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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안
A Study on the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서종원·최성원

서 문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유지된 남북관계 개
선 및 남북경제협력 분위기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노
딜 이후 북미관계 경색과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인 COVID-19의
영향으로 답보상태 또는 교착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문
제, 무역분쟁과 COVID-19 책임 공방 등에서 촉발된 미중 간 대결 구
도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관계 개선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북관계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0년은 잃어버린 1년
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남북 간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경제통합 등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한반도와 동
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한반
도 관련 정책인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축’,
‘남북공동특구’ 등 국가전략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특히 최근 상황에 맞춰 북한과의 방역협력, 관광협력 등을 지속
적으로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2018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던 활발한 대외활
동과 대외 이미지 개선 전략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노딜 이후 폐쇄
적인 국가 운영, 기존 남북합의 파기 등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악화될지, 회복될지에 대해 전망하기 어려우나, 최

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북한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정 시
점에서는 북한이 남한 또는 중국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도
움의 손길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 듯 현재 북한의 가장 아
픈 손가락은 경제문제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와의 경
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경
제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교통물류체계 구축
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입증된 성공적인 방법으로
현재 북한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북한 내부 교통물류체계를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 경제관련 국가정책·경제 및 민간(시
장) 부문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개발을 위
한 권역별 교통물류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틀을 갖출 수 있다면 향후 본
격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경제통합을 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는 막대한 재원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물류체계 실태 및 문제점 조사」에 기꺼이 응해주
신 재외동포 전문가분들에게 연구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아울러 연구수행과정에서 보고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전문가 자문위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COVID-19가 종식되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북관
계가 진전되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
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 재 학

차 례

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장 북한 경제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 여건 및 필요성 ···········8
제1절 최근 북한경제 현황 및 특징 / 8
제2절 최근 북한 교통물류체계 현황 및 특징 / 31
제3절 북한 경제개발 여건 및 특징 / 42
제4절 동북아 주요국 교통물류 여건 및 주요구상 / 68
제5절 체제전환국 교통물류체계 구축 사례 검토 / 83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 91

제3장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대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 분석 ···95
제1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설정 / 95
제2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사회경제지표 및
인프라 현황 / 99
제3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간 연계 인프라 현황 / 12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31

제4장 북한 경제거점 간 주요 산업별 교통물류 실태분석 ············132
제1절 북한 전략산업 부문별 현황 / 132
제2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북한 물류체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16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179

제5장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추진과제 ··············································································180
제1절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고려사항 / 180
제2절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전략 / 183
제3절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추진 과제 / 198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219
제1절 결론 / 219
제2절 연구 활용방안 / 22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25

참고문헌 ··························································································227

Abstract ·························································································245

표차례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표 2-1> 남북한 경제규모(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 비교(2001~2019년) ···········9
<표 2-2>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2015~2019년) ················································10
<표 2-3> 북한 대외무역 규모 및 무역수지 현황(2010~2019년) ························12
<표 2-4> 북한 국가별 대외무역 비중(2010~2018년) ········································13
<표 2-5> 2019년 북한 10대 대중수출품의 교역량 추이(2016~2019년) ·············14
<표 2-6> 2016년 북한 10대 대중 수출품의 교역량 추이(2016~2019년) ···········15
<표 2-7> 2019년 북한 10대 대중수입품의 교역량 추이(2016~2019년) ·············16
<표 2-8> 2016년 북한 10대 대중수입품의 교역량 추이(2016~2019년) ·············17
<표 2-9> 북한 ‘10대전망목표’ 제시내용 ···························································19
<표 2-10> 남한 지방자치법 상 시 승격 요건 ···················································21
<표 2-11> 북한 주요 도시별 인구(2008년 기준) ··············································23
<표 2-12> 북한 시도별 산업종사자 분포(2008년) ·············································26
<표 2-13> 북한 경공업 기업체 지역별 분포(2015년) ········································27
<표 2-14> 북한 중공업 기업체 지역별 분포(2015년) ········································28
<표 2-15> 지역별 광공업 세부 부문별 종사인구 비중 ·······································29
<표 2-16> 지역별 광공업 부문별 종사인구 비중 ···············································30
<표 2-17> 남북한 주요 해운·물류여건 비교(2018년) ········································35
<표 2-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中 산업지구 개발계획 ···42
<표 2-19>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中 교통망 구축계획 ·····43
<표 2-20>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中 산업별 세부과제 ····························44
<표 2-21> 북한 주요경제지대 지정현황 ····························································47
<표 2-22> 북한 공업지구 분포 ········································································52

<표 2-23>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 내용 ································57
<표 2-24>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 및 변화 ····················58
<표 2-25> UN 대북제재 연혁 및 현황 ····························································65
<표 2-26> 주요 국토 및 교통물류 법정계획 中 한반도교통망 관련 내용 ············71
<표 2-27> 13차5개년 계획기간 교통건설 중점 프로젝트 ···································75
<표 2-28>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관련 100개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
대외통로부문 ··················································································78
<표 2-29> 동북지역 진흥계획 중 교통인프라 관련 계획 목표 ····························79
<표 2-30> 푸틴 3~4기 정부 극동개발정책 추진 동향 ·······································82
<표 2-31> 동서독 교통물류 여건 비교(1989년) ················································83
<표 2-32> 통일 전후 동서독 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84
<표 2-33> 독일 통일 전후 수단별 수송분담률 변화(1998~2010년) ···················85
<표 2-34> 베트남 연도별 여객수송분담률 추이(1995~2019년) ··························87
<표 2-35> 베트남 연도별 화물수송분담률 추이(1995~2019년) ··························89
<표 3-1>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 개요 ····················································97
<표 3-2> 평양·남포·사리원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00
<표 3-3> 개성·해주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03
<표 3-4> 원산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06
<표 3-5> 함흥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10
<표 3-6> 단천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12
<표 3-7> 청진·라선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14
<표 3-8> 혜산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18
<표 3-9> 강계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20
<표 3-10> 신의주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23
<표 3-11> 순천권 인구 및 면적 현황 ····························································126
<표 4-1> 북한 철강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133
<표 4-2> 북한 비철금속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137
<표 4-3> 북한 북한 전력부문 기업소별 공급처 현황 ·······································139
<표 4-4> 북한 유기화학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141
<표 4-5> 북한 시멘트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142
<표 4-6> 북한 방직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145

<표 4-7> 북한 철강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146
<표 4-8> 북한 비철금속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149
<표 4-9> 북한 전력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152
<표 4-10> 북한 유기화학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156
<표 4-11> 북한 시멘트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156
<표 4-12> 북한 방직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160
<표 4-13> 북한 주요 품목별 물류운송수단 이용 현황 ·····································163
<표 4-14> 평성 출발 지역 및 품목별 주요 운송수단 현황 ······························164
<표 4-15> 청진 출발 지역 및 품목별 주요 운송수단 현황 ······························167
<표 4-16> 북한 주요 수입통로별 운송수단 현황 ·············································169
<표 4-17> 북한 주요 수출입 품목별 생산지·소비지 및 운송수단 현황 ··············170
<표 4-18> 북한 시장물류활동 주요 중심지별 배후인구 및 가중치 설정 ············171
<표 4-19> 북한 주요 거래품목별 산업비중 기반 가중치 부여 ··························172
<표 5-1>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발전전략 ·········································189
<표 5-2> 평양·남포·사리원권 교통물류체계 구축대상 ······································193
<표 5-3> 원산권 교통물류체계 구축대상 ·························································197
<표 5-4> 세계은행의 융자대상 국가 ·······························································200
<표 5-5> IBRD/IDA와 IFC 비교 ···································································201
<표 5-6> ADB 차관 종류 ·············································································202
<표 5-7> 글로벌 인프라 펀드 개요 ································································205
<표 5-8> 남북 간 교통합의서 초안 ································································208

그림차례

<그림 1-1> 과업 수행 절차도 ············································································5
<그림 2-1> 북한 도시 분포도 ··········································································22
<그림 2-2> 북한 주요 철도 노선망도 ·······························································32
<그림 2-3> 북한 경제개발지대 위치도 ······························································50
<그림 2-4> 북한 경제개발지대 및 주요 도시 위치도 ·········································51
<그림 2-5> 북한 공업지구 분포도 ····································································53
<그림 2-6> 청진시장 주요 판매경로 ·································································61
<그림 2-7> 평성시장 주요 판매경로 ·································································62
<그림 2-8> 베트남 연도별 여객수송분담률 추이(1995~2019년) ·························88
<그림 2-9> 베트남 연도별 화물수송분담률 추이(1995~2019년) ·························90
<그림 3-1> 북한 경제거점 대상권역 설정 결과 ·················································98
<그림 3-2> 평양·남포·사리원권 인프라 현황도 ···············································101
<그림 3-3> 개성·해주권 인프라 현황도 ··························································104
<그림 3-4> 원산권 인프라 현황도 ··································································107
<그림 3-5> 함흥권 인프라 현황도 ··································································109
<그림 3-6> 단천권 인프라 현황도 ··································································113
<그림 3-7> 청진·라선권 인프라 현황도 ··························································115
<그림 3-8> 혜산권 인프라 현황도 ··································································118
<그림 3-9> 강계권 인프라 현황도 ··································································121
<그림 3-10> 신의주권 인프라 현황도 ·····························································124
<그림 3-11> 순천권 인프라 현황도 ································································127
<그림 3-12> 북한 경제거점 간 주요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129
<그림 3-13> 북한 주요 경제거점 간 교통물류인프라 연계도 ····························130
<그림 4-1> 북한 철강공업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134

<그림 4-2> 북한 비철금속공업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136
<그림 4-3> 북한 전력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138
<그림 4-4> 북한 유기화학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140
<그림 4-5> 북한 시멘트공업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143
<그림 4-6> 북한 방직공업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144
<그림 4-7> 북한 철강공업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147
<그림 4-8> 북한 철강공업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148
<그림 4-9> 북한 비철금속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150
<그림 4-10> 북한 비철금속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151
<그림 4-11> 북한 전력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153
<그림 4-12> 북한 유기화학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154
<그림 4-13> 북한 유기화학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155
<그림 4-14> 북한 시멘트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158
<그림 4-15> 북한 시멘트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159
<그림 4-16> 북한 방직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161
<그림 4-17> 서부권(평성·신의주) 출발 물류인프라 이용 빈도 개요도 ···············176
<그림 4-18> 동부권(청진·라선) 출발 물류인프라 이용 빈도 개요도 ··················177
<그림 5-1>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발전전략 ······································190
<그림 5-2> 평양·남포·사리원권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 ···································192
<그림 5-3> 원산권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 ······················································196

※ 표/그림이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저자의 것이면 출처표기를 하지 않아도 누락이 아님

xiii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유지된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경제협력 분위기는 2019년 이후 북미관계 악화와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인 COVID-19의 영향으로 교착상태 또는 경색국면에 접어들
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COVID-19 사태의 와중에 2020년 상반기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집권당 승리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방역협력, 관광협
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폐쇄적인 국가 운영, 기
존 남북합의 파기 등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와 COVID-19 유행에 따른 자체 봉쇄조치, 2020년 8~9월 발생
한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상반기 북한은 6월 16일 개성남북연락사무
소 폭파로 대표되는 강경행보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수도 당원들을 총동원하
는 수해복구사업과 함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개최 등으로 국내 민심을
안정화시키는 데 경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향후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금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개발 행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교통물류체계의 선 구축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입증된 성공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현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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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북한 내부 교통물류체계를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또한 장기적인 발전 기
반시설을 갖춘다면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재원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따
라서 현재 북한의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현황 진단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한반도
차원의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 수립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북한 지역 간 교통물류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본 연구는 북한을 연구의 직접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동북아 교통협력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및 언론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북한 경제변화와 내부 물류체계
실태를 조사 및 파악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장마당 등 경제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간 교통물류체계
를 조사하였다. 한편 전 세계적인 COVID-19 유행의 영향으로 북한 교통물류
체계에 대한 정보수집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국외 전문가를 활용한 북한
방문 경험자 설문조사로 북한 물류체계 현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이
후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경제거점 간 물류체계망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국내에서 북한 내부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남북 및 대륙과의 연계 교통물류체계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또한
모든 교통수단을 고려한 물류체계보다는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분야별로 간
선물류체계 중심의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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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내부 경제거점 또는 주요 장마당 간 물류체계를 조
사, 분석하여 향후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물류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북한 내부 교통물류망과 관련
된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최근 각종 언론 및 북한시장경제 관련 책자를 참고하
여 최근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 조사와 국외 북한
전문가들에 대한 북한 교통물류체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북한 경제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 여건 및 필요성
1) 최근 북한경제 현황 및 특징
2019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5,561.6십억 원(남한 원화 기준) 규모
로, 1,935,715.1십억 원(남한 원화 기준)을 기록한 남한의 약 1.8% 수준이다.1)
북핵 실험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강화되면서 2017년 –
3.5%, 2018년 –4.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역성장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2)
2019년 기준 북한의 산업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서비스업
으로 34.1%를 차지하며, 광공업(29.6%), 농림어업(21.2%) 순으로 나타난다.3)
대외무역의 경우 2010년 11.5억 USD 규모였던 대외적자는 2018년 23.6억
USD 규모로 8년간 2배 규모로 증가하였다.4)

1) KOSIS 북한통계, ｢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ZGA31&conn_path=I2(검색일: 2020.11.25.)
2) KOSIS 북한통계, ｢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ZGA31&conn_path=I2(검색일: 2020.11.25.)
3) KOSIS 북한통계, ｢산업구조(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ZGA33&conn_path=I2(검색일: 2020.11.25.)
4) KOSIS 북한통계, ｢수출입액(2020.09.0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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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1> 북한 도시 분포도

북한의 도시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총생산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2008년 북한 인구조사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 2020년 현재의 행정구역 변동을
반영해 행정구역별 인구규모를 파악하였다.5) 또한 남한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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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군 지역과 인구 15만 명 이상
이면서 도시지역 인구가 4만 명 이상인 군 지역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6)
이에 따라 총 56곳이 주요 도시로 파악되었다.
2008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의 협조로 작성된 북한 인구조사에서는 각 직종별 종사인구를 제시하고 있
다.7)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9차)에 따라 재분류하여 지역별 산업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8) 이에 따르면 북한 전국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1차산
업 36.0%, 2차산업 中 광업 5.9%, 제조업 23.7%, 3차산업 34.4%로 나타난다.9)
<표 1> 북한 시도별 산업종사자 분포(2008년)
(단위: 천 명)

지역
량강
함남
함북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총계

1차산업
127
377
642
314
228
603
677
497
697
225
4,387

34.7%
30.7%
40.2%
42.2%
33.0%
41.3%
31.5%
45.6%
58.1%
13.5%
36.0%

2차산업
광업
제조업
23 6.2%
52 14.3%
92 7.5%
319 26.0%
122 7.6%
340 21.3%
22 2.9%
132 17.8%
21 3.1%
223 32.2%
59 4.0%
370 25.4%
259 12.0%
580 27.0%
42 3.9%
221 20.3%
41 3.4%
166 13.9%
37 2.3%
479 28.8%
718 5.9% 2,883 23.7%

3차산업
164
439
494
276
219
427
635
328
295
920
4,197

44.8%
367
35.8% 1,226
30.9% 1,598
37.1%
745
31.6%
692
29.3% 1,458
29.5% 2,150
30.1% 1,089
24.6% 1,200
55.4% 1,661
34.4% 12,1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08년 통계자료로 남포시는 평남, 라선시는 함북, 개성시는 황북에 포함
자료: 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95-19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2019.12.25.)｣,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
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
98%EB%B2%95#undefined(검색일: 2020.06.05.)
7)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95-199.
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19.
9)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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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북한 교통물류체계 현황 및 특징
북한의 교통체계는 철도 중심으로 도로가 이를 보조하는 ‘주철종도’로 표현
된다.10)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직전인 2011년 4월부터 북부내
륙선(舊혜산만포청년선)의 개건보수를 지시하고 주요 철도구간의 현대화 사업
과 2018년 고암-답촌 철도 개통 등 신규 철도 개통 사업을 벌이고 있다.11) 이
와 함께 주요 철도노선의 철도중량화와 철도통신망 구축 사업을 철도성 차원
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12)
북한은 철도물류수송의 포화가 심화된 1980년대 이후 도로운수부문에 관심
을 돌리고 원산-함흥,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을 계획하였다.13) 이
중 원산-함흥고속도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직전인 2010년 말~2011년
초 사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14)15) 2013년 6월 공개된 북한 원산
지구총계획도 에서 해당 노선이 등장하였다.16) 한편 평양-신의주 고속도로는
현재 평양-안주 구간이 평양-향산 고속도로의 일부로 개설되어 있으나 안주신의주 구간은 고속도로가 부재한 상황이다.17)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산업 육성 및 외화 획득 차원에서 국내 공항
인프라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평양국제비행장 현대화 사업을 2015년 7월 1일
준공한 데 이어,18) 갈마비행장의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 11월 개장

10)
11)
12)
13)
14)
15)
16)

서종원 외,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한국교통연구원, p. 58.
조선신보, ｢북부철길, 기본건설 마감단계/차굴피복 완성(2014.01.11.)｣.
조선신보, ｢《기관차만가동》의 토대 구축 - 강도, 중량화의 과제 수행(2009.01.2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 p. 301.
구글어스, ｢39° 8'28.51"N 127°22'29.22"E(2010.10.27.)｣(검색일: 2020.11.07.)
구글어스, ｢39° 8'28.51"N 127°22'29.22"E(2011.05.18.)｣(검색일: 2020.11.07.)
노컷뉴스, ｢北, "경제개발위 발족, 경제, 관광 특구 지정 예정(2013.08.26.)｣, https://m.nocutnews.co.
kr/news/noad1089524(검색일: 2020.05.28.)
17)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
18) 연합뉴스,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 완공…7월1일 준공식(종합)(2015.06.25.)｣, https://www.
yna.co.kr/view/AKR20150625021451014(검색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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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9) 2014년 10월에는 도별 공항의 건설을 지시하였으며,20) 백두산 및
칠보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지연·어랑공항의 현대화와 확장을 추진하
고 있다.21) 이와 함께 외국인 및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통
한 외화벌이를 도모하였다.22)23)
해운물류부문에서는 2012년 단천항의 개항이 두드러진다.24) 이와 함께 남
포항에서는 2016년 5t 항만기중기를 자체 생산하였으며,25) 2019년부터 45t
컨테이너 크레인의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26) 북한의 해운물류는 2017년
대북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으나, 2018-2019년 사이 남포항에 신규 크
레인이 설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항만 능력 확대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된다.27)

3) 북한 경제개발 여건 및 특징
북한은 2011년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의 수립과 정부기구인
‘국가경제개발총국’의 설립을 발표하였다.28) 공항 부문은 평양국제비행장에

19) 통일뉴스, ｢北 갈마공항, 오는 11월 개장.하루 2천 명 수용(2015.09.30.)｣, http://www.tongilne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44(검색일: 2020.06.12.)
20) RFA, ｢북, 각 도별 비행장 건설 지시(2014.10.30.)｣,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
international_org/airport-10302014161033.html(검색일: 2020.06.12.)
21) RFA, ｢북, 국제비행장건설활발(2015.09.30.),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
org/airport-09302015095156.html(검색일: 2020.06.12.)
22) VOA, ｢북한전문 여행사 “북한, 외국인 관광객에 국내선 항공편 개방”(2014.07.04.)｣, https://www.
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tour(검색일: 2020.06.12.)
23) RFA, ｢고려항공, 제재 불구 국내선 항로 신설(2016.05.1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
ne-yh-05192016144912.html?searchterm:utf8:ustring=%20%EA%B5%AD%EB%82%B4%
EC%84%A0(검색일: 2020.06.12.)
24) 로동신문, ｢동해기슭에 웅장하게 일떠선 선군시대의 대기념비 단천항 준공(2012.05.04.)｣.
25) 조선중앙TV, ｢20시 보도(2016.12.13.)｣.
26) 통일뉴스, ｢北, 45톤 컨테이너 크레인 자체 생산..남포항에 운용 예정(2019.05.22.)｣, http://m.tongilne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82(검색일: 2020.06.12.)
27) 뉴스1, ｢北 남포항 컨테이너 부두에 크레인 추가 설치(2019.03.21.)｣, https://www.news1.kr/articles/
?3576989(검색일: 2020.06.12.)
28)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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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간 1,500만 명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여 2015년 개장을 완료하
였으나,29) 이 외 부문에서는 성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3년 제3차 5개년계획의 종료 이후 후속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
나,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였다.30) 철도
운수부문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철도수송의 신속성, 정확성, 원활성, 안전성
을 보장하고, 철도공장과 기업소들의 기술개건을 추진하며, 현대적인 철도수
송수단의 개발생산과 철도망 완비, 철길의 중량화 및 고속도화, 철도시설과 장
비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정보화 등을 제시하였다.31)
2018년 11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을 발간하
여 총 27개 경제개발지대를 소개하였으며, 이는 중앙급 8개소, 지방급 19개소
로 나뉜다.32) 한편 북한의 공업지구는 대상지역 면적에 따라 대공업지구와 소
공업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33) 대공업지구로는 서부권의 평양·남포 공업지구
와 신의주 공업지구, 동부권의 함흥 공업지구와 청진 공업지구, 내륙권의 강계
공업지구가 있다.34) 소공업지구로는 서부권의 해주 공업지구와 안주 공업지
구, 동부권의 원산 공업지구와 김책 공업지구가 조성되어 있다.35)

29)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3.
30) 연합뉴스, ｢<北당대회> 北김정은 ‘경제발전 5개년전략’ 제시(2016.05.08.)｣, https://www.yna.co.kr/
view/AKR20160508015300014(검색일: 2020.06.04.)
31) 김영희(2016),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함의와 전망｣, KDB북한개발 , pp. 116-117.
32) 연합뉴스, ｢北경제지대 구상 보니…금강산 호화별장촌, 라선 중계무역중심지(2018.12.23.)｣, https://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41432(검색
일: 2019.04.29.)
33)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23.
34)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23.
35)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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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8-22를 바
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 서종원·
최성원(2018),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08호, 한
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에서 재인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2> 북한 경제개발지대 및 주요 도시 위치도

북한의 시장화는 1950년대 말부터 합법적으로 개설되어있던 ‘농민시장’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36)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경제난을 계기로 거대한

36)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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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적 암시장으로 변화하였다.37) 2002년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
시, 2003년 종합시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시장 활동 참여자와 상품공급
이 확대되었다.38) 2000년대 후반 들어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억압으로 태
도를 전환하였으나,39)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1년 12월 ‘경제관리개선
방안’의 마련을 지시하면서 시장을 계획경제체제 내에 편입시키고 기업·농장·
무역회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법률로 뒷받침하여 시장에 보다 우
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40)
북한 시장에 유통되는 외부 물품은 북-중 국경지대의 신의주, 만포, 혜산,
무산, 회령, 온성(남양)과 해안지대의 원산·청진 등을 통해 수입된다.41) 시장
화 초기 북한 시장의 소비재 1차 공급 주체들은 주로 귀국자, 화교, 중국조선
족 및 중국 연고자 등이 중심이었으며 중국과의 접경도시들이 시장 유통의 중
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42) 그러나 1990년 말 이후 2000년대 들어 무역회사
들이 소비재 공급의 주체로 나서면서 현재는 주로 서부권 평성과 동부권 청진
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재가 전국에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3)

4) 동북아 주요국 교통물류 여건 및 주요 구상
대한민국은 ‘국토기본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기초하여 국
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물류 부문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
며, 국토종합계획의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기반 구축, 유라시아 태평양 협력
기반 강화 기조를 토대로 부문별 남북협력, 글로벌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있
다.44) 또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일정

37)
38)
39)
40)
41)
42)
43)
44)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74.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77.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92.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p. 95-96.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139.
이석기·양문수·정은이(2014), 북한 시장실태 분석 , 산업연구원, pp. 119-120.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134.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한국교통연구원,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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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제시, 남북 간의 기존 합의사업 이행을 중심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북방경제권 및 유라시아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 비
전으로 삼고 있다.45)
중국은 국가급 교통인프라 정책으로 제13차 5개년계획과 일대일로를 제시
하고 있다.46) 13차 5개년계획은 중서부와 동북지역 통로 연결 강화와 ‘10종
10횡’ 신통로 건설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47) 일대일로는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지방에 중-몽-러 경제회랑을 설정하는 한편 2018년 랴오닝성정부의 단둥
-부산의 한반도회랑 구축계획이 발표되었다.48) 이와 함께 ‘동북진흥전략’과
‘창지투선도구’ 계획이 동북3성 지역의 지방급 교통인프라 및 개발정책으로
제시되고있다.49)50)
러시아 정부는 2009년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한 데 이어 2012년 5월 ‘극동개발부’를 설치하였다.51) 이어 2015년 ‘선도
개발구역’ 관련 연방법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발효하는
등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정비·시행하고 있다.52) 2019년 기
준 선도개발구역은 총 20곳이 운영되고 있다.53)

45)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p. 37.
46)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
, pp. 62-63.
47)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
, pp. 62-63.
48) 동아일보, ｢中 “단둥-평양-서울-부산 연결”…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첫 명시(2018.09.17.)｣, https://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917/92027830/1(검색일: 2020.07.22.)
49)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
, p. 51.
50) 서종원 외(2011), 중국 창지투 개발정책과 동북아 물류체계 변화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p. 34;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연
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
, p. 70.
51)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 한국교통연구원,
pp. 62-63.
52)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 한국교통연구원,
p. 63.
53)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 ТОР”, https://
erdc.ru/about-tor/(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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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제전환국 교통물류체계 구축 사례 검토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 사례로 독일과 베트남의 교통물류체계 구축 사
례를 검토하였다.
독일의 경우 통일을 전후하여 감소한 동서독 간 도로화물운송 분담률은 상
대적으로 적은 인프라 투자로 운행이 가능한 내륙해운 및 항공, 해운 등으로
분산되었다.54) 1991년부터 2019년 말까지 VDE(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 독일 통일 운송 프로젝트)에 총 37.9백만 유로가 투입된 결과,55) 독일
여객운송의 경우 통일 직후인 1991년 82.7%에 달했던 도로 분담률은 2010년
78.3%로 감소한 반면 철도 분담률은 1991년 6.2%에서 2010년 8.2%로, 항공
분담률은 3.2%로 증가하였다.56) 또한 화물운송의 경우 통일 직후인 1991년
52.2%였던 도로 분담률은 43.4%로 감소한 반면 철도 분담률은 1991년 27.6%
에서 2010년 35.4%로, 수운 분담률은 1991년 20.2%에서 2010년 21.2%로 증
가하였다.57)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체제전환 국가로, 해운 중심의 화물운송 및
도로 중심의 여객운송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58)59) 여객수송분담률은 2019년
철도 1.4%, 도로 63.1%, 내륙수운 2.1%, 항공 33.4%로 항공의 수송분담률이
1995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하였다.60) 화물수송분담률은 2019년 철도 1.3%,

54) 국토교통부(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p. 148.
55) Bundesministeriumfür Verkehr unddigitaleInfrastruktur(2020), Sachstandsbericht 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Juni 2020), p. 3.
56)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검색일:
2020.10.25.)
57)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검색일:
2020.10.25.)
58)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Number of passengers traffic by types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02&theme=Transport%2C%20Postal%20Ser
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59)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Volume of freight traffic by type of transport
by Items, Year and Type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10&theme=
Transport%2C%20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60)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Number of passengers traffic by types of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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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6.8%, 내륙수운 19.0%, 해운 52.5%, 항공 0.4%를 기록하였다.61)

나.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대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 분석
앞에서 살펴본 도시 규모, 공업지구 분포, 북한 당국의 개발계획 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주요 경제거점들을 선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양·남포·사리원권, 개성·해주권, 원산권, 함흥권, 단천권,
청진·라선권, 혜산권, 강계권, 신의주권 및 순천권의 10개 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 내부 및 권역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을 파악하였다. 각 권역별 현황으로는
인구 및 면적 현황, 주요 산업 및 주요 개발계획 현황, 철도·도로·항공·항만 부
문별 인프라 현황 등이 포함된다.
주요 경제거점 간 교통물류인프라 연계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경제
거점들은 13대 간선철도노선 연선에 위치하여 철도를 통해 연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로 연계되는 거점은 평양-개성, 평양-원산
의 2개 구간이며, 1급도로로 연계되지 않는 거점은 강계-혜산, 혜산-단천, 개
성-원산, 순천-함흥의 4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02&theme=Transport%2C%20Postal%20Ser
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61)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Volume of freight traffic by type of transport
by Items, Year and Type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10&theme=
Transport%2C%20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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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중앙일보, 정상회담 D-5 개성~평양 고속도로 미리 달려 보니(2007.09.27.) , https://news.joins.
com/article/2894642(검색일: 2020.06.1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김원중(2007), 남북한 도로교통법의 비교 연구 , p. 111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데일리NK, 북한 공식 열차 시간표 보니 ‘평양-청진’ 노선 약 28시간 소요(2019.02.18.) , https://
www.dailynk.com/%EB%B6%81%ED%95%9C-%EA%B3%B5%EC%8B%9D-%EC%97%B4%
EC%B0%A8-%EC%8B%9C%EA%B0%84%ED%91%9C-%EB%B3%B4%EB%8B%88-%ED%
8F%89%EC%96%91-%EC%B2%AD%EC%A7%84-%EB%85%B8%EC%84%A0-%EC%95%
BD-28%EC%8B%9C/(검색일: 2020.06.1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 북한 주요 경제거점 간 교통물류인프라 연계도

다. 북한 경제거점 간 주요 산업별 교통물류 실태분석
1) 북한 전략산업 부문별 현황
북한은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으로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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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62) 그러나 이들 4대 부문만으로는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산업을 포괄
하기 어려우므로, ‘10대전망목표’의 주요 부문들을 중심으로 향후 경제성장 과
정에서 주력이 되는 산업부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80년 10대 전망목표로 제시된 주요 산업 중 생
산거점을 특정하고 원자재의 수급과 제품의 운송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철강,
비철금속, 전력, 시멘트, 화학비료, 직물(방직)의 6개 부문에 대해 원료산지-생
산시설 및 생산시설-주요 권역거점 간 교통물류망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전문가 조사를 통한 북한 물류체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북한 교통물류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북한주민 및 북한 방문
경험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2020년 COVID-19
사태의 발생으로 국내 대면조사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중국지역 전문가의 위
탁용역을 통해 재중 북한주민 2인 및 북한 관련 중국인 3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 및 중국의 교수급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북한의 주요 품목별 물류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화에 따른 비계획적 물류이동에 초점을 두어 기업 대 기업보
다는 기업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의 거래 및 물류이동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품목별 물류운송수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자원·자재, 알곡
류, 식료품, 수입산 소비재, 국내산 소비재의 5개 품목을 선정하여, 평성·청진
시장에서 각 권역거점으로의 운송수단 이용도와 신의주·라선에서 각 권역거점
으로의 수입품목 운송수단 이용도, 마지막으로 북한 주요 수출입 품목별 생산
지 및 소비지와 운송수단 현황을 조사하였다.

62) 통일부북한정보포털, ｢4대 선행부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
do?pageIndex=1&dicaryId=275(검색일: 2020.06.19.)
63) 이태욱(1991), ｢北韓의 經濟體制, 政策路線 및 發展成果分析｣, 국사관논총 , 제27집, 국사편찬위원회,
pp.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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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추진과제
1)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고려사항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륙과의 연계, 남북 연결을 중시하여 경의선, 동해
선 등 종단 교통망을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서축(평
양-원산-청진)도 현재 북한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개발이 매우 시급한 교통축
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 경제발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크게 5개 고려사항을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 경제개발 정책과의 부
합도를 고려하였다. 둘째, 남한의 한반도 교통물류 전략과의 부합도를 검토하
였다. 셋째, 국제사회 대북경제제재 단계에 따른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넷
째, 동북아 대륙 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다섯째,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전략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균형발전, 북한 당국의 개발의지, 경제 및 물류 현황,
지리경제학적 조건 등을 검토하여 10대 권역의 교통물류 발전전략을 제시하
였다. 특히 지리적 조건에 따라 철도·장거리 간선도로의 병행개발 대상지역과
철도 중심 개발대상지역을 분류하였으며, 전국적으로 4개 공항(평양, 원산, 삼
지연, 라선) 및 4개 항만(남포, 송림, 청진, 라선)을 개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가급 도매시장(평성, 함흥, 청진)과 수출입 물류단지(신의주), 농산물물
류단지(신의주), 공산품 물류단지(순천), 북부내륙물류단지(강계) 등 기능 및
규모에 따른 물류거점시설 배치를 구상하였다. 또한 서부축 대표 경제거점권
역인 평양·남포·사리원권과 동부축 대표 경제거점권역인 원산권에 대해서는
권역 내 도로망을 포함한 세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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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발전전략
권역

발전전략

교통물류발전 전략

평양·
남포·
사리원권

· 북한 최대 경제, 산업단지로
종합 교통물류체계 구축
· 특히 송림, 와우도, 진도 수출
가공구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
항만 개발
· 북한 교통물류체계의 핵심이
자 중심으로 개발

· 남포항, 송림항 현대화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 북한 전역과의 육상교통 연계성 확보
· 철도와 도로 병행 개발
· 평성에 북한 최대 도매시장 확대 구축(국가급 물류
단지)
· 서부권 관문 공항으로 평양순안공항 현대화

개성·
해주권

· 북한 최대 농업지역으로 농업
발전
· 남북 접경지역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사업 확대 추진

· 철도와 도로 물류체계 구축(철도 시설 개보수를 통
한 동북부(함북권) 지역과의 연계성 제고)
· 북한 최대 농산물 물류단지 구축
· 남북 육상교통 연결 및 운영

원산권

·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관심 · 물류보다는 관광 중심지로 권역 내 도로 중심체계
지역으로 종합관광지구 개발 구축
· 평양과의 접근성 제고 전략 및 항공교통 우선 발전
추진
· 동부권 관문 공항으로 원산 갈마공항 현대화

함흥권

· 북한의 제2의 도시이자 대표 · 철도 중심 물류체계 구축
적인 화학공업지구 개발
· 북한 동부지역 제2의 도매시장 구축

단천권

·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지대로 · 광물 및 농업 물류 이송을 위한 철도물류체계 발전
개발
전략
· 광물자원 수출을 위한 단천항 개발

청진·
라선권

· 북한 동북부 최대 무역 거점
으로 개발
· 중국, 러시아 등 국제협력지
대로 개발 추진

·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철도 중
심 물류체계 구축
· 라진항, 청진항 현대화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 청진 국가급 도매시장 확대
· 동북부 관문 공항으로 라선 신공항 구축

혜산권

· 북한 북부 내륙 지역으로 백 · 산악지역으로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
두산 연계 관광거점으로 개발 · 북부권 관문 공항으로 삼지연 공항 현대화

강계권

· 북한 북부 내륙지역으로 공업 · 내륙 지역으로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
경제 중심 발전 전략
· 북부 내륙 물류단지 구축

신의주권
순천권

· 북중 접경지역으로 북한 수출 · 북한 최대 수출입(무역) 물류단지 구축
입의 관문으로 개발
· 평양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 철도 중심으로 도로 물류 체계 구축
공업경제 중심 발전 전략
· 공산품 물류단지 구축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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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11.0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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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추진 과제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구축비용이 요
구되나 북한의 경제사정상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
라 역시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국내외적 인프라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고 북한 사업에 대한 적용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세계은행그룹
의 IBRD, IDB, IFC와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검토하였으
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공사(KIND), 글로벌인프라펀드(GIF),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PIS), 국부펀드 일부의 투자재원 활용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남북 교통물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통연계 및 교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남북 간 교통관련 합의는 채
택 이후 15년이 경과하였으며, 특히 도로, 철도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통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 합의 당시와 현재 남
북관계·경협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향후 남북 간 교통운송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한 기존 합의서의 보완 또는 갱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남북 간 합의서와 ‘동서독 간 교통조약 및 통행문제에 관한 의정서 메모’
등을 고려하여 남북 간 교통합의서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64)
향후 남북 교통물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 간 교통협력과 관련한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즉, 남북 간 교통물류협력을 위한 대화 창구
및 협력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기구로서의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
다. 남북 교통협력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참여국과 규모에 따라 크게 2단계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 간 협의체로써 세부적으로는 정부당국 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될 수 있다. 둘째, 국내 협의체로써 세부적으로는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와 부문별 정책교류협의체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64) 건설교통부(2002),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국제물류체계 개선방안 , pp.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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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70년 이상 분단상태가 지속되면서 교통물류체계뿐만 아니라
교통물류분야 법제도 분야에서도 상이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교통협
력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준비단계에서 남북 간 법제도 호환 또는
남북교통협력 대상 인프라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북 교통물류관련법의 통합이 요구된다.

