및 수송 콤비나트», 

비공개주식회사 «투란 산림» 등이다.
35) “Олег Кожемяко за то, чтобы упростить процедуру вывоза леса в КНДР,” 

Vistok-Media, 2009.04.10, http://www.vostokmedia.com/n42145.html(검색일: 2016.01.02).



바사예프(S. Basayev)는 현지의 북한노동자 집단을 ‘시베리아에 있는 북

한의 강제노동수용소’로 설명하면서 그들이 마치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

제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36) 그리고 시베리아 북부와 극동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북한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해 왔다. 현지에서 탈출한 노동자의 주

장에 따르면 1994~1999년 동안 아무르주의 틴다(Tynda) 시에 있는 산림회사 

«틴다 산림»으로부터 수백 명의 북한노동자들이 탈출했고, 아무르주의 블라

고베센스크 시에 있는 인권보호센터의 자료에 기초해도 탈출노동자가 500명 

이상이었다.37) 그리고 2009년 9월 아무르주에서 근무하던 북한노동자 12명이 

한국에 집단 망명했을 뿐만 아니라 4명이 추가로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당혹스럽게 했다.
아무르주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노동자들 절대다

수가 유사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2012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톡

에서 APEC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다양한 노동현장이 생겨났고, 다수의 

북한노동자들이 활동했다. 블라디보스톡 국립대학교의 라트킨(Aleksandr Latkin) 
교수는 캐나다의 일간지 글로브앤메일(The Globe and Mail)과의 인터뷰에

서 근면한 북한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 보수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양

한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북한노동자들이 ‘노예 신

분’ 형태로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했다.38) 그러나 필자가 2006년 4월에 15일 

동안 현지를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면, 라트킨 교수의 지적을 북한노동자 전체

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 다. 일부 노동자들이 상납금을 채우

기 위해서, 그리고 상납금 이외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금 확보를 위해 2~3중으

로 노동하는 일부의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39)

결국, 아무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은 북

한정부의 외화벌이 역할을 담당한다. 파견 규모 등은 파견 시기와 노동 역 

36) С. Басае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УЛАГ в Сибири,”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http://sarvarupa.livejournal.com/40234.html(검색일: 2012.08.28).

37) 이 형(2013), 90.
38) “СМИ рассказали о «рабском труде» в России рабочих из КНДР,” Важно.ru,  

2015.07.27, http://www.vazhno.ru/russia/7774-smi-rasskazali-o-rabskom-trude-v-rossii- 
rabochih-iz-kndr.html(검색일: 2015.12.28).

39) 실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이 형(2007) 참조.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기관은 극동지역의 

관련 기관 및 회사와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하려 한다. 북

한의 관련 기관은 노동환경에 대한 배려보다, 노동 임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양국 기관의 협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 문건 자체가 공개되지 않

기 때문에 개별 노동이주자에게 주어지는 임금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의 근로 수당은 개별노동자 각자가 수령하는 구조

가 아니라 자신을 파견해 준 북한의 인력송출 기관이 노동자 채용기관으로부

터 일괄 수령 받고 있다. 그리고 현지의 북한노동자들은 파견 당시의 계약노

동 이외, 현지에서 부수입을 위해 별도로 노동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의 별도 노동보수는 일부를 상납금으로 지불하고 소량의 나머지 금액은 

개인소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파견 기관은 할당량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 개개인은 자신에게 인정된 금액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2~3중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2) 노동쿼터 조정 협상과 관리통제 노동이주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 현장이 만들어졌

고, 북한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자신의 인력송출기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 및 분야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관리통제 노동이주(2012~현재)가 본격화되

었다. 관리통제란 파견 노동자의 일상생활 및 활동이 북한의 관리 기관에 의

해 이루어지는 제도화된 통제를 의미하며, 노동자 파견 및 관리, 그리고 상납

금 등에 대한 성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노동

이주 정책을 의미한다. 노동이주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효율적

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리통제 노동이주는 북한

의 노동자 파견 기관이 러시아 극동 현지의 고용시장을 조사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 파견과 보다 높은 상납금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파견 노동자

의 이탈을 차단하는 목적 역시 갖고 있다.
아무르주는 북한의 벌목, 건축, 농업관련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된 지역이며, 