3. 결론 및 활용방안
가.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 경제의 현황 및 동향을 국가정책·경제 및 민간(시
장) 부문에 걸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및 교통물류 현황과 함께 북한 경제개발 여건과
동북아 주요국 교통물류 현황 및 정책, 주요 체제전환국 교통물류체계 구축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에 있어서 교통물류체계 구축 필
요성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북한 국내 산업망
의 재건이다. 둘째,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시장활동의 촉진이다. 셋째,
교통물류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자체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 개발이다. 넷째, 외
부 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북한, 혹은 한반도의
균형 잡힌 개발 및 국토 활용에 궁극적 목표가 있다.
3장에서는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대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을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별 교통물류
체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경제거점 간 교통물류체계 연계 인프라 현
황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북한 전략산업별 경제거점 간 교통물류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 전략산업의 경우 1980년대 제시된 10대 전망목표 대상산업 중 자재 공급
망·처를 확인할 수 있는 6개 산업부문(철강, 비철금속, 전력, 유기화학,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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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의 주요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공급처 및 주요 경제거점 간의 교통물류망
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경우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 및 북한
방문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5장에서는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고려사항을 검토
하고,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나. 정책적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한 정책적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남북 교통물류 관련 협상 시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북한의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 대안을 제시,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반응 기대 등 협상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에
서는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주안점을 남북 연결, 한반도와 대륙과의 연결 에
두어 북한의 완전한 호응을 얻기 힘든 반면 본 연구 결과는 북한 경제 자체 회생
에 주안점을 둠에 따라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을 총 10대 권역(경제거점)으로 구분하여 각 거점별 특성
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신경
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권역별 특성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9.19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남북서해공동경제특구, 남북동해공동관광특구
실행을 위해 적합한 범위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교통물류 및
경제 정책 등을 고려한 교통물류사업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동북아 지역의 교통
물류협력 및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
해 북한 교통인프라 및 경제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향후
동북아 교통협력회의 등에서의 아젠다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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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술적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의 학술적 측면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북한 권역별 특성 자료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산업 및 지역경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 지자체
협력 및 북한 특정지구 연구에 필요한 현상 진단과 향후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북한주민 및 북한 방문자 설문조사 및 기초 자료
는 향후 북한 물류산업을 포함한 인프라, 북한 균형발전방안을 연구하는데 중
요한 기초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향후 과제를 추진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한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물류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 획득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북한의
경우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존재하는데 국제가 인정하는 공식경제의 경우
에도 신뢰할 만한 기초통계를 수집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의 의견에 의하면 북한의 매우 폐쇄적인 사회체제로 인해 대다수
의 실무자 및 관련자는 이러한 물류 통계를 알 수 없으며 만약 있다 하더라도
매우 극소수의 관리자만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 통계가 각 분야별
로 쪼개져 있고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부족한 북한 현황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에서도 북한 전역에 대한 자료 파악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의 경우 철저한 폐쇄적인 사회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살았던 지역에 대한 정보 외에 타 지역 정보를 알기 쉽지 않고 특히 전국 단위
의 지역 간 이동을 나타내는 물류 흐름을 파악하고 검증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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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을 위해 북한 현지 또는 북중 접경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전문가 및 북한 방문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하나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COVID-19로 인해 국외조사가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국외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
한 북한 주민 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나 그 역시 COVID-19로 인해 소수의 조사
에 그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넷째, 북한의 경제가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 경제는 매우 악화
또는 붕괴되는 상황에서 물량 부족 및 교통수단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북한
물류체계 파악에 한계를 나타냈다. 과거 1990년 이전의 경우 철도 중심의 안
정적인 국가물류체계가 작동하였으나 현재는 평양 주변을 제외하고 지방 대부
분 지역의 물류체계가 붕괴되면서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물류체계도 급변
하고 있는 등 대표성을 가지고 일반화 할 수 있는 북한 물류체계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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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유지된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경제협력 분위기는 2019년 이후 북미관계 악화와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인 COVID-19의 영향으로 교착상태 또는 경색국면에 접어들
고 있다. 또한 홍콩문제, 무역분쟁과 COVID-19 책임 공방 등에서 촉발된 미중
간 대결 구도는 남북 및 한반도 관계 개선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을 위해 한반도 관련 정책인 ‘한
반도신경제지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축’, ‘남북공동특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OVID-19 사태의 와중에 2020년 상반기에 있
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집권당 승리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방역협력,
관광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18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던 활발한 대외활동과 대
외 이미지 개선 전략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노딜 이후
폐쇄적인 국가 운영, 기존 남북합의 파기 등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어온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와 COVID-19
의 전 세계적 유행과 이에 따른 자체 봉쇄조치, 2020년 8~9월 발생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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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
한 상황 속에서 2020년 상반기 북한은 6월 16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대표되는 강경행보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수도 당원들을 총동원하는 수해복
구사업과 함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개최 등으로 국내 민심을 안정화시
키는 데 경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악화될지, 관계 회복이 될지에 대해 전망하기 어려우나, 최
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북한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정 시점에서는
북한이 남한 또는 중국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의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기존 북미 간 대화의 틀이 변화를 맞이할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북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경제문제이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물론 김정은을 비
롯한 김씨 일가의 체제유지가 필수조건이나, 최근 최악으로 치닫는 북한 경제를
감안한다면 추후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교통물류체계의 선 구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입증된 성공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현재
인민경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 발전되고 있는 북한 내부 교통물류체계를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또한 장기적인 발전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
북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재원을 줄이는 효과적
인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현황 진단과 문
제점 분석을 통해 한반도 차원의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 수립방안이 필요한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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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북한 지역 간 교통물류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 문헌 및 언론자료를 활용하여 최
근 북한 경제변화와 내부 물류체계 실태를 조사 및 파악하였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새롭게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각종 대형
국가사업, 또한 최근 북한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역
별 장마당 등 경제 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간 교통물류체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 주요 경제거점 간 간선 교통물류체계를 수립하여 향후 인
프라 분야 남북회담 및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료 및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연구의 직접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북아 교통협력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 러시아를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나.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통계자료 등 연구자료는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교통계획, 국가 간 협력사업 등은 과거부터 향후 전망까지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4

다. 내용적 범위
○ 북한 경제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 필요성
○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대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 분석
○ 북한 주요 경제거점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전략
○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및 방향

2. 연구 수행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간과 예산 제약 하에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북한 내부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미
흡함에 따라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북한 내부
주요 지역 간 주요품목별 교통물류망을 가정하고, 이를 북한 이탈주민 또는
북한 전문가, 북한 방문자 등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현 북한의 교통물
류체계를 조사하였다. 한편 전 세계적인 COVID-19 유행의 영향으로 북한 교
통물류체계에 대한 정보수집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북측 인사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국외전문가를 활용한 북한 방문 경험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북한 물류체계 현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이후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경제거점 간 물류체계망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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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과업 수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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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국내에서 북한 내부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남북 및 대륙과의 연계 교통물류체계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또한
모든 교통수단을 고려한 물류체계보다는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분야별로 간
선물류체계 중심의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내부 경제거점 또는 주요 장마당 간 물류체계를 조
사, 분석하여 향후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물류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북한 내부 교통물류망과 관련
된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최근 각종 언론 및 북한시장경제 관련 책자를 참고하
여 최근 실태 파악 및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 조사 및 국외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시행하였다.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1

주
요
선
행
연
구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남북한 물류체계 · 거시적, 정성적 예측 · 남북한 교통, 물류수요 예측
통합 및 활용방안(Ⅲ)
방법
· 남북 교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
· 연구자(년도): 정봉민 외 · 북한 관련 문헌 및 전 한 시설소요 산정
(2008)
문가 대상 설문조사 · 남북통합 교통망 구축방향
· 연구목적: 남북한 교통, 물 · 건설 비용 및 재원조 · 남북 물류정보시스템 구축방향
류체계 통합대비 정책방안 달 방안
· 남북 교통, 물류망 통합을 위한
제시, 남북한 교역 물동량 · 남한 건설단가를 기 투자계획
증가 능동적 대비
준으로 북한 교통시
·
설 투자비용 추정
· 과제명: 남북 통합교통망 · 문헌조사
· 남북한의 사회·경제 현황 및 관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 북한 관련 문헌 및 전 련계획 현황분석
· 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 문가 대상 설문조사 · 남북한 교통체계 현황분석
(2012)
· 남북 교통수요 예측 · 교통수요 현황분석 및 변화 추
· 연구목적: 남북한 통일에 및 우선순위 선정
이 분석
대비하여 교통망 통합을 · 남한 건설단가를 기 · 북한 교통체계 주요기능 및 우
위한 협력 및 현대화 방안 준으로 북한 교통시 선순위 분석
수립, 사업우선순위 선정 설 투자비용 추정 · 해외 사례 분석
· 단계별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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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선
행
연
구

연구목적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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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3

· 과제명: 통일 준비 한반도 · 문헌조사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기획 · 북한 전문가 협동연구
연구
· 연구자(년도): 안병민 외
(2014)
· 연구목적: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
구상을 효과적으로 도출
·

· 북한 사회경제지표 현황 분석
· 북한 교통체계 현황 및 연계 여
건 분석
· 동서독 교통망 연결정비 사례
분석
·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단계별
교통인프라 구축방향 분석
· 통일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분석

4

· 과제명: 한반도 동북아 공 · 국내 관련연구기관
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 협동연구
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
안 연구
· 연구자(연도): 이상준 외
(2015)
· 연구목적: 11개 핵심 프로
젝트 특성별로 다자협력
및 남북협력 중심의 프로
젝트 추진체계 및 맞춤형
재원조달방안 제시

·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 핵심 프
로젝트 개요 및 추진여건 분석
·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 핵심 프
로젝트 추진전략
·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 핵심 프
로젝트 추진방안

5

· 과제명: 다자간 협력사업 · 문헌조사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 · 인터뷰
업 시행방안 연구
· 외부전문가 자문
· 연구자(연도): 한국도로공
사(2017)
· 연구목적: 한반도 북방지
역 초국경 산업벨트의 구
축 여건의 잠재력을 분석
하고 산업벨트 구축방안을
제시

· 북한 및 동북아 일반현황 및 교
통인프라 현황
· 효율적 재원조달 방안 및 다자
간 협력 주요 사업방식 검토
· 시행 가능사업 검토 및 사업모
형 구분
· 대상사업 모형별 사업사례 검토
· 대상사업 모형별 대표 사업추
진 액션플랜

·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북 · 문헌조사
한 내부 물류체계 실태 파 · 인터뷰(탈북자)
악 및 구축 방안 모색
· 외부전문가 자문
·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 국외전문가 협동연구
서 합의된 남북공동특구의
본 연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
물류체계 구축 전략 연구

· 남북교통협력 필요성 및 국제
정세변화
·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
대 개발 방향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 전략
· 경제공동특구 개발 방향 및 교
통물류체계 구축 전략
·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
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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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최근 북한경제 현황 및 특징
1. 최근 북한 경제 현황 및 남북한 비교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규모 추산에 필요한 정확한 환율 및 시장가격을 파악하는데 난점이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북한 국민계정 관련 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1) 이는 남한과의 상대적인 규모 차이를 확
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35,561.6십억 원(남한 원화 기준) 규모
로, 1,935,715.1십억 원(남한 원화 기준)을 기록한 남한의 약 1.8% 수준이다.2)
2006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까지 최저 -1.2%(2007년), 최고 3.1%
(2008년)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1~2014년 기간에는 4년 연속 순성장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핵 실험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
강화되면서 2017년 -3.5%, 2018년 -4.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역성장 현상이

1) 한국은행(2019),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 p. 1.
2) KOSIS 북한통계, ｢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ZGA31&conn_path=I2(검색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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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3)
<표 2-1> 남북한 경제규모(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 비교(2001~2019년)
시점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북한
남한
남한 대비 북한
국민총소득
국민총소득(GNI, 명목) 경제성장률 국민총소득(GNI, 명목) 경제성장률
규모(B/A)
(십억 원)(A)
(%)
(십억 원)(B)
(%)
35,561.6
0.4
1,935,715.1
2.0
1.8%
35,895.0
-4.1
1,898,452.7
2.7
1.9%
36,631.0
-3.5
1,843,180.9
3.2
2.0%
36,373.0
3.9
1,747,143.5
2.9
2.1%
34,512.0
-1.1
1,663,206.6
2.8
2.1%
34,236.0
1.0
1,570,493.3
3.2
2.2%
33,844.0
1.1
1,510,384.9
3.2
2.2%
33,479.0
1.3
1,455,170.3
2.4
2.3%
32,438.3
0.8
1,397,534.8
3.7
2.3%
30,048.7
-0.5
1,324,586.9
6.8
2.3%
28,634.6
-0.9
1,203,479.8
0.8
2.4%
27,347.2
3.1
1,154,509.7
3.0
2.4%
24,826.8
-1.2
1,086,897.3
5.8
2.3%
24,429.2
-1.0
1,002,664.7
5.3
2.4%
24,791.6
3.8
950,685.4
4.3
2.6%
23,767.1
2.1
906,864.7
5.2
2.6%
21,946.6
1.8
834,443.2
3.1
2.6%
21,330.7
1.2
781,828.8
7.7
2.7%
20,287.0
3.8
702,236.4
4.9
2.9%

자료: KOSIS 북한통계, 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ZGA31&conn_path=I2(검색일: 2020.11.2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2019년 기준 북한의 산업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서비스업
으로 34.1%를 차지하며, 광공업(29.6%), 농림어업(21.2%) 순으로 나타난다.4)
이 중 농림어업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2019년 하락
세로 돌아선 반면, 광업 및 제조업은 2019년 이후 소폭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3) KOSIS 북한통계, ｢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ZGA31&conn_path=I2(검색일: 2020.11.25.)
4) KOSIS 북한통계, ｢산업구조(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ZGA33&conn_path=I2(검색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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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5) 이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의 강화로 광물 수출 등에 제약이 심화되면
서 광업 및 연관 중공업 부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표 2-2>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2015~2019년)
구분

북한

산업별
국내총생산

2019
100.0

2018
100.0

2017
100.0

2016
100.0

2015
100.0

농림어업

21.2

23.3

22.8

21.7

21.6

광공업

29.6

29.4

31.8

33.2

32.7

광업

11.0

10.6

11.7

12.6

12.2

제조업

18.7

18.8

20.1

20.6

20.4

7.0

6.8

6.8

6.9

7.0

11.7

12.0

13.3

13.7

13.4

전기·가스·수도업

5.4

5.4

5.0

5.2

4.5

건설업

9.7

8.9

8.6

8.8

9.0

서비스업

34.1

33.0

31.7

31.1

32.2

정부

25.2

24.6

23.2

22.4

23.3

기타

8.8

8.5

8.4

8.7

8.9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공업
중화학공업

국내총생산
농림어업

1.8

2.0

2.0

2.0

2.2

광공업

27.8

29.3

29.6

29.0

29.1

광업

0.1

..

..

..

..

27.7

29.2

29.5

28.8

29.0

4.9

..

..

..

..

22.8

..

..

..

..

전기·가스·수도업

2.1

2.1

2.4

2.8

2.7

건설업

6.0

5.9

6.0

5.7

5.3

서비스업

62.4

60.7

60.0

60.5

60.6

정부

11.1

10.6

..

..

..

기타

51.2

50.3

..

..

..

제조업
남한

경공업
중화학공업

자료: KOSIS 북한통계, 산업구조(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ZGA33&conn_path=I2(검색일: 2020.11.25.)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5) KOSIS 북한통계, ｢산업구조(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ZGA33&conn_path=I2(검색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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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북한 경제 주요 부문별 특징 및 전망
가. 대외무역
북한의 대외무역은 2010년대 들어 지속적인 적자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2010년 11.5억 USD 규모였던 대외적자는 2018년 23.6억 USD 규모로 8년간
2배 규모로 증가하였다.6) 또한 무역규모는 2010년 41.7억 USD 규모에서
2018년 28.4억 USD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출부문에서의 감소폭이 두
드러졌다.7)
특히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2018년의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수출 86.3%, 수입 31.2%의 감소세를 나타냈다.8) 2019년 무역규모는
반전하여 수출 수입 모두 14%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무역수지는 더욱 악
화하여 약 27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나타냈다.9)

6) KOSIS 북한통계, ｢수출입액(2020.09.0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
11.25.).
7) KOSIS 북한통계, ｢수출입액(2020.09.0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
11.25.)
8) KOSIS 북한통계, ｢수출입액(2020.09.0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
11.25.)
9) KOSIS 북한통계, ｢수출입액(2020.09.0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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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북한 대외무역 규모 및 무역수지 현황(2010~2019년)
수출입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시점

금액
(천달러)

증감률
(%)

2019

3,244,944

14.1

277,777

14.4

2,967,167

14.1

-2,689,390

2018

2,843,484

-48.8

242,710

-86.3

2,600,774

-31.2

-2,358,064

2017

5,549,903

-15.0

1,771,852

-37.2

3,778,051

1.8

-2,006,199

2016

6,531,692

4.5

2,820,914

4.6

3,710,778

4.4

-889,864

2015

6,251,816

-17.9

2,696,538

-14.8

3,555,278

-20.0

-858,740

2014

7,610,881

3.6

3,164,650

-1.7

4,446,231

7.8

-1,281,581

2013

7,344,786

7.8

3,218,382

11.7

4,126,404

5.0

-908,022

2012

6,811,277

7.1

2,880,104

3.3

3,931,173

10.2

-1,051,069

2011

6,357,059

52.3

2,789,351

84.3

3,567,708

34.1

-778,357

2010

4,174,405

22.3

1,513,631

42.4

2,660,773

13.2

-1,147,142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자료: KOSIS 북한통계, 수출입액(2020.09.04.) ,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
11.25.)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북한의 대상국가별 대외무역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까지 대중국 무역 비
중이 90% 미만이었으나 2014년 이후 90%를 초과, 2019년에는 95.36% 수준
을 차지하였다.10)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무역 비중이 1.0%를 초과하
는 무역대상국이 나타나지 않으며, 2010년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싱가
포르, 태국, 독일과의 무역 비중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0.1% 이
하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11) 반면 2015년 이후 교역량이 집계되지 않던

10) KOSIS 북한통계, ｢수출입액(2020.09.0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
11.25.).
11) KOSIS 북한통계, ｢수출입액(2020.09.0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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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교역 비중은 2019년 0.86%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12)
<표 2-4> 북한 국가별 대외무역 비중(2010~2018년)

(단위: %)

국가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국

83.02

88.55

88.27

89.13

90.19

91.34

92.72

94.75

95.76

95.36

인도

1.40

0.80

1.11

1.33

1.16

1.22

0.90

0.99

0.76

0.36

싱가포르

1.16

0.63

0.72

0.83

0.64

0.48

0.20

0.01

0.00

0.00

태국

1.23

0.57

0.91

1.30

1.01

0.80

0.76

0.04

0.04

0.03

-

0.12

-

0.05

0.08

-

-

-

-

0.86

독일

1.41

0.92

0.53

0.35

0.37

0.15

0.12

0.08

0.11

0.04

러시아

2.65

1.77

1.11

1.42

1.21

1.35

1.18

1.40

1.20

1.48

기타

9.13

6.64

7.35

5.59

5.34

4.66

4.12

2.73

2.13

1.87

베트남

자료: KOSIS 북한통계, 주요국별 교역비중 변화추이(2020.09.04.)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ZGA97&conn_path=I2(검색일: 2020.11.25.)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이 중 북중 무역의 주요 품목을 HS코드 2단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출품목
의 경우 2019년 기준 시계(91), 조제 우모·조화·인모제품(67), 철강(72), 금속
광물(26), 광학·정밀의료기기(90) 순으로 나타난다.13) 특히 시계류의 경우
2016년 수출실적이 전무하였으나 2017년 1.9백만 USD를 기록한 후 2019년
49.5백만 USD로 2년간 26배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14) 반면 제재 이전시기
인 2016년 주요 대중수출품목 중 광물성 연료 에너지(27), 비편물제 의류(62),
금속광물(26), 어류(3), 편물제 의류(61) 중 금속광물을 제외한 품목들은 대북

12) KOSIS 북한통계, ｢주요국별 교역비중 변화추이(2020.09.0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ZGA97&conn_path=I2(검색일: 2020.11.25.)
13) K-stat, ｢중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
14) K-stat, ｢중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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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으로 대중 수출이 중단되었으며,15) 금속광물 역시 2016년 대비 10%
미만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다.16)
<표 2-5> 2019년 북한 10대 대중수출품의 교역량 추이(2016~2019년)
HS코드
2단계

품목

2019년

2018년

(단위: 천 USD)

2017년

2016년

91

시계와 그 부분품

49,484

31,347

1,894

0

67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34,058

24,176

9,323

2,753

72

철강

33,857

31,902

59,346

44,047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21,510

25,314

187,493

225,351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기기·측
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
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6,365

9,962

5,940

2,074

27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11,441

11,392

95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
분품과 부속품

9,681

5,134

1,977

1,325

64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7,410

4,847

2,286

905

70

유리와 유리제품

5,158

6,050

5,880

6,065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
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
나 무기화합물

4,247

3,224

3,340

3,852

412,722 1,187,115

자료: 1) K-stat, 중국통계 ,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관세법령정보포털, 호목록(UI-ULS-0201-004Q)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0.10.1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15) 이영훈(2019),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0년 전망｣, KDB북한개발 , 2019년 겨울 호(통권 21호),
KDB미래전략연구소, p. 13.
16) K-stat, ｢중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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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6년 북한 10대 대중 수출품의 교역량 추이(2016~2019년)

(단위: 천 USD)

HS코드
2단계

품목

27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11,441

11,392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

2

9

496,741

611,500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21,510

25,314

187,493

225,351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水生) 무척추동물

0

0

162,822

190,094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

0

10

65,254

111,872

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

4,314

78,893

50,833

72

철강

33,857

31,902

59,346

44,047

79

아연과 그 제품

0

0

0

39,514

25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
멘트

0

10,552

43,614

34,789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
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
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18

991

27,589

34,475

412,722 1,187,115

자료: 1) K-stat, 중국통계 ,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관세법령정보포털, 호목록(UI-ULS-0201-004Q)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0.10.1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북중 간 수입품목의 경우 2019년 기준 플라스틱(39), 인조 필라멘트(54),
동·식물성유지(15), 담배(24), 편물(60)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17) 특히
2016년 대비 동·식물성유지 1.4배, 곡물 3.2배, 제분공업생산품(밀가루) 19.2
배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식품산업 관련 수입이 활발함을 볼 수 있다.18) 반면
2016년 주요 수입품이었던 전자기기(85), 기계류(84), 자동차(87), 플라스틱

17) K-stat, ｢중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
18) K-stat, ｢중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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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인조필라멘트(54) 중 주요 제재품목인 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의 수입
이 2017년 이후 급감하였다.19) 의류의 경우 통계상 수출실적은 거의 없으나
원료인 인조 필라멘트의 수입량은 제재 이전과 비교해 수입량에 큰 차이가 없
어 의류의 수출이 여전히 밀수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0)
<표 2-7> 2019년 북한 10대 대중수입품의 교역량 추이(2016~2019년)
HS코드
2단계

품목

(단위: 천 USD)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74,557

221,772

231,388

204,533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189,325

138,241

218,834

187,042

15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
성·식물성 납(蠟)

143,782

155,672

121,549

99,498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92,096

69,645

32,826

18,772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89,958

80,547

101,042

84,494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

89,695

74,427

117,119

134,823

10

곡물

83,957

25,771

32,618

25,854

91

시계와 그 부분품

82,797

46,398

8,843

4,834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
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76,605

65,851

35,486

3,993

94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
(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
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램
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
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75,030

57,520

60,440

48,609

자료: 1) K-stat, 중국통계 ,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관세법령정보포털, 호목록(UI-ULS-0201-004Q)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0.10.1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19) K-stat, ｢중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
20) 이영훈(2019),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0년 전망｣, KDB북한개발 , 2019년 겨울 호(통권 21호),
KDB미래전략연구소, p. 13.

제2장 북한 경제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 여건 및 필요성

<표 2-8> 2016년 북한 10대 대중수입품의 교역량 추이(2016~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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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USD)

HS코드
2단계

품목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
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
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2,759

7,732 338,133 315,479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650

7,027 267,599 268,607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
품·부속품

422

1,928 202,422 254,802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189,325 138,241 218,834 187,042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
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8,648

23,751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
개질 편물에만 적용)

89,695

74,427 117,119 134,823

72

철강

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66,974

99,629

15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
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 143,782 155,672 121,549
물성 납(蠟)

99,498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74,557 221,772 231,388 204,533

78

291

64,180

82,467

69,506 141,569

85,189 115,288

자료: 1) K-stat, 중국통계 ,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20.
05.2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관세법령정보포털, 호목록(UI-ULS-0201-004Q)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0.10.1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나. 산업정책
북한의 정부 정책 방향과 내용은 매년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통하여 파악
해왔으나, 2020년에는 신년사가 생략되고 2019년 12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
장의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와 12월 31일 채택된 결정서로
사실상 대체되었다.21)

21)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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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경제사업체계와 질서
를 정돈할데 대한’ 과업 제시 부분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시기의 과도적
이며 림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각책임
제, 내각중심제 강화를 주문하였다.22) 또한 경제관리 개선의 주요 방도로서
사회주의상업의 본태를 고수하면서도 상업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
을 연구대책하기 위한 문제, 경제관리 개선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정리
하는 문제, 생산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바로잡
기 위한 문제, 전문건설역량 강화와 건설장비 현대화로 중요대상건설을 수행
하는 문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있게 실시하는 사업을 잘해나가
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23)
인민경제부문에 대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망성있게 사업’할 것을 강
조하면서 ‘10대전망목표’의 달성을 요구하였다.24) ‘10대전망목표’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제시된 사례를 통해 그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즉 1974년 북한은 강철, 비철금속, 석탄생산, 전력생산, 기계가공생산
품, 수산물, 시멘트, 화학비료, 식량생산, 간척지개간 등 10개 부문에 대해 전
망목표를 제시하였으며, 1980년 제10차 조선로동당 대표회의에서는 기계가공
생산품을 직물로 대체한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25) 2020년은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종료시점으로, 그간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
던 5개년 전략의 후속계획으로서 202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10대 전망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26)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2020.01.01.)｣.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2020.01.01.)｣.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2020.01.01.)｣.
이태욱(1991), ｢北韓의 經濟體制, 政策路線 및 發展成果分析｣, 국사관논총 , 제27집, 국사편찬위원회,
pp. 233-234.
26) 통일뉴스, ｢北전원회의는 '자력갱생으로 제재 좌절시키겠다는 것'(2020.01.10.)｣, http://www.tongilne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90(검색일: 2020.06.10.)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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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북한 ‘10대전망목표’ 제시내용
목표치
1974년

1978년

1980년

2018년
(생산량)

강철

1,200만 t

740~800만 t

1,500만 t

579만 t

비철금속

160만 t

160만 t

150만 t

398만 t

석탄생산

1억 t

7,000~8,000만 t

1.2억 t

1.8억 t

전력생산

500억 ㎾h

560억 ㎾h

1,000억 ㎾h

249억 ㎾h

기계가공생산품

500만 t

500만 t

-

미상

수산물

500만 t

350만 t

500만 t

705만 t

시멘트

2,000만 t

1,200~1,300만 t

2,000만 t

5,832만 t

화학비료

500만 t

500만 t

700만 t

605만 t

식량생산

1,000만 t

1,000만 t

1,500만 t

464만 t

간척지개간

10만 정보

10만 정보

30만 정보

미상

직물생산

-

-

15억㎡

28.4㎡

부문

자료: 1) 이태욱(1991), 北韓의 經濟體制, 政策路線 및 發展成果分析,” 국사관논총 , 제27집, 국사편찬위원
회, pp. 233-234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KOSIS 북한통계, 석탄 생산량(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ZGA61&conn_path=I2(검색일: 2020.06.1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KOSIS 북한통계, 철강공업 생산능력(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ZGA62&conn_path=I2(검색일: 2020.06.1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KOSIS 북한통계, 비철금속 생산량(2020.08.13.)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
do?menuId=M_02_02&vwcd=MT_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06.1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KOSIS 북한통계, 시멘트 생산량(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ZGA66&conn_path=I2(검색일: 2020.06.1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KOSIS 북한통계,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ZGA65&conn_path=I2(검색일: 2020.06.1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7) KOSIS 북한통계, 북한의 직물 생산량(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ZGA69&conn_path=I2(검색일: 2020.06.1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8) KOSIS 북한통계, 발전 전력량(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ZGA74&conn_path=I2(검색일: 2020.06.1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9) KOSIS 북한통계, 식량작물 생산량(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ZGA55&conn_path=I2(검색일: 2020.06.1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10) KOSIS 북한통계, 수산물 생산량(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ZGA58&conn_path=I2(검색일: 2020.06.1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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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에 대해서는 과학농법, 농업부문 과학기술역량과 연구기관 강화,
농업과학기술인재 육성사업,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비중의 향상과 농업토
지의 통일적 관리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27)
이어 전원회의에서는 총 8개항의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28) 결정
서 상의 경제 및 산업부문 관련 언급은 1항에 불과하나, ‘경제토대의 재정비’
와 ‘생산잠재력의 총발동’은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
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북한 도시 위계 및 규모 현황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을 통해 행정구역의 종류를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으로 규정하고 있다.29) 그러나
실제로는 도·직할시와 동급의 특별시, 시·군과 동급의 구·지구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의 광역자체단체에 해당하는 직할시/
특별시/도와 남한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군/구/지구로 나눌 수 있다.
시의 승격요건을 법령으로 지정해놓은 남한과 달리30) 북한의 행정구역법상
에는 시의 승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31) 그러나 북한의 말단행정구역을
보면 도시지역에 동을, 농어촌지역에 리를, 군소재지에 읍을 설치하며, 군지역
의 인구 400명 이상, 65% 이상의 인원이 공장이나 광산 임산 및 어업에 종사

27)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2020.01.01),｣.
28)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2020.01.01.)｣.
29) YESLAW,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2008.10.02.)｣, http:www.yeslaw.com/lims/front/
layout.html?pAct=template_contents_view&pGubun=FT_LAW&pUrlGubun=searchView&
pPromulgationNo=171990(검색일: 2020.06.05.)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2019.12.25.)｣,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
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
98%EB%B2%95#undefined(검색일: 2020.06.05.)
31) YESLAW,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2008.10.02.)｣, http:www.yeslaw.com/lims/front/
layout.html?pAct=template_contents_view&pGubun=FT_LAW&pUrlGubun=searchView&
pPromulgationNo=171990(검색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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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에는 로동자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인구와 지역총생산(GRDP)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북한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2008년 북한
인구조사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 2020년 현재의 행정구역 변동을 반영해 행정
구역별 인구규모를 파악하였다.32) 단 북한의 행정구역 승격 기준이 불명확하
며 그 결정에 정부 당국의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므로, 행정구역만으로는
북한의 도시지역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행 남한 지방
자치법상 시 승격 요건을 적용하여,33) 도시지역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군 지역
과 인구 15만 명 이상이면서 도시지역 인구가 4만 명 이상인 군 지역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직할시 1곳(평양), 특별시 3곳(남
포, 개성, 라선), 시 25곳, 구 2곳(청남, 수동), 군 26곳으로 총 56곳이 주요 도
시로 선정되었다. 이 중 100만 이상 도시는 수도 평양시(약 300만) 1곳이며,
50만 이상 도시는 남포, 함흥, 청진의 3곳이다.
<표 2-10> 남한 지방자치법 상 시 승격 요건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2019.12.25.) ,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
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
98%EB%B2%95#undefined(검색일: 2020.06.05.)

3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 1.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2019.12.25.)｣,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
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
98%EB%B2%95#undefined(검색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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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2-1> 북한 도시 분포도

이들 도시의 분포를 보면, 평양·남포 및 평남권 15곳, 평북권 6곳, 함남권
10곳, 라선 및 함북권 8곳, 황남권 2곳, 개성 및 황북권 5곳, 강원권 3곳, 자강
권 5곳, 량강권 2곳으로 나타난다. 서부권의 대동강 이북-청천강 이남 지역은
북한 최대의 도시화 지역으로 평양수도권을 형성하며, 동부권에서는 원산-함
흥-단천-김책-길주로 이어지는 거대한 동해안 도시벨트가 관찰된다.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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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이북지역의 함북권, 평안북도의 신의주권과 구성-정주권, 황해도 지역의
개성-해주 서남해안벨트, 희천-강계-만포로 연계되는 자강도 내륙벨트, 량강
도 혜산-삼지연 백두산권 등을 유의미한 도시군으로 볼 수 있다.
<표 2-11> 북한 주요 도시별 인구(2008년 기준)
권역

도시명

인구(2008)
전체

도시지역

도시인구
비율

농촌지역

비고

평남 평양직할시

2,999,466

2,701,411

298,055

90.1%

평남 남포특별시

983,660

703,388

280,272

71.5%

황북 개성특별시

308,440

192,578

115,862

62.4%

함북 라선특별시

196,954

158,337

38,617

80.4%

함북

청진시

667,929

614,892

53,037

92.1% 함경북도 소재지

함남

함흥시

668,557

614,198

54,359

91.9% 함경남도 소재지

평북

신의주시

359,341

334,031

25,310

93.0% 평안북도 소재지

강원

원산시

363,127

328,467

34,660

90.5%

황북

사리원시

307,764

271,434

36,330

88.2% 황해북도 소재지

평남

개천시

319,554

262,389

57,165

82.1%

자강

강계시

251,971

251,971

-

100.0%

평남

순천시

297,317

250,738

46,579

84.3%

황남

해주시

273,300

241,599

31,701

88.4% 황해남도 소재지

함남

단천시

345,875

240,873

105,002

평남

평성시

284,386

236,583

47,803

83.2% 평안남도 소재지

평남

덕천시

237,133

210,571

26,562

88.8%

량강

혜산시

192,680

174,015

18,665

90.3%

평남

안주시

240,117

167,646

72,471

69.8%

함북

김책시

207,299

155,284

52,015

74.9%

평북

구성시

196,515

155,181

41,334

79.0%

평남

은산군

206,407

142,695

63,712

69.1%

자강

희천시

168,180

136,093

32,087

80.9%

함남

신포시

152,759

130,951

21,808

85.7%

평북

삭주군

159,707

119,101

40,606

74.6%

평남

북창군

139,498

111,223

28,275

79.7%

평북

정주시

189,742

102,659

87,083

54.1%

황북

송림시

128,831

95,878

32,953

74.4%

강원도 소재지

자강도 소재지

69.6%

량강도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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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2008)

도시인구
비율

권역

도시명

강원

문천시

122,934

92,525

30,409

75.3%

함북

회령시

153,532

92,494

61,038

60.2%

평북

구장군

139,337

91,900

47,437

66.0%

함북

온성군

127,893

91,868

36,025

71.8%

자강

전천군

106,311

86,877

19,434

81.7%

함북

무산군

123,721

84,547

39,174

68.3%

평남

성천군

149,809

82,938

66,871

55.4%

자강

만포시

116,760

82,631

34,129

70.8%

함북

길주군

139,932

74,154

65,778

53.0%

함남

금야군

211,140

73,094

138,046

34.6%

자강

성간군

92,952

72,116

20,836

77.6%

함남

홍원군

142,910

71,763

71,147

50.2%

함북

경성군

105,909

70,533

35,376

66.6%

함남

수동구

95,716

64,859

30,857

67.8%

평남

청남구

73,290

64,404

8,886

87.9%

함남

북청군

161,886

60,803

101,083

37.6%

황북

승호군

85,624

59,291

26,333

69.2%

강원

천내군

85,123

57,908

27,215

68.0%

황북

평산군

123,646

57,601

66,045

46.6%

평북

의주군

110,018

57,229

52,789

52.0%

함남

리원군

117,320

57,036

60,284

48.6%

평남

회창군

89,959

56,286

33,673

62.6%

함남

정평군

179,114

53,159

125,955

29.7%

평남

평원군

179,492

51,909

127,583

28.9%

평남

대동군

129,761

50,380

79,381

38.8%

함남

신흥군

104,002

50,071

53,931

48.1%

평남

숙천군

178,509

41,377

137,132

23.2%

황남

배천군

159,825

40,316

119,509

25.2%

량강

삼지연시

31,471

25,588

5,913

81.3%

전체

도시지역

농촌지역

비고

자료: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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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경제의 지역별 격차 현황
일반적으로 지역별 경제규모 및 격차를 파악하는 데에는 지역내총생산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을 나타내는 경
제지표이나,34) 북한의 경우 생산물의 규모 및 가치를 파악하는 데 많은 제약
이 따른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되는 산업·기업 종사자 및 분포를 통해 대
략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의 협조로 작성된 북한 인구조사에서는 각 직종별 종사인구를 제시하고 있
다.35)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9차)에 따라 재분류하여 지역별 산업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36) 이에 따르면 북한 전국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1차산업
36.0%, 2차산업 中 광업 5.9%, 제조업 23.7%, 3차산업 34.4%로 나타난다.37)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황해남도(58.1%), 황해북도(45.6%), 강원도
(42.2%) 순이며, 평양시(13.5%), 함경남도(30.7%), 평안남도(31.5%) 등에서 낮
게 나타난다.38) 2차산업 中 광업은 평안남도(12.0%), 함경북도(7.6%), 함경남
도(7.5%) 순으로 지역 내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은 자강도(32.2%), 평양시
(28.8%), 평안남도(27.0%) 순이다.39) 3차산업의 지역 내 비중은 평양시
(55.4%), 량강도(44.8%), 강원도(3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40)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1차산업의 지역 내 비중이 높은 지역은 황남, 황
북, 강원, 평북, 함남의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차산업 中 광업의 비중이 전

34) 통계청, ｢GRDP｣,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
detail_lang&pageNo=1&keyWord=0&cd=SL4409&sTt=(검색일: 2020.08.05.)
3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95-199.
36)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19.
37)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20.
3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20.
39)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20.
40)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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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평남, 함북, 함남, 량강의 4곳이며,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자강, 평양, 평남, 함남, 평북의 5곳이다. 3차산업
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평양, 량강, 강원, 함남의 4곳으로 파악
된다.41)
<표 2-12> 북한 시도별 산업종사자 분포(2008년)

(단위: 천 명)

127 34.7%

2차산업
광업
제조업
23 6.2%
52 14.3%

164 44.8%

367

100.0%

함남

377 30.7%

92

7.5%

319 26.0%

439 35.8%

1,226

100.0%

함북

642 40.2%

122

7.6%

340 21.3%

494 30.9%

1,598

100.0%

강원

314 42.2%

22

2.9%

132 17.8%

276 37.1%

745

100.0%

자강

228 33.0%

21

3.1%

223 32.2%

219 31.6%

692

100.0%

평북

603 41.3%

59

4.0%

370 25.4%

427 29.3%

1,458

100.0%

평남

677 31.5%

259 12.0%

580 27.0%

635 29.5%

2,150

100.0%

황북

497 45.6%

42

3.9%

221 20.3%

328 30.1%

1,089

100.0%

황남

697 58.1%

41

3.4%

166 13.9%

295 24.6%

1,200

100.0%

479 28.8%

920 55.4%

1,661

100.0%

2,883 23.7% 4,197 34.4% 12,185

100.0%

지역

1차산업

량강

평양

225 13.5%

37

2.3%

총계

4,387 36.0%

718

5.9%

3차산업

계

주: 2008년 통계자료로 남포시는 평남, 라선시는 함북, 개성시는 황북에 포함
자료: 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95-19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이와 함께 지역별 제조업, 광업 기업소 분포 현황을 검토할 수 있다. 경공업
부문은 2000년 이후 북한 공식매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총 1,098개의 기업체
를 대상으로 하였다.42) 식품가공, 섬유, 의류, 신발·가방, 종이·목재·가구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도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평
안북도, 함경남도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43) 함경남도를 제외하면 주로
41)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20.
4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22.
4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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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지역에 경공업체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식
품가공의 경우 함남·함북의 비중이 타 산업부문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는
데, 이는 각 시·군 단위 장공장 등 지방 기업소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표 2-13> 북한 경공업 기업체 지역별 분포(2015년)
지역

식품가공

강원

30

량강

17

자강

49

평남

67

평북
함남

섬유

의류

종이·목재·가구

계

13

3

7

57

1

3

1

10

32

10

14

1

24

98

15

56

6

19

163

49

14

28

5

23

119

59

7

29

5

15

115

함북

51

4

17

2

15

89

황남

47

5

21

2

17

92

황북

49

12

37

3

25

126

평양

77

11

77

12

12

189

미상

4

신발·가방

13

3

2

0

0

18

508

86

297

40

167

1098

주: 남포시는 평안남도, 라선시는 함경북도, 개성시는 황해북도에 포함.
자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30-13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중공업 부문은 2000년 이후 북한 공식매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1차금속, 기
계, 전기·전자, 화학, 수송기계, 건재, 광산 등 총 1,386개 공장·기업소를 대상
으로 하였다.44) 이들 기업소의 시·도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평안남도, 평양시,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45) 단
함경북도의 경우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생산부문 비중이 낮고 주로 광산
및 1차금속 부문 위주로 파악되었다.46)

44)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22-133.
45)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30-132.
46)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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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북한 중공업 기업체 지역별 분포(2015년)
지역

1차금속

기계

전기·전자

화학

수송기계

건재

광산

계

강원

5

13

6

21

5

12

16

78

량강

2

6

0

9

1

6

16

40

자강

4

18

4

22

0

20

18

86

평남

5

45

12

52

10

30

82

236

평북

4

35

7

47

2

18

35

148

함남

6

35

11

49

8

20

44

173

함북

9

18

6

36

10

29

49

157

황남

4

16

0

32

1

9

30

92

황북

3

28

7

34

0

31

37

140

평양

5

48

24

55

12

31

15

190

미상

0

7

11

5

4

1

18

46

47

269

88

362

53

207

360

1386

주: 남포시는 평안남도, 라선시는 함경북도, 개성시는 황해북도에 포함.
자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27-13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이상의 기업체 분포 현황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광공업 부문 주력산업을
파악하였다. 현재 산업별 생산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각 업종별 종사인구를
바탕으로 주력산업을 도출하였으며, 편의상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가공과 화학은 전 지역에서 10% 이상의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산업부문은 광산, 의류, 식품가
공, 종이·목재·가구, 건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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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지역별 광공업 세부 부문별 종사인구 비중
지역

식품
가공

섬유

의류

신발
·
가방

종이
·
목재
·
가구

1차
금속

기계

전기
·
전자

화학

수송
기계

건재

광산

계

강원 21.6% 2.9% 9.4% 2.2% 5.0% 3.6% 9.4% 4.3% 15.1% 3.6% 8.6% 14.3% 100%
량강 21.0% 1.2% 3.7% 1.2% 12.4% 2.5% 7.4% 0.0% 11.1% 1.2% 7.4% 30.7% 100%
자강 27.0% 5.5% 7.7% 0.6% 13.2% 2.2% 9.9% 2.2% 12.1% 0.0% 11.0% 8.6% 100%
평남 14.6% 3.3% 12.2% 1.3% 4.1% 1.1% 9.8% 2.6% 11.3% 2.2% 6.5% 30.9% 100%
평북 18.2% 5.2% 10.4% 1.9% 8.6% 1.5% 13.0% 2.6% 17.5% 0.7% 6.7% 13.8% 100%
함남 18.8% 2.2% 9.2% 1.6% 4.8% 1.9% 11.1% 3.5% 15.6% 2.5% 6.4% 22.4% 100%
함북 19.1% 1.5% 6.4% 0.7% 5.6% 3.4% 6.7% 2.2% 13.4% 3.7% 10.8% 26.4% 100%
황남 24.5% 2.6% 10.9% 1.0% 8.9% 2.1% 8.3% 0.0% 16.7% 0.5% 4.7% 19.8% 100%
황북 18.0% 4.4% 13.6% 1.1% 9.2% 1.1% 10.3% 2.6% 12.5% 0.0% 11.4% 16.0% 100%
평양 19.6% 2.8% 19.6% 3.1% 3.1% 1.3% 12.2% 6.1% 14.0% 3.1% 7.9% 7.2% 100%
전국 18.9% 3.2% 11.4% 1.5% 6.2% 1.8% 10.2% 3.0% 13.8% 2.0% 7.9% 19.9% 100%
자료: 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95-19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27-133을 바탕으
로 필자 재작성.

2차산업 내에서 광산업 및 중공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인 57.3% 이상을 차지
하는 지역은 자강, 량강, 함북, 평남, 평양의 5개 시·도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도는 2차산업 내 광산업 및 중공업의 비중이 46.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
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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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지역별 광공업 부문별 종사인구 비중
지역

경공업

자강

중공업 및 광산업

총계

중공업

광산업

소계

33.2%

40.3%

26.4%

66.8%

100.0%

량강

35.5%

33.6%

30.9%

64.5%

100.0%

함북

36.6%

41.0%

22.4%

63.4%

100.0%

평남

39.6%

29.7%

30.7%

60.4%

100.0%

평양

41.1%

44.7%

14.3%

58.9%

100.0%

황북

44.2%

42.0%

13.8%

55.8%

100.0%

함남

46.2%

37.8%

16.0%

53.8%

100.0%

황남

47.9%

32.3%

19.8%

52.1%

100.0%

평북

48.2%

44.6%

7.2%

51.8%

100.0%

강원

54.0%

37.4%

8.6%

46.0%

100.0%

전국

42.7%

38.3%

19.0%

57.3%

100.0%

자료: 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95-19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27-13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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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 북한 교통물류체계 현황 및 특징
1. 북한 교통물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가. 북한 철도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북한의 교통체계는 철도 중심으로 도로가 이를 보조하는 ‘주철종도’로 표현
된다.47) 북한은 모든 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이며, 이와 함께 산악지형과 일제강점기의 철도 인프라, 자력갱생을 강
조하는 경제정책 등이 이러한 기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48)
2018년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289km로 파악되며,49) 전철화율은 약 81%
수준이다.50) 대부분 남한과 동일한 1,435mm 궤간 표준궤를 사용하며, 함경
남․북도, 자강도, 량강도 등 일부 산간 노선에서는 762mm 궤간 협궤가 유지되
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인접한 라진항-두만강역 구간에는 1,520mm 궤간 러
시아식 광궤가 표준궤와 함께 이중으로 부설되어 러시아 측 열차가 별도 궤간
변경 작업 없이 직통운행이 가능하다.
북한 철도는 13개의 간선노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51) 3대 간선노선인 평
부, 평의, 평라선은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Y자형의 핵심 간선축을, 청년
이천선과 북부내륙선은 국토 동서횡단보조축을 구성한다.52)
국제철도망과 연계되는 주요 노선으로는 평의선, 평라선, 함북선, 만포선, 평
부선, 강원선, 금강산청년선의 7개 노선이 있다. 중국 방면으로는 평의선(선단·단
47) 서종원 외,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한국교통연구원, p. 58.
48) 서종원 외,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한국교통연구원, p. 58.
49) KOSIS 북한통계, ｢철도 총연장(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ZGA81&conn_path=I2(검색일: 2020.06.01.)
50) KOSIS 북한통계,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ZGA82&conn_path=I2(검색일: 2020.06.01.)
51) 서종원 외(2018),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19.
52) 서종원 외(2018),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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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철도), 함북선(창투·투쟈철도), 만포선(메이지철도)이, 러시아 방면으로는 함북
선의 지선인 두만강선(극동철도)이 연계된다. 또한 평부선, 강원선, 금강산청년
선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구성하는 노선들로 각각 남한 철도의 경의선, 경원
선, 동해선과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53)

자료: 서종원·박민철·한은영·양하은(2017),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물류여건 및 수요조사 분석(2차년도) , 한국교
통연구원, p. 42.

<그림 2-2> 북한 주요 철도 노선망도

53) 서종원 외(2018),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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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도는 그 중요도에 반해 설비가 노후화·낙후되어 국가 물류에 악영향
을 끼치고 있다. 대부분의 선로가 단선으로 선로용량 부족과 운행시간 증가를
야기하며, 일제강점기 수준의 선형과 구배, 시설물이 유지되어 운행속도는 물
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의 불안정과 차량의 노후화·부족으로
인하여 열차의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나. 북한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북한은 도로를 철도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로 중단거리 수
송(150~200km 내) 및 철도가 없는 지역의 연계운송 기능을 담당한다.54)55)
북한의 도로등급은 특급(고속도로)과 1~6등급의 일반도로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중 특급~3급은 중앙정부의 소관이며, 그 이하 도로의 경우 4급은 도,
5급은 군, 6급은 리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6)
북한의 도로연장은 2018년 기준 26,180km(고속도로 포함)로 남한
(110,714km)의 23.6% 수준이다.57) 고속도로 총연장은 661km로 평양-원산,
평양-남포, 평양-개성, 평양-향산, 평양-강동, 원산-금강산의 총 6개 노선이
평양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11년 이후 원산-함흥 구간에 고속도로급
간선도로의 건설 징후가 확인되고 있다.58)
북한의 도로폭 규정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4차선 이상으로, 1급도로를 2
차선 이상으로, 이하 등급의 도로는 2차선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59)
고속도로의 포장상태를 보면 1982년 기준 아스팔트 포장 30%, 콘크리트 포장

54)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 p. 8.
55) 서종원 외(2018),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22.
56) 김일성,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 18권(1982), pp. 178-179.
57) KOSIS 북한통계, ｢도로 총연장 및 고속도로 길이｣,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ZGA84&conn_path=I2(검색일: 2020.06.02.)
58) 서종원 외(2018),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22.
59)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 pp. 2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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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 8% 수준으로 100% 포장되어 양호한 편이나,
도시부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대부분 흙, 자갈, 석비레(마사토) 등으로 마감되
어 도로의 평탄성과 견고성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60) 또한 산악지형으
로 인해 급구배 및 급곡선이 많아 대부분의 일반도로는 50km/h 이상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61)

다. 북한 항공교통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현재 북한의 공항은 총 52개소로 추정된다.62) 그러나 대부분 군용
비행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 국제선 노선이 운항중인 공항은 평양국제
비행장이 유일하다. 주요 공항은 평양(순안), 갈마(원산), 삼지연, 어랑(청진),
선덕(함흥), 의주 등으로63) 2014년 이후 평양-삼지연, 평양-어랑, 평양-선덕,
평양-원산, 평양-의주 노선 등을 운항하고 있다.64)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총 41개국과 항공 운수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국제선이 정기노선이 운항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
히 동유럽 방면 노선은 2006년 유럽연합이 고려항공의 노후 기체에 대해 취항
을 금지하면서 전면 단항되었다.65) 2020년 현재 정기편이 취항하는 도시는 베
이징, 선양, 마카오, 블라디보스토크의 4곳이다.66)

60) 서종원 외(2018),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23.
61) 서종원 외(2018),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23.
62) 구글어스(검색일: 2020.11.07.).
63) 각 공항의 명칭은 북한 당국의 공식 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 안의 명칭은 국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혹은 주변 최대 배후도시의 명칭임
64) MBC, ｢단둥-평양 전세기 첫 운항…북중관광 활성화 조짐(2017.03.28.)｣,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753448(검색일: 2020.06.01.)
65) VOA, ｢유럽연합, 북한 고려항공 운항 제한 유지(2014.04.30.)｣, https://www.voakorea.com/a/
1903791.html(검색일: 2020.06.02.)
66) WIKIPEDIA, “List of Air Koryo destination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Air_Koryo_
destinations#cite_note-13(검색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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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 해운·물류 현황 및 문제점
북한의 해운물류 여건은 2018년 항만 하역능력 43,610천 t, 선박보유톤수
101G/T 등으로 남한에 비해 항만하역능력 3.7%,67) 선박보유톤수 2.3%(등록
국적선 기준 8.6%)6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7> 남북한 주요 해운·물류여건 비교(2018년)
지표
항만하역능력

북한(A)

남한(B)

(B)/(A)

43,610천 t

1,188,206천 t

27.24

선박보유톤수(국취부나용선 포함)

101G/T

4,387G/T

43.43

선박보유톤수(등록국적선)

101G/T

1,170G/T

11.58

주: 국취부나용선: 국적 취득을 조건부로 한 용선
자료: 1) KOSIS 북한통계, 항만 하역능력(2020.08.13.)
101&tblId=DT_1ZGA85&conn_path=I2(검색일:
자료: 2) KOSIS 북한통계, 선박 보유톤수(2020.08.13.)
101&tblId=DT_1ZGA88&conn_path=I2(검색일: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2020.08.16.)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2020.08.16.)

북한의 항만은 총 289개소로 이 중 무역항은 9개소(남포, 해주, 송림, 원산,
흥남, 단천, 청진, 라진, 선봉)이며 주요 지방항은 총 24개소가 있다.69) 이 중
컨테이너 하역시설은 남포항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역에는 컨테이너 취
급항만이 전무하다. 하역장비의 경우 남포항은 45t 컨테이너 크레인을 비롯한
일부 장비를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나,70) 이외 항만에서는 신규 장비의
제작·도입이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하역장비들의 노후화와 전력공급 불
안정으로 인해 운용에 제약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 KOSIS 북한통계, ｢항만 하역능력(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ZGA85&conn_path=I2(검색일: 2020.08.16.).
68) KOSIS 북한통계, ｢선박 보유톤수(2020.08.1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ZGA88&conn_path=I2(검색일: 2020.08.16.).
69)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 제20권 제9
호, 한국개발연구원, p. 29.
70) 통일뉴스, ｢北, 45톤 컨테이너 크레인 자체 생산..남포항에 운용 예정(2019.05.22.)｣, http://www.
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82(검색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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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은 통치 이후 북한 교통물류체계 변화
가. 철도부문 변화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직전인 2011년 4월부터 북부내륙선
(舊혜산만포청년선)의 개건보수를 지시하는 등 국가교통체계의 주축인 철도부
문의 현대화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71) 이어 혜산-삼지연넓은철
길건설사업(2015~2019년)72)73), 라진-하산 철도 개보수 사업74)75) 등 주요 철
도구간의 현대화 사업과 2018년 고암-답촌 철도 개통76) 등 신규 철도 개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주요 철도노선의 철도중량화와 철도통신망 구축 사업을
철도성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77) 이에 따라 2012년 김종태전기기관
차련합기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현대적인 고정식레루(레일)맞땜용접기를 생
산하였으며,78) 평의선, 평라선, 만포선 등 주요 간선철도 수백㎞ 구간에서 장
대레일을 부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7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콘크리트
침목 부설 사업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일환으로 강화되어 2017년까지
연간 20만여 정의 생산능력을 갖춘 콘크리트침목 생산기지 10곳을 확보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79)

71) 조선신, ｢북부철길, 기본건설 마감단계/차굴피복 완성보(2014.01.11.)｣.
72) RFA, ｢북, ‘혜산-삼지연’간 철도공사 완공(2017.04.1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04112017093238.html(검색일: 2020.05.28.)
73) 연합뉴스, ｢北, 혜산-삼지연 철길 완공…"백두산 답사자 편리 보장"(2019.10.16.)｣, https://www.yna.
co.kr/view/AKR20191016107500504(검색일: 2020.05.28.)
74) 로동신문, ｢라진-하싼철도 및 라진항 개건착공식이 라선시 두만강역지구의 조로친선각에서 진행된 소식
(2008.10.05.)｣.
75) 로동신문, ｢라진-하싼철도개건구간 개통(2013.09.22.)｣.
76) 통일뉴스, ｢북, 고암-답촌 구간 해상철교 개통..열차운행 시작(2018.05.31.)｣, http://www.tongilne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017(검색일: 2020.05.28.)
77) 조선신보, ｢《기관차만가동》의 토대 구축 - 강도, 중량화의 과제 수행(2009.01.23.)｣.
78) 조선신보, ｢전국적으로 용접레루 부설/지난해 철도운수부문 성과(2013.01.18.)｣.
79) 로동신문, ｢철길강도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 마련(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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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성적인 전력난 속에서 열차 운행의 파행을 타개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의 운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화 초기 민간의 물류운송은
주로 써비차와 버스를 이용하였으나 2015년 들어 철도성의 수익창출을 위해
평양-청진, 평양-신의주, 평양-원산 구간에 내연기관차를 동원한 이른바 ‘써비
열차’가 등장했다.80) 특히 수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북한 특성상 겨울철 전력
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13년 1월 개최된 당세포비서대회 참가자
들의 수송을 위해 전기기관차 대신 내연기관차를 투입하는 등 철도전력 사정
의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81)
현재 북한 철도의 주요 운행구간은 평양을 중심으로 신의주, 청진, 혜산, 함
흥, 원산, 희천, 개성, 해주, 사리원 등 주요 지역거점역들을 연결하는 열차들
과 함께 개성-신의주와 같이 지방과 지방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들도 운행되고
있다. 또한 묘향산 등 주요 관광지들에 대한 관광 보장을 위한 전용관광열차들
도 신설되고 있다.82)
북한은 간리, 고원 등 주요 철도거점에 10곳 미만의 기술역을 설치하여 기
술검사, 기술보수 등의 여러 가지 철도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3) 철도
화물운송은 대량 산적화물 및 중요 대상 건설사업에 필요한 대형설비들이 절
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세부적으로는 시멘트, 강철, 목재, 알곡, 비료, 석탄,
유류, 발전설비, 기계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84) 여객운송은 도로운송여건이
열악한 지역,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요 및 내연(디
젤)기관차 견인지역 이동수요를 중심으로 선호되고 있다.85)

80)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목숨 내걸어야 하는 평양∼개성 철도(2018.11.07.)｣, https://
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07/92760724/1(검색일: 2020.06.12.)
81) 노컷뉴스, ｢北, 5년만에 열린 세포비서대회…그리고 뒷 얘기들(2013.01.31.)｣, https://news.naver.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437720(검색일: 2020.
06.12.)
82)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0.
83)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0.
84)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1.
85)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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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부문 변화
북한은 철도물류수송의 포화가 심화된 1980년대 이후 도로운수부문에 관심
을 돌리고 원산-함흥,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을 계획하였다.86) 이
중 원산-함흥고속도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직전인 2010년 말~2011년
초 사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87)88) 2013년 6월 공개된 북한 원산
지구총계획도 에서 해당 노선이 등장하였다.89) 한편 평양-신의주 고속도로는
현재 평양-안주 구간이 평양-향산 고속도로의 일부로 개설되어 있으나 안주신의주 구간은 고속도로가 부재한 상황이다.90) 이에 따라 2013년 중국 상지관
군유한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과의 사업계획,91) 2016년 중국 료녕성
정로교공정유한회사가 참여하는 사업계획92)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실제 사업 추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2012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
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담화 발
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되어오던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
다.93) 이에 따라 각 시·도의 주관 하에 시·군별로 도로의 평탄성 보장, 구배
완화, 표식 설치 및 문화성 보장, 콘크리트 다리 개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 부재로 대부분 비포장도로에 석비레(마사토)를 부설

86)
87)
88)
89)
90)
91)
92)
9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 , p. 301.
구글어스, ｢39° 8'28.51"N 127°22'29.22"E(2010.10.27.)｣(검색일: 2020.11.07.)
구글어스, ｢39° 8'28.51"N 127°22'29.22"E(2011.05.18.)｣(검색일: 2020.11.07.)
노컷뉴스, ｢北, "경제개발위 발족, 경제, 관광 특구 지정 예정(2013.08.26.)｣, https://m.nocutnews.co.
kr/news/noad1089524(검색일: 2020.05.28.)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
채널A, ｢[단독]정부, ‘북한 경유 한-중 철도’ 극비 추진(2013.12.21.)｣,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59&oid=449&aid=0000002672(검색일: 2020.05.09.)
통일뉴스, ｢북중, 7.27에 ‘신의주-개성 고속도로’ 착공식 예정(2016.5.25.), http://www.tongilne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780(검색일: 2020.05.29.)
통일부 통일교육원, ｢국토환경보호사업｣,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
nknow/view.do?id=31754&mid=SM00000536&limit=10&eqViewYn=true&page=3&odr=news&
eqDiv=%EA%B0%80(검색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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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94)
한편 철도운행의 파행과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도로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시외버스, 무궤도전차 등의 정시 운행이 보
장되지 않아 주민들은 주로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5)
현재 평양을 기준으로 량강도 혜산시까지 24~26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평양시 외곽의 통일거리, 광복거리 등 3~4개 장소를
기점으로 혜산, 청진, 함흥, 원산, 신의주, 평성, 남포, 해주, 사리원 등 주요
도 소재지와 연결되는 버스노선들이 운행되고 있다.96) 북한의 버스는 기본적
으로 지역 버스사업소, 려객사업소 소속이나 자금난으로 대부분 민간자본이
유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이른바 ‘야
매가격’으로 높은 운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97) 버스들의 운행 빈도
는 노선별 이용객 규모에 따라 다르나 평양-도 소재지 간 노선의 경우 하루
1~2회, 평양 근교지역 시외버스의 경우 하루 4~5회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
다.98) 이와 함께 원산-함흥, 함흥-청진 등 지방도시 간에도 노선버스가 운행
되고 있다.99)
도로화물운송은 소비품 및 소규모 화물수송, 긴급화물수송에서 매우 큰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100) 소규모 화물은 열차로 수송하기에는 수량이 적은 화
물들이 해당되며, 긴급수송화물의 경우 수산물, 과일 등 시간과 운반용기의 제
약을 받는 화물이 포함된다.101) 또한 시·도 내에서의 화물운송 역시 도로운송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의주-단둥, 라선(원정)-훈춘 등 구간에서도 도로국제운

94) 최성원·서종원(2019), ｢2019년 북한 교통물류 동향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23호, pp. 14-17.
95)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97.
96)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33-34.
97)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98.
98)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4.
99)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4.
100)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3.
101)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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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활발하다.102) 북한 륙해운성 소속의 조선련운무역회사의 경우 중국 단둥
에 지사를 두고 단둥-평양 간 도로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다.103)

다. 항공·해운물류부문 변화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산업 육성 및 외화 획득 차원에서 국내 공항
인프라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에서 제시된 평양국제
비행장 현대화 사업을 2015년 7월 1일 준공한 데 이어,104)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개발계획의 핵심인 갈마비행장의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
11월 개장하였다.105) 이와 함께 2014년 10월에는 도별 공항의 건설을 지시하
였으며,106) 백두산 및 칠보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지연·어랑공항의 현
대화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107)
이와 함께 외국인 및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통한 외화벌
이를 도모하였다. 북한은 2014년 7월부터 북한 내 외국인들이 평양-원산, 평
양-함흥, 평양-청진, 평양-삼지연 등 구간의 국내선 정기편을 이용할 수 있도
록 허가하였으며,108) 2016년에는 평양-의주 구간에 주1회 정기편을 개설하였
다.109) 국내선 개설 초기에는 민간인의 항공기 이용 절차의 복잡함, 공항 접근

102)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4.
103)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 34.
104) 연합뉴스,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 완공…7월1일 준공식(종합)(2015.06.25.)｣, https://www.
yna.co.kr/view/AKR20150625021451014(검색일: 2020.06.12.)
105) 통일뉴스, ｢北 갈마공항, 오는 11월 개장.하루 2천 명 수용(2015.09.30.)｣, http://www.tongilne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44(검색일: 2020.06.12.)
106) RFA, ｢북, 각 도별 비행장 건설 지시(2014.10.30.)｣,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
international_org/airport-10302014161033.html(검색일: 2020.06.12.)
107) RFA, ｢북, 국제비행장 건설 활발(2015.09.30.),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
international_org/airport-09302015095156.html(검색일: 2020.06.12.)
108) VOA, ｢북한전문 여행사 “북한, 외국인 관광객에 국내선 항공편 개방”(2014.07.04.)｣, https://www.
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tour(검색일: 2020.06.12.)
109) RFA, ｢고려항공, 제재 불구 국내선 항로 신설(2016.05.1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
ne-yh-05192016144912.html?searchterm:utf8:ustring=%20%EA%B5%AD%EB%82%B4%
EC%84%A0(검색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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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열악함,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높지 않았으나,110)
2018년 들어서는 육상거리가 먼 평양-삼지연, 평양-어랑 등 구간에서 주민들
의 항공편 이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1) 이러한 항공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고려항공은 2019년 8월부터 평양 부유층을 겨냥한 평양-마카오 정기
편을 개설하였다.112)
해운물류부문에서는 2012년 단천항의 개항이 두드러진다.113) 단천항 개항
이전 단천지구의 광물자원 수송은 인근 김책항이나 흥남항 등을 이용해야 했
으나, 단천항의 개장을 통해 단천지구의 광물자원 및 가공품 수출이 원활해졌
다. 단천항은 크레인 5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3만 t급 선박 4척이 동시 접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4) 이와 함께 남포항에서는 2016년 5t 항만
기중기를 자체 생산하였으며,115) 2019년부터 45t 컨테이너 크레인의 자체 생
산을 추진하고 있다.116) 북한의 해운물류는 2017년 대북제재의 직접적인 대
상이 되었으나, 2018-2019년 사이 남포항에 신규 크레인이 설치되는 등 지속
적으로 항만 능력 확대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117)

110) RFA, ｢북주민, 여객기이용은 꿈도 못꿔(2015.05.3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
international_org/airplane-05292015134421.html?searchterm:utf8:ustring=%20%EA%B5%
AD%EB%82%B4%EC%84%A0(검색일: 2020.06.12.)
111) 미디어펜, ｢北, 주민 이용 항공기 국내선 ‘평양-삼지연평양
‧ -어랑’ 본격 운항(2018.11.14.)｣, http://www.
mediapen.com/news/view/395715(검색일: 2020.06.12.)
112) 매경프리미엄, ｢北 고려항공 평양-마카오 주2회 운항..'평해튼' 부자들 낚는다(2019.07.25.)｣, https://
www.mk.co.kr/premium/life/view/2019/07/26205/(검색일: 2020.06.12.)
113) 로동신문, ｢동해기슭에 웅장하게 일떠선 선군시대의 대기념비 단천항 준공(2012.05.04.)｣.
114) 연합뉴스, ｢北단천항 준공…지하자원 수출용 항만(2012.05.04.)｣, https://www.yna.co.kr/view/
AKR20120504052300014(검색일: 2020.06.12.)
115) 조선중앙TV(2016.12.13.), ｢20시 보도｣.
116) 통일뉴스, ｢北, 45톤 컨테이너 크레인 자체 생산..남포항에 운용 예정(2019.05.22.)｣, http://m.
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82(검색일: 2020.06.12.)
117) 뉴스1, ｢北 남포항 컨테이너 부두에 크레인 추가 설치｣, https://www.news1.kr/articles/?3576989
(검색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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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한 경제개발 여건 및 특징
1. 북한 경제개발 전략 및 정책
가.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북한은 2011년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의 수립과 정부기구인
‘국가경제개발총국’의 설립을 발표하였다.118) 본 계획에서는 4대 개발계획으
로 남포IT산업단지, 김책광업제련단지, 청진중공업지구, 라선석유화학공업지
구를 제시, 평양 수도권의 첨단 IT산업, 동해북부 해안연선지대의 중화학공업
벨트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설정하였다.119)
<표 2-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中 산업지구 개발계획
개발대상

위치

부지면적

주요산업

투자규모

남포첨단과학
기술단지

남포특별시

30㎢

광학, 재료, 마이크로시스템, 정보·
매체, 환경·생물, 미전자·전자정보,
에너지과학, 신생에너지 개발 등

100~120억
USD

김책광업
제련단지

함경북도
김책시

50㎢

제철능력 500만 t
항만 1.2억t 규모 개발

80억
USD

청진중공업
지구

함경북도
청진시

50㎢

조선소, 자동차생산공장,
전기설비공장, 공정기계공장 등

180~200억
USD

라선석유화학
공업지구

라선특별시

20㎢

정유공장 2,000만 t
에틸렌공장 120만 t
비료공장 100만 t

180~200억
USD

자료: 통일뉴스,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2011.10.16.) , http://www.
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7(검색일: 2018.05.10.); 서종원·한은영·양하은·
최성원(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 p. 73에서 재인용.

118)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0.
119)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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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구축 계획은 크게 3대 부문(철도, 도로, 항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철도는 10년간 2,386km 구간에 대해 총연장 4,772km의 복선철도를 부
설하며 96억 USD를 책정하였다.120) 도로는 고속도로 총 2,490km 구간을 건
설․개건하며 150억 USD를 책정하였다.121) 공항 부문은 평양국제비행장에 대
해 연간 1,500만 명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여 2015년 개장을 완료하였
으나,122) 이 외 부문에서는 성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2-19>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中 교통망 구축계획
구분

건설계획

철도 건설

·평양-라선 780㎞, 김책-혜산 180㎞, 평양-개성 186㎞, 기타 철도 연결 1,000㎞
·시속 120∼140㎞/h

도로 건설/
개건

·평양-라선 870㎞, 평양-신의주 240㎞,
·평양-개성 180㎞, 기타 광산 연결 1,200㎞

항공

·평양국제비행장 연 수용인원 1,200만 명 규모 확장(완료)

자료: 1) 통일뉴스,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2011.10.06.) , http://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7(검색일: 2018.01.23.)을 바탕으로
필자 재직성.
자료: 2) 서종원·이성원·양하은·최성원(2018),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사업(1) , p. 7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대풍국제투자그룹은 2016년 이후 합영투자위원회에 흡수·해체되었으며, 조
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역시 해체되는 등 본 계획은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123) 그러나 2020년 현재까지도 이를 대체할 종합 국가
개발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본 계획은 21세기 들어 북한 당국이 처음으
로 수립·발표한 종합 국가개발계획으로 향후 북한지역 주요 교통인프라 협력

120)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3.
121)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3.
122)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3.
123)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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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북한은 1947년 1차 1개년계획을 발표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1957년 제3차 당대회에서부터는 인민경제발전5개년전략이 정례
화되었다.124) 북한은 1993년 제3차 5개년계획의 종료 이후 후속 계획을 발표
하지 않았으나,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였
다.125) 다만 기존과 달리 당 계획을 ‘계획’이 아닌 ‘전략’으로 제시하였는데,
계획이 전략에 비해 목표가 구체적이고 법률적 성격이 약한 점을 고려해볼 때,
계획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강제성을 완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126)
<표 2-20>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中 산업별 세부과제
부문

세부 과제

전력

·발전효율 제고 및 전력생산원가 저하
·전력부문에 설비, 자재, 자금 우선 공급
·통합전력관리체계 운영, 교차생산 조직
·전력공급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고 유연교류송전계통으로 전환
·자국의 동력자원에 의한 전력생산시설 건설
·건설 중인 발전소 조업기일 단축, 대규모의 단천발전소 최단기간에 완공, 원자력
발전소 건설 병행 추진
·도, 시, 군에서 중소형발전소 건설 및 운영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확대
석탄공업 ·석탄 수요에 대한 원만한 공급

경제
선행
부문

·철강재생산 증대
금속공업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합금강과 규격강재의 품종 확대

1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민경제발전오개년계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
E0070247(검색일: 2019.08.11.)
125) 연합뉴스, ｢<北당대회> 北김정은 ‘경제발전 5개년전략’ 제시(2016.05.08.)｣, https://www.yna.co.kr/
view/AKR20160508015300014(검색일: 2020.06.04.)
126) 김영희(2016),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함의와 전망｣, KDB북한개발 , pp. 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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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부 과제

경제
선행
부문

·철도수송의 신속성, 정확성, 원활성, 안전성 보장
·철도공장과 기업소들의 기술개선 추진
철도운수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 개발생산
·철도망 완비, 철길의 중량화 고속도화 추진, 철도시설과 장비의 현대
화, 관리운영의 정보화 실현
·첨단설비 새로 구비하고 현재 쓰고 있는 기계설비 성능 개선
·유연생산체계 등 생산과정 현대화
기계공업
·측정설비 및 공구문제 해결
·기계설비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계열생산 체계 수립

기초
공업
부문

·생산설비 보수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
·촉매의 국산화 실현으로 주체비료, 비날론, 기초화학제품 생산 정상화
화학공업
·국내자원에 의한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공장 건설
· 5년 내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건설

·선 편리, 선 미학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건축물 최상의 수준에서 최
대 속도로 완공
·중앙과 지방의 설계역량과 건설역량 강화, 설계수단·건설장비·기공
구 현대화
·건식공법 장려, 영에너지와 영탄소건축기술, 지능건축기술 도입

·건재공업 공장, 기업소 현대화
건재공업 ·건재생산 전문화, 전통화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건재의 다양화, 다종화, 국산화 실현

농업
수산업

경공업

농업

·과학농사를 추진하여 식량생산목표 달성
·축산: 초식동물 생산 대중화,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 및 농촌 세대의
개인축산 발전
·과수업에서는 집약화와 과학화 수준 제고하여 과일생산 증대
·남새온실(비닐하우스)과 버섯공장의 생산 정상화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 60∼70% 제고

수산

·수산물생산목표 수행
·바다양식면적 증대 및 양식방법 개선

경공업

·소비품에 대한 주민 수요 보장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경공업 제품 생산(신제품개발 및 질 제고)

자료: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pp. 45-46.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1990년
대 이후 침체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 중 철도
운수부문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철도수송의 신속성, 정확성, 원활성, 안전성
을 보장하고, 철도공장과 기업소들의 기술개건을 추진하며, 현대적인 철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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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단의 개발생산과 철도망 완비, 철길의 중량화 및 고속도화, 철도시설과 장
비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정보화 등을 제시하였다.127)

다. 27개 주요경제지대
1991년 12월, 북한은 최초의 경제개발구인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현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였다. 이후 1998년 금강산 관광을 개시, 20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 9월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함으로써 남·중·러 각 접경지대별로 3개 특구가 조성되었다. 한편 2005년
부터는 개성공업지구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중앙급 경제특
구로 알려져왔으나, 2018년 11월 북한이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
요경제지대들 에서는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128)
2011년 북한은 옛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역 중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황금평
과 위화도 일대에 대해 중국과 합작으로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를 설치하였
다.129) 이어 2013년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으며,130) 동년 11월 13
개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하였다.131) 2014년 6월 기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와 별개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설치하였으며,132) 동년 7월에는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다.133) 이어 2015년 4월 무봉국제관광특구,134)

127) 김영희(2016),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함의와 전망｣, KDB북한개발 , pp. 116-117.
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p. 1-2.
129) 연합뉴스, ｢北, 13개 경제개발구·신의주 특구 발표(2013.11.21.)｣, https://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10678(검색일: 2019.04.29.)
130) 연합뉴스, ｢北 경제개발구법 제정…경제특구 확대 추진(2013.06.05)｣, https://www.yna.co.kr/view/
AKR20130605193300014(검색일: 2019.04.29.)
131) 연합뉴스, ｢北, 13개 경제개발구·신의주 특구 발표(2013.11.21.)｣, https://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10678(검색일: 2019.04.29.)
132) 연합뉴스, ｢北, 원산·금강산 일대에 ‘국제관광특구’ 설치(2014.06.12.)｣,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57735(검색일: 2019.
04.29.)
133) 연합뉴스, ｢北, 평양 과학단지 등 6곳에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종합)(2014.07.23.)｣, https://www.yna.
co.kr/view/AKR20140723183951014(검색일: 2019.04.29.)
134) 통일뉴스, ｢北, 무봉국제관광특구 지정발표(2015.04.23.)｣, http://www.tongilnews.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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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경원경제개발구,135) 2017년 12월 강남경제개발구를 지정함으로
써136) 2019년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지대는 총 27개로 확대되었다.
2018년 11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을 발간하
여 총 27개 경제개발지대를 소개하였으며, 이는 중앙급 8개소, 지방급 19개소
로 나뉜다.137) 기능별로는 공업개발구 12개소, 농업개발구 3개소, 관광개발구
6개소, 수출가공구 3개소, 첨단기술개발구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농
업개발구는 전 지역 지방급, 첨단기술개발구는 전 지역 중앙급으로 지정되어
있다.138) 또한 지역별로는 평북 4개소, 평양ㆍ남포ㆍ평남권 6개소, 황북 2개
소, 황남 1개소, 라선ㆍ함북 5개소, 함남 2개소, 자강 2개소, 량강 2개소 등으
로 국토 서북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21> 북한 주요경제지대 지정현황
구분

개발구

위치

중앙급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강원도
일부지역

중앙급

라선경제
무역지대

라선시

중앙급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면적

업종

지정일자

생태환경이 절대적으로 보장
440㎢ 되는 국제적인 휴양 및 치료관
광, 력사유적관광

2014.
06.12.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
자, 금융, 관광, 봉사업

1991.
12.28.

470㎢

2011.
평안북도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12.03.
52.49㎢
신의주시, 신도군
관광업
(지대법
제정)

articleView.html?idxno=111748(검색일: 2019.04.29.)
135) 통일뉴스, ｢北,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 추가 발표(2015.10.08.)｣, http://m.tongilnews.com/news/
articleView.html?idxno=113962(검색일: 2019.04.29.)
136) 연합뉴스, ｢北, 평양시에 강남경제개발구 설립 결정(2017.12.23.)｣, https://www.yna.co.kr/view/
AKR20171223054100014(검색일: 2019.04.29.)
137) 연합뉴스, ｢北경제지대 구상 보니…금강산 호화별장촌, 라선 중계무역중심지(2018.12.23.)｣, https://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41432
(검색일: 2019.04.29.)
138) 연합뉴스, ｢北경제지대 구상 보니…금강산 호화별장촌, 라선 중계무역중심지(2018.12.23.)｣, https://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41432
(검색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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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발구

위치

중앙급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강원도
고성군·금강군

신의주
중앙급
국제경제지대

면적

업종

225㎢ 금강산관광

지정일자
2002.
11.23.

평안북도
신의주시

40㎢

2013.
11.21.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특수경제
지대)

3.5

록색상업기술연구개발, 유기
농산물 및 수산물가공

2014.
07.23.

2㎢

정보기술, 나노 및 새 재료, 생
물공학분야의 연구개발과 도
입,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과 수
출, 첨단기술전시와 교류

2014.
07.23.

중앙급

강령국제
록색시범구

황해남도
강령군

중앙급

은정첨단
기술개발구

평양시
은정구역

중앙급

진도
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구역

원료, 자재, 부속품을 수입하
여 현대적인 기계, 전기, 전자,
1.37㎢
경공업 및 화학제품들을 생산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2014.
07.23.

지방급

만포
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시

3.9㎢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2013.
11.21.

지방급

위원
공업개발구

자강도 위원군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
2.3㎢ 설비제작, 농토산물가공,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연구

2013.
11.21

지방급

청진
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청진시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
5.4㎢ 산, 전자제품생산, 중계수송,
대외무역

2013.
11.21.

지방급

어랑
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군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5.1㎢ 농축산기시, 채종과 육종을 포
함한 농업과학연구개발기지

2013.
11.21.

지방급

온성섬
관광개발구

함경북도
온성군

1.69㎢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관광
봉사

2013.
11.21.

지방급

경원
경제개발구

함경북도
경원군

전자제품생산, 수산물가공, 정
1.91㎢ 보산업제품, 피복가공, 식료가
공업, 관광업

2015.
10.08.

지방급

무봉
관광특구

량강도
삼지연군

20㎢

백두산지구참관과 관광객들에
대한 종합봉사, 관광상품생산

2015.
04.23.

지방급

혜산
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시

1㎢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
양, 대외무역

20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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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발구

위치

면적

지방급

압록강
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의주군

6.3㎢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2013.
11.21.

지방급

청수
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삭주군

20㎢

압록강류역의 유리한 자연지
리적조건을 리용한 관광봉사

2014.
07.23.

지방급

현동
공업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2㎢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
생산업

2013.
11.21.

지방급

흥남
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2.2㎢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품생
산, 기계설비제작

2013.
11.21.

지방급

북청
농업개발구

함경남도
북청군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
3.5㎢ 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확립

2013.
11.21.

지방급

와우도
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구역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이
1.5㎢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조립
업

2013.
11.21.

지방급

송림
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송림시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
운송업

2013.
11.21.

지방급

신평
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군

명승지들에 대한 유람과 탐승,
8.1㎢ 휴양, 체육, 오락 등 다양한 관
광봉사

2013.
11.21.

지방급

청남
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청남구

2㎢

채취설비와 부속품, 공구제작,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제품
생산, 대외무역

2014.
07.23.

지방급

숙천
농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군

3㎢

다수확우량품종들의 육종과
채종, 농산, 축산, 과수, 남새,
버섯부문생산 및 가공, 기술연
구개발

2014.
07.23.

지방급

강남
경제개발구

평양시
강남군

3㎢

다수확우량품종육종과 사료생
산, 첨단제품가공 및 임가공

2017.
12.23.

2㎢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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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p. 1-2; 서종원·
최성원(2018),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08호, 한국
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5-6에서 재인용.

이들 주요 경제지대의 위치를 살펴보면, 56개 도시 지역 내에 설정된 경제
개발구는 27개소 중 총 21개소에 달한다. 또한 56개 도시로부터 반경 30km

50

이내에 위치한 개발구 3개소(강령-해주, 신평-회창, 위원-만포), 반경 50km
이내에 위치한 개발구 1개소(경원-라선)로 대부분의 경제개발구가 도시 지역
내 혹은 도시지역 반경 50km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 서종원·
최성원(2018),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08호, 한국
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에서 재인용.

<그림 2-3> 북한 경제개발지대 위치도

또한 직할시/특별시/도 소재지급 도시에 설치된 개발구는 13개소이며, 이
들 도시로부터 반경 30km 이내에 설치된 개발구는 4개소(송림, 만포, 숙천,
강령)로 전체의 63%에 달하는 17개소의 개발구가 주요 행정중심지 인근에 위
치하고 있다. 이는 경제지대 개발 초기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인프라와
노동력이 풍부한 이들 행정중심지들을 선정, 광역거점으로서의 개발 파급효과
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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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8-22를 바
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 서종원·
최성원(2018),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08호, 한
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에서 재인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2-4> 북한 경제개발지대 및 주요 도시 위치도

2. 북한 주요 공업지구 분포
북한의 공업지구는 대상지역 면적에 따라 대공업지구와 소공업지구로 구분
할 수 있다.139)

139)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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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북한 공업지구 분포
공업지구

도시명

주요 산업

전기·전자, 기계, 철강,
평양·남포 평양시, 남포시, 송림시,
조선, 의류, 시멘트, 판유
공업지구 사리원시 등
리, 방직, 식료, 신발 등

주요 지하자원

분류

-

대공업지구

신의주시, 룡천군, 의주군,
기계, 섬유, 식료, 신발,
신의주
역청탄, 갈탄 등 대공업지구
공업지구 피현군, 동림군, 철산군, 일용품, 제지 등
삭주군, 구성시 등
함흥시, 락원군, 홍원군, 화학, 기계, 금속, 건재, 방
함흥
공업지구 신포시 등
직 및 피복, 식료, 일용품 등

무연탄,
석회석 등

대공업지구

청진시, 라선시, 회령시,
철광석, 무연탄,
청진
제철, 제강, 기계, 화학 등
대공업지구
공업지구 부령군, 무산군 등
니켈 등
기계, 군수, 화학, 방직 및
강계시, 만포시, 희천시,
강계
피복, 임업 및 목재가공,
공업지구 전천군, 성간군, 시중군 등
식료품 등
해주
공업지구 해주시

시멘트, 제련, 인비료 등

흑연 등

대공업지구

철광석,
석회석 등

소공업지구

이탄, 납, 아연,
제련, 기계, 조선, 금속,
원산
원산시, 문천시, 천내군 등
석회석, 인회석, 소공업지구
공업지구
건재 등
중석 등
소재, 금속, 화학, 선박, 갈탄, 인회석,
김책
소공업지구
공업지구 김책시, 단천시, 길주군 등 제련, 건재 등
흑연, 납, 아연 등
안주시, 개천시, 덕천시, 자동차, 무연탄, 화학비
안주
공업지구 문덕군, 청남구, 순천시 등 료, 섬유, 건재 등

무연탄

소공업지구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4-3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대공업지구로는 서부권의 평양·남포 공업지구와 신의주 공업지구, 동부권
의 함흥 공업지구와 청진 공업지구, 내륙권의 강계 공업지구가 있다.140) 소공
업지구로는 서부권의 해주 공업지구와 안주 공업지구, 동부권의 원산 공업지
구와 김책 공업지구가 조성되어 있다.141) 각각의 공업지구들은 공장·기업소

140)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23.
14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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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집단적으로 배치되어 많은 도시민들이 거주하며, 중심도시와 위성도시의
관계를 형성하여 광역도시권을 이룬다.142)

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
(검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3-24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2-5> 북한 공업지구 분포도

142)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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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시장경제 실태 및 문제점
가. 북한 시장경제 형성과정
북한은 1948년 9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에서 생산수단
의 소유주체를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으로 규정하였
다.143) 그러나 1972년 12월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 및 협동단체’로 규정하여 개인의 생산수
단 소유를 부정하였으며,144) 이는 가장 최근인 201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에서도 이어지고 있다.145)
북한의 시장화는 1950년대 말부터 합법적으로 개설되어있던 ‘농민시장’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146)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농민시장은 작은 규모와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공간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본격화
된 경제난을 계기로 거대한 탈법적 암시장으로 변화하였다.147) 개인텃밭이나
불법 뙈기밭 등에서 경작된 농축산물, 공장·기업소에서 개인이 절취한 원부자
재·공산품·식량 등이 ‘종합시장’ 혹은 ‘장마당’을 형성하였으며, 시장의 참여
주체 역시 개인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영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으로 확대되
었다.148) 이에 따라 시장의 거래품목도 식량, 생활필수품은 물론 내구소비재,
일부 생산재까지 망라하게 되었다.149)

143) YESLAW,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pAct=
template_contents_view&pGubun=FT_LAW&pUrlGubun=searchView&pPromulgationNo=15
6755(검색일: 2020.06.02.)
144) YESLAW,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
pAct=template_contents_view&pGubun=FT_LAW&pUrlGubun=searchView&pPromulgation
No=156758(검색일: 2020.06.02.)
145) YESLAW,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
pAct=template_contents_view&pGubun=FT_LAW&pUrlGubun=searchView&pPromulgation
No=172115(검색일: 2020.06.02.)
146)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74.
147)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74.
148)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p. 74-75.
149)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74.