북한의 외화벌이 대상지역들 중에서 중요한 한 곳이다. 아무르주는 북한정부에 

벌목뿐만 아니라 산림 재조림 사업에서의 협력을 제안해 왔다. 그리고 목재가

공관련 북·러 합작회사 설립 및 북한노동자 직업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긍

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아무르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림회사인 공개주식회사 



분야 2012 2013

목재공급(준비) 및 목재가공 1,015 1,028

건설 628 758

농촌 활동 29 81

합계 1,672 1,867

«틴다 산림», 공개주식회사 «제이스크 콤비나트», 유한회사 «투타울 산림», 비

공개주식회사 «투란 산림», 유한회사 «켄니», 유한회사 «동부산림투자» 등이 

현지에서 벌목 및 목재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일 기업체가 북한으로

부터 관련 노동자를 공급받아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 2월 13일 북한사절단이 아무르주를 방문해 농업 및 목재가공 분야에

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한은 농업관련 협력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2012년 6월 25일 등록된 아무르주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아무르주 틴다 지역의 한 건설 현장(«타요즈니(Таежный)»)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100명의 건설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기

에 80명 정도가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40) 그리고 북한은 아무르주 

국 회사 아그로(Agro)와 함께 아무르주의 자비틴스크(Zavitinsk) 지역에서 토

지 1천 ha를 임차해 2013년 봄부터 콩·감자·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합작

농장 방식의 농업분야 협력을 2014년에도 계속하기로 했다. 2014년 10월 당시

에도 북한은 아무르주에서 1만~1만5천 헥타르의 농지를 임대하는 문제에 특별

한 관심을 가져 왔다.

<표 3> 2012~2013년 아무르주에서 활동한 북한노동자

* 출처: А. Кротова(2013) “Корейцы хотят работ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квота на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з КНДР сократится почти на 25 
процентов,” Амурская правда, 2013.11.15.

러시아는 지난 3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유입쿼터 감소 문제를 꾸준히 제

기해 왔다. 2013년 11월 아무르주에서 개최된 러·북간 노동그룹 4차 회의에

40) “В 2012 году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в Тынде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ступит больше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2012. 
06.23, http://www.amurobl.ru/wps/wcm/connect/Web+Content/AMUR/Main_site_area/ 
main_news_site_area/news_aserty?presentationTemplate=print_news_pt(검색일: 
2016.02.14).



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쿼터 감소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아무르주의 <대외

경제관계, 관광 및 기업부>에 따르면, 2013년 외국인 유입 쿼터가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되었다. 아무르주가 북한으로부터의 노동이주 문제에 심각한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2014년 북한의 노동이주 쿼터를 25% 정도 감소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41) 2013년에 아무르주의 농업과 건축분야에 배당된 쿼

터는 완전히 소모되었지만, 산림분야에서 약43%의 결원이 발생한 결과 다. 
아무르주 입장에서는 북한이 2013년 북한노동자용으로 할당된 쿼터(주로 벌목

공)를 70%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의 쿼터 량을 감소한다는 

것이었다.42) 이에 대해 북한대표단은 쿼터를 소진하지 못한 이유가 러시아 측

의 노동허가서 발급 지연 등 복잡한 입국 절차 등 관료주의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전 수준의 노동쿼터 유지와 입국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북·러간 노동그룹 4차 회의에서 북한은 2014년도 농업분야 노동자 쿼터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과 아무르주가 2013년 시작한 현지 합작농장 

방식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이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43) 러시아 측의 요구가 반 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추진해온 

노동자 해외 파견이 과거 벌목 분야에서 농업 및 건축분야로 옮아가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농업분야 진출 북한노동자는 2012년 29명에서 

2013년에 81명으로 증가되었다.44) 2014년에는 더 많은 농업관련 노동자 유

입 쿼터를 요구했다. 아무르주의 경제 상황 및 지역 개발정책으로부터 향

을 받으면서 북한노동자 유입 쿼터가 조정되고 있다. 북한과 아무르주가 합

의하고 있는 분야별 노동 쿼터는 목재관련 800~1,000명, 건설관련 1,000명, 
농업관련 100명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를 산술

41) 2012년에 북한에 주어진 전체 노동자 쿼터가 2,400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유입된 
노동자가 74%에 그쳤고, 2013년에는 2,990명이었지만 70%에 그쳤다. 따라서 아
무르주는 2014년의 그것을 전년대비 75% 수준에 해당되는 최대 2,205명으로 제
한했다(А. Кротова 2013).

42) 북한이 자신에게 배당된 쿼터를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가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지방이민국(УФМС)에 
따르면, 2013년에 북한사람들에 의해 113건의 계약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43) ｢러 아무르주, 북 노동자 쿼터 축소｣,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 
international_org/russialabor-12112013151240.html/(검색일: 2016.01.31) 참조.

44) “Число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з КНДР в Приамурье выросло на 11%,” 
REGNUM, http://regnum.ru/news/polit/(검색일: 2015.12.30). 



적으로 합한다면, 2014년을 전후한 시기에 아무르주로 진출하는 전체 북한노

동자 수가 2,000±ɑ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아무르주 북한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산림(벌목)·건축·농업 등 업종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 노동자의 노동 실태는 다른 국가 및 다른 지

역의 그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매우 열악하다. 2015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 세

계로 파견된 5만 명에 달하는 북한노동자들이 외화벌이에 시달리고 있다. 극

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Центр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의 선임연구원(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인 아스몰로프(K. 
Asmolov)는 해외 파견 북한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현지 고용주와 북한의 인력

송출 회사가 합의해서 결정하지만, 통상적으로 평균 월급이 120~1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주들은 노동자 임금보다 훨씬 더 많

은 금액을 노동자들을 파견해 준 북한의 관련기관에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1년에 12억~23억$에 달하는 금액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45) 아무르주가 북한의 외화벌이 주요 대상지이기 때문에 아무르주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이 북한의 외화 획득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북한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노동현장에 보건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작업 도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전혀 보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섭취하는 음식

의 질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파견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일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이 갖는 휴일은 1개월에 1~2일에 불과하다.46) 이러한 노동

현실은 노동계약에 기초해서 북한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과

정으로 인식된다. 아무르주를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

45) 이들 노동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쿠
웨이트, 폴란드,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연방(UAE), 카타르, 오만 등 다양한 지역
에서 활동하고 있다. UN은 북한 당국이 강제 ‘노예’ 노동자들로 인해 해외에서 벌
어들이는 금액을 1년에 12억~23억 $로 추산하고 있다. “КНДР принудительно отпра- 
вляет граждан на заработки,” Корреспондент.net, 2015.10.29, http://korrespondent. 
net/world/3582841-kndr-prynudytelno-otpravliaet-hrazhdan-na-zarabotky(검색일: 2016. 
02.20). 

46) К. Асмолов(2015) “К вопросу 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ах»,” NEO, 2015.11.15, 
http://ru.journal-neo.org/2015/11/15/k-voprosu-o-severokorejskih-rabah/(검색일: 2015.12.29). 



자들의 경제활동이 북한의 경제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

해 보이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자 인

권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있다. 아무르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조성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자 이탈문제가 여론화되면서 북한은 물론 러시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이탈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47)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감시 속에서 작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을 보인다. 

5. 끝맺는 말 

1992년부터 러시아가 체제전환을 시작했고, 이러한 시기에 북한의 노동이주 

정책은 벌목집약형 노동이주(1967~1991)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이 결합된 통제된 노동이주(1992~2000)로 변화되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정책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환경 요인으로 작용했고, 파견된 북한노동자

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해 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

다 통제된 노동이주 정책이 필요한 이유 다. 푸틴 집권 Ⅰ~Ⅱ기 동안 러시아 

사회가 안정화되었고,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는 시기인 2012년을 전

후하면서 관리통제 노동이주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양국은 북

한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해 왔다. 법적 및 제도적 장치는 러시아 중앙정부 또는 극동지역 지자체와 

북한정부 간에 이루어졌고, 노동자 파견 규모 등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는 

　 남성(전체: 29,573 명) 여성(전체: 4,339명)

연령 ~17 18~29 30~39 40~49 50~59 60~ ~17 18~29 30~39 40~49 50~59 60~

인원 156 1,872 7,901 13,717 5,491 436 223 2,055 544 421 726 370

47) 러시아연방이민국(http://www.fms.gov.ru/)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4일 현재 
러시아에 공식 등록된 북한주민이 33,912명이었고, 이들 중 절대다수가 노동이주로 
조사되었다. 3만 4천 명에 달하는 북한주민들 중에서 남성이 전체의 87%가 넘는 
29,573명이고, 여성은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4,339 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들의 
절대다수가 노동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에 있다. 남성의 경우에 30~40대가 절대다수
를 차지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18~29세 연령층이 여성 전체에서 거의 절반에 이른
다.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http://www.fms.gov.ru/fms/activity/stats/(검색일: 2015.12.30).