제2장 북한 경제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 여건 및 필요성

55

2002년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판매가격과 생활비를 종합시
장 가격에 준해 조정하고,150) 2003년 종합시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시
장 활동 참여자와 상품공급이 확대되었다.151) 특히 상품의 공급경로가 외부로
부터의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개인수공업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국영
상점들에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시장형 소매점화되었다.152) 상점 외에도 기존
기관·기업소 명의의 건물이나 시설을 개인이 임대하여 운영하는 서비스업이
확산되었으며, 국영기업 역시 시장에서 자본을 축적하거나 민간의 자본을 유
치하였다.153) 도매상과 소매상의 분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분화, 창고업과
운수업의 분야 등 시장 내부 참여자들의 역할이 분화되었으며, 민간의 자본이
시장의 범위 역시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 금융, 노동 등 분야로 확대되었
다.154)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억압으로 태도를 전환
하였다. 2005년부터 나타난 시장에 대한 단속은155) 2007년부터 장사 연령·시
간·품목·장소 등에 대한 제한으로 본격화되었다.156) 2009년 들어서는 전국
종합시장의 농민시장 재편을 시도하고157) 6월에는 평성시장 폐쇄를 시도하였
으며158) 11월 30일 전격적인 화폐교환을 실시하는 등159) 시장활동 축소정책
이 노골화되었다. 이러한 억압은 시장활동의 외형적인 위축을 야기하였으나

150) 통일뉴스,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4.03.2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
View.html?idxno=42713(검색일: 2020.06.02.)
151)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77.
152)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78.
153)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78.
154)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p. 79-80.
155) 연합뉴스, ｢“北 최대의 평성시장 폐쇄”<WSJ>(2009.09.20.)｣, https://news.naver.com/main/read.
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72877(검색일: 2020.06.02.)
156)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91.
157)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91.
158) 중앙SUNDAY, ｢평남 평성시장엔 매대만 5000개, 하루 유동 인구 10만 명(2009.08.01.)｣, https://
news.joins.com/article/3708603(검색일: 2020.06.02.)
159) 연합뉴스, ｢北, 17년 만에 화폐 개혁 전격 단행(2009.12.01.)｣, https://news.naver.com/main/read.
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001574(검색일: 2020.06.02.)

56

단속의 이면에서는 암거래와 뇌물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활동이 이루어졌
다.160) 또한 시장활동의 위축이 물가상승과 상품공급 부족으로 나타나자
2010년 들어 시장 억제정책을 철회하였다.161)
이어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1년 12월 ‘경제관리개선방안’의 마련을
지시하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162) 그 실천방
안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되었다.163) 2012년 12.1 경제관리개
선조치를 통해 등장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체들이 국가의 통일
적인 지도 밑에 자기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생산을 적극 늘리고
기업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164) 즉 기존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부여된 독립채산제 강화와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를 넘어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생산, 판매, 수익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대폭 강화
한 것으로 사실상 기업의 시장활동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65)
‘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2016년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공식 과제로 제기되었으며,166) 2019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를 명문화하였다.167)
이를 통해 시장을 계획경제체제 내에 편입시키고 기업·농장·무역회사의 자율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p. 81-82.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92.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9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12.1 경제관리개선조치)｣, https://nkinfo.unikorea.
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279(검색일: 2020.06.0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12.1 경제관리개선조치)｣, https://nkinfo.unikorea.
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279(검색일: 2020.06.0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12.1 경제관리개선조치)｣, https://nkinfo.unikorea.
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279(검색일: 2020.06.05.)
오마이뉴스, ｢[전문] 김정은 제1비서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05.08.)｣, https://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2115356(검색
일: 2020.06.05.)
연합뉴스, ｢[표]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 내용(2019.07.11.)｣, https://www.yna.co.kr/view/AKR
20190711134500504(검색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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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법률로 뒷받침하여 시장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
성되었다.168)
<표 2-23>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 내용
첫째,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것이다.
셋째,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울것이다.
넷째,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것이다.
다섯째,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고 도덕기강을 세우며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것이다.
여섯째,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것이다.
일곱째,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분투할것이다.
여덟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이 결정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
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조치를 취할것이다.
자료: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2020.01.01.) .

2012년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더욱 활기를 띠면서 이동통신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169) 특히 평양 10만호 건설을 필두로 평양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신규 아파트 건설은 그 자금을 ‘돈주’로 불리는 민간 자본
가들에게 상당부분 의존하면서 부동산의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170) 교통운
수 부문에서도 ‘써비차’로 불리는 트럭 운송서비스에서 시작해 민간 시내·시외

168)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p. 95-96.
169)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82.
170)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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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등의 각종 교통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었다.171)
<표 2-24>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 및 변화
시기
2011.
12.28.

단계

주요 내용

김정은,
“경제 문제, 특히 먹는 문제만 풀면 부러울 것이 없음. 주체사
‘경제관리개선방안
상을 구현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찾아야 함”
마련’ 지시

내각 권한의 강화, 기업소에 노동보수 지불 및 상품가격 제정
2012년 초 내각 상무조 구성 권한 부여, 국영유통망 활성화, 농업부문 개편 등의 내용 포함
* 이 내용 중의 일부가 ‘6·28방침’으로 와전
고정불변적인 가격방식으로부터 가변적인 기준가격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2012.6.

가변가격 시범도입

2012.6.

공장, 기업소의 수입분배를 소득분배방법으로부터 소득분배
수입분배를
방법으로 전환하며, 이에 맞추어 가납부율을 판매수입에 기초
소득분배 방식으로 하여 결정하며, 국가납부몫을 바친 이후에 공장, 기업소들이
시범적 전환
쓸 몫에 대해서는 자체의 결심에 따라 능동적으로 쓸 수 있게
권한 부여

2012.9.

내각의 시안 마련
국영상업망의 소비재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
후 시범 실시
영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상업부문 즉시
있게 허용
실시)

2013년

농업부문 확대
시행

분조관리조 안에서 포전담당제에 의한 곡현물분배 방안 등 새
로운 농업관리 방법 시행

2013.1.

공장·기업소에 공장, 기업소가 자기 실정에 맞게 일을 능동적으로 해 나갈
가격제정권 부여 수 있도록 공장, 기업소에 가격제정권을 부여

2013.7.

상업성 지시를 통해 소비품을 생산한 기업체들이 시장에 공
소비품의 시장판매
장·기업소 매대를 마련하여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수
허용
있도록 허용

2013.8.

기업소에 주문과 기업소들이 계획수행 이후에 더 생산할 수 있거나 수요가 있
계약에 따른
는 지표들을 주문과 계약에 따라 생산을 조직할 수 있도록 여
생산조직 허용 러 가지 생산조직형태와 방법을 허용

171)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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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14.
05.30.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
하여》,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4.5.30.)
김정은,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현실발전의 요구에
‘5.30담화’ 발표
맞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해야 함. 사회주의적 소유와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함.”

2014.7.

2015년까지 ‘국가경제발전전략’ 작성,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내각 추가대책안
국정가격 점진적 인상, 3년 연속 실·계획미달 기업 폐업 검토
하달
등의 내용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를 위한 독립채산제 규정
(2014.1.) 발표 이후 각종 시행세칙 하달
- 로동보수자금지불규정 세칙 수정·보충(2014.8.)
개업부문 개선조치
- 기업체 주민유휴화페동원이용 표준세칙 (2014.9.)
본격화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운영 표준세칙 (2014.9.)
- 기업소지표가격제정 표준세칙 (2014.9.)
- 기업체소득분배 표준세칙 (2014.11.)

2016.
05.07.

김정은, 7차 당대회 김정은,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
중앙위원회
현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 “사회주의기
사업총화보고 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9.4.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
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옳
게 리용하도록 한다.”

사회주의헌법
개정

자료: 1) 이석기 외(2018),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개혁 연구 , 산업연구원, pp. 53-54; 홍민 외(2018), 북
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p. 93-94에서 재인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오마이뉴스, [전문] 김정은 제1비서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05.08.) , https://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2115356
(검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연합뉴스, [표]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 내용(2019.07.11.) , https://www.yna.co.kr/view/AKR
20190711134500504(검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나. 북한 시장의 위계 및 네트워크
북한 시장에 유통되는 외부 물품은 북-중 국경지대의 신의주, 만포, 혜산,
무산, 회령, 온성(남양)과 해안지대의 원산·청진 등을 통해 수입된다.172) 시장

172)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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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초기 북한 시장의 소비재 1차 공급 주체들은 주로 귀국자, 화교, 중국조선
족 및 중국 연고자 등이 중심이었으며 중국과의 접경도시들이 시장 유통의 중
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173) 그러나 1990년 말 이후 2000년대 들어 무역회사
들이 소비재 공급의 주체로 나서면서 상품의 도입 수량이 늘어났고, 이들 상품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인근지역에 도매거점을 꾸린 결과174) 현재는
주로 서부권 평성과 동부권 청진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재가 전국에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75)
2000년대 이후 북-중 국경지대의 수입경로는 단둥-신의주 통로 80%, 훈춘
-(원정)-라진 통로 20%로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76) 만포·혜산·무
산·회령 등 기타 국경도시들은 주로 주변 지역 소비품목을 수입하는 데 그치
고 있다.177) 이는 북한의 무역이 평양에 소재하는 핵심 권력기관 소속의 1급
무역회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된다.178)
동부권 최대의 거점시장인 청진 수남시장은 청진산 가공옷, 중국·일본 수입
공업품, 동해안 수산물 제품 등을 취급하며,179) 권역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품
으로는 라선·중국산 신발, 회령 중고의류, 평양 빵가공식품, 일본제 중고의류
및 자투리천, 신의주 중국제품 등이 있다.180) 이 중 신의주를 통해 수입된 물
품들은 주로 평성을 경유하여 청진으로 직도입되거나 평성에서 의류 등으로
가공 후 견본용도로 판매된다.181) 남포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 및 한국산 물품
역시 평성을 경유하여 청진으로 운송된다.182)
청진발 도매물품은 주로 함경북도 내부와 동부권 주요 거점도시인 함흥·원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이석기·양문수·정은이(2014), 북한 시장실태 분석 , 산업연구원, pp. 119-120.
이석기·양문수·정은이(2014), 북한 시장실태 분석 , 산업연구원, pp. 118-120.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408.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408.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408.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홍민 외(2019),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 통일연구원,
홍민 외(2019),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 통일연구원,

134.

134.
136.
p. 188.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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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혜산을 중심으로 유통되며 일부 서부권의 평성·신의주·평양 등지에도 유통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183) 라진을 통해 수입된 물자들의 경우 60%가 청진으
로, 40%가 함흥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184)

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13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2-6> 청진시장 주요 판매경로

183)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135.
184)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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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138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2-7> 평성시장 주요 판매경로

서부권 최대의 거점시장인 평성 옥전시장은 평양, 신의주, 해주, 남포, 사리
원 등 서부권 주요 도시는 물론 동부권의 함흥, 단천, 김책, 청진, 라선으로도
물품을 공급한다.185) 특히 수도이자 최대 시장인 평양의 민간인 출입이 원활
185)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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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 평양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평양의 물자공급
기지이자 평양을 대신한 국가 중심시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86) 또한 리과
대학을 비롯한 각종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들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 도
매기능뿐만 아니라 중국산 원자재를 활용한 옷, 담배 등의 가공생산이 발달하
였다.187) 신의주를 통해 수입된 물자들 중 약 40%가 평성으로 직접 혹은 평양
을 경유하여 유통되며, 평성시장에서는 다시 남포 10%, 사리원·해주·원산 각
20%, 함흥 30%의 비율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8)
시장 간 물자유통수단은 크게 열차와 10톤 컨테이너 차량으로 나눌 수 있
다.189) 열차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운송이 가능한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도로의 경우 높은 운임 대신 운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190) 최근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신용도가 중요해지면서 비싼 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송 수요
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191)

4. 북한 경제개발 환경 및 한계
가. 북한 시장경제 한계점
북한의 시장화는 근본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도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192) 최근 지속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및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제도
화를 통해 과거에 비해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일부 내부문
건을 제외한 공식 법령 등에서는 ‘시장’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는 점에서 그

186) 한겨레, ｢김일성 동상 옆까지 시장 허가…동대문시장 2배 규모도(2019.01.21.)｣, http://www.hani.co.
kr/arti/PRINT/879329.html(검색일: 2020.06.05.)
187) 이석기·양문수·정은이(2014), 북한 시장실태 분석 , 산업연구원, pp. 121-122.
188)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409.
189)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 136.
190)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p. 136-137.
191) 홍민 외(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pp. 136-137.
192)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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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을 볼 수 있다.193) 상점이나 식당, 광산·탄광 등 각종 상업·생산시설은 물
론 생산수단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적 소유는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기관·기업소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94)
북한의 시장화가 그동안 국내 생산력의 증대보다는 대외무역과 유통 중심
으로 발전한 부분도 특징이자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195) 이는 북한 시장
의 등장과 발전이 국내 자원의 고갈과 산업망의 붕괴 속에서 생필품 공급을
위해 자생적으로 나타난 데 기인한다.196)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화의 진전은
오랜 시간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외무역상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다.197) 그러나 2010년대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민
간자본의 축적을 통해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식품, 의
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이 형성·성장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198)

나. 국제사회 대북경제제재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UN과 미국·일본 등 국제적인 대
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다.199) 그 범위도 초기에는 무기류 및 사치품, 전략물자
등이 대상이었으나 2020년 현재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에 따라 북한산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의 수출과 조업권
거래,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금속류의 수입 등 전방위적인 대외경
제활동에 제약을 설정하고 있다.200)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교류를 제약하며
이를 통해 외화·자본획득과 형성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95.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100.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100.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100.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107.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101.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한국교통연구원, p. 150.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전략물자관리원(2018),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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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볼 수 있다.

<표 2-25> UN 대북제재 연혁 및 현황
제재시기

제재 주요 (추가) 내용

· 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06.10. ·핵, 미사일, 전차, 군용항공기 등 7대 무기류 관련 제품 및 부속품 거래 금지
안보리 결의 ·사치품 제재
1718호
·금지품목 관련 대북 기술훈련, 조언, 서비스 관련 지원 금지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 개인의 금융자산 동결
· 2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착·발 화물 검색
2009.06. ·해당국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의심 선박 검색, 금지품목 발견시 압류·처분
안보리 결의 ·검색, 화물압류, 처분과 검색부동의 등 관련사항의 제재위원회 보고
1874호
·의심선박에 대한 지원 금지
·모든 무기 관련물자 거래 금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물품 선적 의심 선박 및 항공기 입항·영공통과 제한
·북한의 모든 무기 수출입 금지
2013.03. · 12개 기관, 17명 제재대상 포함
안보리 결의
·불법 은행 거래시 북 외교관 추방조치
2094호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 제한
·대북 항공유 및 로켓연료 공급 금지(민간항공기 해외급유 제외)
·북한 은행의 지점 및 금융기관 사무소 등 개설 금지
·시계, 요트, 2천 USD 이상 스노모빌, 고가 스포츠 장비 등 사치품 제재
·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석탄, 철, 철광 수출 제한(민생용 제외)
·금, 희토류 등 광물 수출 금지
2016.03. ·항공유 판매ㆍ공급 금지(북한 민항기의 귀환 시 제외)
안보리 결의
·북한행ㆍ발 화물 전수조사 및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제재대상 선박의
2270호
이착륙과 영공통과ㆍ입항 금지
· OMM 선박 자산동결
·북한 은행의 해외지점 개설 금지
·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6.12. ·석탄 수출 상한제, 은, 동, 아연, 니켈 조형물의 금수조치
안보리 결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화
2321호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및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대북무역
관련 금융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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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시기

제재 주요 (추가) 내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해산물, 납, 납광석 원산지 무관 전면 금지
2017.08. ·북한 해외 노동자 수 동결(제재위 승인 시 예외)
안보리 결의 ·북한과의 신규 합작·합영사업 금지(제재위 승인 시 예외)
2371호
·제재위에 제재 선박 지정권한 부여, 회원국 입항 불허(제재위 승인 시 예외)
·대금정산 금지, 일반 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불가
·인터폴에 제재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북한 섬유 금수조치(원산지 무관, 유예기간 90일)
2017.09.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금지, 계약기간 연장 불가
안보리 결의 ·북한과의 합작·합영사업 전면 금지(기존 사업 120일 이내 폐지)
2375호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 200만 배럴 상한 설정, 원유 공급량 현 시점 동결,
콘텐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 금지
·공해상 선박 검색 거부시 제재위가 등록취소 지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 연 50만 배럴로 축소, 원유 공급 연 400만 배럴로
제한
·북한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의 원산지 무관
2017,12,
수출 금지
안보리 결의
·조업권
거래 금지
2397호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대북수출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회원국 입항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검색·동결 의무화
·회원국 영해에 있는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검색·동결 허용
자료: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한국교통연구원, pp. 150-152.

다.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의 상충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직후 한국전쟁(1950)을 일으킨 데 이어 한반도의
무력 적화통일을 기치로 전국을 병영국가화 하였다. 특히 1960년대 초 전인민
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며 이러한 기조는 심화되었다.201) 또한 1972년 헌법 개정
을 통해 주체사상을 지도적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20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4대 군사노선｣,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
Dicary.do?pageIndex=1&koreanChrctr=&dicaryId=109(검색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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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김씨 가계에 대한 강도 높은 우상화와 가계세습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세계적 조류에 부합하지 않는 세습체제의 유지를 위해 대외 정
보 및 인적교류에 대해 배타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북한 내 이동통신 가입
자는 2019년 600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으나,202) 일반 주민들은 내부 인트라
넷망인 광명망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자유로운 외부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향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외부 자본의 유치와 이로
인한 인적·정보 교류의 활성화는 북한의 체제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체제보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합의 및 공약, 북한 경제발전과
체제보장의 연계성 확보 등이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및 경제발전에 중요
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 한겨레, ｢북한 손전화기 ‘푸른하늘’…얼굴인식 기능까지(2019.11.10.)｣, http://www.hani.co.kr/arti/
economy/it/916451.html(검색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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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동북아 주요국 교통물류 여건 및 주요구상
1. 대한민국
가.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1) 철도
대한민국의 지역 간 철도연장203)은 2018년 기준 4,132.1㎞로, 이 중 한국철
도공사 구간 4,073.9㎞, SRT 구간 61.2㎞로 구성되어 있다.204) 복선구간은
2018년 기준 총 2,634.9㎞로 복선화율은 63.8%이며,205) 전철 총연장은 2018
년 기준 2,994.4㎞로 전철화율은 73.5%이다.206) 대한민국의 철도노선은 2019
년 기준 26개 간선노선 및 77개 지선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207)208)

2) 도로
대한민국의 도로 총연장은 2019년 개통 구간 기준 103,192㎞로 2018년 지
역 간 철도연장의 약 25배 규모이다.209) 이 중 포장구간은 총 96,456㎞로 포
203) 도시철도 제외
204) 국가통계포털, ｢철도 단선 및 복선 영업키로(2019.11.01.)｣,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
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
v (검색일: 2020.10.21.)
205) 국가통계포털, ｢철도 단선 및 복선 영업키로(2019.11.01.)｣,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
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
v (검색일: 2020.10.21.)
206) 국가통계포털, ｢구간별전철화현황(2019.10.22.)｣,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
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10.21.)
20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3호 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2019.04.10.)｣, http://www.molit.
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37240(검색일:
2020.10.21.)
208) 국토교통부, ｢고시제2019-198호(2019.05.03.)｣, 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
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56691556606000&tocId=00000000000000001556691
557192000&isTocOrder=N(검색일: 2020.10.21.)
209) 국가통계포털, ｢도로현황 총괄표(2020.05.1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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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은 93.5%이다.210) 도로등급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
도, 시도, 군도, 구도의 7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별 구성비율을 보
면 2019년 기준 고속도로 4.6%, 일반국도 13.5%, 특별·광역시도 4.8%, 지방도
16.3%, 시도 24.4%, 군도 20.5%, 구도 15.9%를 차지하고 있다.211)
남한의 고속도로는 총연장 4,767.3㎞로 13개 간선축과 8개 보조축, 15개 지
선, 4개 순환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212) 고속도로 외 자동차전용도로는 총연
장 1,856.1㎞이며 이 중 일반국도 총 119개소 1,278.4㎞, 지방도 총 12개소
130.7㎞, 시도 총 6개소 45.4㎞ 구간이 지정되어 있다.213) 또한 고속도로 외
유료도로는 총 31개소 194.2㎞ 구간이 지정되어 있다.214)

3) 공항
대한민국의 공항은 2019년 기준 총 15개의 민간공항이 운영되고 있다.215)
대한민국의 공항운영 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 양분화되어

210)

211)

212)
213)

214)

215)

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10.21.)
국가통계포털, ｢도로현황 총괄표(2020.05.1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
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10.21.)
국가통계포털, ｢도로현황 총괄표(2020.05.14.)｣,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
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
2020.10.21.)
국가통계포털, ｢고속국도 현황(2020.05.2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
tblId=DT_MLTM_5676&conn_path=I2(검색일: 2020.10.21.)
국가통계포털, ｢(파일)2019년 전국 유료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현황(2020.06.29.)｣, http://stat.kosis.
kr/nsibsHtmlSvc/fileView/FileStbl/fileStblView.do?in_org_id=116&in_tbl_id=DT_116006_FILE
2019&tab_yn=N&conn_path=MT_ZTITLE?in_org_id=116&in_tbl_id=DT_116006_FILE2019(검
색일: 2020.10.21.)
국가통계포털, ｢(파일)2019년 전국 유료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현황(2020.06.29.)｣, http://stat.kosis.
kr/nsibsHtmlSvc/fileView/FileStbl/fileStblView.do?in_org_id=116&in_tbl_id=DT_116006_FILE
2019&tab_yn=N&conn_path=MT_ZTITLE?in_org_id=116&in_tbl_id=DT_116006_FILE2019(검
색일: 2020.10.21.)
국가통계포털, ｢공항별 통계(2020.10.1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1&
tblId=DT_920005_A001&conn_path=I2(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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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내 유일의 국제선 전용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서 운영하고 있다.216)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외 모든 민간공항을
운영하며 이 중 국제공항 8개소, 국내선 전용공항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17)

4) 항만
남한의 항만은 2019년 기준 총 6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18) 이 중 무역항
은 총 31개소로 항만공사법에 의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
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219) 평택·당진항의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다.220) 연안항은 총 29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나. 교통물류 정책
1) 교통물류 법정계획
1980년대 말 세계적인 냉전체제 종식과 이에 편승한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우리 정부는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개발 및 교통
물류체계 구축 구상을 본격화하였다.221) 1992년 수립된 제3차 국토종합계획
에서 처음으로 남북 철도망 복원 및 대륙연계 육상수송 계획을 명시한 데 이

216)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영역｣, https://www.airport.kr/co_cnt/ko/intro/general/purbus/purbus.
do(검색일: 2020.10.21.)
217) 한국공항공사, ｢공사소개｣, https://www.airport.co.kr/www/content/contents.do?cid=2015102
902032891714&menuId=101(검색일: 2020.10.21.)
218) 국가통계포털, ｢항만시설현황(2020.06.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
tblId=DT_MLTM_1334&conn_path=I2(검색일: 2020.07.21.)
219)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만공사법시행령 (2020.07.3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46&tblId=DT_MLTM_1334&conn_path=I2(검색일: 2020.10.21.)
220)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목적 및 연혁｣, http://www.gppc.or.kr/gppc/content/info.do?type=info&
dataId=1040201&cms_site_id=KOR&menuId=10402(검색일: 2020.10.21.)
221)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한국교통연구원,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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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222) 90년대 말~2000년대 초 교통물류 각 부문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본격
적으로 교통물류인프라 관련 법정계획 수립에 나섰다.

<표 2-26> 주요 국토 및 교통물류 법정계획 中 한반도교통망 관련 내용
계획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수정계획
(2011)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제2차
수정계획

해당 목표 및 전략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해당 추진과제

한반도교통망 관련 내용

① 남북한 교류협 ·남북한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력 확대에 대비한 ·접경벨트 발전종합계획 수립
기반 구축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과제 강구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함께 여는 글
② 유라시아 태평 로벌 교통물류 관문국가 도약
양 협력 기반 강화 ·접경벨트 발전종합계획 수립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협력과제 강구

① 육·해·공 통합연 ·대륙연결 및 신항로 개척
21세기 글로벌 계 국제교통망 구축 ·남북 교통망 구축
교통·물류 강국
② 국제 교통·물류
실현
·동북아 교통시장통합의 단계적 확대
시장 통합대응
·유라시아 시대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
철도물류 경쟁력 ② 화물취급시설 를 위해 화물취급 주요 간선의 유효장
강화
개선
을 확장(600m 이상)하고, 화물열차를
장대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

·남북철도(TKR)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
① 통일 대비를 위
망(TSR, TCR 등) 연결을 위해 남측 단
한 남북철도 연결
절구간 연결을 우선 추진

통일시대를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통합운영을 위
대비한 한반도
해 북한철도 개보수 및 구축방안을 마
통합철도망 구축 ② 남북/대륙철도
련하고,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국
운송을 착실히 준비
제철도협력기구 가입, 궤간 차이 극복
등)도 조성
효율적인 투자로 ① 국가간선도로망 ·통일도로 기반 마련
경제성장 지원 정비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

⑦ 유라시아 1일 생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
활권, 세계로 뻗어
·초고속 유라시아 교통망 구축
가는 도로

222) 대한민국정부(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p. 12;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한국교통연구원, p. 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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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해당 목표 및 전략

해당 추진과제

한반도교통망 관련 내용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남북 교류 증진과 통일을 대비한 항공
분야 협력사업 발굴
미래를 준비하는 ② 통일을 준비하
·통일 이후 항공사, 공항 등 항공교통운
항공분야
는
영방안 마련
기반조성
항공정책 추진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
기반 인력·기술 협력 과제 추진

국가물류
기본계획

세계 물류지형
② 통일을 대비한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합 물류
글로벌 물류시장
로드맵 수립
진출확대

· SRX 실현 등 한반도 육상 물류로드맵
수립 및 여건 조성
·남북교류 증진과 통일을 대비한 항공
분야 협력사업 발굴
·남북 해운항만 인력·표준 교류 확대 및
항만개발 방안 강구

주: 각 계획별 주요목표 혹은 전략은 위계가 통일되지 않아 추진과제의 상위계층으로 통일함.
자료: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 한국교통연구원, p. 30.

각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국토기본법 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국가통
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각 20년 단위로 작성하도
록 되어 있다.223) 또한 철도(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국가도로종합계획),
항공(항공정책기본계획), 항만물류(국가물류기본계획) 부문별 법정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있다.224)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2017년 출범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통일정책으로 ‘한반도 신경제지
도 구상’을 제시하였다.22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10.4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하여 남북 간의 기존 합의사업 이행을 중심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
성하고 나아가 북방경제권 및 유라시아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 비전
으로 삼고 있다.226)

223)
224)
225)
226)

서종원
서종원
서종원
서종원

외(2019),
외(2019),
외(2019),
외(2019),

교통물류분야
교통물류분야
교통물류분야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남북협력
남북협력
남북협력

구상
구상
구상
구상

,
,
,
,

한국교통연구원, pp. 10-16.
한국교통연구원, pp. 18-27.
p. 37.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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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크게 서부축과 동부축, 내륙축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서부축은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를 동부축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를 구축하며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및 DMZ는 생태·평
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227)

2. 중국
가.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1) 철도
중국철도는 2018년 기준 총연장 13.2만 km의 노선망을 보유하고 있다.228)
이 중 고속철도의 총연장은 약 3만 km이며,229) 복선화율과 전기화율은 각각
54.9%, 64.8%를 기록하였다.

2) 도로
중국의 도로연장은 2018년 기준 총 484.7만 ㎞로 이 중 고속도로는 총연장
14.3만 ㎞ 규모이다.230) 도로의 등급은 기능에 따라 고속도로, 1급도로, 2급도
로, 3급도로, 4급도로의 5개 등급으로 나뉘며, 행정급별로 국도, 성도, 현도로
나뉜다. 또한 쾌만용어(속도)에 따라서는 고속도로, 쾌속도로, 보통도로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227)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
project/task/precisionmap/(검색일: 2020.10.21.)
228) 国家统计局, ｢16-4 分地区运输线路长度(2018年底)｣, 中国统计年鉴 , http://www.stats.gov.cn/
tjsj/ndsj/2019/html/C1604.jpg(검색일: 2020.10.21.)
229) 国家统计局, ｢16-19 高速铁路基本情况｣, 中国统计年鉴 , http://www.stats.gov.cn/tjsj/ndsj/
2019/html/C1619.jpg(검색일: 2020.10.21.)
230) 国家统计局, ｢16-3 运输线路长度｣, 中国统计年鉴 , http://www.stats.gov.cn/tjsj/ndsj/2019/
html/C1603.jpg(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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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항
중국의 민용공항은 2020년 6월 말 기준 총 29629곳이 등록되어 있다.231)
2008년 중국민용항공국은 국가 대중항공운송체계 구축 강화에 대한 여러 의
견 을 발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3대 관문 복합허브공항으로, 충칭, 청
두, 우한, 선양, 정저우, 시안, 쿤밍, 우루무치를 8대 주요 지역허브공항으로,
선전, 난징, 항저우, 칭다오, 다롄, 창사, 샤먼, 하얼빈, 난창, 난닝, 란저우, 후
허하오터를 12개 주요 간선공항으로 분류한 바 있다.232) 2019년 중국의 정기
항공편수는 5,000개를 돌파하였으며, 항공운송규모는 15년 연속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233)

4) 항만
2019년 중국 교통운수부는 총 49개 연해항만 및 97개 내륙항에 대해 통계
를 집계하였다.234) 2019년 기준 중국 30대 연해항만은 모두 연간 1억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235) 2019년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 세계 10대 항구
중 7개 항구가 중국(홍콩 포함)에 위치해 있다.236)

231) 人民网, “中国通航机场数量达296个(2020.10.17.),” http://finance.people.com.cn/n1/2020/1017/
c1004-31895349.html(검색일: 2020.11.04.)
232) 中国民用航空局, “关于加强国家公共航空运输体系建设的若干意见(2008.02.28.),” http://www.caac.
gov.cn/XXGK/XXGK/ZFGW/201601/t20160122_27586.html(검색일: 2020.11.04.)
233) 前瞻产业研究院, “2020年中国民用航空运输行业发展现状及趋势分析 智慧机场三大方面取得一定成
效(2020.07.30.),” https://bg.qianzhan.com/report/detail/300/200730-f8ce73e9.html(검색일:
2020.11.04.)
234) 中华人民共和国交通运输部, ｢2019年12月全国港口货物、集装箱吞吐量(2020.01.20.)｣, https://xxgk.
mot.gov.cn/2020/jigou/zhghs/202006/t20200630_3321297.html.(검색일: 2020.11.04.)
235) 中港网, ｢【TOP10】2019年全国十大港口吞吐量排行榜出炉(2020.01.21.)｣, https://www.xindemarine
news.com/m/view.php?aid=17625(검색일: 2020.11.04.)
236) Lloyd's List, “One Hundred Ports 2020,”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
one-hundred-container-ports-2020(검색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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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물류 정책
1) 국가급 정책
중국의 주요 국가급 교통인프라 정책으로는 제13차 5개년계획과 일대일로
가 있다.
13차 5개년계획은 2016년 4월 발표되었으며 고속철도, 고속도로, 4면통로,
민용공항, 해운시설, 도시군교통, 도시교통, 농촌교통, 교통허브, 지능화교통
등의 부문에 대해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237) 이어 2017년 2월에는
“‘13차 5개년’ 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발전규획”을 발표하여 현대적 교통운수
발전의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통로 연결 강화와
‘10종 10횡’의 신통로 건설 방안을 제시하였다.238)
<표 2-27> 13차5개년 계획기간 교통건설 중점 프로젝트
구분

고속철도

고속도로

4연 통로

프로젝트
- 고속철도 영업연장 3만 ㎞, 대도시 80% 이상 고속철도 영향권
- 하얼빈~홍콩(마카오), 렌윈강~우루무치, 상하이~쿤밍, 광저우~쿤밍 고속철
도 통로 관통
- 베이징~홍콩(타이베이), 호허호트~난닝, 베이징~쿤밍, 바오터우(인촨)~하이
커우, 칭다오~인촨, 란저우(시닝)~광저우, 베이징~란저우, 충칭~샤먼 등 고
속철도 통로 건설
- 신설 및 개량 고속도로 연장 3만 ㎞
- 7개 수도방사선, 11개 남북종단선, 18개 동서횡단선, 지역순환선, 연락선
등 국가고속도로망 건설 가속 추진
- 창장경제벨트, 징진지지역 고속도로망 밀도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고속도로 주요 정체구역 확장 및 개선
- 연해고속철도, 연해고속도로, 연강고속철도의 기본 관통
- 접경지역도로 건설
- 허티엔~뤄창철도, 동북접경철도, 촨장철도 등 접경지역 철도 건설
- 일대일로 연선 통로 건설 추진
- 우루무치, 란저우 등 주요 결절점 도시 철도국제정기열차 물류플랫폼 건설

237)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pp. 62-63.
238)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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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젝트

민용공항

-

민용공항 신설 50개 이상
국제허브공항 구축, 베이징신공항 건설
징진지, 장삼각, 주삼각 지역에 국제급 공항군 건설
하얼빈, 선전, 쿤밍, 청두, 시안, 우루무치 등 국제항공허브 건설
항공수요 높은 간선공항 신설, 이전, 확장
지선공항, 통용공항 건설
정저우 등 화물기능 중심공항 건설

해운시설

-

환발해, 장삼각, 주삼각 항구군의 최적화
장강, 주강~서강, 회하, 민강 등 내륙수운 고등급 항로 건설
상하이, 텐진, 다렌, 샤먼 등 국제항운센터 건설
연해항구 컨테이너부두, 원유부두, 액화천연가스부두 등 전문부두 건설
하이난 펑황다오 등 국제크루즈부두 건설
항구의 정보화 수준 제고

도시군
교통

- 도시군 중심도시 간, 중심도시와 주변 결절점 도시 간 1~2시간 교통권 구축
- 도시군 중심도시와 주변 주요 지역 간 1시간 통근도시권 건설
- 징진지, 장삼각, 주삼각, 장강중류, 중위엔, 청위, 산둥반도 도시군 도시 간
철도망
- 기타 도시군 도시 간 철도망 주 골격 구축
- 시역(교) 철도 시범 프로젝트 실시

도시교통

-

농촌교통

- 농촌도로 건설 가속, 지역네트워크 연계
- 도로 개량 및 포장, 위험교량 보수 등 도로 유지보수능력 강화

교통허브

- 고속철도, 도시 간 철도, 공항 등을 중심으로 개방식, 입체화식 종합 여객허
브 건설
- 영거리 환승, 입체환승, 주요 여객허브 간 쾌속통로 건설

지능화
교통

-

초대형, 특대형 도시의 궤도교통네트워크 최적화
300만 인구 이상 도시의 궤도교통망 구축
도시 대중교통시스템 최적화, 환승센터 건설
도시 궤도교통 운영 연장 3000㎞
도시도로 및 대외도로의 출입구 개선, 순환도로 건설

교통기초인프라, 운송수단, 운송정보의 인터넷화
차량네트워크망, 선박네트워크망 구축 가속
운행 유지보수, 지능화 점검시스템, 자율주행, 설비의 디지털화, ITS 추진
철도, 민항, 도로 여객의 원스탑 서비스체계 건설
종합운송공공정보서비스플랫폼 및 교통 빅데이터센터 구축

자료: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
대일로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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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2013년 9월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2014년 3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규획’이 중국정부의 중점업무로 발표
되었다. 일대일로는 ‘5통’(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
상통)을 강조하며 총 6대 경제회랑을 제시하고 있다. 6대 경제회랑의 연선국가
로는 총 64개국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2018년 랴오닝성이 단둥-평양-서울-부
산의 한반도회랑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39)

2) 동북3성 지방급 정책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지방급 교통인프라 및 개발정책으로는 ‘동북진흥전략’
및 ‘창지투선도구’ 계획이 있다.
동북진흥전략은 2007년 승인된 ‘동북지역진흥계획’ 및 2016년 발표된 ‘동
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 진흥에 관한 의견’으로 이어진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관련하여 동북지역 진흥계획에 6대 통로 중점 건설, 7대 종합운수시
스템 형성, 지역 간 쾌속교통인프라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40)
창지투선도구 계획은 2009년 비준된 “중국 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 강요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훈춘을 해상통
로로 설정하여 옌지-룽징-투먼으로 이어지는 전진기지축과 창춘 및 지린의 배
후지를 설정하였다. 또한 100개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 12개 대외통로 건설방
안을 제시하였다.241)

239) 동아일보, ｢中 “단둥-평양-서울-부산 연결”…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첫 명시(2018.09.17.)｣, https://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917/92027830/1(검색일: 2020.07.22.)
240)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
, p. 51.
241) 서종원 외(2011), 중국 창지투 개발정책과 동북아 물류체계 변화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p. 34;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
,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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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관련 100개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 대외통로부문
건설사업

길이/ 투자액

기간

내용

빠따오-싼허-청진
경내구간 고속도로

47km/
총 28억 위안

2015년

대상지역은 옌지, 롱징,
주교통운수국 책임. 주통상구 관리판공실
과 관련 현, 시 정부 협력

훈춘-취엔허-라진
경내구간

39km/
총 23억 위안

2015년

대상지역은 훈춘시, 주교통운수국 책임.
주통상구 관리판공실과 관련 시정부 협력

허롱-난핑-청진
경내구간

50km/
총 30억 위안

2015년

대상지역은 허롱, 주교통운수국 책임. 주
통상구 관리판공실과 관련 시정부 협력

훈춘-장링즈-블라
디 보스톡 고속도로

14km/
총 8억 위안

2015년

대상지역은 훈춘, 주교통운수국 책임.
주통상구 관리판공실과 관련 시정부 협력

투먼-남양-두만강하산 철도 합작개조

126km/
총 24.3억 위안

2020년

대상지역은 투먼, 남양, 두만강, 하산
주통상구 관리 판공실 책임. 투먼시정부
협력

중국-조선
청진철도합작개조

171.km/
총 20억 위안

2020년

대상지역은 투먼, 청진,
주통상구관리판공실 책임. 투먼시 정부 협력

허롱-난핑-무산
철도구간

53.5km/
총 16억 위안

2015년

대상지역은 허롱, 주통상구관리판공실 책임
허롱시 정부 협력

투먼-라진 철도
합작개조

158.8km/
총 12.7억 위안

2020년

대상지역은 투먼, 라진,
주통상구관리판공실 책임. 투먼시정부 협력

롱징-카이샨툰
철도통상구건설

2.5km/
총 1/4억 위안

2020년

대상지역은 롱징시, 카이샨툰-북한 삼봉,
주통상구관리판공실 책임. 롱징시정부 협력

취엔허, 투먼,
사타자, 카이샨툰,
싼허, 난핑 통상구
교량 건설

2.152m/
총 5억 위안

-

대상지역은 훈춘, 투먼, 롱징, 허롱,
주교통운수국 책임. 주통상구관리판공실
과 관련 현, 시정부 협력

2020년

대상지역은 훈춘시, 주통상구관리판공실
책임. 훈춘시 정부 협력

-

대상지역은 훈춘시, 주통상구판공실 책임
훈춘시정부 협력

훈춘, 춘화 분수령 춘화분수령통상구
통상구 건설
개척/ 총 2억 위안
중-러 인접지역
교통기초시설
합작대상

훈춘철도통상구/
총 3억 위안

자료: 서종원 외(2011), 중국 창지투 개발정책과 동북아 물류체계 변화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p. 34;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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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동북지역 진흥계획 중 교통인프라 관련 계획 목표
구분

6개 통로
중점 건설

7대 종합운송
시스템 형성

지역 간 쾌속
교통인프라 건설

주요 내용
·
·
·
·
·
·

퉁쟝~다렌 통로 건설
동북 동부통로 건설
헤이허~베이징 통로 건설
수이펀허~만저우리 통로 건설
훈춘~아얼산 통로 건설
단둥~시린하오터 통로 건설

· 석탄운송시스템: 네이멍구자치구 석탄 생산지와 동북3성 주요 에너지
소비지 연계
· 석유운송시스템: 중러 간 원유통로 및 송유관 건설, 다롄항 등 원유
저장능력 및 집산능력 강화
· 광석운송시스템: 다롄, 잉커우 등 광석전용부두 건설
· 곡물운송시스템: 철도-해운 복합운송시스템 건설
· 컨테이너운송시스템: 다롄(주항), 기타 항구(보조항) 구축, 내륙통관시
스템 건설
· 중대형 장비 운송시스템 건설
· 여객 운송시스템 건설
·
·
·
·

쾌속철도망, 고속도로 건설
도시밀집지역 쾌속교통망 구축
동북지역 항구 분업 추진
소형 공항 건설

자료: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연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 51.

3. 러시아
가.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1) 철도
2019년 러시아 철도의 총연장은 85.6천 ㎞로, 이 중 전철 연장은 43.8천 ㎞
(51.2%)를 차지하고 있다.242) 이 중 극동러시아 지역의 철도는 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바이칼-아무르철도(BAM)의 2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2) RZD, “ОАО «РЖД» сегодня”, https://company.rzd.ru/ru/9360(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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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몽골 등으로 국제열차가 운행되고 있다.243)

2) 도로
러시아의 도로는 지역별로 국가급 자동차 도로, 지역·국제급 자동차 도로,
지방급 자동차 도로, 민간 자동차 도로로 분류된다.244) 이 중 연방도로는 총
7개 등급으로 나뉘며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1A), 고속도로(1Б), 일반도로(1B,
Ⅱ, Ⅲ, Ⅳ, Ⅴ)로 구분된다.245) 연방도로의 총연장은 2017년 기준 51,792.4㎞
규모다.246)

3) 공항
러시아의 민용공항은 2020년 기준 총 240곳(헬기장 제외)이 등록되어 있
다.247) 연방항공운송국은 2016년부터 총 91개 주요공항을 지정, 관리하고 있
으며,248) 국제공항은 2020년 1월 기준 총 78곳이 운영되고 있다.249)

243) RussianRailways.com, “https://www.russianrailways.com/”(검색일: 2020.10.20.)
244) Росавтодор, “Классификация автодорог”, http://rosavtodor.ru/truck/
dorogi-rosavtodora/klassifikatsiya-avtodorog (검색일: 2020.10.15)
245) Техэксперт, “ГОСТР52398-2005. Классификацияавтомобильныхдорог.
Основные параметры и требования(2006.05.01.),” http://docs.cntd.ru/
document/gost-r-52398-2005(검색일: 2020.11.04.)
246) Федеральноедорожноеагентство, “ИТОГОВЫЙДОКЛАДО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ФЕДЕРАЛЬНОГО ДОРОЖНОГО АГЕНТСТВА ЗА 2017
ГОД(2018.02.22.),” https://rosavtodor.gov.ru/eye/page/2041/217331(검색일: 2020.11.04.)
247) ФЕДЕРАЛЬНОЕАГЕНТСТВОВОЗДУШНОГОТРАНСПОР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ЕСТР АЭРОДРОМОВ И ВЕРТОДРОМОВ ГРАЖДАНСКОЙ АВИА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20.07.15.),” http://favt.gov.ru/dejatelnost-ajeroportyi-ajerodromy-reestr-grajdanskih-ajerodromov-rf/(검색일: 2020.11.04.)
248)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ЕРЕЧЕНЬ
АЭРОПОРТ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2016.04.20.),” http://favt.gov.
ru/dejatelnost-ajeroporty-i-ajerodromy-perechen-aeroportov/(검색일: 2020.11.04.)
249) ФЕДЕРАЛЬНОЕАГЕНТСТВОВОЗДУШНОГОТРАНСПОРТ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АЭРОПОРТЫ(2020.01.10.),” http://favt.gov.ru/dejatelnost-ajeroporty-i-ajerodromymezhdunarodnye-ajeroporty/(검색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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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
러시아의 항만은 총 67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태평양, 북해, 발트해, 흑해,
아조프해 등의 연안지역과 내륙해인 카스피해에 분포되어 있다.250) 이 중
한반도와 인접한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연해주) 및 동부북극지방에는 블라디보
스토크, 보스토치니, 나홋카, 자루비노, 올가, 포시예트, 틱시, 아나디르, 페베
크, 프로비데냐, 데르베키노트, 베링고프스키 등 12개 항구가 등록되어 있
다.251)

나. 교통물류 정책
러시아 정부는 2009년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한 데 이어 2012년 5월 ‘극동개발부’를 설치하였다.252) 이어 2015년 ‘선
도개발구역’ 관련 연방법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발효하
는 등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정비·시행하고 있다.253) 2019년
기준 선도개발구역은 총 20곳이 운영되고 있다.254)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바이칼아무르철도
(BAM)의 수송능력 증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5년까지 TSR 및 BAM
철도의 수송능력을 1.5배 이상 증대시켜 최대 2억1천만 t으로 향상하는 것을

250) ФЕДЕРАЛЬНОЕАГЕНТСТВОМОРСКОГОИРЕЧНОГОТРАНСПОРТА, “Реестр
морских портов,” http://morflot.gov.ru/deyatelnost/morskoy_transport/ reestr_mp.
html(검색일: 2020.11.04.)
251)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МОРСКОГО И РЕ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рты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Восточной Арктики(2017.09.08.),”
http://morflot.gov.ru/deyatelnost/morskoy_transport/reestr_mp/portyi_primorskogo_kraya_
i_vostochnoy_arktiki.html(검색일: 2020.11.04.)
252)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 한국교통연구원,
pp. 62-63.
253)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 한국교통연구원,
p. 63.
254)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 ТОР”, https://
erdc.ru/about-tor/(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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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고 있다.255) 또한 “러시아 항만인프라 개발전략 2030”을 통해 블라
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나호트카, 포시에트, 바니노 5개 항만에 대하여 기존
1억5천만t 규모인 화물처리능력을 2억7백만t 규모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
다.256)
<표 2-30> 푸틴 3~4기 정부 극동개발정책 추진 동향
일 시

내 용

2009

·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확정

2012

·극동개발부 신설(2013년 권한 확대)

2013

·국가 프로그램 ｢2025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확정

2013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확정

2014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개정

2014

· ‘선도개발구역’ 조성(극동개발부 주관) 및 대통령 서명

2015

· ‘선도개발구역’ 관련 연방법 발효

2015

·극동개발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률안 입안

2015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채택 및 서명, 법안 효력 발생

2016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 발효
· ’16~’17년, 연해주 외에 하바롭스크 변강, 사할린 주, 캄차트카 변강, 추코트카
자치구 등 총 5개 지역으로 확대

2016

·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법안 발효

2019

· ‘선도개발구역’ 2개 확대 운영
· ’15년 9개, ’16년 14개, ’17년 18개, ’19년 20개 설치 및 운영

자료: 1)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 한국교통연구원,
p. 6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2)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 СПВ”, https://erdc.ru/about-spv/
#anchor-statistics(검색일: 2020.10.15.)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3)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 ТОР”, https://erdc.ru/about-tor/(검
색일: 2020.10.15.)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255) RZD Parter, “Путинзаявилобувеличениипропускнойспособности
БАМа и Транссиба до 210 млн т к 2025 году(2019.02.20.)”, http://www.rzdpartner.ru/zhd-transport/news/putin-zayavil-ob-uvelichenii-propusknoy-sposobnosti-bam
a-i-transsiba-do-210-mln-t-k-2025-g/(2020.10.27.)
256) 김강수 외(2019), 시베리아철도 이용 활성화 방안 , 북방경제협력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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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체제전환국 교통물류체계 구축 사례 검토
1. 독일 사례
독일은 1961년 동서독 국경이 봉쇄되기 이전 1,396㎞에 이르는 국경을 통
과하는 철도 40개 노선, 고속국도·국도 30개 노선, 지방도로 140개 노선 등이
개설되어 있었다.257) 국경 봉쇄 이후 동독과 소련은 서독-서베를린 간 연결교
통을 정치적인 압력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이 외 동서 간 교통로 역시 노후화
되었다.258)
<표 2-31> 동서독 교통물류 여건 비교(1989년)
항목

동독(A)

서독(B)

대비(B/A)

도로연장(천

)

124.9

499.0

4.00

철도연장(천

)

14.0

27.0

1.97

내륙수로( )

2,513

4,940

1.97

선박(대)

1,228

3,469

2.82

화물선(대)

1,228

2,990

2.43

여객선(대)

-

479

-

비행기(대)

40

627

15.68

자료: 국토교통부(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p. 148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동서독 간 교통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은 동독 측의 국경 폐쇄 및 검문 강화
와 교통인프라 노후화였다. 동독의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없거나 포장상태
가 열악하였으며, 철도 역시 정상 속도를 낼 수 없었다.259) 이러한 여건 속에
서 동서독 간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통일 이전시기부터 여객과 화물 모두 도로

257) 국토교통부(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p. 147.
258) 국토교통부(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p. 147.
259) 국토교통부(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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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위에 있었다. 도로여객운송의 경우 통일 이전인 1989년 동독 85.21%, 서
독 81.74%를 기록하였으며, 통일 직후인 1990년 동독 85.64%, 서독 82.60%를
기록하는 등 동독의 도로여객운송 분담률이 서독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동독
의 철도운송 능력이 화물에 집중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260) 반면
도로화물운송의 경우 통일 이전인 1989년 동독 59.19%, 서독 63.75%를 기록
하였으며, 통일 직후인 1990년 동독 56.26%, 서독 55.31%를 기록하여 교통수
단별 분담률 1위를 유지하였으나 그 비중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261) 통일
을 전후하여 감소한 동서독 간 도로화물운송 분담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프
라 투자로 운행이 가능한 내륙해운 및 항공, 해운 등으로 분산되었다.262)
<표 2-32> 통일 전후 동서독 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1989년

항목

여객

화물

(단위: %)

동독

1990년
서독

동독

서독

철도

14.57

17.40

14.33

16.50

도로

85.21

81.74

85.64

82.60

내륙해운

0.17

-

-

-

항공

0.05

0.86

0.03

0.90

철도

37.09

6.31

36.33

6.36

도로

59.19

63.75

56.26

55.31

내륙해운

2.19

4.71

2.79

9.17

항공

0.00

22.38

0.01

27.61

해운

1.53

2.85

4.61

1.55

자료: 국토교통부(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p. 15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독일은 통일 이전 서독-서베를린 통과교통협정(1971년) 및 동서독 교통기
본조약(1972) 등을 체결하여 교통물류인프라 협력을 진행하였으나,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는 통일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독일 연방정

260) 국토교통부(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p. 148.
261) 국토교통부(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p. 148.
262) 국토교통부(2016), 한반도 통합물류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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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1991년 4월 통일독일교통프로젝트(Vekehrsprojekte Deutshce Einheit)
를 승인하여 철도 9개, 도로 7개, 내륙해운 1개의 총 17개 프로젝트를 승인하
였다.263) 이어 1992년 연방교통노선계획(Bundesverkehrswegeplanung)를 통
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264) 1991년부터 2019년 말까지 VDE에는
총 37.9백만 유로가 투입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철도 19.5백만 유로, 도로 16.5
백만 유로, 수운 1.92백만 유로가 지출되었다.265)
<표 2-33> 독일 통일 전후 수단별 수송분담률 변화(1998~2010년)
수단

여객
1988

1991

화물
2010

1988

1991

2010

도로

79.9

82.7

78.3

39.4

52.2

43.4

철도

7.7

6.2

8.2

40.3

27.6

35.4

항공

1.7

1.9

3.2

-

-

-

-

20.3

20.2

21.2

-

-

-

수운

-

-

대중교통

10.7

9.2

10.3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검색일: 2020.
10.25.)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이러한 투자의 결과 독일 여객운송의 경우 통일 직후인 1991년 82.7%에 달
했던 도로 분담률은 2010년 78.3%로 감소한 반면 철도 분담률은 1991년 6.2%
에서 2010년 8.2%로, 항공 분담률은 3.2%로 증가하였다.266) 또한 화물운송의
경우 통일 직후인 1991년 52.2%였던 도로 분담률은 43.4%로 감소한 반면 철
263)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2020), Sachstandsbericht Verkehrs
projekte Deutsche Einheit(Juni 2020), p. 3.
264)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2020), Sachstandsbericht Verkehrs
projekte Deutsche Einheit(Juni 2020), p. 3.
265)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2020), Sachstandsbericht Verkehrs
projekte Deutsche Einheit(Juni 2020), p. 3.
266)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검색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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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담률은 1991년 27.6%에서 2010년 35.4%로, 수운 분담률은 1991년
20.2%에서 2010년 21.2%로 증가하였다.267)

2. 베트남 사례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체제전환 국가로, 해운 중심의 화물운송 및
도로 중심의 여객운송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인프라의 열악함으로 인해 1995년 기준 철
도의 수송분담률은 화물 5.7%, 여객 8.8% 수준으로 나타났다.268)269)
베트남의 여객수송분담률을 살펴보면, 1995년 철도 8.8%, 도로 66.1%, 내
륙수운 8.0%, 항공 17.0%를 차지하여 도로의 우세가 두드러졌다.270) 2019년
수단별 분담률은 철도 1.4%, 도로 63.1%, 내륙수운 2.1%, 항공 33.4%로 항공
의 수송분담률이 1995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하였으며 철도와 내륙수운의
분담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71)

267)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검색일:
2020.10.25.)
268)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Number of passengers traffic by types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02&theme=Transport%2C%20
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269)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Volume of freight traffic by type of transport
by Items, Year and Type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10&
theme=Transport%2C%20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
10.21.)
270)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Number of passengers traffic by types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02&theme=Transport%2C%20
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271)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Number of passengers traffic by types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02&theme=Transport%2C%20
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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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베트남 연도별 여객수송분담률 추이(1995~2019년)
연도

철도

도로

내륙수운

항공

계

1995

8.8

66.1

8.0

17.0

100.0

1996

8.6

68.2

8.3

14.9

100.0

1997

8.9

68.7

8.3

14.1

100.0

1998

8.8

69.6

8.3

13.3

100.0

1999

8.9

69.7

8.1

13.2

100.0

2000

9.9

68.9

7.7

13.5

100.0

2001

9.6

65.7

7.6

17.2

100.0

2002

9.4

65.0

7.5

18.0

100.0

2003

9.2

68.6

6.2

16.0

100.0

2004

8.6

67.0

6.2

18.3

100.0

2005

7.9

66.9

5.9

19.3

100.0

2006

6.8

68.2

5.0

20.1

100.0

2007

6.5

68.7

4.4

20.4

100.0

2008

5.8

69.4

4.2

20.7

100.0

2009

4.9

72.2

3.6

19.4

100.0

2010

4.5

70.7

3.3

21.6

100.0

2011

4.2

71.8

2.6

21.4

100.0

2012

4.0

73.2

2.4

20.4

100.0

2013

3.5

72.5

2.3

21.6

100.0

2014

3.2

69.7

2.1

25.0

100.0

2015

2.7

68.1

2.0

27.2

100.0

2016

2.0

67.5

1.9

28.5

100.0

2017

1.9

67.1

1.9

29.1

100.0

2018

1.7

63.3

2.2

32.8

100.0

Prel. 2019

1.4

63.1

2.1

33.4

100.0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Number of passengers traffic by types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02&theme=Transport%2C%20Postal%20Services
%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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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Number of passengers traffic by types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02&theme=Transport%2C%20Postal%20Services
%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2-8> 베트남 연도별 여객수송분담률 추이(1995~2019년)

베트남의 화물수송분담률을 살펴보면, 1995년 철도 5.7%, 도로 16.4%, 내
륙수운 28.1%, 해운 49.6%, 항공 0.3%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내륙수운과 해운
의 합계가 77.7%를 나타내어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272) 2019년 수단별 분
담률은 철도 1.3%, 도로 26.8%, 내륙수운 19.0%, 해운 52.5%, 항공 0.4%로 도
로, 해운, 항공의 분담률이 성장한 반면 철도와 내륙수운의 분담률은 감소하였
다.273) 특히 철도의 화물운송분담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2% 미만을 유
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74)

272)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Volume of freight traffic by type of transport by
Items, Year and Type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10&theme=
Transport%2C%20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273)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Volume of freight traffic by type of transport by
Items, Year and Type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10&theme=
Transport%2C%20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274)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Volume of freight traffic by type of transport by
Items, Year and Type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10&theme=
Transport%2C%20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21.)

제2장 북한 경제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 여건 및 필요성

89

<표 2-35> 베트남 연도별 화물수송분담률 추이(1995~2019년)
연도

철도

도로

내륙수운

해운

항공

계

1995

5.7

16.4

28.1

49.6

0.3

100.0

1996

4.3

14.8

23.3

57.3

0.3

100.0

1997

3.4

13.7

22.9

59.7

0.3

100.0

1998

3.0

14.4

28.0

54.5

0.3

100.0

1999

2.9

14.1

27.6

55.2

0.2

100.0

2000

3.5

14.3

25.8

56.2

0.2

100.0

2001

3.3

14.5

26.8

55.1

0.3

100.0

2002

3.4

15.4

23.0

58.0

0.2

100.0

2003

3.4

15.4

19.4

61.6

0.3

100.0

2004

3.0

16.5

18.1

62.1

0.3

100.0

2005

2.9

17.5

17.9

61.4

0.2

100.0

2006

3.0

18.1

16.6

62.0

0.2

100.0

2007

2.9

18.3

16.5

62.2

0.2

100.0

2008

2.4

16.2

14.4

66.9

0.2

100.0

2009

1.9

15.9

15.7

66.3

0.2

100.0

2010

1.8

16.6

14.5

66.8

0.2

100.0

2011

1.9

18.6

15.9

63.4

0.2

100.0

2012

1.9

20.1

17.0

60.8

0.2

100.0

2013

1.7

20.9

17.6

59.5

0.2

100.0

2014

1.9

21.6

18.0

58.3

0.2

100.0

2015

1.8

22.4

18.3

57.3

0.3

100.0

2016

1.3

23.8

18.6

56.0

0.3

100.0

2017

1.4

24.8

18.7

54.8

0.3

100.0

2018

1.5

26.0

19.3

53.0

0.3

100.0

Prel. 2019

1.3

26.8

19.0

52.5

0.4

100.0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Volume of freight traffic by type of transport
by Items, Year and Type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10&
theme=Transport%2C%20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
21.)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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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Volume of freight traffic by type of transport
by Items, Year and Type of transport”, https://www.gso.gov.vn/en/px-web/?pxid=E0910&
theme=Transport%2C%20Postal%20Services%20and%20Telecommunications(검색일: 2020.10.
21.)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2-9> 베트남 연도별 화물수송분담률 추이(1995~2019년)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북한의 경제는 2017년 이후 북핵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행과
교통물류체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
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을 기점으로 자체적
인 시장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서부의 평성과 동부의 청진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 단위의 시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운수 부
문에도 반영되어 교통운수부문에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전국적으로 써비차, 벌
이버스와 같은 시장형 상업물류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철도부문에서도 수익창
출을 위한 써비열차, 관광열차 등이 도입되었다. 북한 당국 또한 2010년대 들
어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27개 주요경제지대 지정
등 일련의 정책과 함께 철도운수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
하는 등 국가경제의 정상화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근본적으로 핵보유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와 체재
보장 문제, 만성적인 재원 부족 등이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현재까지도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를 비롯한 상업·생산시
설의 사적 소유도 허용되지 않아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공권력의 절대적
우위 속에 상호간의 관행과 호혜 속에 시장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내
자원의 고갈과 산업망 붕괴 속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시장화의 진전은 대외
무역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사회주의 균형발전 이론과 달리
도시-농촌, 공업지대-농업지대 간 불균형과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도시-농촌, 공업-농업 사이의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
하였으며, 이를 계획경제체제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275) 이에 북한
역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도농 간 격차의 감소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
해왔다.276) 이 시기 북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주요 문건으로는

275)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 p. 31.
276)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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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김정일의
졸업논문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군의 위치와 역할 , 1972년 개정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26조277), 1977년 제정된 토지법 등을
들 수 있다.278)
그러나 대도시화에 대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수도 평양시가 2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한 반면 지방 대도시의 성장은 억제됨으로서 북한의 종주도시화
는 오히려 심화되었다.279) 또한 1990년대 이후 기존 계획경제체제와 함께 중
앙정부의 공급체계가 마비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280)
국가의 정책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시장활동은 소비재의
공급이 용이한 국경연선지대와 자본, 인력, 정보가 집중된 평양, 평성, 청진,
라선, 신의주 등 주요 대도시에 편중되어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281)
북한의 교통물류체계는 이러한 불균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국가교
통망의 중추인 철도운수부문의 파행은 북한 국내 산업망의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했으며, 이를 보완해야 할 도로부문은 인프라의 미비와 운송수단의 부족
으로 철도운수부문에서 촉발된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장
거리 운송능력의 부재 속에서 당·군·정의 긴급 수요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송
이 자주 시행되면서 공식부문의 정규 운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282)
북한 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여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및 27개 주
요경제지대 지정 등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및 인프라 재건을 꾀하고 있으
나, 기반 인프라의 부재와 외부 투자요인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실제

2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
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YESLAW,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http:
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pAct=template_contents_view&pGubun=FT_LAW&
pUrlGubun=searchView&pPromulgationNo=156755(검색일: 2020.06.02.).
278)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 pp. 32-33.
279)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67.
280)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41.
281)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42-143.
28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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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및 성공 가능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개발에 있어 교통물류체계 구축은 다음과 같은 의의 및
필요성을 지닌다.
첫째, 기존 북한 국내 산업망의 재건이다. 교통물류체계의 구축은 산업시설
의 가동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요소이다. 산업시
설의 정상가동은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소비재의 공급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시장활동의 촉진이다. 현재 북한의 시장
은 평성과 청진의 양대 도매시장을 주축으로 전국적인 연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 교통수단이 열악하여 평양-청진 구간의 경
우 철도 최소 27시간 43분,283) 버스 48시간이 소요되는 등284) 인력 및 물품의
운송에 여전히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교통물류체계, 특히 육상교통물류체계의
구축은 이러한 지역 간 운송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성장 중인 북한
시장의 운수업, 창고업 등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285)
셋째, 교통물류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자체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 개발이다.
현재 북한의 건설시장은 특히 주택의 경우 ‘돈주’의 자본이 활발히 유입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6) 교통물류체계의 구축에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재의 투입이 요구되며 저개발국인 북한의 현 상황에서는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외부 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북한은 27개

283) 데일리NK, ｢북한공식 열차 시간표 보니 ‘평양-청진’ 노선 약 28시간 소요(2019.02.18.)｣, https://www.
dailynk.com/%EB%B6%81%ED%95%9C-%EA%B3%B5%EC%8B%9D-%EC%97%B4%EC%
B0%A8-%EC%8B%9C%EA%B0%84%ED%91%9C-%EB%B3%B4%EB%8B%88-%ED%8F%
89%EC%96%91-%EC%B2%AD%EC%A7%84-%EB%85%B8%EC%84%A0-%EC%95%BD28%EC%8B%9C/(검색일: 2020.06.10.)
284) e경제뉴스, ｢[곽인옥 교수의 평양워치(22)]평양 대학생 직업선호도 1위 ‘택시기사’..알고보니(2019.09.
12.)｣, http://www.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3(검색일: 2020.06.10.)
285)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p. 82-83.
286)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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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대를 지정하는 등 외부 투자 및 외화 획득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기
업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투자자 및 관련 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의 구축과 물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국가 간선 수준의 대규
모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유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각 투자대상처
의 연계 인프라 수준에서는 선 유치 후 구축보다는 선 구축 후 유치의 형태로
투자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 혹은 한반도의 균형 잡힌 개발 및 국토활용에 궁극적 목표가
있다.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북한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정책목표로 주장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평양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종주도시화가 심화되
었다.287) 이는 인구뿐만 아니라 기업의 분포로도 나타나288) 기존 경제체제의
정상화와 재가동은 다시금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교통물
류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과 연계성이 향상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요 중심시장에 대한 말단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시장 물가 등의 안정화
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교통물류체계에서 낙후지역으로 분류
된 지역의 기업 입주여건을 향상시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북한의 주요 도시 및 개발거점들을 중
심으로 주요 경제거점 및 권역을 설정하는 동시에 각 경제거점·권역 간 물류인
프라 연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의 방향을 설정할 것
이다.

287)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 67.
28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 pp. 1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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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대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 분석

제1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설정
1. 북한 주요 경제거점 설정 기준
앞에서 살펴본 도시 규모, 공업지구 분포, 북한 당국의 개발계획 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주요 경제거점들을 선정할 수 있다. 보다 면밀한 경제거
점 및 경제권의 설정을 위해서는 인구·물류·자본의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하
나, 북한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가정
하에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현재의 도시규모 및 중심지 기능에 따라 중심도시를 선정하였다. 북한
의 도시화율은 2008년 기준 60.6%로 나타나며, 향후 경제개발이 진전되면 농
어촌 지역 인구가 대거 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기존에 인프라
가 구축된 도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직할시/특별시 및 급 13개
도시를 경제거점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핵심 산업의 보유 및 입지 여부이다. 도 소재지 이외 도시들의 경우
북한 최대의 비철금속공업기지인 단천과 제강산업기지를 보유한 김책, 제철공
업지구인 송림, 자동차공업 중심지인 덕천과 주요 무연탄 생산기지인 평남북
부지역 도시들(순천, 안주, 개천, 청남, 은산, 북창)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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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요 교통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이다. 특히 9대 무역항만을 보유한 도
시들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각종 원자재의 수입과 완제품의 수출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 주요 개발계획, 특히 경제개발지대의 지정 대상 여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경제개발지대의 입지 자체가 기존 주요 도시의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중심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경제권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반영하였다.
다섯째, 중심도시의 접경 행정구역 및 중심도시와 핵심개발 대상 사이의 경
유지역을 경제권에 포함하였다.

2.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 개요
앞서 설정한 조건하에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부를 포괄하는 경제권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양·남포·사리원권, 개성·해주권, 원산권, 함흥권,
단천권, 청진·라선권, 혜산권, 강계권, 신의주권 및 순천권의 10개 권역을 설정
하고 각 권역 내부 및 권역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을 파악하였다.
13개 도시 중 특별시급인 남포, 개성, 라선은 각각 인접한 평양, 해주, 청진
과 공동 권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황해북도 도 소재지인 사리원
과 평안북도 도 소재지인 평성은 평양과 인접한 환경을 고려하여 평양·남포·사
리원권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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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 개요
권역

인구
(2008년
/천 명)

면적
(천 )

주요 산업

주요 경제지대

평양
·
남포권

전기·전자, 기계,
철강, 조선, 시멘트,
6,820.9 12,745.2
판유리, 의류, 방직,
식료, 신발 등

개성
·
해주권

1,817.3

5,967.2

원산권

1,471.6

7,940.5

함흥권

1,658.5

화학, 기계, 금속,
8,970.0 건재, 방직·피복, ·흥남공업개발구
식료, 일용품 등

단천권

1,445.1 10,512.9

청진
·
라선권

1,747.1 12,611.0

혜산권
강계권

537.3

8,307.7

1,047.4 14,049.7

시멘트, 제련,
인비료생산 등

·은정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제련, 기계, 조선, ·원산-금강산
금속, 건재 등
국제관광지대

제강, 제련 등

·신평관광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강남공업개발구

·금강산관광특구
·현동공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라선경제무역지대
제철, 제강, 기계,
·청진경제개발구
화학 등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금속, 기계, 제약,
·혜산경제개발구
식료 등

·무봉국제관광특구

군수공업,
일용품 등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신의주권

1,921.2

6,750.0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기계, 섬유, 식료,
·압록강경제개발구
·황금평·위화도경제
신발, 화장품 등
·청수관광개발구
지대

순천권

1,793.7

6,754.3

기계, 무연탄, 비료,
·청남공업개발구
섬유, 건재 등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313-65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p. 1-2; 서종원·
최성원(2018), 동북아·북한 교통 이슈페이퍼 , 제2019-08호, pp. 5-6에서 재인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3-3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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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1> 북한 경제거점 대상권역 설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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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사회경제지표 및 인프라
현황
1. 평양·남포·사리원권
평양·남포·사리원권은 수도 평양과 북한 최대의 항구인 남포시를 기반으로
하여 평양·남포공업지구를 구성하는 송림시, 사리원시, 승호군, 상원군과 인근
평성시, 봉산군, 황주군, 평원군, 숙천군, 회창군, 은률군, 대동군, 증산군, 연
산군, 연탄군, 수안군, 곡산군을 포함하는 경제권이다. 인구 682.1만 명(2008
년 기준)이 거주하는 북한 최대의 경제권으로 면적은 12,745.2㎢이다.
평양·남포·사리원권은 북한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으로 소비능력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전기·전자, 기계, 철강, 조선, 시멘트, 판유리 등의 중공업과 의류, 방
직, 식료, 신발 등의 경공업이 동시에 발달하였다.289) 이에 따라 주요 경제지
대로 북한 유일의 첨단기술개발구인 은정개발구를 비롯해 송림·와우도·진도
의 3대 수출가공구가 모두 평양·남포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또한 신평관광개
발구와 숙천농업개발구, 강남공업개발구가 설치되어 있다.290)
평양·남포 수도권은 수도 평양을 주축으로 하여 철도망과 도로망이 모두 발
달하였다. 철도는 평양을 기점으로 하는 평의·평부·평라·평덕·평남선의 5개
간선철도와 황해청년선 철도가 있으며, 도로는 평양-향산, 평양-개성, 평양-원
산, 평양-남포, 평양-강동의 5개 고속도로와 평양-신의주, 평양-만포, 평양-원
산, 평양-개성, 평양-남포, 평양-대동의 6개 1급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항만은
북한 최대의 무역항인 남포항과 철강류를 취급하는 송림항이 있으며, 북한 유
일의 국제공항인 평양국제비행장이 위치해 있다.291)

289) 최성원·서종원(2019),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1. 평양-남포권｣,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15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3-4.
290)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291) 최성원·서종원(2019),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1. 평양-남포권｣, 동북아·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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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평양·남포·사리원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인구(2008년)

(단위: 명)

도시지역인구

도시인구비율

면적( )

평양직할시

2,999,466

2,701,411

90.1%

1,751.0

남포특별시

983,660

703,388

71.5%

1,280.9

평성시

284,386

236,583

83.2%

381.0

평원군

179,492

51,909

28.9%

451.5

숙천군

178,509

41,377

23.2%

419.0

대동군

129,761

50,380

38.8%

287.0

증산군

113,613

23,578

20.8%

346.3

회창군

89,959

56,286

62.6%

681.4

송림시

128,831

95,878

74.4%

64.5

황주군

155,215

35,678

23.0%

517.1

사리원
시

307,764

271,434

88.2%

187.9

봉산군

124,745

33,063

26.5%

436.0

승호군

85,624

59,291

69.2%

159.3

상원군

92,831

35,941

38.7%

490.0

은률군

107,997

33,947

31.4%

410.0

은천군

95,597

20,164

21.1%

450.0

안악군

125,924

28,314

22.5%

380.0

재령군

125,631

39,387

31.4%

330.0

은파군

110,988

39,645

35.7%

377.9

신평군

63,727

32,519

51.0%

1,074.6

연탄군

73,032

21,709

29.7%

543.8

연산군

66,568

32,976

49.5%

549.6

수안군

76,890

22,615

29.4%

655.7

곡산군

120,693

16,301

13.5%

520.7

6,820,903

4,683,774

68.7%

12,745.2

평안남도

황해북도

계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313-541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15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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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2> 평양·남포·사리원권 인프라 현황도

지역별 일반도로망을 살펴보면 평양시와 남포시, 송림시, 사리원시, 봉산군,
은파군, 재령군, 안악군, 평원군, 숙천군, 은천군, 평성시에는 1급도로가 연결
되며, 증산군, 은률군, 상원군, 연산군, 신평군은 2급도로, 회창군, 연탄군은 3급
도로가 최고등급 일반도로로 개설되어 있다.292)
지역별 철도망을 살펴보면 연산군, 신평군, 회창군, 연탄군, 안악군, 은천군,
증산군에는 철도가 없으며, 평의선이 사리원시와 중화·황주·봉산군을, 평의선

29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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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원·숙천군을, 평라선이 평성시를, 평남선이 남포시를, 황해청년선이 은파
군을 경유한다.293) 또한 지선으로는 은률선이 재령군과 은률군을, 송림선이
송림시를 경유한다.294)

2. 개성·해주권
개성·해주권은 황해남도 도 소재지인 해주시와 남북접경지역인 개성특별시
를 중심으로 황해북도 금천군, 평산군, 봉천군, 장풍군과 황해남도 배천군, 연
안군, 청단군, 신원군, 벽성군, 강령군, 옹진군을 포함하는 권역이다. 인구
181.7만 명이 거주하며,295) 면적은 5,967.2㎢이다. 이 지역은 개성과 해주가
별도의 간선축에 위치해 있으나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구성
함에 따라 복수의 경제거점을 보유한 특수 권역으로 설정되었다.
이 지역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합의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핵심지역이다.296) 산업 부문은 해주 공업지구가 속해 있으며, 시
멘트, 제련, 인비료 생산 등의 산업과 지방공업이 조성되어 있다.297) 또한 개
성공업지구가 위치하여 해주공업지구와 함께 공동 중심지를 형성한다. 주요
경제지대로는 강령군에 강령국제록색시범구가 설치되어 있다.298)

293)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294)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29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8-22.
29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어떻게 조성되나(2007.10.05.)｣, http://www.korea.kr/
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637723&pkgId=49500298&(검색일: 2020.06.10.)
297) 서종원·최성원(2019),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6. 개성-해주권｣,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22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2-3.
298)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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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개성·해주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개성특별시

황해남도

황해북도

계

인구(2008년)

(단위: 명)

도시지역인구

도시인구비율

면적( )

308,440

192,578

62.4%

179.3

해주시

273,300

241,599

88.4%

200.0

연안군

158,845

28,097

17.7%

480.0

배천군

159,825

40,316

25.2%

470.0

청단군

142,607

34,045

23.9%

490.0

강령군

106,827

38,729

36.3%

550.0

옹진군

152,878

66,263

43.3%

640.0

벽성군

90,753

20,663

22.8%

450.0

신원군

83,161

26,321

31.7%

480.0

금천군

68,216

16,035

23.5%

449.8

장풍군

69,104

15,832

22.9%

543.0

평산군

123,646

57,601

46.6%

545.2

봉천군

79,740

18,273

22.9%

490.0

1,817,342

796,352

43.8%

5,967.2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478-541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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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3> 개성·해주권 인프라 현황도

개성·해주권의 주요 간선철도로는 평부선과 황해청년선이 있으며, 지선철
도로는 배천선, 옹진선, 부포선 등이 개설되어 있다.299) 배천선은 과거 토해선
(토성-해주) 철도로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였으나 현재 예성강 철교가 단절되
어 있으며, 향후 개풍-배천 구간이 복원, 연결될 시 개성-해주-옹진/강령으로
연결되는 권역 내 중심 노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풍군과 봉천군

299)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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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철도가 경유하지 않는다.300)
개성·해주권의 주요 도로로는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개성 1급도로, 사
리원-해주 1급도로의 3대 간선도로와 함께 각 군 단위 지역을 연계하는 2급도
로들이 개설되어 있다.301) 금천군, 평산군, 신원군, 벽성군(죽천리)에 1급도로
가 통과하며, 그 외 장풍군, 봉천군, 배천군, 연안군, 청단군, 강령군, 옹진군에
는 2급도로가 최고등급 도로로 기능한다.302)
개성·해주권의 주요 항구로는 9대 무역항 중 하나인 해주항이 있으며, 포장
활주로를 가진 비행장 시설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향후 평양국제비행장 혹은
근거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원산권
원산권은 강원도의 도 소재지인 원산시를 중심으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
지구의 대상지역인 강원도 법동군, 안변군, 통천군,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회양군, 고산군, 세포군, 문천군, 천내군과 함경남도 남부의 금야군, 고원군,
수동구를 포함한다. 총인구는 147.2만 명(2008년 기준)으로, 면적은 7,940.5㎢
이다.
원산공업지구를 권역 내에 포함하여 제련, 기계(철도차량), 조선, 금속, 건재
등의 중공업이 조성되어 있다.303) 주요 경제지대 중에서는 북한 최대의 관광
특구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금강산관광특구와 현동공업개발구(원산)가
설치되어 있다.304)

300)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301)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
30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
303) 최성원·서종원(2019),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2. 원산-금강산권｣, 동북아·북
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16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2-3.
304)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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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원산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강원도

함경남도

계

인구(2008년)

(단위: 명)

도시지역인구

도시인구비율

면적( )

원산시

363,127

328,467

90.5%

314.4

안변군

93,960

27,030

28.8%

500.0

통천군

89,357

25,863

28.9%

594.7

고성군

61,277

20,330

33.2%

858.6

금강군

54,211

12,176

22.5%

957.5

문천시

122,934

92,525

75.3%

277.5

천내군

85,123

57,908

68.0%

362.5

법동군

35,119

8,609

24.5%

849.1

고산군

103,579

31,672

30.6%

431.0

세포군

61,113

15,949

26.1%

956.0

금야군

211,140

73,094

34.6%

792.7

고원군

94,963

43,916

46.2%

258.5

수동구

95,716

64,859

67.8%

788.0

1,471,619

802,398

54.5%

7,940.5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478-574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원산권의 핵심 철도망은 평라선과 강원선, 금강산청년선의 3대 간선노선으
로 구성된다.305) 세포군에서 청년이천선이 분기하며, 고원탄광선, 천내선, 문
천항선, 원산항선, 송도원선, 금야선 등의 지선철도가 부설되어 있다.306) 강원
도 회양군과 창도군, 금강군, 법동군에는 철도가 경유하지 않는다.307)

305)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06)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07)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제3장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대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 분석 107

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4> 원산권 인프라 현황도

원산권의 도로망은 평양-원산고속도로 및 원산-금강산고속도로가 주요 간
선고속도로로 건설되어 있으며, 평양-원산 1급도로, 원산-라선 1급도로, 원산
-평강 1급도로 등의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다.308)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의
경유 현황을 보면 원산시, 문천시, 안변군, 법동군, 고산군, 회양군, 창도군, 고
성군, 천내군, 고원군, 금야군에는 1급도로가 경유하며, 세포군, 금강군, 통천
308)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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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동구는 2급도로가 최상위 도로로 개설되어 있다.309)
원산권의 주요 항만으로는 9대 무역항 중 하나인 원산항이 있으며, 2006년
까지 만경봉-92호가 입항하여 북일 무역의 핵심기지로 번성하였다.310) 공항
으로는 2015년 현대화 개장이 완료된 원산갈마비행장이 있으며 2014년 기준
으로 평양-원산 구간에서 주 5회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311)

4. 함흥권
함흥권은 함경남도 소재지이자 북한 동부권 최대 도시인 함흥시를 중심으
로 함주군, 정평군, 신흥군, 영광군, 장진군, 부전군, 락원군, 홍원군, 신포시
등 함경남도 중남부지역을 포괄하는 경제권이다. 거주인구는 165.8만 명
(2008년 기준)으로 면적은 8,970.0㎢이다.
이 지역은 흥남화학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
소 등으로 대표되는 함흥공업지구가 속해 있어 전통적으로 화학, 기계, 금속
등 중화학공업이 강세를 보였다.312) 이와 함께 건재, 방직·피복, 식료, 일용품
등의 산업이 발달하였다.313) 주요 경제지대로는 흥남공업개발구가 설치되어
있다.314)

309)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10) 최성원·서종원(2019),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2. 원산-금강산권｣, 동북아·북
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16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7-8.
311) VOA, ｢북한전문 여행사 “북한, 외국인 관광객에 국내선 항공편 개방”(2014.07.04.)｣, https://www.
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tour(검색일: 2020.06.12.)
312)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8-29.
313)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8-29.
314)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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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5> 함흥권 인프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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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함흥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함경남도

계

인구(2008년)

(단위: 명)

도시지역인구

도시인구비율

면적( )

함흥시

668,557

614,198

91.9%

556.4

함주군

133,896

31,136

23.3%

751.6

정평군

179,114

53,159

29.7%

761.8

신흥군

104,002

50,071

48.1%

1,200.0

영광군

103,532

27,075

26.2%

769.6

장진군

64,681

30,729

47.5%

1,887.5

부전군

48,351

27,440

56.8%

1,774.0

락원군

60,700

22,740

37.5%

176.0

홍원군

142,910

71,763

50.2%

875.0

신포시

152,759

130,951

85.7%

218.1

1,658,502

1,059,262

63.9%

8,970.0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575-61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함흥권의 철도망은 평라선을 중심으로 하여 장진선, 신흥선, 서호선 등의 지
선철도가 개설되어 있다.315) 이들 3대 지선철도 중 신흥선 함흥-신흥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762mm 협궤노선으로, 북한은 서호선(서함흥-서호) 구간에
협궤통근열차를 투입하여 시내 통근수요를 보장하고 있다.316)
주요 도로로는 원산-라선 1급도로를 기반으로 홍원-신포 1급도로, 함흥-흥
남 1급도로 등이 개설되어 있다.317) 함흥시와 신포시, 함주군, 정평군, 홍원군
에는 1급도로가 경유하나, 영광군, 장진군, 신흥군, 부전군은 2급도로가, 퇴조
군은 3급도로가 최상위도로로 개설되어 있다.318)

315)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16) 로동신문, ｢인민의 기쁨싣고 달리는 통근렬차-함흥좁은철길운영사업소에서(2019.01.14.)｣.
317)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18)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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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만으로는 9대 무역항 중 하나인 흥남항이 위치해 있으며, 공항으로
는 정평군에 선덕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평양-함흥 노선이 2014년 기준 주 5회
운항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9)