개별 기업체와 북한의 노동력 해외 송출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노동자의 진출 역이 벌목

에서 농업과 종합건설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었고, 대상 지역은 하바롭스크

주·아무르주·연해주·사할린주 등을 포함하는 극동지역의 다양한 지자체로 넓

혀졌다.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함께 연해주·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등 극동지역의 다양한 주체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북한의 인

력송출기관은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보다 많은 임금이 가능

한 지역 및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북한노동자들은 임업

(벌목), 건축, 수산, 봉재, 농업,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보완 및 확충 등 

다양한 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등에서의 개발사업이 보다 활발

하기 때문에 동일 지역으로의 북한노동자 파견이 계속되겠지만, 러시아와 북

한이 협력을 선호하는 대상 업종이 벌목·농축산·종합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모두 충족되는 아무르주로의 노동자 파견 역시 꾸준히 증가될 

것이다. 아무르주는 북한의 외화벌이 대상지역들 중에서 중요한 한 곳이다. 
북한의 인력송출기관과 러시아의 지자체 또는 관련 기업체가 협의를 거쳐 해

마다 파견 노동자 수를 조정해 오고 있지만, 북한의 관련 기관은 보다 많은 

노동자 파견을 요구함과 동시에 노동 환경에 대한 배려보다 노동 임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갖으면서 노동쿼터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노동자

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약 쌍방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조치

를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자브롭스카야(L. Zabrovskaya)와 아스몰로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북한노동

자의 노동환경과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북한노동자 집

단을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로 설명하면서 그들이 마치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환경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전체 북한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할 수는 없다. 이는 일부 상납금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들이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경찰의 감시와 검문을 피해가면서 2~3중으로 활동하는 일부 노동자들

에게 적용될 뿐이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북한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및 주

거환경 속에서 활동 및 생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노동환경은 제3세

계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와 온라인 뉴스 신문(online newspaper)인 카레스판덴트



(http://korrespondent.net/) 등이 북한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미국

이나 서방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극동지역 등에 파견된 일부 북한노동자의 열악한 생활상을 다소 과장해서 폭

로하는 듯하다.
국제사회의 다소 과장된 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 노동이주 정책을 계속하는 이유들 중에서 중요한 하나는 국제사회의 북한

에 대한 경제제재와 이에 따르는 외화부족 문제 해결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는 6·25 전쟁이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가 더욱 더 강

화되고 있다. 2006년 10월 9일의 제1차 핵실험, 제2차 핵실험(2009.5.25), 제3
차 핵실험(2013.2.12), 제4차 핵실험(2016.1.6)과 이를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진 

미사일 실험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북

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이 관리통제 노동이주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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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ows and Current Status of N. Korean Laborers in Far 
Eastern Region of Russia: Focusing on the Amur Oblast

Lee, Yeoung Hyeong*

Far East area of Russia has been developed but it extremely lacks of labor 
force. As a result, the job market on N. Korean work force is created.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inflows and current status of N. Korean laborers in 
Amur, next to Khabarovsk state of Russia. The job market in Amur in which 
N. Korean workers are flowed in, is now expanding from logging to 
construction and agriculture. In accordance with this, Amur state is preparing 
political, legal and systemic apparatus for their inflow. The currents status 
and reality survey of them in Amur can be categorized into ‘controlled labor 
migration’ and ‘management control labor migration’ but the common thing 
labor migration share is that they are a sort of ‘slave’ laborers of which 
North Korean government has dispatched its people for foreign currency. 
Under the extremely poor labor environment, some people are escaping from 
there. As economic sanctions from international society continue due to N.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missile test, these laborers also keep coming 
from for foreign money for N. Korea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 Research Profess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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