5. 단천권
단천권은 함경남·북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단천시와 김책시, 덕성군, 허천군,
리원군, 북청군, 금호지구, 길주군, 화대군, 명천군, 명간군을 포괄하는 권역으
로 거주인구는 144.5만 명(2008년 기준)으로, 면적은 10,512.9㎢이다.
이 지역은 단천 지역의 지하자원과 김책시의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기반으
로 김책공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다.320) 북청군에는 주요경제지대 중 북청농업
개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321) 단천시는 2006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측의 ‘민족공동자원개발특구’ 지정이 제안된 지역이다.322)
단천권의 철도망은 평라선을 주간선으로 하고 있으며 길주청년역에서 백두
산청년선이 분기된다.323) 주요 광업지대 연계를 위해 고참탄광선, 금골선, 허
천선, 만덕선, 덕성선 등의 지선이 부설되어 있으며, 이 중 금골선은 북한 최대
의 비철금속매장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인력과 자원수송을 담당하고 있
어 평양-금골 특급열차가 운행된다.324) 화대군은 철도가 경유하지 않는다.325)

319) VOA, ｢북한전문 여행사 “북한, 외국인 관광객에 국내선 항공편 개방”(2014.07.04.)｣, https://www.
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tour(검색일: 2020.06.12.)
320) 서종원·최성원(2019),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5. 단천-김책권｣,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21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2-3.
321)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322) 연합뉴스, ｢<장관급회담> 단천 자원특구 제안 배경은(2006.04.22.)｣, https://www.yna.co.kr/view/
AKR20060422002900043(검색일: 2020.06.12.)
323)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24)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25)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112

<표 3-6> 단천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함경남도

계

인구(2008년)

(단위: 명)

도시지역인구

도시인구비율

면적( )

단천시

345,875

240,873

69.6%

2,172.0

리원군

117,320

57,036

48.6%

471.0

북청군

161,886

60,803

37.6%

592.9

금호지구

37,430

13,316

35.6%

-

덕성군

97,617

27,889

28.6%

1,582.0

허천군

104,731

68,313

65.2%

1,613.9

김책시

207,299

155,284

74.9%

854.2

길주군

139,932

74,154

53.0%

1,030.0

명천군

65,797

33,439

50.8%

600.0

명간군

99,557

49,968

50.2%

1,117.0

화대군

67,677

15,095

22.3%

480.0

1,445,121

796,170

55.1%

10,512.9

주: 금호지구는 면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청군 면적에 합산으로 간주.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575-61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단천권의 주요 도로로는 원산-라선 1급도로가 개설되어 있다.326) 단천시,
김책시, 리원군, 북청군, 길주군, 명천군, 명간군에는 1급도로가 경유하며, 화
대군과 덕성군은 2급도로가, 허천군은 2급도로가 최상위 도로로 개설되어 있
다.327)
단천권의 주요 항만으로는 2012년 개항한 단천항이 있다. 단천항 개항 이전
에는 단천지구의 광물자원 및 가공제품 수송경로로 김책항이 활용되었으
나328) 단천항이 개항됨으로써 사실상 9대 무역항 체제로 평가되고 있다. 권역

326)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27)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28) 연합뉴스, ｢北지하자원 3차남북공동조사 20일부터실시(2007.12.18.)｣, https://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64356(검색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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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여객노선이 운항되는 공항은 없으며 리원군의 리원비행장이 2,500m급
포장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329)

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6> 단천권 인프라 현황도

329) 서종원·최성원(2019.11.16.),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5. 단천-김책권｣, 동북
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21호,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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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진·라선권
청진·라선권은 함경북도 소재지인 청진시를 중심으로 북한 최초의 경제특
구가 설치된 라선특별시와 함경북도 회령시,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부령군,
무산군, 연사군, 경성군, 어랑군을 포함하는 권역이다. 지역 인구는 174.7만
명(2008년 기준)이며, 면적은 12,611.0㎢이다.
<표 3-7> 청진·라선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라선특별시

인구(2008년)

(단위: 명)

도시지역인구

도시인구비율

면적( )

196,954

158,337

80.4%

754.8

청진시

667,929

614,892

92.1%

1,591.0

회령시

153,532

92,494

60.2%

1,750.0

경성군

105,909

70,533

66.6%

1,170.6

어랑군

87,757

35,202

40.1%

1,340.0

무산군

123,721

84,547

68.3%

1,424.5

부령군

48,958

38,118

77.9%

790.0

온성군

127,893

91,868

71.8%

720.0

경원군

107,327

47,070

43.9%

920.0

경흥군

89,244

66,553

74.6%

940.0

연사군

37,876

18,332

48.4%

1,210.0

1,747,100

1,317,946

75.4%

12,611.0

함경북도

계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611-63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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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7> 청진·라선권 인프라 현황도

산업 부문은 청진공업지구가 조성되어 제철, 제강, 기계, 화학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330) 특히 청진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라선 승리화학련합기업소는
330) 서종원·최성원(2019),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4. 청진-라선권｣,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1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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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북한 최대의 제철기지와 석유화학기지로 육성되어 있다. 주요 경제지대
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해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
광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가 설치되어 있다.331)
청진·라선권의 철도망은 평라선과 함북선을 주간선으로 하고 있다.332) 평
라선은 온성군 남양역에서 중국 투먼역에 접속되어 창투철도, 투쟈철도와 연
계되며, 지선인 두만강선을 통해 러시아 극동철도와 연결된다.333) 주요 지선
으로는 무산선, 백무선, 회령탄광선, 동포선, 성평선, 남양국경선, 고건원선,
오봉선, 두만강선, 승리선, 라진항선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무산선은 무산철
광의 철광석을 청진 김책제철련합기업소로 수송하는 데 활용된다.334)
청진·라선권의 도로망은 원산-라선 1급도로와 청진-회령 1급도로를 기반으
로 각 군소재지를 연결하는 2급도로가 개설되어 있다.335) 청진시와 라선시,
경성군, 어랑군, 부령군, 회령시는 1급도로가 경유하며, 무산군, 온성군, 경원
군, 경흥군은 2급도로가, 연사군은 3급도로가 최상위 도로로 개설되어 있
다.336) 또한 청학역-저슬령-하현동 21km 구간의 2급도로는 2012년 중국의
투자로 포장·현대화 후 재개통되어 원정리 세관과 라진·선봉 시가지를 연계하
고 있다.337)
청진·라선권은 북한 9대 무역항 중 청진항, 라진항, 선봉항의 3개 무역항이
밀집해있다.338) 이 중 라진항은 중국 동북동부지방의 주요한 출해로이자 러시

331)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332)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33)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34)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35)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36)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37) VOA, ｢훈춘-라진 포장도로 일부 개통(2012.01.05.)｣, https://www.voakorea.com/a/china-nk136734938/1345702.html(검색일: 2020.06.11.)
338) 서종원·최성원(2019),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4. 청진-라선권｣, 동북아·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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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극동지방에 인접한 부동항으로 국제개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중국은 1998년부터 라진항 1호부두를 임차하였으며, 러시아 역시 2010년
3호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39) 공항으로는 어랑군
의 어랑비행장에서 평양-청진 노선이 2014년 기준 주 10회 규모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40)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따라 청진시 삼해리에
민항공항 건설을 계획 중이다.341)

7. 혜산권
혜산권은 량강도 소재지인 혜산시를 중심으로 북한 최대의 중요 대상건설
사업지인 삼지연시와 보천군, 백암군, 운흥군, 갑산군, 삼수군, 대홍단군을 포
함하는 권역이다. 지역 인구는 53.7만 명(2008년 기준)으로 면적은 8,307.7㎢
이다.
산업기반은 미약하여 금속, 기계, 제약, 식료 등 주로 지방급 규모의 공업시
설이 위치해 있다.342) 주요 경제지대로는 혜산경제개발구와 무봉국제관광특
구가 설치되어 있다.343)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1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10-11.
339) 중앙일보, ｢북 나진항, 러엔 50년 사용권 중국엔 10년 연장(2010.03.09.)｣, https://news.joins.com/
article/4050701(검색일: 2019.10.14.)
340) VOA, ｢북한전문 여행사 “북한, 외국인 관광객에 국내선 항공편 개방”(2014.07.04.)｣, https://www.
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tour(검색일: 2020.06.12.)
341) 연합뉴스, ｢北라선ㆍ황금평, 시장원리산업벨트로 육성(2011.05.23.)｣, https://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075664(검색일: 2019.10.14.)
342) 최성원·서종원(2020),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6. 백두산권｣,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20-4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5-6.
343)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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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혜산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혜산시
삼지연시
보천군
운흥군
량강도
백암군
삼수군
갑산군
대홍단군
계

인구(2008년)
192,680
31,471
37,225
61,705
67,683
40,311
70,611
35,596
537,282

(단위: 명)

도시지역인구
174,015
25,588
17,077
44,713
46,256
15,577
36,404
9,407
369,037

도시인구비율
90.3%
81.3%
45.9%
72.5%
68.3%
38.6%
51.6%
26.4%
68.7%

면적( )
232.5
1,326.1
768.0
963.2
2,293.7
887.0
1,156.3
680.9
8,307.7

자료: 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pp. 18-22를 바
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각 페이지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8> 혜산권 인프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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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산권의 철도망은 백두산청년선과 북부내륙선을 주요 간선으로 하며,
2019년 10월 현대화, 재개통된 삼지연선 철도와 협궤철도인 백무선, 보천선
철도가 개설되어 있다.344) 갑산군과 대홍단군은 철도가 경유하지 않는다.345)
혜산권에는 1급도로가 부재하며, 도로망은 혜산-북청 2급도로, 혜산-길주
2급도로, 혜산-강계 2급도로, 혜산-회령 2급도로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
다.346) 공항으로는 삼지연비행장이 있으며 2014년 기준 평양-삼지연 구간을
주 15회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7)

8. 강계권
강계권은 자강도 소재지인 강계시를 중심으로 만포시, 희천시와 전천군, 성
간군, 룡림군, 랑림군, 자성군, 시중군, 위원군, 동신군, 송원군, 장강군, 향산
군을 포괄하는 권역이다. 권역 거주 인구는 104.7만 명(2008년 기준)으로 면적
은 14,049.7㎢이다.
산업 부문은 강계공업지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내륙산간지역의 특성상 군수
공업이 육성되었다.348) 주요 경제지대로는 만포경제개발구와 위원공업개발구
가 설치되어 있다.349)

344)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45)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동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1.
346)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47) VOA, ｢북한전문 여행사 “북한, 외국인 관광객에 국내선 항공편 개방”(2014.07.04.)｣, https://www.
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tour(검색일: 2020.06.12.)
348) 최성원·서종원(2020),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7. 강계-만포권｣,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20-10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5-7.
349)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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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강계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자강도

평안북도
계

인구(2008년)

(단위: 명)

도시지역인구

도시인구비율

면적( )

강계시

251,971

251,971

100.0%

263.7

만포시

116,760

82,631

70.8%

682.4

시중군

41,842

11,257

26.9%

602.3

전천군

106,311

86,877

81.7%

1,001.6

성간군

92,952

72,116

77.6%

949.1

룡림군

32,727

7,327

22.4%

1,195.5

장진군

64,681

30,729

47.5%

1,887.5

랑림군

36,481

15,301

41.9%

2,062.4

송원군

38,051

10,818

28.4%

1,175.2

동신군

47,460

8,737

18.4%

1,205.0

자성군

50,939

25,407

49.9%

887.4

장강군

54,601

23,196

42.5%

727.1

위원군

60,245

19,297

32.0%

1,160.4

향산군

52,350

22,657

43.3%

250.0

1,047,371

668,321

63.8%

14,049.7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414-477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강계권의 철도망은 만포선 철도를 주요 간선으로 하여 운봉선, 운하선, 강계
선 등의 지선철도가 부설되어 있다.350) 운봉선은 구 혜산만포청년선의 일부
구간이나 2013년 북한 측 자료를 통하여 북부내륙선과의 분리가 확인되었
다.351) 위원군에는 철도가 경유하지 않는다.352)

350)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351) 데일리NK, ｢최신 북한 철도 안내도 입수, 대부분 철도 노선 전철화 진행돼(2019.01.16.)｣, https://ww
w.dailynk.com/%EC%B5%9C%EC%8B%A0-%EB%B6%81%ED%95%9C-%EC%B2%A0%E
B%8F%84-%EC%95%88%EB%82%B4%EB%8F%84-%EC%9E%85%EC%88%98-%EB%8
C%80%EB%B6%80%EB%B6%84-%EC%B2%A0%EB%8F%84-%EB%85%B8%EC%84%A0
-%EC%A0%84%EC%B2%A0%ED%99%94/(검색일: 2020.05.16.)
352)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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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9> 강계권 인프라 현황도

도로망은 평양-강계 1급도로를 기반으로 강계-신의주 2급도로, 강계-혜산
2급도로, 강계-고풍 2급도로 등이 개설되어 있다.353) 강계시와 희천시, 향산
군, 동신군, 송원군, 전천군, 성간군에는 1급도로가 경유하며, 만포시, 장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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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군, 룡림군에는 2급도로가, 자성군, 랑림군에는 2급도로가 최상위 도로로
개설되어 있다.354) 권역 내에 포장 활주로를 갖춘 비행장이 부재하여 평양국
제비행장과의 접근성 확보가 요구된다.

9. 신의주권
신의주권은 평안북도 소재지인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의주군, 삭주
군, 룡천군, 신도군, 염주군, 철산군, 동림군, 피현군과 평북 중부지역의 구성
시, 정주시, 곽산군, 선천군, 대관군을 포함하는 권역이다. 권역 거주 인구는
192.1만 명(2008년 기준)으로 면적은 6,750.0㎢이다.
신의주공업지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노동력과 중국과의 교역조건을
바탕으로 기계, 섬유, 식료, 신발, 화장품 등 중공업과 경공업이 동시에 발전했
다.355) 주요 경제지대로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압
록강경제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곳이 신의주시에
위치해있다.356)
신의주권의 철도망은 평의선 철도를 주간선으로 하고 있으며, 신의주청년
역에서 조중친선우의교를 통해 중국 단둥역과 연계된다.357) 지선철도로는 평
북선, 덕현선, 백마선, 다사도선, 강안선, 구성선 등이 부설되어 있다.358) 신도
군과 천마군에는 철도가 경유하지 않는다.359)

353)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54)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55) 최성원·서종원(2019),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3. 신의주권｣,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17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p. 3-5.
356)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357)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358)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359)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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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신의주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평안북도

인구(2008년)

(단위: 명)

도시지역인
구
334,031

도시인구비
율
93.0%

면적( )

신의주시

359,341

190.0

의주군

110,018

57,229

52.0%

420.0

삭주군

159,707

119,101

74.6%

750.0

룡천군

135,634

69,151

51.0%

210.0

신도군

11,810

8,713

73.8%

150.0

염주군

113,620

44,561

39.2%

330.0

철산군

85,525

29,054

34.0%

320.0

피현군

110,637

48,812

44.1%

440.0

천마군

50,462

22,662

44.9%

770.0

구성시

196,515

155,181

79.0%

650.0

정주시

189,742

102,659

54.1%

480.0

곽산군

97,660

22,739

23.3%

330.0

선천군

126,350

31,847

25.2%

450.0

동림군

104,614

49,151

47.0%

430.0

대관군

189,742

102,659

54.1%

480.0

1,921,200

1,133,165

59.0%

6,750.0

계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414-44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신의주권의 도로망은 평양-신의주 1급도로를 주간선으로 하여 신의주-강계
2급도로와 정주-삭주 2급도로, 룡천-다사도 2급도로 등이 보조축을 이루고 있
다.360) 신의주시, 정주시, 룡천군, 염주군, 동림군, 선천군, 곽산군에는 1급도
로가 경유하며, 구성시, 의주군, 삭주군에는 2급도로가, 철산군, 천마군, 피현
군에는 3급도로가 최상위 도로로 개설되어 있다.361) 신도군에는 중앙급 도로
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360)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361)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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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색
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10> 신의주권 인프라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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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권의 항구로는 신의주항과 룡암포항, 다사도항, 비단항 등의 항구가
있으나 주요 무역항은 부재하며, 압록강 하구의 신의주항과 룡암포항은 겨울
철 결빙 및 퇴적, 조수간만 등으로 항만 기능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2) 공항으로는 의주군 의주비행장이 있으며 2016년부터 평양-의주 노
선이 주 1회 운항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363)

10. 순천권
순천권은 평남북부탄전을 형성하는 평안남도 개천시와 순천시, 안주시, 덕
천시, 북창군, 문덕군, 맹산군, 녕원군, 청남구, 성천군, 평안북도 박천군, 녕변
군, 구장군을 포괄하는 권역이다. 권역 내 인구는 179.3만 명(2008년 기준)으
로, 면적은 6,754.3㎢이다.
산업 부문은 안주공업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 무연탄, 화학비료, 섬
유, 건재 등의 산업이 발달해있다.364) 특히 덕천시에는 북한 최대의 자동차산
업시설인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가, 안주시에는 석유화학기지인 남흥청년화학
련합기업소가 위치해있으며 2020년 5월 1일에는 순천린비료공장이 준공식을
가졌다. 주요 경제지대로는 청남공업개발구가 설치되어 있다.365)
순천권의 철도망은 주간선철도로 평라선과 만포선, 평의선, 평덕선이 경유
한다.366) 특히 평라선, 만포선, 평덕선은 개천-순천-은산-성천-북창-덕천-구
장-개천으로 이어지는 순환철도망을 구성하고 있다.367) 주요 지선철도로는
362) 최성원·서종원, ｢남북협력 확대 대비 교통물류 협력 여건 및 전망: 3. 신의주권｣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 2019-17호, pp. 9-10.
363) RFA, ｢고려항공, 제재 불구 국내선 항로 신설(2016.05.1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
ne-yh-05192016144912.html(검색일: 2020.06.12.)
364)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33-34.
365)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7.
366)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367)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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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선과 함께 평덕선 계통의 령대선, 재동선, 솔골탄광선, 관하선, 득장선, 덕
남선, 서창선, 장상선, 룡암선, 만포선 계통의 조양탄광선, 봉천탄광선, 개천탄
광선, 청년팔원선, 룡문탄광선, 평라선 계통의 대건선, 은산선, 직동탄광선, 천
성탄광선, 평의선 계통의 안주탄광선 등이 개설되어 있다.368) 개천선은 평양
을 경유하지 않고 신의주 등 평의선 연선 도시와 평성을 연계할 수 있는 우회
노선으로 북한 물류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3-11> 순천권 인구 및 면적 현황
행정구역

평안남도

평안북도

계

인구(2008년)

(단위: 명)

도시지역인구

도시인구비율

면적( )

순천시

297,317

250,738

84.3%

368.1

개천시

319,554

262,389

82.1%

664.8

덕천시

237,133

210,571

88.8%

691.5

성천군

149,809

82,938

55.4%

650.4

북창군

139,498

111,223

79.7%

575.0

청남구

73,290

64,404

87.9%

0.0

문덕군

147,191

44,159

30.0%

355.7

녕원군

30,427

11,537

37.9%

1,195.9

맹산군

48,155

13,642

28.3%

723.0

구장군

139,337

91,900

66.0%

750.0

박천군

98,128

29,277

29.8%

280.0

녕변군

113,852

29,998

26.3%

500.0

1,793,691

1,202,776

67.1%

6,754.3

자료: 1)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백과사전출판사(2009), 광명백과사전 , 8:조선의 지리, pp. 376-44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368)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서부축 교통물류인프라 현황 분석｣,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이슈페이퍼 ,
제2019-9호,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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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08.2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11> 순천권 인프라 현황도

순천권의 도로망은 평양-강계 1급도로와 개천-신안주 1급도로, 순천-덕천개천 1급도로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369) 특히 순천-덕천-개천 1급도로는 평양
-강계 1급도로와 함께 순천권 내부순환도로망을 구성하고 있다.
369)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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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 전역을 총 10개 경제권으로 분류함에 따라, 거
점 중심 간의 연계 인프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구축이 필요한 교통물류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고속도로에 대해 엄격한 차량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양-향산 관광도로 등의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0)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따라 이러한 제한
이 해제될 경우와 유지될 경우를 모두 감안하여 지역 간 고속도로, 일반도로의
연계 인프라를 동시에 검토하였다.
도로인프라의 연계수준에는 차로폭, 차로수, 포장여부, 운행제한속도, 입체
화 여부 등이 작용하나, 현재 북한 일반도로의 노선·구간별 통행조건을 세부적
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거점 간 일반도로 연계 인프라 현황은 국가
적으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1급도로에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각 인프라별 소요시간을 산출하기 위해 각 인프라별로 표정속도를 일괄적
으로 적용하였다. 고속도로의 경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개성-백화원초
대소 간 2시간 30분이 소요된 사례를 감안하여371)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주
행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 표정속도 77km/h를 적용하였다. 1급도로의 경우
포장상태와 구배, 곡률 등의 조건이 구간마다 다르나 1999년 채택된 북한 교
통안전규정에서는 너비 6m가 못되는 길에서 승용차, 오토바이, 뻐스(버스), 짐
차의 시속을 40㎞/h로 제한하여 이를 적용하였다.372) 또한 철도는 2019년 기
준 평양-청진(712.7km) 구간의 정규시간표상 소요시간이 27시간 43분으로 공
개됨에 따라 전 구간 표정속도 25km/h로 적용하였다.373)

370) 북한이탈주민 인터뷰(2020.11.13.)
371) 중앙일보, ｢정상회담 D-5 개성~평양 고속도로 미리 달려 보니(2007.09.27.)｣, https://news.joins.com/
article/2894642(검색일: 2020.06.19.)
372) 김원중(2007), 남북한 도로교통법의 비교 연구 , p. 111.
373) 데일리NK, ｢북한공식 열차 시간표 보니 ‘평양-청진’ 노선 약 28시간 소요(2019.02.18.)｣,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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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12> 북한 경제거점 간 주요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dailynk.com/%EB%B6%81%ED%95%9C-%EA%B3%B5%EC%8B%9D-%EC%97%B4%EC%
B0%A8-%EC%8B%9C%EA%B0%84%ED%91%9C-%EB%B3%B4%EB%8B%88-%ED%8F%
89%EC%96%91-%EC%B2%AD%EC%A7%84-%EB%85%B8%EC%84%A0-%EC%95%BD28%EC%8B%9C/(검색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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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중앙일보, 정상회담 D-5 개성~평양 고속도로 미리 달려 보니(2007.09.27.) , https://news.joins.
com/article/2894642(검색일: 2020.06.1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김원중(2007), 남북한 도로교통법의 비교 연구 , p. 111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데일리NK, 북한 공식 열차 시간표 보니 ‘평양-청진’ 노선 약 28시간 소요(2019.02.18.) , https://www.
dailynk.com/%EB%B6%81%ED%95%9C-%EA%B3%B5%EC%8B%9D-%EC%97%B4%EC%B0%
A8-%EC%8B%9C%EA%B0%84%ED%91%9C-%EB%B3%B4%EB%8B%88-%ED%8F%89%
EC%96%91-%EC%B2%AD%EC%A7%84-%EB%85%B8%EC%84%A0-%EC%95%BD-28%
EC%8B%9C/(검색일: 2020.06.19.)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3-13> 북한 주요 경제거점 간 교통물류인프라 연계도

이에 따라 주요 경제거점 간 교통물류인프라 연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
부분의 경제거점들은 13대 간선철도노선 연선에 위치하여 철도를 통해 연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로 연계되는 거점은 평양-개
성, 평양-원산의 2개 구간이며, 1급도로로 연계되지 않는 거점은 강계-혜산,
혜산-단천, 개성-원산, 순천-함흥의 4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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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20년 기준 북한의 직할시/특별시 및 도 소재지급 13개 도시
들과 주요 산업·교통결절점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기존 공업지대, 경제지대 등
을 포괄하는 총 10개 경제거점 대상권역을 설정하였다. 10개 경제거점 대상권
역으로는 평양·남포·사리원권, 개성·해주권, 원산권, 함흥권, 단천권, 청진·라
선권, 혜산권, 강계권, 신의주권, 순천권이 선정되었으며, 거점별로 인구와 산
업, 내부 교통물류인프라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 주요 거점인 13개 주요 시/도 소재지 및 순천시를 대상으로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대상은 철도, 고속도로, 1급도로로 설정하였
다. 철도의 경우 14개 거점도시 대부분은 13대 간선철도노선 연선에 위치하여
철도를 통해 연계되고 있으나,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로 연계되는 거점은 평양
-개성, 평양-원산의 2개 구간뿐이며, 1급도로 또한 강계-혜산, 혜산-단천, 개
성-원산, 순천-함흥 구간에서는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개성
-해주 구간은 동일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권역 내 철도 및 1급도로 연계가 불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북한 주요 전략산업, 즉 철강, 비철금
속, 전력, 유기화학, 시멘트, 방직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거점 간 연계교통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전문가 조사를 통한 북한 물류체계 현황과 주요 문제점
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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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실태분석

제1절 북한 전략산업 부문별 현황
1. 북한 전략산업 개요
북한은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으로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설정하
고 있다.374) 그러나 이들 4대 부문만으로는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산업을 포
괄하기 어려우므로, ‘10대전망목표’의 주요 부문들을 중심으로 향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력이 되는 산업부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7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80년 10대 전망목표로 제시된 주요 산업 중 생
산거점을 특정하고 원자재의 수급과 제품의 운송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철강,
비철금속, 전력, 시멘트, 화학비료, 직물(방직)의 6개 부문에 대해 검토하였다.

374) 통일부북한정보포털, ｢4대선행부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
do?pageIndex=1&dicaryId=275(검색일: 2020.06.19.)
375) 이태욱(1991), ｢北韓의 經濟體制, 政策路線 및 發展成果分析｣, 국사관논총 , 제27집, 국사편찬위원회,
pp.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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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전략산업 부문별 공급 현황
가. 철강
북한 철강공업은 내각 금속공업성에서 기업소 운영을 담당하며, 채취공업
성과 석탄공업성 산하 광산, 탄광에서 원료를 공급한다.376) 철강부문 주요 기
업소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보산제철소, 덕현제철소 등이 있다.377)
<표 4-1> 북한 철강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기업소

원료수급

주요 생산품목

김책제철련합
기업소

·철광석: 무산광산
·코크스: 수입(청진서항)

선철, 철강, 압연강재, 열연박판, 중판,
후판, 냉연박판, 열연코일, 아연도금
판, 주석도금판 등

황해제철련합
기업소

·철광석: 은률·재령·하성·안악광산

열연박판, 냉연박판, 중후판, 아연도
금판, 각종 소형 형강류 등

성진제강련합
기업소

·선철: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규소철: 부령야금공장
·유연탄: 룡북·일신·고건원탄광

중후판, 봉강, 스프링강, 합금강

·선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반 구조용 합금강, 탄소공구강, 스
천리마제강련합 ·유연탄: 안주·강서탄광
프링강, 기타 특수강, 스텐레스스틸,
기업소
·내화 연와류: 단천마그네시아공장
레일강편, 강재, 강관, 용접봉, 포신 등
·흑연전극: 흥남전극공장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26-244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철강부문의 원재료는 크게 철광석, 코크스탄, 기타 부원료 등이 있으며,378)
이 중 철광석은 동북부에서 무산·리원·덕성·허천과 서해안에서 개천·은률·재
령·태탄·하성·송암·서해리에서 공급된다.379) 그러나 코크스탄은 국내에서 생

376)
377)
378)
379)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북한의
북한의
북한의

산업
산업
산업
산업

2015
2015
2015
2015

,
,
,
,

p. 202.
p. 206.
pp. 202-204.
p. 202.

134

산되지 않으므로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 전량을 수입한다.380) 부원료 중
석회석은 북한 전 지역에 풍부하며, 형석은 평산·은파·사리원·신원·천내·평
강·선천·정평 등지에서, 합금철은 수입하여 공급한다.381)

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26-244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 북한 철강공업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380)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204.
38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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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철금속
북한 비철금속공업부문은 크게 납, 아연,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82) 주요 기업소로는 문평제련소, 단천제련소, 흥남제련소, 7월27일제련
소(함흥), 북창알루미니움공장, 해주금강청년제련소, 운흥제련소, 평북제련소
(정주), 부산알루미나공장(순천) 등이 있다.383) 주요 자원 중 납과 아연은 동부
지구의 검덕, 산곡, 대흥, 천남, 문천, 계은, 금곡과 서부지구의 락연, 옹진, 은
동, 장연, 서흥, 멱미, 문무리 광산에서 산출되며, 구리는 갑산, 8월(운흥), 운
흥, 혜산, 만덕, 상농, 성흥, 홀동 등 주로 동부권 광산에서 조달한다.384) 이
외에 흥남제련소에 공급되는 니켈은 부윤, 삼해, 판교광산 등에서,385) 7월27
일제련소에 공급되는 금은 범포, 단천, 덕흥, 청암, 금바위, 락산, 화대광산 등
에서,386) 부산알루미나공장에 공급되는 하석은 복진산, 철원, 금화, 포수, 덕
달, 장산광산 등에서 조달되고 있다.387) 부산알루미나공장에서 생산된 알루미
나는 북창알루미니움공장에 공급되어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한
다.388)

382)
383)
384)
385)
386)
387)
388)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북한의
북한의
북한의
북한의
북한의
북한의

산업
산업
산업
산업
산업
산업
산업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
,
,
,
,
,
,

pp. 269-274.
pp. 269-292.
pp. 269-292.
p. 283.
p. 284.
p. 292.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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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69-292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2> 북한 비철금속공업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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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북한 비철금속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기업소

원료수급

주요 생산품목

문평제련소

·납·아연광석: 검덕·산곡·대흥·천남·문천·계은·
금곡광산 등

납, 아연, 금, 은 등

단천제련소

·아연광석: 검덕광산
·구리광석: 갑산·8월·운흥·혜산광산

흥남제련소

·구리광석: 만덕·상농광산
·납광석: 검덕·산곡·천남·함흥·대흥광산 등
·니켈광석: 부윤·삼해·판교광산 등

7월27일제련소

·금광석: 범포·단천·덕흥·청암·금바위·락산·화
대광산 등
·납·아연광석: 검덕광산

북창알루미니움
공장

·알루미나: 부산알루미나공장
·코크스·피치: 수입

해주금강청년
제련소

·납광석: 락연·옹진·은동·장연·서흥·멱미·문무
리광산 등

운흥제련소

·구리광석: 갑산·혜산·운흥·8월광산 등

평북제련소

·금·은·동광석: 성흥·홀동광산 등

아연, 황산 등

납, 동, 니켈, 금 등

금, 은 등

알루미늄 등

납, 전기납, 금 등
동
동, 금, 은 등

부산알루미나공장 ·하석: 복진산·철원·금화·포수·덕달·장산광산 등

알루미나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69-292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다. 전력
북한은 자력갱생을 기치로 전체 전력생산의 6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
다.389) 그러나 계절별 강수량 편차로 인한 갈수기(11~4월) 효율 저하, 산림 파
괴로 인한 저수기능 저하 등 수력발전의 효율은 높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력발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390)

389)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69-274.
390)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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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172-18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평양화력발전소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379
(검색일: 2020.06.19.)
자료: 3)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3> 북한 전력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북한의 화력발전은 주로 국내산 무연탄 및 갈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발
전효율 및 대기오염 측면에서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391) 그러나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

391) GREEN PEACE,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2년 새 41% 급감… 한국은 1.5% 감소(2018.03.22.)｣,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6054/presslease-coal-power-plant-r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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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북한 전력생산의 주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화력발전소로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선봉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 순천
화력발전소 등이 있다.392)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석탄을 사용하는 북창, 평양,
동평양, 청진, 순천화력발전소의 석탄 공급경로를 파악하였다.393)
<표 4-3> 북한 북한 전력부문 기업소별 공급처 현황
기업소

원료수급

북창화력발전
련합기업소

·무연탄: 덕천지구(덕천, 형봉, 서창, 덕성, 제남, 남양탄광)

평양화력발전
련합기업소

·무연탄: 순천지구(신창, 령대, 천성, 2.8직동 등), 덕천지구, 개천지구,
강동지구(흑령)

동평양화력발전소

·무연탄: 순천지구

청진화력발전소

·유연탄: 함북북부탄전

순천화력발전소

·무연탄: 평남북부탄전

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172-18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평양화력발전소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379
(검색일: 2020.06.19.)

라. 유기화학(화학비료)
유기화학은 주로 화학비료 생산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보장하고 식량공급을
원활하게 하므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decrease/(검색일: 2020.06.19.)
392)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170-183.
393)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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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435-46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4> 북한 유기화학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유기화학(화학비료) 부문의 주요 기업소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순천석
회질소비료공장 등이 있다.394) 주요 원료로는 암모니아, 황산, 카바이드, 염
산, 질산, 석회석, 사문암, 칼륨장석 등이 사용된다.395)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394)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456-460.
395)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4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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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탄광에서 무연탄, 부래산광산에서 석회석, 만덕광산에서 황화철, 동암·쌍
룡광산에서 인회석 등을 조달하며,396)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은 성산광산에서
석회석, 봉창탄광에서 무연탄을 조달하고 있다.397)

<표 4-4> 북한 유기화학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기업소

원료수급

흥남비료련합
기업소

․
․
․
․

순천석회질소
비료공장

․ 석회석: 성산광산
․ 무연탄: 봉창탄광

무연탄:
석회석:
황화철:
인회석:

주요 생산품목

수동탄광
부래산광산
만덕광산
동암·쌍룡광산

암모니아, 화질산, 질산남모늄, 요소, 질산
칼슘, 과인산석회 등

카바이드, 석회질소비료, 요소, 생석회 등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453-46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마. 시멘트
시멘트 부문의 주요 기업으로는 순천, 상원, 2.8마동, 해주, 승호리, 천내리,
만포, 고무산, 부래산, 구장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근거리에 석회석 채광
장이 존재하여 육로 및 컨베이어 벨트, 케이블카 등으로 연계되어 있다.398) 기
타 주요 원료로는 무연탄, 철광석, 점토, 슬래그, 규석 등이 사용된다.399)

396)
397)
398)
399)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북한의
북한의
북한의

산업
산업
산업
산업

2015
2015
2015
2015

,
,
,
,

p. 456.
pp. 459-460.
pp. 504-531.
pp. 485-489.

142

<표 4-5> 북한 시멘트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
기업소

상원세멘트련합
기업소

2.8마동세멘트
공장

해주세멘트공장

승호리세멘트공장

천내리세멘트공장

만포세멘트공장

고무산세멘트공장

부래산세멘트공장

구장세멘트공장

원료수급
·석회석: 순천지구(컨베이어벨트)
·석탄: 2.8직동청년탄광(컨베이어벨트)
·석고: 수입(중국 등)
·중유: 봉화화학공장
·크라프트지: 수입
·석회석: 상원지구(컨베이어벨트)
·석회석: 제1마동공장 채광장, 청룡광산
·무연탄: 흑령·2.8직동청년탄광
·철광석: 재령·은률광산
·규석: 개풍광산
·슬래그: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석고: 수입(중국)
·석회석: 신덕광산
·무연탄: 2.8직동청년탄광
·철광석: 재령·은률광산
·석회석: 승호광산
·점판암: 고비광산
·철광석: 재령·은률광산
·무연탄: 흑령광산
·석회석: 천내리지구
·점판암: 천내광산
·철광석: 재령·은률광산
·무연탄·유연탄: 천내·통천·금야 등
·석회석: 차가평광산
·석탄: 2.8직동청년탄광
·점판암: 천내광산
·석회석: 고무산지구
·유연탄: 온성지구
·무연탄: 고원·문천탄광
·부재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석회석:
·무연탄:
·유연탄:
·유화철:

부래산석회석광산(컨베이어벨트)
고원탄광
금야청년탄광
만덕광산

·석회석: 구장지구(케이블카)
·무연탄: 룡등탄광
·갈탄: 안주탄광
·슬래그: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주요 생산품목

시멘트

시멘트, 칼륨비료,
지붕재 등

시멘트(포틀랜드,
슬래그)

시멘트(포틀랜드,
슬래그)
시멘트(포틀랜드, 조강,
백시멘트 등)
시멘트(포틀랜드,
백시멘트 등), 슬레이
트, 생석회, 소석회 등
시멘트(포틀랜드, 저열)

시멘트(포틀랜드)

시멘트(포틀랜드,
슬래그), 합성석고 등

시멘트(포틀랜드,
슬래그)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504-54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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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504-54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5> 북한 시멘트공업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바. 방직
방직은 경공업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10대전망목표’의 지표로 포함되어 있
는 분야이다.400) 주요 원료 중 원면을 비롯한 고급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401)

400) 이태욱(1991), ｢北韓의 經濟體制, 政策路線 및 發展成果分析｣, 국사관논총 , 제27집, 국사편찬위원회,
pp. 233-234.
40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63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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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639-65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6> 북한 방직공업부문 주요 공급경로도

북한의 주요 방직공장으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사리원
방직공장, 강계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개성방직공장, 혜산방직공장, 함흥모
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안주아닐론방적공장 등이 있다.402)

402)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639-656.

제4장 북한 경제거점 간 주요 산업별 교통물류 실태분석 145

<표 4-6> 북한 방직부문 기업소별 공급 및 생산품목
기업소

원료수급

주요 생산품목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화학섬유: 신의주화학섬유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등
·고급원료: 중국

각종 양복 및 셔츠천 등

신의주방직공장

·화학섬유: 신의주화학섬유련합기업소

테트론, 비날론천, 양복천 등

사리원방직공장

·미상

면사, 혼방사, 면직물, 혼방직물 등

강계방직공장

·미상

면사, 비날론 혼방사, 아닐론
혼방사, 테트론사, 면직물 등

구성방직공장

·미상

담요, 양복천, 외투천, 목도리 등

개성방직공장

·미상

격자직, 비날론 양복천, 면직물,
견직물 등

혜산방직공장

·화학섬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김정숙
평양제사공장
안주아닐론
방적공장
녕변견직공장

·화학섬유: 2.8비날론련합기업소
·미상
·화학섬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아마사, 비날론사, 아마직물,
비날론직물, 이불감, 침대보,
방수포 천 등
양모사, 양복직, 오바직물, 담요 등
견사, 재봉사 등
아닐론 솜, 방적사 등

·미상

비단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639-65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3. 북한 전략산업 부문별 경제거점 간 연계교통 분석
가. 철강
철강부문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
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4개 기업소에 대해 원료산지에서의 공급경로와 각
거점도시로 연계되는 교통인프라를 검토하였다. 주 원료산지 및 기업체들은
평라-함북선 연선 및 평양수도권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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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북한 철강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기업소

교통인프라

김책제철련합
기업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라선, 함북선
원산-라선 1급도로, 청진-회령 1급도로
청진항
어랑비행장

황해제철련합
기업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송림선(평부선)
평양-개성 고속도로, 황주-송림 1급도로(평양-개성 1급도로)
송림항
평양국제비행장

성진제강련합
기업소

·철도: 평라선
·도로: 원산-라선 1급도로
·항만: 김책항

천리마제강련합
기업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남선
평양-남포 고속도로, 평양-남포 1급도로
남포항
평양국제비행장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26-244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이들 철강부문 기업소들은 각각 청진항(김책제철련합기업소), 송림항(황해
제철련합기업소), 김책항(성진제강련합기업소), 남포항(천리마제강련합기업
소)에 인접해있어 코크스탄 등의 수급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황
해제철련합기업소는 전용 철도(송림선), 도로(송림-황주 1급도로) 노선 및 항
만(송림항)이 연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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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26-244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7> 북한 철강공업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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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26-244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8> 북한 철강공업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나. 비철금속
비철금속부문은 문평제련소, 단천제련소, 흥남제련소, 7월27일제련소, 북창
알루미니움공장, 해주금강청년제련소, 운흥제련소, 평북제련소, 부산알루미나
공장의 9개 기업소에 대해 연계 교통망을 파악하였다. 단 부산알루미나공장은
최종 제품공급처를 북창알루미니움공장에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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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북한 비철금속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기업소

교통인프라

문평제련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단천제련소

·철도: 평라선
·도로: 원산-라선 1급도로
·항만: 단천항

흥남제련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라선
원산-라선 1급도로
흥남항
선덕비행장

7월27일제련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라선
원산-라선 1급도로
흥남항
선덕비행장

북창알루미니움공장

강원선
원산-라선 1급도로
원산항
원산갈마비행장

·철도: 평덕선
·도로: 순천-덕천-개천 1급도로

해주금강
청년제련소

·철도: 황해청년선
·도로: 사리원-해주 1급도로
·항만: 해주항

운흥제련소

·철도: 백두산청년선
·도로: (길주-혜산 2급도로)

평북제련소

·철도: 평의선
·도로: 평양-신의주 1급도로

부산알루미나
공장

·철도: 평라선, 만포선
·도로: 평양-강계 1급도로
·공항: 평양국제비행장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69-292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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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69-292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9> 북한 비철금속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이들 비철금속부문 기업소들은 원료산지와의 연계성에 주력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9개 기업소 중 3곳이 항만과 연계되지 않는 내륙지방에,
1곳이 대형 항만이 없는 평북 해안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문평, 단천, 흥남·
7월27일, 해주금강의 5곳은 각각 원산항, 단천항, 흥남항, 해주항과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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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69-292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0> 북한 비철금속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다. 전력
전력부문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6개 산업부문 중 유일하게 최종생산품이 없
는 부문이다. 화력발전의 원료인 석탄은 특성상 도로운송이 어려워 철도망에
한정하여 연계 교통망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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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북한 전력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기업소

교통인프라

북창화력발전련합
기업소

·철도: 평덕선
·도로: 평양-강계 1급도로

평양화력발전련합
기업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의선, 평부선, 평남선
평양-남포 고속도로, 평양-남포 1급도로
남포항
평양국제비행장

동평양
화력발전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덕선, 평부선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개성 1급도로
송림항
평양국제비행장

청진
화력발전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라선, 함북선
원산-라선 1급도로, 청진-회령 1급도로
청진항
어랑비행장

순천
화력발전소

·철도: 평라선, 만포선
·도로: 평양-강계 1급도로
·공항: 평양국제비행장

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172-18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평양화력발전소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379
(검색일: 2020.06.19.)

북한의 화력발전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국내산 석탄자원 활용을 전제로
건설되어 있으며, 각 발전소들은 인근 탄전과 철도망을 통해 연계되어 있다.
수도권 4개 화력발전소들은 평라선, 평덕선, 만포선을 주축으로 하는 일련의
순환철도망과 그 지선들을 통해 연계되며, 청진화력발전소는 함북선-평라선
함북북부순환철도망과 그 지선들을 통해 탄전들과 연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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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172-18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평양화력발전소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379
(검색일: 2020.06.19.)
자료: 3)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69-292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1> 북한 전력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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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기화학
북한 유기화학부문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2개 기
업소에 대하여 연계 교통망을 분석하였다. 두 기업소는 각각 북한 동부와 서부
에 1개소씩 위치하여 동서부를 양분하는 형태이나 경제거점과의 연계 교통망
은 동서 구분 없이 파악하였다.

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453-46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2> 북한 유기화학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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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269-292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3> 북한 유기화학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경우 요덕-단천에 걸친 북한 중동부지역 원료공급지
대의 중간지점인 함흥에 위치하여 흥남항과 연계되나,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은 인근 은산군의 원료산지 인근에 위치하여 철도, 도로에 의존하는 운송구조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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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북한 유기화학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기업소

교통인프라

흥남비료련합
기업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라선
원산-라선 1급도로
흥남항
선덕비행장

순천석회질소
비료공장

·철도: 평라선, 만포선
·도로: 평양-강계 1급도로
·공항: 평양국제비행장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453-46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마. 시멘트
북한 시멘트부문은 순천, 상원, 2.8마동 등 총 10개 기업소에 대하여 연계
교통망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시멘트산업시설은 그 수에 비해 지역적으로 해
주-평양-구장 축선과 천내-고원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제품 공급경로는 전국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4-11> 북한 시멘트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기업소

교통인프라

순천세멘트련합
기업소

·철도: 평라선, 만포선
·도로: 평양-강계 1급도로
·공항: 평양국제비행장

상원세멘트련합
기업소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명당선(평덕선)
평양-원산 고속도로
송림항
평양국제비행장

2.8마동
세멘트공장

·철도: 평부선, 황해청년선
·도로: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개성 1급도로
·항만: 송림항

해주
세멘트공장

·철도: 황해청년선
·도로: 사리원-해주 1급도로
·항만: 해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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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

교통인프라

승호리
세멘트공장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덕선
(평양-삼등 2급도로)
송림항
평양국제비행장

천내리
세멘트공장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강원선
원산-라선 1급도로
원산항
원산갈마비행장

만포
세멘트공장

·철도: 만포선
·도로: (강계-만포 2급도로)

고무산
세멘트공장

·철도: 함북선
·도로: 청진-회령 1급도로
·항만: 청진항

부래산
세멘트공장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구장
세멘트공장

·철도: 만포선, 평덕선
·도로: 평양-강계 1급도로

평라선, 강원선
원산-라선 1급도로
원산항
원산갈마비행장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504-54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북한의 시멘트 기업들은 한반도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석회석 산지와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항과 연계되는 천내리·부래산세멘트
공장과 해주항과 연계되는 해주세멘트공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항만으로부터
40㎞ 이상 이격된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58

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504-54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4> 북한 시멘트부문 주요 원료산지 연계 교통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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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504-54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5> 북한 시멘트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바. 방직
북한 방직부문은 총 11개 분석대상 중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
장, 혜산방직공장, 함흥모방직공장, 안주아닐론방적공장을 제외한 6개 기업소
에 대해 원료 수급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경공업의 특성상
원료산지보다는 제품 공급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 주요 경제거점과의 연계
교통망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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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북한 방직부문 기업소별 연계 교통인프라 현황
기업소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교통인프라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부선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개성 1급도로
송림항, 남포항
평양국제비행장

신의주
방직공장

·철도: 평의선
·도로: 평양-신의주 1급도로
·공항: 의주비행장

사리원
방직공장

·철도: 평부선, 황해청년선
·도로: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개성 1급도로, 사리원-해주 1급
도로
·항만: 송림항

강계방직공장

·철도: 만포선
·도로: 평양-강계 1급도로

구성방직공장

·철도: 평북선(평의선)
·도로: (정주-삭주 2급도로), (구성-개천 2급도로)

개성방직공장

·철도: 평부선
·도로: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개성 1급도로
·항만: 해주항

혜산방직공장

·철도: 백두산청년선, 북부내륙선
·도로: (북청-혜산 2급도로, 길주-혜산 2급도로)
·공항: 삼지연비행장

함흥
모방직공장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라선
원산-라선 1급도로
흥남항
선덕비행장

김정숙
평양제사공장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평의선, 평부선, 평남선
평양-남포 고속도로, 평양-남포 1급도로
남포항
평양국제비행장

안주아닐론
방적공장

녕변견직공장

·철도: 평의선
·도로: 평양-향산 고속도로, 평양-신의주 1급도로, 신안주-개천 1
급도로
·공항: 평양국제비행장
·철도: 청년팔원선(만포선)
·도로: 평양-향산 고속도로, 평양-만포 1급도로

주: ( ) 안은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노선 및 시설
자료: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639-65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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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KDB산업은행(2015), 북한의 산업 2015 , pp. 639-65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5.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6> 북한 방직부문 주요 경제거점 연계 교통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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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북한 물류체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조사 개요
북한 교통물류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북한주민 및 북한 방문
경험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2020년 COVID-19
사태의 발생으로 국내 대면조사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중국지역 전문가의 위
탁용역을 통해 재중 북한주민 2인 및 북한 관련 중국인 3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 및 중국의 교수급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북한의 주요 품목별 물류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화에 따른 비계획적 물류이동에 초점을 두어 기업 대 기업보
다는 기업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의 거래 및 물류이동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 내용
가. 품목별 물류운송수단 현황
품목별 물류운송수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자원·자재, 알곡류, 식료
품, 수입산 소비재, 국내산 소비재의 5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자원·자재에는
석탄, 각종금속, 시멘트, 철강 등을, 식료품에는 육류, 수산물, 청과류 등을, 수
입산 및 국내산 소비재에는 의류, 가전, 잡화, 가공식품 등을 포함하였다. 물류
운송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생산지에서 기업소·가공공장·대형도매시장으로
의 이동과 기업소·가공공장·대형도매시장에서 최종수요지로의 운송을 살펴보
았으며 수단은 국내 이동의 특성상 철도, 도로, 기타의 3종류로 분류하였다.
생산지에서 기업소·공장·대형도매시장으로의 수송에서는 제품의 중량이 높
은 자원·자재의 경우 생산지에서 기업소·공장·대형도매시장까지 약 80~90%가
철도로 수송되며, 알곡류는 도로와 철도의 비중이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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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수입산 소비재의 철도 비중은 약 30%, 국내산 소비재 및 식료품은 10%
수준으로 도로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업소·공장·대형도매시장에서 최종수요지로의 수송은 품목을 막론하고 거
의 전적으로 도로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북한 철도의 운송환경
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철도운송능력을 생산 보장에 집중적으로 동원하
며, 자원이 집중되는 생산시설로의 이동과 달리 소비지로의 이동은 그 물동량
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소량운송에 적합한 도로운송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403)
<표 4-13> 북한 주요 품목별 물류운송수단 이용 현황
기업소
가공공장
대형도매시장

최종
수요지

수단

자원·자재
(석탄, 각종금속,
시멘트, 철강 등)

철도

80-90%

0%

도로

10-20%

100%

기타

0%

0%

철도

50%

0%

도로

50%

100%

기타

0%

0%

식료품
(육류, 수산물,
청과류 등)

철도

10%

0%

도로

90%

100%

기타

0%

0%

수입산 소비재
(의류, 가전, 잡화,
가공식품 등)

철도

30%

0%

도로

65%

100%

기타

5%

0%

국내산 소비재
(의류, 가전, 잡화,
가공식품 등)

철도

10%

0%

도로

90%

100%

기타

0%

0%

알곡류

생산지

기업소
가공공장
대형도매시장

품목

주: 1) 본 과제 위탁자문용역인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
통연구원 자문용역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 및 방문 경험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임.
주: 2) 본 조사는 기업-개인 및 개인-개인의 거래에 따른 물류운송을 대상으로 함.
자료: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3
7-38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403)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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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거점시장별 운송수단 현황
북한 양대 도매시장 중 서부권 거점인 평성시장에서 각 중심지로의 품목별
주요 이용수단과 함께 운송권역을 파악하였다. 지역별로는 서부권의 평양·순
천·신의주·사리원권과 동부권의 원산권까지는 도로의 이용이 활발하였다. 반
면 거리가 먼 동부의 단천·혜산·청진·라선권과 서부 내륙지역인 강계권으로의
운송은 철도가 우위를 보였으며, 동부권의 함흥권은 철도와 도로가 본격적으
로 경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서남권의 해주·개성권은 전방지역으로
도로 검문초소가 많아 고가품목인 수입산 소비재 운송에서 철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고가품목인 수입산 소비재와 대량수송품목인 알곡류, 자원·자재
수송에서 철도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4> 평성 출발 지역 및 품목별 주요 운송수단 현황
출발

도착

평양

평성

순천

신의주

품목

주요 운송수단

자원·자재

도로

알곡류

철도·도로

식료품

도로

수입산 소비재

도로

국내산 소비재

도로

자원·자재

도로

알곡류

도로

식료품

도로

수입산 소비재

도로

국내산 소비재

도로

자원·자재

철도·도로

알곡류

철도·도로

식료품

도로

수입산 소비재

철도·도로

국내산 소비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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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도착

사리원

해주

개성

원산

함흥

평성

단천

청진·라진

품목

주요 운송수단

자원·자재

도로

알곡류

철도·도로

식료품

도로

수입산 소비재

철도·도로

국내산 소비재

도로

자원·자재

철도·도로

알곡류

-

식료품

철도·도로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도로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

식료품

철도·도로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도로

알곡류

도로

식료품

도로

수입산 소비재

도로

국내산 소비재

도로

자원·자재

철도·도로

알곡류

철도

식료품

도로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도로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철도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철도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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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도착

강계

혜산

품목

주요 운송수단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철도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철도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주: 1) 본 과제 위탁자문용역인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
통연구원 자문용역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 및 방문 경험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임.
주: 2) 본 조사는 기업-개인 및 개인-개인의 거래에 따른 물류운송을 대상으로 함.
자료: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384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북한 양대 도매시장 중 동부권 거점인 청진시장에서 각 중심지로의 품목별
주요 이용수단과 함께 운송권역을 파악하였다. 청진의 경우 전국적으로 물품
이 유통되고 있으나 알곡류의 경우 대부분 산지가 서부권 평야지대에 집중되
어 있으므로 청진발 알곡류는 주로 함흥 이북 동부권에 한정하여 운송된다.
동부 해안지대인 단천·함흥권으로의 수송에는 도로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
으나 동부 내륙지대인 혜산권과 동남부 원산권은 도로접근성 문제로 철도와
도로의 경합이 나타난다. 서부권으로의 수송은 품목에 상관없이 대부분 철도
위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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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청진 출발 지역 및 품목별 주요 운송수단 현황
출발

도착

평양

순천

청진

신의주

사리원

해주

개성

청진

원산

품목

주요 운송수단

자원·자재

철도·도로

알곡류

-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철도·도로

알곡류

-

식료품

철도·도로

수입산 소비재

철도·도로

국내산 소비재

철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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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도착

함흥

단천

강계

혜산

품목

주요 운송수단

자원·자재

도로

알곡류

도로

식료품

도로

수입산 소비재

도로

국내산 소비재

도로

자원·자재

도로

알곡류

도로

식료품

도로

수입산 소비재

도로

국내산 소비재

도로

자원·자재

철도

알곡류

-

식료품

철도

수입산 소비재

철도

국내산 소비재

철도

자원·자재

철도·도로

식료품

철도·도로

수입산 소비재

철도·도로

국내산 소비재

철도

주: 1) 본 과제 위탁자문용역인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
통연구원 자문용역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 및 방문 경험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임.
주: 2) 본 조사는 기업-개인 및 개인-개인의 거래에 따른 물류운송을 대상으로 함.
자료: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414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다. 수출입 경로 및 품목별 운송수단 현황
수입산 소비재의 경우 우선 북·중, 북·러 국경지대를 통과하여 반입되므로,
이들 국경통로에서 각 지역으로 운송 시 주요 운송수단을 파악하였다. 국경통
로 조사대상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신의주와 라선을 선정하였다.
라선의 경우 전 지역에 걸쳐 철도 운송이 주를 이루며, 이는 고속도로가 부
재하고 주요 권역 거점까지의 철도운송경로에서 우회가 심하지 않은 라선권의
조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신의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거리인 평양, 순천, 사리원, 해주, 강계, 혜산권에 대해 철도와 도로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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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산간지역인 강계권과 혜산권에 대해서도
도로운송이 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이들 지역까지 철도운송경로가 크
게 우회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6> 북한 주요 수입통로별 운송수단 현황
출발지

신의주

라선

도착지

주요 운송수단

평양

철도·도로

순천

철도·도로

사리원

철도·도로

해주

철도·도로

개성

철도

원산

철도

함흥

철도

단천

철도

청진·라선

철도

강계

철도·도로

혜산

철도·도로

평양

철도

순천

철도

신의주

철도

사리원

철도

해주

철도

개성

철도

원산

철도

함흥

철도

단천

철도

강계

철도

혜산

철도

주: 1) 본 과제 위탁자문용역인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
통연구원 자문용역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 및 방문 경험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임.
주: 2) 본 조사는 기업-개인 및 개인-개인의 거래에 따른 물류운송을 대상으로 함.
자료: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4344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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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북한 주요 수출입 품목별 생산지 및 소비지와 운송수단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생산지의 특정이 쉬운 주요 수출품
으로 해산물, 광물, 가공업제품을, 주요 수입품으로 건축자재, 공업품(의류
등), 식료품을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수출품의 경우 동·서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과 함경남북도 지
역에서 생산되는 광산물은 주로 산지 인근의 항구와 남포항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되며, 가공업품은 평양 및 주변 도시에서 생산되어 신의주까지 도로로 운
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품의 경우 건축자재는 주로 신의주, 청진,
라선 등 국경도시 위주로 소비되며, 의류 등 공업품과 식료품 등은 평양 인근
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수입품 3개 품목들은 철도와 도로 운
송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 북한 주요 수출입 품목별 생산지·소비지 및 운송수단 현황
구분

수출

수입

품목

생산지/소비지

수출·입통로

운송수단

해산물

해주, 청진, 함흥, 라선 등
해변가 지역

관련 지역 항구

해상운송

광산물

북한 북부지역
(주로 함경남북도 지역)

가공업

평양 및 주변 도시

신의주

도로

건축자재

신의주, 청진, 라선

신의주, 청진, 라선

철도·도로

공업품(복장 등)

평양 위주

신의주, 청진, 라선

철도·도로

식료품

평양 위주

신의주, 청진, 라선

철도·도로

남포항, 청진항, 나진항 등 해상운송

주: 1) 본 과제 위탁자문용역인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
통연구원 자문용역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 및 방문 경험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임.
주: 2) 본 조사는 기업-개인 및 개인-개인의 거래에 따른 물류운송을 대상으로 함.
자료: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4
4-45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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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품목·구간별 교통인프라 이용 실태 분석
1) 분석의 개요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평성, 청진, 신의주, 라선의 4개 물류 거점에서
각 권역 거점까지 화물을 수송 시 구간별 교통인프라 이용 빈도를 파악하였다.
철도 혹은 도로 중 하나의 수단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단에 1점을, 철도
및 도로가 경합할 경우에는 양 수단에 0.5점을 부여하였다.
앞서 분석한 지역·권역별 인구를 바탕으로 권역별 물류이동 가중치를 적용
하였다. 본 분석에서 제시된 목적지는 평양, 사리원, 개성, 해주, 순천, 신의주,
강계, 원산, 함흥, 단천, 청진, 혜산의 12곳으로, 사리원의 배후 인구는 평양권
내 황해북도 소속 시·군 인구 1.862.057명을, 해주시의 배후 인구는 개성·해주
권 내 황해남도 소속 시·군 인구 1,168,196명을, 개성시의 배후 인구는 개성·
해주권 내 황해북도 소속 시·군 및 개성시 인구 649,146명을 각각 적용하였다.
<표 4-18> 북한 시장물류활동 주요 중심지별 배후인구 및 가중치 설정
중심지

배후인구(2008년)

(단위: 명)

가중치

평양

4,958,846

24.3

순천

1,793,691

8.8

신의주

2,041,377

10.0

사리원

1,862,057

9.1

개성

649,146

3.2

해주

1,168,196

5.7

원산

1,471,619

7.2

함흥

1,658,502

8.1

단천

1,445,121

7.1

청진

1,747,100

8.6

혜산

537,282

2.6

강계

1,047,371

5.1

계

20,380,308

99.8

자료: KOSIS 북한통계, 도, 시/구역/군, 도시/농촌별, 성별인구(2014.06.09.) , http://kosis.kr/statHtml/st
atHtml.do?orgId=101&tblId=DT_IZGI05_002&conn_path=I2(검색일: 2020.08.20.)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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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수단별 이용 빈도는 원칙적으로 각 품목별 물동량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북한의 화물 물동량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GDP 중 산업별 비중을 토대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자원자재(광업+중화학공업)는 22.7, 알곡류
(농림어업)는 21.2, 수입산 소비재(서비스업-기타)는 8.8의 가중치를 적용하였
으며, 식료품 및 국내산 소비재(경공업)는 경공업의 GDP 구성 비중인 7.0%를
각 1/2로 가정하여 3.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식료품에는 식량작물 이외의
농산물과 수산물 등도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농림어업 내에서의 식량작물
생산부문 비중을 도출하기 곤란하여 경공업 부문의 비중만을 적용하였다.
<표 4-19> 북한 주요 거래품목별 산업비중 기반 가중치 부여
중심지

GDP 中 산업별 구성비(2019년)

(단위: 명)

비고

자원자재

22.7

광업+중화학공업

알곡류

21.2

농림어업

식료품

3.5

경공업(1/2)

수입산 소비재

8.8

서비스업(기타)

국내산 소비재

3.5

경공업(1/2)

계

59.7

자료: KOSIS 북한통계, 산업구조(2020.08.13.)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ZGA33&conn_path=I2(검색일: 2020.11.2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각 품목별, 구간별 물류수단 이용 빈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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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교통수단 이용실태 분석
가) 자원·자재 부문
자원·자재는 대표적인 중량화물로 철도의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
었던 부문이나, 평성-평양과 같이 일부 도로의 이용 비중(55.1%)이 높은 구간
이 나타났다. 평양-사리원 구간에서는 철도의 이용 비중이 도로에 비해 높았
으나 비율은 55.6%로 다소 낮았으며, 단천-청진 구간에서도 철도 이용 비중이
64.9%로 70%를 넘지 못하였다. 그 외 평성-순천, 평성-원산, 원산-함흥, 함흥
-단천, 사리원-해주, 순천-신의주 구간에서는 철도 이용 비중이 70%대로 나타
났다.
단천-혜산, 순천-강계, 사리원-개성 구간에서는 철도의 이용 비중이 100%
였으며, 이는 내륙산간으로 도로운송이 불리하고 국경지대로 출입절차가 까다
로운 자강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알곡류 부문
알곡류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5대 품목 중 가장 이동성이 낮은 품목으로 나
타났다. 특히 알곡류 산지와 가까운 해주, 개성 지역으로는 외부시장의 알곡류
가 거의 공급되지 않으며, 청진시장의 알곡 공급지역도 함흥권이 한계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알곡류는 시장에서의 이동성이 낮은 대신 도로의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야지대로 도로 이용여건이 다소 양호하며 권역 간 거리가
짧은 서부권 신의주-사리원 축선에서는 알곡류의 수송에 있어 도로·철도가 경
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신의주, 평성-평양, 평양-사리원 구간에서는 알
곡류의 도로-철도 선택 비중이 1:1 수준이었으며 평성-순천 구간에서는 도로
이용 비중이 57.7%로 높게 나타났다. 동부권에서도 청진-단천 구간에서는 도
로와 철도의 비중이 2:1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도로여건이 불비하며 장거리 운송이 주를 이루는 평성-단천 구간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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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강계, 단천-혜산 구간에서는 철도의 비중이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원산-함흥, 순천-강계 구간에서는 알곡류의 철도 이용 비중이 100%로 나
타났으며 단천-혜산 구간에서도 90%를 상회하는 철도 이용 비중을 보였다.

다) 식료품 부문
알곡류 외의 식료품 운송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철도가 우세를 나타냈
다. 특히 평성-원산, 원산-함흥, 함흥-단천, 순천-강계 구간에서는 80% 이상의
높은 철도 이용 비중을 보였다. 알곡류의 경우 주식작물로써 시세의 변동이
크고 적시 공급이 필요하나 기타 식료품은 이러한 수준의 속달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철도 이용 비중이 100%인 구간은 순천-강계 구간에 한하였으며 이는
청과물, 수산물 등 신선식품과 경공업 가공식품이 혼재된 식료품의 복잡한 특
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으로 도로운송여건이 양호한 평성-평양이
나 배후인구가 많아 도시 간 운송거리가 짧은 순천-신의주 구간의 경우 도로철도 이용 비율이 1:1로 나타났다.

라) 수입산 소비재 부문
수입산 소비재의 경우 주요 물류거점이 신의주, 라선 등 국경지대에 위치하
여 장거리 철도운송의 우위가 두드러졌다. 수입산 소비재의 도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신의주-순천 구간으로 27.4%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
서는 모두 20% 미만의 저조한 도로 이용 비중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도로 여
건이 양호하고 도시 간 거리가 짧은 서부축 강계-순천-평성-평양-사리원-해
주 구간과 동부축 단천-청진, 단천-혜산 구간에서 10%대의 도로 운송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평성-원산, 원산-함흥, 함흥-단천 구간에서는 10% 미만의 도
로 운송 비중을 보였으며 남북접경지대인 사리원-개성 구간에서는 철도 이용
비중 100%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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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산 소비재 부문
국내산 소비재의 경우 지역·축선별로 도로와 철도의 이용 비중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부축의 경우 전반적으로 식료품에 비해 도로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신의주-순천, 평양-사리원, 사리원-해주 구간에서는 도로 이용 비중
이 50% 이상으로, 평성-순천 및 평성-평양 구간에서는 30% 후반대로 식료품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공산품 소비재의 특성
상 단거리 구간에서 비용이 높은 도로운송을 선호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404)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단천-청진 구간에서 20%대의 도로 이용 비중을 보
인 것 외에 평성-원산, 함흥-단천 구간에서 10%대, 원산-함흥, 단천-혜산, 순
천-강계, 사리원-개성 구간에서 10% 미만의 도로 이용 비중을 보였다. 특히
단천-혜산, 순천-강계, 사리원-개성 구간에서는 철도 이용 비중이 100%로 나
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의 도시 간 거리가 멀어 운송거리가 과다한 것과 함께,
내륙·접경지역인 특성상 소비재의 유통과 소비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지역·구간별 교통수단 이용실태 분석
이상의 5개 품목별 물류 운송수단 이용 빈도를 종합한 결과, 지역별로 철도
및 도로의 비중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부권 주요 물류거점인 평성과 신의주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경우 수도권
사리원-평양-평성-순천에 이르는 구간에서 도로 이용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
났다. 평성-평양 구간에서는 도로 이용 비중이 철도의 2배를 상회하였고, 평양
-평성 구간에서도 도로 이용 비중이 철도에 비해 높게 도출되었다. 평성-순천
및 사리원-해주 구간에서도 도로와 철도의 이용 비중이 1:1에 가까운 수치를

404)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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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반면 평성·신의주에서 동부권과 강계권, 개성권으로 운송되는 화
물의 경우 철도의 이용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며 동부축 함흥 이북지역으로의
운송에서는 도로의 이용지수가 0.1 이하 수준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주: 1) 본 과제 위탁자문용역인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
통연구원 자문용역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 및 방문 경험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임.
주: 2) 본 조사는 기업-개인 및 개인-개인의 거래에 따른 물류운송을 대상으로 함.
자료: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3
8-44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7> 서부권(평성·신의주) 출발 물류인프라 이용 빈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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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과제 위탁자문용역인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
통연구원 자문용역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 및 방문 경험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임.
주: 2) 본 조사는 기업-개인 및 개인-개인의 거래에 따른 물류운송을 대상으로 함.
자료: AN GUOSHAN(2020), 북한 시장화에 따른 물류체계 현황 및 전망 ,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용역, pp. 3
8-44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8> 동부권(청진·라선) 출발 물류인프라 이용 빈도 개요도

한편 동부권의 청진·라선에서 출발하는 화물은 평양까지의 운송에서는 도
로의 이용이 미약하게나마 파악되나, 서부축 평성 이북(순천, 강계, 신의주권),
평양 이남(사리원, 개성·해주권)으로의 운송에서는 도로를 통한 물류운송이 거
의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혜산권으로의 수송에서는 도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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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이용 비중이 4:6에 가깝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혜산이 국경무역지대로 수
입 식품 및 공산품 등의 수송에서 도로운송 수요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조사의 한계
본 조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따른 교통물류체계
이용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기업-기업 간의 거래를 배제하고 기업-개인 및
개인-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운송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운송이 활발한 도로의 역할이 실제에 비해 부각되고 국가기관
활용이 잦은 철도의 역할이 저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진이 인터뷰한 북한 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한의 철도는 군대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고 아직까지 국가 수송계
획 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철도로 화물을 수송하기는 어
렵기 때문에 개인 장사꾼들에게 설문을 하면 최종 소비지로의 수송수
단은 대부분 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 공장·기업소 단위
의 수송을 포함한다면 철도의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405)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 및 분석은 물류 흐름의 파악에 필수적인 물
동량 자료를 획득,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구간별, 품목별 물류수단 선
택 빈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실제 물류 흐름을 확인하는 데 매우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철도와 도로 사이에서의 선택 경향을
파악하는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05) 북한 이탈주민(남, 40대) 인터뷰(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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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북한의 산업을 국가 측면(전략산업) 및 민간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가 측면에서는 1980년대 제시된 ‘10대전망목표’의 주요 산업들 중 원자
재 수급망과 제품 운송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철강, 비철금속, 전력, 유기화학,
시멘트, 방직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력자강의
원칙하에 국내 원료산지와 연계가 용이한 지점에 중점적으로 산업시설을 건설
하였다. 이 중 철강 등 생산과 수출 모두에서 대외연계성이 높은 산업은 가능
한 한 항만 연계가 용이한 지점에 시설이 조성된 반면, 그 외 산업은 상당수가
항만과 연계가 되지 않는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 측면에서는 중국 현지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 및 북한 방문 경험이 있
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장·기업소 및 주요 도매
시장에서 소비지까지의 수송에서는 품목에 관계 없이 도로의 비중이 절대적이
며, 공장·기업소 및 도매시장으로의 공급에서는 자원·자재의 철도 운송 비중이
높은 반면 식료품과 수입·국산 소비재의 도로 운송 비중이 높고 알곡류는 도로
와 철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 간 운송에 있어서는 신의주사리원 구간에서 도로의 이용이 활발한 반면 평양-청진·라선/혜산으로 이어지
는 동서·동부축 및 순천-강계, 사리원-해주·개성 등의 구간에서 철도의 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량 운행이 어려운 산악지형 및 차량 통제가 심한 전방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품목의 수송에 있어서는 해산물 및 광산물의 해운 수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교통물류 이용 특성과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바탕으로, 5장에서는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과 추진과제를 검토·수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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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고려사항
북한 교통인프라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북한 지역 내 교통인프라 연결과 함
께 한반도 차원의 남북연계성, 동북아 차원의 대륙교통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북한 교통망을 한국과 대륙과의 경유 교통망 차원에서 연구한 사례가 많
았다.
북한 경제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은 이러한 기존 연구 등에서 추
진해왔던 방향과는 일부분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륙과의 연계, 남북 연결을 중시하여 경의선, 동해선 등 종단 교통망
을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서축(평양-원산-청진)도 현
재 북한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개발이 매우 시급한 교통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원산 갈마지구 등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북한 경제개발 정책과의 부합도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북한지역 인프
라 및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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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27개 주
요 경제지대를 지정 발표하는 등 향후 북한의 지역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한반도 차원에서 강조되었던 종단 교통망 외에 현재 북한 당국
및 실제 북한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 경제개발 전략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 10개 경제
거점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물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남한의 한반도 교통물류 전략과의 부합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함께 남한의 한반도 정책과의 부합성 역시 중요하
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되어 왔던 한반도 교통물류
관련 정책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큰 차이 없이 경의선, 동해선, 대륙과의 연계
등 유사하게 추진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한반
도신경제지도 구상, 남북 공동경제특구 개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반도 차원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국제사회 대북경제제재 단계에 따른 실행가능성
현재 북한은 UN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북한 교통
물류체계 현대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상태의 대북제재
가 완화 또는 해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현대화는 사실
상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가능성에
따른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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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 대륙 교통망 연계성 고려
북한 교통물류인프라가 현대화되고 체계화 된다면 남북한과 함께 중국, 러
시아 등 동북아시아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까지 그 영향 및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교통체계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의 연계성 및 부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중, 북
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연계 교통물류망은 북한 개방 초기 북한 북
부지역 경제발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 재원조달 가능성
실효성 있는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조달 가능성도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현대화에 사용 가능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매우 제한
적이며, 이 또는 재원의 규모는 크지 않고 더구나 인도적 지원분야가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인프라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더욱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현대화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재원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력 초기에는 본격적인 현대화 또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개보수하
는 수준으로 추진하고 재원조달이 가능한 단계에 본격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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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전략
북한의 교통물류체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직전부터 붕괴되었다는 북
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정상적인 국가물류체계가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90년대 이후 신설된 극히 일부 도로 등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970년대 이전 수준으로 남한 기준에 부합한 인프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철도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 물류체계가 전력난 및
경제난에 따른 철도운송체계의 붕괴로 철도와 함께 상태가 불량한 도로와 원
거리의 해운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북한 경제 활성화 또는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교통물
류인프라 구축보다는 과거 북한 물류망의 재건을 통한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앞에서 분석한 북한 물류현황 등을 고려한 구축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1.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안
가. 철도 중심 국가기간망, 지역 간 교통망은 도로와 철도 병행 구축
북한의 교통물류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주철종도’로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망
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제난에 따른 전력 부족으로 철도의 정시운행과 수송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여전히 북한 전체 국토를 포괄적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있는 대표 육상 교통수단은 철도망이다.
한편 도로교통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이는 철도
교통의 비정상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과 경제개발을 위해 보
다 유리한 도로교통 발전을 확대시킨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
중심의 고속도로와 1급 도로망은 단기간 내에 북한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
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 혹은 편도 1차로 수준
의 열악한 환경으로 기간교통망으로서 철도와의 경쟁에서 약점을 가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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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따라서 국토 전체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기간망은 철도망을 중심으
로 구축하며, 지역 내 거점 간 그리고 비교적 도로사정이 좋은 서부축에서는
도로망을 병행하여 구축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 항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복합교통인프라 개발
북한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제무역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원인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위치한 양질의 무역항만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매우 노후화되었으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제정상화를 위해서는 항만
의 현대화를 통한 기능 회복이 필요하며, 또한 항만 활성화를 위해 배후거점과
의 육상교통 연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9개의 무역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해안에 4개(신의주, 남포,
송림, 해주), 동해안에 5개(라진, 청진, 흥남, 단천, 원산)가 위치해 있다. 각종
자료와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북한 경제발전과 가장 직
결되는 항만은 남포항과 라진항이 1~2순위로 뽑히고 있으며, 추후 논의가 필
요하나 송림항과 청진항을 다음 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송림항이자 곧 남포항이다. 이 둘은 별개의 항구로 보기보다 하나의
항만 단지로 보아야 한다. 국내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동해안에서는
김책제철련합소 등을 끼고 있는 청진항이 중요하다. 라진항을 빼고 보
자면 남포항-청진항-송림항 순서다.”406)
“북한 정부는 평양 인근지역 외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중략) 청진은 1990년대 국가적인 경공업기지로 조성되
어 활성화되었으나 라선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다소 침체된 곳이다.

406) 북한 이탈주민(남, 40대) 인터뷰(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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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의 성장 배경에는 국경연선과 인접하지만 제약이 낮은 특성이 있
다.”407)

따라서 이상 4개 항만과 연계된 배후 거점지역, 거점 물류시설과의 연결 도
로, 철도 노선 구축이 필요하다.

다. 북한 균형발전을 위한 10대 거점 간 연계성 강화
북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언론 등을 통해 ‘북한에는 평양과 그 외 지역
이 있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수도 평양
과 지방과의 경제발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증거이며, 북한 매체에서 선전하
는 여명거리 등과 국내외 언론에서 전달하는 국경지역 인민들의 굶주리고 피
곤한 삶의 모습은 북한의 실제 모습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한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는 실제 북한의 모습이며 평양과 거
리가 멀어질수록 경제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하며, 특히 서부권과 동부권의
경제력 차이는 매우 크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지역 간 경제 수준 차이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교통물류체계의 붕괴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지형상 중부지역을 가로지르는 백두대간(낭림산맥 등)으로 인해 동서를 연결
하는 교통물류체계가 부족하여 동서 간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또한 동부
지역의 교통인프라의 대다수가 편도 1차로, 단선 철도 등으로 구성되고 심각
한 노후화로 인해 낮은 효율성과 용량 부족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지형지리적 특성으로 농산물은 남서부(해주 등), 중공업은 동
북부(함흥, 청진 등), 경공업은 중서부(평양 등), 수출입은 북부(신의주 등) 등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물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의
효과적인 운송시스템이 필요하나 물류체계, 특히 동서 간 물류체계의 비효율
407) 북한 이탈주민(여, 40대) 인터뷰(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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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절한 운송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부축, 동부축의 종단교통도 중요
하나 북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동서축(평양-원산 축)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라. 교통인프라와 물류시설 연계 구축전략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교통인프라(도로망, 철도망)를 중심으로 한 구축 전략
을 제시하였으나 북한경제의 정상화 및 물류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경
제거점에 도매단지, 물류창고 등 국가급 물류시설의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에는 평성과 청진에 국가급 도매시장이 구축되어 서부와 동부지
역 물류의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물동량 부족 및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최대 성과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주요 물류 거점에
농산물 물류단지, 수입품 및 생필품 도매시장, 공산품 물류기지 등을 효과적으
로 구축 배치한다면, 이는 북한 교통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및 동일한 교통인프
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 역시 세계적
추세에 맞춰 개방 이후 택배서비스 등이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물
류창고를 고속도로 진출입로 또는 철도역 주변 등에 우선 배치하는 교통인프
라와 물류시설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마. 대북경제제재와 소요재원을 고려한 단계별 구축전략
현재의 강력한 대북경제제재 체재 하에서 북한 교통물류인프라의 본격적인
현대화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대북제재의 완화단계에 따라 점진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대북제재는 일부 완화, 대폭 완화, 전면 해제 순으
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일부 완화단계에서 기존 교통인프라에 대한 개보수
를 시행하고 대폭 완화단계에서 일부 신규 구간이 포함되는 성능 향상(현대
화), 전면 해제단계에서 신규 철도, 도로 노선과 대형 물류시설을 구축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경제권역(평양·남포·사리원권, 청진·라선권,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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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재원규모가 크지 않은 거점 항만
또는 공항과 배후지 인접 도로, 철도를 패키지로 개발하여 주요 권역 경제를
우선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주변지역으로 확대시키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
하다.

2. 경제거점별 특성에 따른 교통물류체계 및 물류시설 구축전략
가. 구축방향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은 크게 10개의 경제권역(거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경제권역은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지리·지형적인 영향
으로 교통수단의 발전 수준도 서로 다른 상태이다. 한편 10개 권역에는 지역
에 맞는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있고 최근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발구 등 북한
당국의 발전전략에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균형발전, 북한 당국의 개발의지, 경제 및 물류 현황,
지리경제학적 조건 등을 검토하여 10대 권역의 교통물류 발전전략을 제시하
였다. 특히 지리적 조건에 따라 철도·장거리 간선도로의 병행개발 대상지역과
철도 중심 개발대상지역을 분류하였으며, 전국적으로 4개 공항(평양, 원산, 삼
지연, 라선) 및 4개 항만(남포, 송림, 청진, 라선)을 개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가급 도매시장(평성, 함흥, 청진)과 수출입 물류단지(신의주), 농산물물
류단지(신의주), 공산품 물류단지(순천), 북부내륙물류단지(강계) 등 기능 및
규모에 따른 물류거점시설 배치를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개발에 있어 철도와 도로의 병행개발권역은 평양·남포·
사리원권과 개성·해주권, 원산권, 순천권, 신의주권의 5개 권역으로 설정하였
다. 서부권은 도로 개설 여건이 양호하고 기존 남북정상 간 경제협력 합의대상
인 평양-개성고속도로가 있으므로 권역 간 간선도로망 현대화를 통해 경의선
(평부·평의선)이 남-북-중 국제화물을, 도로망이 국내 권역 간 화물 및 여객수
송을 담당하는 분담체제를 도모하였다. 또한 원산권은 동부권 유일의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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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유 권역이며, 특히 남북정상 간 경제협력 합의대상인 원산-금강산 고속
도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평양-원산 고속도로와 원산-금강산 고속도로를 현대
화함으로써 평라선과 금강산청년선의 여객수송기능과 중거리 화물수송기능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다.
반면 중북부의 강계권과 동부권의 함흥권, 단천권, 혜산권, 청진·라선권은
도로 개설 여건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권역 간 중장거리 교통물류체계는 철도
중심으로 구축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들 권역에서의 도로망은 주로 권역 간 간
선철도망이 운행되지 않는 내륙, 산간지역으로의 단거리 도로망 위주로 구축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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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발전전략
권역

발전전략

교통물류발전 전략

·북한 최대 경제, 산업단지로 종합
교통물류체계 구축
·특히
송림, 와우도, 진도 수출 가
평양·
남포·
공구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항만
사리원권 개발
·북한 교통물류체계의 핵심이자
중심으로 개발

·남포항, 송림항 현대화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북한 전역과의 육상교통 연계성 확보
·철도와 도로 병행 개발
·평성에 북한 최대 도매시장 확대 구축(국가급
물류단지)
·서부권 관문 공항으로 평양순안공항 현대화

개성·
해주권

·북한 최대 농업지역으로 농업
발전
·남북 접경지역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사업 확대 추진

·철도와 도로 물류체계 구축(철도 시설 개보수
를 통한 동북부(함북권) 지역과의 연계성 제고)
·북한 최대 농산물 물류단지 구축
·남북 육상교통 연결 및 운영

원산권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관심 지역 ·물류보다는 관광 중심지로 권역 내 도로 중심
으로 종합관광지구 개발
체계 구축
·평양과의 접근성 제고 전략 및 항공교통 우선
발전 추진
·동부권 관문 공항으로 원산 갈마공항 현대화

함흥권

·북한의 제2의 도시이자 대표적인 ·철도 중심 물류체계 구축
화학공업지구 개발
·북한 동부지역 제2의 도매시장 구축

단천권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지대로 개발 ·광물 및 농업 물류 이송을 위한 철도물류체계
발전 전략
·광물자원 수출을 위한 단천항 개발

청진·
라선권

·북한 동북부 최대 무역 거점으로
개발
·중국, 러시아 등 국제협력지대로
개발 추진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철
도 중심 물류체계 구축
·라진항, 청진항 현대화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청진 국가급 도매시장 확대
·동북부 관문 공항으로 라선 신공항 구축

혜산권

·북한 북부 내륙 지역으로 백두산 ·산악지역으로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
연계 관광거점으로 개발
·북부권 관문 공항으로 삼지연 공항 현대화

강계권

·북한 북부 내륙지역으로 공업경 ·내륙 지역으로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
제 중심 발전 전략
·북부 내륙 물류단지 구축

신의주권
순천권

·북중 접경지역으로 북한 수출입 ·북한 최대 수출입(무역) 물류단지 구축
의 관문으로 개발
·평양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공업 ·철도 중심으로 도로 물류 체계 구축
경제 중심 발전 전략
·공산품 물류단지 구축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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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11.0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5-1>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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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 권역 대상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
1) 평양·남포·사리원권
앞서 제시된 주요 권역별 발전전략을 토대로, 북한 내 핵심 경제거점이자
서부축 대표 경제거점권역인 평양·남포·사리원권에 대한 세부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평양·남포·사리원권은 북한 최대 도매시장인 평성시장과 최대 허브항구인
남포항을 기반으로 평성종합도매시장 및 남포항물류터미널을 각각 국가급 핵
심 물류시설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단거리 및 장거리 교통망 투자 대상
을 선정하였다. 남포항-송림항 복합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 최
대 허브공항인 평양국제비행장을 거점공항으로 설정하였다.
철도의 경우 장거리 간선철도로 평양을 중심으로 각 주요 권역을 연계하는
평라선, 평의선, 평부선, 평덕선, 황해청년선과 함께 남포항과 평양을 연계하
는 평남선 철도, 송림항과 연계되는 송림선 철도를 중점철도노선으로 선정하
였다. 이는 남포항 물류터미널을 경유하는 수출입화물과 평성종합도매시장에
집산되는 각종 시장거래제품을 전국으로 대량 수송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로의 경우 본 권역의 도로 이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권역 간 장거
리 도로망 대상노선으로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원산 고속도로, 평양-남포
1급도로, 평양-신의주 1급도로, 평양-만포 1급도로를 선정하였다. 남포항물류
터미널 연계 고속도로로는 평양-남포 고속도로(청년영웅도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
소, 보산제철소 등 주요 산업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양-남포 1급도로
를 우선 구축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평양-신의주 축선과 평양-만포 축선
은 현 평양-향산 고속도로가 관광도로로 화물차 이용이 제한되어있는 점을 감
안하여 1급도로 중심으로 장거리 도로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권역 내 중단거리 도로망 대상노선으로는 평양-강동 고속도로, 락랑-강남
2급도로, 흑교-송림 2급도로를 선정하였다. 이는 무연탄 등 주요 자원산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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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동 고속도로)나 주요 경제지대의 교통여건 확충에 목적이 있다. 이와 함
께 철도 부재지역 연계를 위해 재령-은천 1급도로, 평양-대동 1급도로, 대동남포 2급도로, 남포-해주 2급도로, 황주-연탄 3급도로, 강동-회창 3급도로에
대한 도로망 정비가 요구된다.

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이성우(2018),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 KDI 북한 경제리뷰 , 제20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p. 3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구글어스(검색일: 2020.11.0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5-2> 평양·남포·사리원권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

제5장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 및 추진과제 193

<표 5-2> 평양·남포·사리원권 교통물류체계 구축대상
구분

철도

도로

권역 간

대상

비고

평라선

·원산권, 함흥권, 단천권, 혜산권, 청진·라선권 연계
·은정첨단개발구 연계
·평성종합도매시장 연계
·권역 내(평양시, 평성시) 연계

평의선

·순천권, 신의주권 연계
·숙천농업개발구 연계
·평양국제비행장 연계
·권역 내(평양시, 평원군, 숙천군) 연계

평부선

·개성·해주권 연계
·권역 내(평양시, 중화군, 황주군, 사리원시, 봉산군) 연계

평덕선

·순천권, 강계권 연계
·평남북부탄전 연계
·권역 내(평양시, 승호군, 강동군) 연계

평남선

·남포항, 남포항물류터미널 연계
·권역 내(평양시, 남포시) 연계

송림선

·송림항,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연계
·송림수출가공구 연계
·권역 내(송림시, 황주군) 연계

평양-원산
고속도로

·원산권 연계
·신평관광개발구 연계
·권역 내(평양시, 중화군, 상원군, 연산군, 수안군, 곡산
군, 신평군) 연계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성·해주권 연계
·권역 내(평양시, 중화군, 황주군, 사리원시, 봉산군) 연계

평양-남포
1급도로

·남포항, 남포항물류터미널 연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안친선유리공장, 천리마제강
련합기업소, 보산제철소 등 연계
·진도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연계
·권역 내(평양시, 남포시) 연계

평양-신의주
1급도로

평양-만포
1급도로

·순천권, 신의주권 연계
·숙천농업개발구 연계
·평양국제비행장 연계
·권역 내(평양시, 평원군, 숙천군) 연계
·순천권, 강계권 연계
·평성종합도매시장 연계
·은정수출가공구 연계
·권역 내(평양시, 평성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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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권역 간

도로
권역 내

대상
사리원-해주
1급도로
평양-강동
고속도로

·평남북부탄전(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연계
·권역 내(평양시, 강동군) 연계

흑교-송림
2급도로

·송림항,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연계
·송림수출가공구 연계
·권역 내(황주군, 송림시) 연계

락랑-강남
2급도로

·강남공업개발구 연계
·권역 내(평양시, 강남군) 연계

재령-은천
1급도로

·권역 내(재령군, 안악군, 은천군) 연계

평양-대동
1급도로

·권역 내(평양시, 대동군) 연계

대동-남포
2급도로

·권역 내(대동군, 증산군, 온천군, 남포시) 연계

남포-해주
2급도로

·권역 내(남포시, 은률군) 연계

황주-연탄
3급도로

·권역 내(황주군, 연탄군) 연계

강동-회창
3급도로

·권역 내(강동군, 회창군) 연계

남포항

·북한 최대 무역·컨테이너항으로 남포항물류터미널 구축
·와우도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연계
·평남선 철도, 평양-남포(서해갑문) 1급도로 연계

송림항

·남포항과 인접, 항만클러스터 형성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및 송림수출가공구 연계
·송림선 철도, 흑교-송림 2급도로 연계

항만

공항

비고
·개성·해주권 연계
·권역 내(사리원시, 재령군) 연계

평양국제비행장

·북한 최대, 유일 국제공항
·평의선 철도, 평양-신의주 1급도로 연계

자료: 1)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구글어스(검색일: 2020.11.0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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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권
앞서 제시된 주요 권역별 발전전략을 토대로, 동부축 대표 경제권역이자 주
요 남북협력 대상인 원산권의 세부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원산권은 북한 최대의 관광특구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금강산관광
특구가 설치된 지역이며, 동시에 동부축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평양-원산 고
속도로, 원산-금강산 고속도로)와 현대화된 공항터미널 시설(갈마비행장)을 보
유하고 있는 권역이다. 이에 따라 갈마비행장을 원산권을 포함한 북한 동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인접한 평양·남포·사리원권, 함흥권과 함께 남한 강원
도로 연계되는 3방향 교통축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철도의 경우 장거리 간선철도로 평양 및 타 권역과 연계되는 강원선(고원평강)과 평라선(간리-라진), 금강산청년선(안변-감호)을 중점철도노선으로 선
정하였다. 강원선은 고원역에서 평라선과 접속, 서부권 평양 및 동부권 함흥·
청진·라선·혜산과 연계되는 북한 국내 물류의 핵심노선이다. 또한 금강산청년
선은 감호역에서 남한 동해선과 접속하여 장차 한반도 최대 항구인 부산항과
러시아 TSR을 연계하는 핵심 국제물류 수송축으로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원
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 남한의 설악산-강
릉 동해안 관광지구와의 연계축을 형성할 것이다.
도로의 경우 국내 권역 간 장거리 도로망 대상노선으로 평양-원산 고속도로
를 선정하였다. 북한 동서물류축의 핵심인 평라선은 현재 단선으로 물동량에
제약이 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청년이천선(평산-세포)이 개통되었으나
지형조건 및 연선수요 등의 측면에서 단기간에 투자가 진행되기 어렵다. 이에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개보수 및 현대화함으로써 동서방면 권역 간 장거리 물
류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산-금강산 고속도로는 동해선축의 금강산청
년선 철도와 동해안축 여객·관광수송을 분담할 남한 방면의 국제도로망 대상
노선으로 선정하였다. 권역 내 중단거리 도로망으로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
지대로 포함되어있는 고산군, 회양군, 금강군, 창도군, 세포군 일대를 순환도
로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원산-평강 1급도로와 통천-창도, 고성-금강, 세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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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급도로의 현대화가 요구되며, 법동군 소재지 연계를 위해 마식령-법동 2
급도로 구간을 현대화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항만의 경우 원산권에 자체적인 대규모 물동량 발생처가 없음을 감안하여
별도의 구축전략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광 및 소규모 화물 수요는 기존
원산항을 활용하며, 대규모 물동량은 강원·평라선과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통
해 남포항을, 금강산청년선을 경유하여 부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 , https://www.ngii.go.kr/world/mapdownload05.html(검
색일: 2020.06.0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교육도서출판사(1988), 조선지리전서 , 운수지리, pp. 110-113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4) 구글어스(검색일: 2020.11.0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5-3> 원산권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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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원산권 교통물류체계 구축대상
구분

대상

비고

강원선

·평양·남포·사리원권, 함흥권, 단천권, 청진·라선권, 혜
산권 연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현동공업개발구 연계
·권역 내부(원산시, 안변군, 고산군, 세포군, 문천시, 천
내군, 고원군) 연계

평라선

·평양·남포·사리원권, 함흥권, 단천권, 청진·라선권, 혜
산권 연계
·권역 내부(금야군, 수동구) 연계

철도

금강산청년선

·남한 강원도 및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연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금강산관광특구 연계
·권역 내부(안변군, 통천군, 고성군) 연계

평양-원산
고속도로

·평양·남포·사리원권 연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현동공업개발구 연계
·권역 내부(원산시, 법동군) 연계

원산-금강산
고속도로

·남한 연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금강산관광특구 연계
·권역 내부(원산시, 안변군, 통천군, 고성군) 연계

원산-평강 1급도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현동공업개발구 연계
·권역 내부(원산시, 안변군, 고산군, 회양군) 연계

통천-창도 2급도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연계
·권역 내부(통천군, 금강군, 창도군) 연계

권역 간

도
로

권역 내

마식령-법동 2급도로
고성-금강 2급도로

·권역 내부(법동군) 연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금강산관광특구 연계
·권역 내부(고성군, 금강군) 연계

항만

-

·강원·평라선 및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통한 남포항 연계
·금강산청년선을 통한 부산항(남) 연계

공항

갈마비행장

·북한 동부권 유일 현대화 터미널 보유 공항
·강원선 철도, 평양-원산 고속도로, 원산-금강산 고속도
로 연계

자료: 1) 교육도서출판사(2006), 도로리정도 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구글어스(검색일: 2020.11.07.)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 p. 8을 바탕
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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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추진 과제
1.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제의 하부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
록 교통물류 인프라의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경
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부산항, 인천국제공항, 비교적 최근의 KTX 등 선
진 교통물류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교통물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교통물류인프라는 대부분 낙후되어 있어 핵
심 경제거점 연계를 중심으로 인프라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통
물류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구축비용이 요구되나 북한의 경제사정상 자체적
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재원
으로는 규모 면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행 남북협력기금 등을 제외한
국내외적 인프라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고 북한 사업에 대한 적용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가.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인프라 협력사업의 재원조달
1)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가) IBRD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
부흥개발은행)는 개발도상국이나 신용도가 높은 중소득·저개발국 정부를 대
상으로 경제개발차관, 지급보증, 협조융자,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408) 이
중 경제개발차관의 지원대상은 1인당 GNI가 일정 수준(’19년 기준 $1,175~
408)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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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을 충족해야 한다.409)
IBRD의 차관은 ‘투자차관’과 ‘개발정책차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410) 투자
차관은 장기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개발정책차관은 정
책 혹은 제도개혁을 위한 단기지원 자금이다.411) 이와 함께 기타 협조융자, 사
업위험에 대한 지급보증 등으로 해당국의 발전 및 민간자본 유입을 지원한
다.412)
한편 IBRD 가입자격은 IMF 회원국으로 제한된다.413) 따라서 현재 IMF 가
입국이 아닌 북한의 현실상 IBRD를 통한 인프라 재원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 IDA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는 IBRD 융자
대상이 아닌 저소득 국가에 대해 장기 무이자 융자, 혹은 무상 공여방식으로
개발을 지원한다.414) IDA의 무이자 융자 지원대상 국가는 1인당 GNI가 일정
수준 이하(’19년 기준 $1,175)인 경우로 한정되며, 총 융자기간은 20~40년, 거
치기간은 10년이다.415)
IDA의 지원대상은 IDA 회원국으로 한정하며, IDA의 가입자격 역시 IBRD

409)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6.
410) KOTRA(2016), 다자개발은행 재원조달 방법과 절차 , p. 16;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186에서 재인용.
411)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6.
412)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6.
413)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6.
414)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6.
415)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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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북한 교통물류 인프라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
다.416)
<표 5-4> 세계은행의 융자대상 국가
구분

내용

IBRD
융자대상

· 1인당 GNI(2019년 1월 기준)가 $1,175~6,975인 국가로 신용도가 높아 국제금
융시장에서 자금 차입이 일정 부분 가능한 국가

공동
융자대상

· 1인당 GNI(2019년 1월 기준)가 $1,175를 초과하는 나라 중 신용도가 낮아 ID
A 자금 이용이 가능한 국가
·또는 1인당 GNI(2019년 1월 기준)가 $1,175 이하이지만 신용도가 높아 IBRD
자금 이용이 가능한 국가

IDA
융자대상

· 1인당 GNI(2019년 1월 기준)가 $1,175 이하인 국가로 신용도가 낮아 국제금
융시장 자금 차입이 불가능한 국가
(단, 일부 소규모 국가 및 구조조정 중인 국가 중 IBRD 자금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를 인정)

자료: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p. 187.

다)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FC는 주로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민간 프로젝트와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투
자 및 융자를 지원하며, 수원국 정부의 보증 없이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제공
된다.417) 투·융자의 한도는 전체 프로젝트의 25%, 총자본금의 35% 이내로 제
한되며, 주식·사채의 인수, 신용공여한도 개설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418) 지분
투자 규모는 통상 대상기업 지분의 5~20%로 규정되어 있다.419)
IFC 자금의 활용은 북한 정부의 신용이 낮은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이

416) 장형수·박춘원(2018), 국제금융기구 투자지원 해외사례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 정책적 시사점 연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p. 47.
417)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7.
418)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7.
419)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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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하여 민간투자자의 유치에 제한이 있으며,
북한 내 민간부문이 미약하여 지원조건의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5> IBRD/IDA와 IFC 비교
구분

IBRD/IDA

IFC

정부의 지급보증 필요

○

×

대출

○

○

자본투자

×

○

자료: KOTRA(2016), 다자개발은행 재원조달 방법과 절차 , p. 18;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 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187에서 재인용.

2)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아시아개발기금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국가별 1인당 GNI 및 신용
도를 기준으로 하여 양허성 지원 대상국과 일반대출(OCR)을 혼합하는 국가그
룹으로 구분하고 있다.420) 이 중 양허성 자금은 주로 역내 회원국 중 최빈국을
대상으로 지원된다.421)
북한은 과거 1997년 및 2000년 ADB 가입을 신청하였으나,422) ADB에서 요
구하는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무산된 바 있다.423) 이처럼 북한의 ADB 가입은
단기간에 성사되기는 쉽지 않으나, 현재까지 북한이 AIIB와 함께 유이하게 가
입을 추진한 국제금융기구라는 점에서 북한 측의 적극성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 따라 ADB 가입을 지원하고 협력할 경우
북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420)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7.
421)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7.
422) 중앙일보, ｢북한 ADB가입 다시 신청(2000.09.02.)｣, https://news.joins.com/article/3964206(검
색일: 2020.11.20.)
423) KBS, ｢북한,ADB 가입올해도못해(2002.05.10.)｣,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
lang=k&Seq_Code=1996(검색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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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표 5-6> ADB 차관 종류
구분

내용

일반자금
(Ordinary Capital
Resources)

· (자금원)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비교적 상환 능력을 갖춘 회원국이나 민간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아시아개발기금(ADF)
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s)
공여(Grants)

· (자금원) 회원국들의 기부금
·최빈 회원국들에 낮은 이자율로 제공
· (자금원)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 PSOD(민간사업부)에서 수행되는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자금원) 공여성 지원

·기술지원 특별펀드(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Project Preparation Techn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ical Assistance)
Grants)
·자문운영 기술지원 (Advisory and Operational Technical Assist
ance)
기타 특별기금
(Other Bilateral
Funds)

·특정 국가 및 기관이 ADB를 기금관리자로 지정해, 특별공여자금
(Bilateral Funds) 형식으로 제공

자료: KOTRA(2016), 다자개발은행 재원조달 방법과 절차 , p. 35;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 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188에서 재인용.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는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
원을 목표로 2016년 1월 출범하였다.424) AIIB의 가입대상은 IBRD 또는 ADB
의 회원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아시아와 함께 오세아니아 지역(UN기준) 국
가들을 가입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425)

424)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9.
425)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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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의 금융지원 방식으로는 융자, 지분투자, 지급보증, 기술지원 및 협조융
자 등이 있으나,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주로 기존 국제금융기구(WB,
ADB, ERBD, EIB 등)와의 협조융자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사업 비
중을 확대할 계획이다.426)
AIIB는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비회원국도 총회의 최대 다수결(Super
Majority) 투표에서 통과되면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427) 북한
의 경우 현재 IBRD, ADB 가입에 실패하여 AIIB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나,428)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IIB의 주도국이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라는
측면에서 AIIB를 활용한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현대화 재원조달 가능성 및 방
식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나.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인프라 협력사업의 재원조달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KIND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개발사업에 대
한 전문 지원기관으로 설립되었다.429) 주요 사업분야는 사업 발굴, 사업개발,
금융지원 등으로, 이 중 금융지원은 대출 및 펀드투자 연계, 직접투자 및 출자
금융자문 등이다.430)

426)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9.
427)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89.
428) VOA, ｢북한, 국제개발은행 가입 조건 갖추지 못해(2015.04.01.)｣, https://www.voakorea.com/kore
a/korea-politics/2701757(검색일: 2020.11.20.)
429)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96.
430)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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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의 투자대상 국가는 OECD 국가등급 6등급 또는 국제신용등급 BB이상의 국가로 제한된다.431) 따라서 향후 북한 혹은 북한이 포함된 주요 개발
협력사업에 KIND 지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 신용등급 개선이
필요하다.432) 아시아권 주요 체제전환국가들의 경우,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
부터 최초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중국 BBB, 베트남 BB-를 기록한 바 있다.433)
이를 감안할 때 북한도 최초 국가 신용등급이 BB- 이상으로 KIND의 투자기준
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 KIND의 투자대상으로 검토 및 연구가 가능하다.434)

2)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Global Infra Fund)
GIF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등) 및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이다.435) 주요 개발도
상국 및 자원부국에 대한 투자개발형 인프라 개발사업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
나, 사업 특성상 회수기간의 장기화, 초기 매몰비용 등으로 인해 민간의 자발
적 투자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436)
GIF는 2019년 11월 기준 4~7호의 4개 펀드 총 4,080억 원이 운용되고 있
다.437) 특히 5호펀드(한-아세안 협력펀드) 및 6호펀드(한-유라시안 협력펀드)
는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사업 진출

431)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p. 196.
432)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p. 196.
433)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p. 196.
434)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p. 196.
435) 국토교통부, ｢글로벌인프라펀드란 무엇인가?(2011.03.30.)｣, https://www.molit.go.kr/USR/policy
Target/m_24066/dtl.jsp?idx=294(검색일: 2020.11.20.)
436) 국토교통부, ｢글로벌인프라펀드란 무엇인가?(2011.03.30.)｣, https://www.molit.go.kr/USR/policy
Target/m_24066/dtl.jsp?idx=294(검색일: 2020.11.20.)
437) e대한경제, ｢전시품으로 전락한 해외건설 지원펀드(2019.11.27.)｣, https://www.dnews.co.kr/m_
home/view.jsp?idxno=201911261356590060917(검색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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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38)

<표 5-7> 글로벌 인프라 펀드 개요
구분

내용

주요펀드

· 1호펀드:
· 2호펀드:
· 3호펀드:
· 4호펀드:
· 5호펀드:
· 6호펀드:
· 7호펀드:

투자대상

·해외 사회기반시설 관련 투자개발사업(도로, 항만, 발전소, 공항, 댐 등)
·해외 사회기반시설과 연계한 부대사업 관련 개발공사(도시개발 등)

투자방법

·프로젝트회사의 지분(Equity) 또는 대출채권(Loan) 투자

기타

500억 원 조성, (운용)KDB인프라(소진)
2,000억 원 조성, (운용)신한BNP(종료)
1,230억 원 조성, (운용)KDB인프라(소진)
850억 원 조성, (운용)KDB인프라
1,100억 원 조성, (운용)KB자산운용
1,100억 원 조성, (운용)KB자산운용
1,030억 원 조성, (운용)신한BNP

·해외공관 등을 통한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정보 제공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매년 약 30억 원 지원

자료: 1)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 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p. 19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자료: 2) 환경일보, 해외건설 지원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 조성(2018.12.03.) , http://www.hkb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492909(검색일: 2020.11.20.)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3)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Plant·Infrastructure‧Smart city)
정부는 최근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 부진과 함께, 수주환경이 단순도급에서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감안하여 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 방
안을 추진하였다.439) 이에 따라 2019년 6월 1.5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건설·스마트시티(PIS) 투자협약식이 개최되었으며,440) 2020년 2월 2,000억
원 규모의 PIS 펀드가 조기 출시되었다.441)
438)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96.
439) 관계부처 합동(2019),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p. 1.
440) 국토교통부, ｢새로운 해외사업을 개발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해외수주 활력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
다(2019.06.27.)｣, http://m.molit.go.kr/front/boardView.jsp?menuType=news1&id=95082476
(검색일: 2020.11.20.)
441) 머니투데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2000억 출시(2020.02.06.)｣, https://news.mt.co.kr/
mtview.php?no=2020020515071532461(검색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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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펀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가 펀드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442) 주요 투자자는 플랜트 및 건설,
스마트시티 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정책금융, 민간 등으로 모 펀드 및
자 펀드 투자자를 구성하고 있다.443)
향후 주요 투자기관 및 관리·운영기관(KIND)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북
건설 및 투자업무가 가능해질 경우,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주요
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4) 국부펀드 일부의 투자재원 활용 가능성
현재 남북 대치 및 북핵 리스크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비축
하고 있으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보유 목적
이 소멸된다.444) 이에 해당 외화를 북한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445)
구체적인 투자형태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나, 현재 외환보유액의 대체투
자를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중심의 추진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446) 이 경우 KIC의 대체투자 자산규모 중 일부를 MIGA(다자간투자보증
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 국제기구의 신용 보강
을 거쳐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447)

442) 관계부처 합동(2019),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p. 6.
443)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97.
444)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98.
445)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98.
446)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98.
447) 이백진 외(2020), 한반도 평화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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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교통합의서 체결 추진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남북 교통물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통연계 및 교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남북 간 교통관련 합의는 도로교통
부문의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2.12.06. 채택)’448)
와 철도교통부문의 ‘남북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4.04.12. 채택
)’449), 해운부문의 ‘남북해운합의서’(2004.05.28. 채택)450) 등 3건에 불과하다.
항공부문은 별도 기본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기존 합의는 채택
이후 15년이 경과하였으며, 특히 도로, 철도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통행에 대
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 합의 당시와 현재 남북
관계·경협환경의 변화, 향후 남북 간 본격적인 교통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서 보완 또는 갱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종합적인 교통부문 합의서로는 1992년 채택된 ‘남북기
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3장이 있으나, 이 역시 채택 이후 30년 경과가 다가오
고 있으며 남북 간 육로, 해로, 항로의 연결 및 개설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구속성있는 교통합의서의 채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존 남북 간 합의서와 ‘동서독 간 교통조약
및 통행문제에 관한 의정서 메모’ 등을 고려하여 남북 간 교통합의서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451)

448) 외교부, ｢남북사이 차량의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12.01.31.)｣, http://www.mofa.go.kr/www/
brd/m_3984/view.do?seq=34097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
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검색일: 2020.11.20.)
44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4.04.13.)｣, https://www.korea.
kr/archive/expDocView.do?docId=22092(검색일: 2020.11.20.)
4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남북해운합의서(2004.05.28.)｣,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
do?docId=22110(검색일: 2020.11.20.)
451) 건설교통부(2002),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국제물류체계 개선방안 , pp.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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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남북 간 교통합의서 초안
<전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8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족화해,
긴장완화와 평화를 이룩하고,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단절된 철도와 도로의 운행과 교통에 관한 합의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일반조항>
제1조 (목적 및 기본원칙)
1. 본 합의는 남과 북 사이에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상호 교통 및 통과교통(이하 통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남과 북은 상호주의와 불간섭주의에 관한 국제관행을 존중하여 각자의 통치영역 내 교통
또는 통과교통을 가능한 최대로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에서 각자 법적으로 규정된 철도와 도로를 포함하며, 철도역, 터미널,
휴게소 등 육상 교통 관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단, 시작 단계에서는 각국이 합의한 철도, 도로 시설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남북교
통운영공동위원회의 협의 하에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남북교통운영공동위원회)
1. 본 합의의 호혜적 시행을 위해 남과 북은 “남북교통운영공동위원회(이하 교통공동위)”를
설치한다.
2. 남과 북은 남북 간 교통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도적 문제는 교통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교통공동위는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4. 교통공동위는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본 합의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교통공동위를 통해 해결한다.
6. 교통공동위 아래 남북철도공동운영위원회(이하 ‘철도공동위’)와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이하‘도로공동위’)를 두고 교통수단별 특성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
의하여 교통공동위에서 최종 정한다.
7. 철도공동위와 도로공동위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5.8.1. 발효)와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5.8.1. 발효)에서 정의한 남북철도운영
공동위원회와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공
동교통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8. 교통공동위에 제출된 문제가 조정되지 못할 경우, 남과 북은 당국 간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4조 (통행로 사용 및 관리)
1. 공적업무를 목적으로 할 경우, 남과 북의 통행인은 상대방의 허가된 통행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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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한 통행로가 지정된 경우, 남과 북은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경지역을
기점으로 각자의 영역 내 통행로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진다.
3. 통행은 미리 준비된 국경통과지점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며, 추후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교통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통행관련 제반 증명서)
1. 남과 북은 각국에서 허가 또는 등록된 운송수단에 관한 제반 증명서 및 운전자격에 관한
면허증은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상호 인정하고 승인한다.
2. 통행인은 남과 북의 해당 관청이 발급한 국경출입에 관한 허가서를 지참해야 하며, 국경
통과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통행로 사용료, 세금 및 기타 수수료)
1. 통행관련 시설사용료, 세금, 기타 수수료는 일정기간마다 쌍방이 인정하는 지불수단을 이
용하여 상호 총액 청산한다.
2. 통행인이 휴대한 여행목적의 소비물품에 대해서는 국경출입시 관세 및 기타 수수료를 면제
한다.
3. 운송수단의 유지를 위한 예비연료 및 윤활유와 예비장비 및 부속품에 대해서도 관세 및
기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 (신변안전 및 편의보장)
1. 남과 북은 자기측 영역을 이용하는 교통수단, 운전자, 승무원,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남과 북은 자기측 영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질병 또는 재난에 처할 시 즉각적으로 의료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각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운송수단의 고장 또는 교통사고시 호혜의 정신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2.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해당 영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사 및 기록문서작성은 사고지의 법에 따르며, 손해청산을 위해 필요
한 기록문서는 상호 송달한다.
4.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는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6. 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운전자를
포함한 출입경자 모두는 교통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통행로의 관리상황에 관한 정보교환)
1. 남과 북은 도로 및 철도 상태, 운송수단의 대규모 정류장, 우회로, 주요 도로, 하역지역의
봉쇄, 교통사고 현황 등 통행과정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영역 내 통행로의 건축계획, 개·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며, 필요시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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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철도 통행
제10조 (남북공동조사 및 개보수)
1. 철도공동위는 남과 북의 철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개보수 또는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교통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2. 6·15 남북정상회담,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8 평양선언 등에서 언급된 경의
선과 동해선을 우선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타 노선으로 확대하여 정밀 조사한다.
3. 개보수 및 현대화에 소요되는 재원 및 분담방안은 교통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철도 및 열차운행의 기술표준 차이 해소)
1. 남과 북은 상호 철도 기술표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철도공동위 내에 철도관리 담당기관 간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철도 및 열차운영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상호 운행 중인 철도 기술 및 운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기술이전
또는 운행 기술 이전을 위한 상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철도 기술 및 운행체계로 인한 불합리성을 저감하기 위해 남과 북의
철도 표준을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철도공동위 내에 구성하여 남북철도 기술 표준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제12조 (열차 시간표 및 배차)
1. 철도통행시 정규운행과 임시운행의 시간표 및 배차순서는 통행량을 고려하여 국제회의
또는 철도공동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통행량이 급증할 경우, 철도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열차를 배치하며, 이에 대해
서는 철도공동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승객, 수하물, 화물수송에 관한 국제협정 적용)
1.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에 관해서는 “철도승객 및 수화물 통행에 관한 국제협정(CIV)”과 부
속 및 추가협정을 적용된다.
2. 화물운송에 관해서는 “철도화물통행에 관한 국제협정(CIM)”과 부속 및 추가협정이 적용된다.
3.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국제철도기구에서 사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국경선로구간 안전설비 및 통신시설의 관리책임)
1. 남과 북의 국경선로구간(국경철도역 간 통과철도 구간)에서 각 영역 내 철로는 각자의 법에
따라 관리하며, 합의에 따라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2. 남과 북의 철도관리 기관은 국경철로구간의 시설 및 설비를 유지, 감독, 보수하며, 합의에
따라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3. 남과 북은 통행과 관련하여 설비계획변경과 국경선로구간 및 국경철도역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4. 남과 북의 철도관리기관은 국경선로구간을 유지, 감독, 보수할 시기를 협의·조정한다.
5. 남과 북의 철도관리기관은 상대방의 영역 내 설치된 안전설비와 장거리통신설비의 유지,
감독, 보수를 위해 협조한다.
6. 남과 북의 철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장거리 통신장비는 철도업무상 통행시에만 사용하며,
열차 간 공적 통신망과 연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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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경선로구간의 철도통행 관리에 관한 기타 구체적 문제는 철도공동위에서 별도로 합의
한다.
제15조 (철도운행 및 관리요원의 권리와 의무)
1. 열차운행요원에 관한 증명은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의 철도관리 요원은 각자의 업무복장을 착용한다.
3. 남과 북의 철도관리 요원이 상대지역에서 운행·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대방의 업무규
정을 준수한다.
4. 이들의 업무상 필요한 휴대장비 및 생활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과 수수료가 면제된다.
5. 이들은 국경철도역의 휴식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호 위생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받는다.
제16조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1. 남과 북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관련국가들과 공동으로 협상을 전개한다.
2. 이와 관련하여 필요시 국제철도 관련기구 등 회의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 (남북철도운영기구 설립)
1. 남북 간 철도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남과 북의 철도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남북철도운영기구 설립을 철도공동위에서 협의한다.
2. 이 기구가 설립되면 향후 대륙철도와 연계 운행시 한반도를 대표하는 철도운영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8조 (남북철도 시범사업)
1. 전면적인 남북철도운행 전에 남과 북은 남북철도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또는 남북중, 남북중러 철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협의한다.
2. 시범사업은 철도공동위에서 협의하고 교통공동위에서 도로 시범사업과 함께 정한다.
<제3장 도로교통>
제19조 (남북공동조사 및 개보수)
1. 도로공동위는 남과 북의 도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개보수 또는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교통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2. 6·15 남북정상회담,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8 평양선언 등에서 언급된 경의
선과 동해선을 우선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타 노선으로 확대하여 정밀 조사한다.
제20조 (통행허가)
1. 남과 북은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자동차 통행과 관련, 호혜의 정신에 따라 각자의 법적
허가를 인정한다.
2. 정기 노선의 경우, 매번 허가를 받는 대신에 일정기간마다 허가를 갱신한다.
제21조 (남북 통행번호판)
1. 남과 북을 상시 통행하는 차량의 경우 쌍방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차량번호판
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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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번호판의 형식, 색상, 발급비용 및 유효기간은 도로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자동차 출입국 관리)
1. 도로공동위에서 남과 북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가능 양과 무게를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에서 규정한 양과 무게를 초과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시, 상대방 행정기관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자동차 보험)
1. 통행이 허가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협상은 특별협정을 통해 규정한다.
제24조 (남북도로운영기구 설립)
1. 남북 간 도로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남과 북의 도로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남북도로운영기구 설립을 도로공동위에서 협의한다.
2. 이 기구가 설립되면 향후 대륙과 연계 운행시 한반도를 대표하는 도로운영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5조 (남북도로 시범사업)
1. 전면적인 남북도로 운행 전에 남과 북은 남북도로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공동위가 인정하는 접경지역 도로 및 지역 내에서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협의한다.
2. 시범사업은 도로공동위에서 협의하고 교통공동위에서 철도 시범사업과 함께 정한다.
자료: 건설교통부(2002),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국제물류체계 개선방안 , pp. 201-206.

3. 남북협의체 등 남북 교통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가. 남북 교통협력 관련 협의체 필요성 및 구성
최근 사회의 역동성, 복잡성, 다양성이 강화됨에 따라 정책 및 행정에 있어
기존 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UNDP는 거버넌스에 대해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
제 및 행정적 권한(Authority)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는 전통
적인 국가, 즉 정부의 권력 행사를 초월하여 민간기업과 시민사회를 포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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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가능한 인간개발을 도모452)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남북 교통물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 간 교
통협력과 관련한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즉, 남북 간 교통물류협력을
위한 대화 창구 및 협력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기구로서의 거버넌스가 구
축될 필요가 있다. 남북 교통협력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참여국과 규모에 따라
크게 2단계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 간 협의체로써 세부적으로는 정부당국 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로 구성될 수 있다. 둘째, 국내 협의체로써 세부적으로는 민-관 합동 정책협의
체와 부문별 정책교류협의체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5-4> 남북 교통협력 관련 협의체 구성 개요

나. 남북 간 교통협력 관련 협의체별 구성 방향
1) 남북교통협력공동위원회
현재 남북 간 교통협력 관련 협의체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남
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철도협력분과위원회가 있다. 도로와 철도 남북협력

452)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거버넌스(2001.11.)｣, http://www.kapa21.or.kr/epadic/print.php?num=
150(검색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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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는 2018년 회담의 경우 우리측 국토교통부 2차관과 북측 국토환경
보호성 부상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으며, 우리측 통일부와 북측 민족경제협력
위원회가 참여하였다.453) 그러나 남북 간 교통협력이 활성화 될 경우 보다 높
은 수준의 협력 논의를 위한 장관급 이상의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교통협력공동위원회(가칭)는 남북 도로, 철도, 항만, 공
항 등 주요 교통물류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계획수립, 운영, 인력교육 및 교
류,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있어 당국 간 기본합의를 이끌어내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주요 정부부처로는 남북대화의 주관부처로 우리측 통일부와 북측 민족경제
협력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교통물류인프라 주관부처로 우리측 국토
교통부, 해양수산부와 북측 국토환경보호성, 사회안전성, 륙해운성, 민용항공
총국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교통법규·운전면허 시행
및 단속 권한을 가진 우리측 행정안전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재
남북 통행의 군사적 보장 문제는 별도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및 군사회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측 국방부 및 북측 인민무력성 등 군사
당국의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남북교통협력실무위원회
상기한 남북교통협력공동위원회가 당국 간 합의를 통하여 협력 기반을 조
성할 경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남북 관련 기구 및 기관들의 참여로 교통협력
실무위원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 교통협력실무위원회는 교통공동위원회와
동일하게 국토교통부 및 국토환경보호성의 국장급 혹은 차관급 인사가 공동위
원장을 담당, 정기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하부에 분쟁조정위원회와 함
께 법제도위원회, 교통운행위원회, 인프라·개발위원회, 재정·금융위원회 등을
453) 통일부,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공동보도문(2018.06.26.)｣, https://unikorea.go.kr/unikorea/news/
live/?boardId=bbs_0000000000000003&mode=view&cntId=54560&category=&pageIdx=
4(검색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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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연관 정부부처 및 실무기관,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력위원회를 설치, 외교부의 참여로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와
의 협력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산하에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
체를 설치, 정부기관, 실무기관 및 금융기관, 연구기관, 연관기업협의체 등 간
상시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사업 발굴과 투자, 개발의 진행이 요구된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5-5> 남북철도협력실무위원회 구성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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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철도 및 도로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기구 구성
앞서 남북이 참여하는 교통협의체와 별도로 이를 지원하는 남한의 분야별
정책협의체 또는 실무협의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측에 보다 광범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그 실효성과 성과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
며 이에 따라 참여 대상을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남북교통협력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정부당국으로 도로인프라 주
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남북협력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접경지역 지자체와 입법기관인 국회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교통협력 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정책개발 및 지원집
단으로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법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책기관들과 대한교통학회, 한국도로학회, 한국철도학회 등 학술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교통협력 사업 실행을 관장할 기관 집단으로 한국도로공사, 국가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주요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토
지주택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남북교통협력 사업 실무를 관장할 설계·건설기업들의 협의체로 대한
건설협회, 민간 건설업체 등 참여가 필요하다.

4. 남북 교통물류 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남한과 북한은 70년 이상 분단상태가 지속되면서 교통물류체계뿐만 아니라
교통물류분야 법제도 분야에서도 상이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남북
한의 도로 관련 법제도는 서로 다른 정치체계와 함께 법체계에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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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통물류 관련 법령들은 남한의 교통물류 관련법에 비해 각 분야별
구체성은 물론 전문성 또한 떨어진다.454) 남한의 경우 각종 교통분야의 법규
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법제도는 상대적으
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어 향후 남북 교통협력 및 운영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통협력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준비
단계에서 남북 간 법제도 호환 또는 남북교통협력 대상 인프라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북 교통물류관련법의 통
합이 요구된다.
특히 교통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법제도 통합 또는 기준 호환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교통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교통표지, 안전지침, 제한속도,
운전방식 등과 관련한 기준 호환은 남북 양국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교통물류관련 법제도 개정 또는 통합에 앞서 남북 간에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교통물류관련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남과 북은 오랜 기간
분단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일부 다른 언어용법을 이용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해석의 오류 또는 오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물류관련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물류분야는 일반인이 사용
하는 일반 교통용어와 함께 전문 기술인이 사용하는 공학적인 용어가 많이 사
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어, 일어 등 외래어가 매우 많이 이용되는데 반해 북한
은 순우리말을 사용함에 따라 실무자 간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분야별 관련 기술기준의 표준 역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
다. 남북교통협력의 상징과 같은 교통수단인 철도의 경우 전력방식, 신호체계
등 각종 기술 표준이 남북 간 서로 달라 안전 및 운행상의 심각한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해 양국의 기관사 및 관련 실무자 교육프로그램이

454)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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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이 본격화되기 이전 준비단계에서 용어의 표준화, 법제도
호환 또는 국내 특별법 제정이 실현될 경우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에 큰 역할
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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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북한 경제의 침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이 본격화된 1980년대부
터 시작하여 1990년대 정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
한 경제는 시장화의 진전과 대외무역의 활성화로 다소간 회복세를 나타냈으
나, 2010년대 후반 들어 핵보유에 따른 대북제재, 시장과 정부정책의 괴리,
2020년 연초부터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COVID-19 사태와 이로 인한 세계경
제의 침체 등으로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남북·북미정상간
대화와 북한을 둘러싼 분위기의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
상회담 결렬, 2020년 5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20년 9월 우리 공무
원 피살사건 등은 북한이 다시금 대외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폐쇄적인 국가운
영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대륙-해양의 연계국가, 교량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해온 대한민국은 북한
의 개방을 통한 대륙과의 연결, 북한의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이
필수적이다. COVID-19 사태를 맞아 강도 높은 방역우선·폐쇄 정책을 취하고
있는 북한 역시 방역 국면이 진정될 경우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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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행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현실성 있는 북한 경제개발 방
안, 특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물류체계 구축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 경제의 현황 및 동향을 국가정책·경제 및 민
간(시장) 부문에 걸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교통물류체
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및 교통물류 현황과 함께 북한 경제개발 여건과
동북아 주요국 교통물류 현황 및 정책, 주요 체제전환국 교통물류체계 구축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에 있어서 교통물류체계 구축 필
요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 북한 국내 산업망의 재건이다. 교통물류체계의 구축은 산업시설
의 가동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요소이다. 산업시
설의 정상가동은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소비재의 공급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시장활동의 촉진이다. 교통물류체계, 특
히 육상교통물류체계의 구축은 전국적인 운송 활성화와 함께 운수업, 창고업
등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455)
셋째, 교통물류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자체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 개발이다.
교통물류체계의 구축에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재의 투입이 요구되며 저개발국
인 북한의 현 상황에서는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외부 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투자자 및 관련 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의
구축과 물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국가 간선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에 대해서
는 별도의 투자 유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각 투자대상처의 연계 인프라 수

455) 홍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통일연구원,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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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는 선 유치 후 구축보다는 선 구축 후 유치의 형태로 투자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 혹은 한반도의 균형 잡힌 개발 및 국토 활용에 궁극적 목표가
있다. 교통물류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과 연계성이 향상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 물가 등의 안정화를, 장기적으로는 기존 교통물류체계에서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기업 입주여건을 향상시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
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대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을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별 교통물류
체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경제거점 간 교통물류체계 연계 인프라 현
황을 파악하였다.
2020년 기준 북한의 직할시/특별시 및 도 소재지급 13개 도시들과 주요 산
업·교통결절점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기존 공업지대, 경제지대 등을 포괄하는
총 10개 경제거점 대상권역을 설정하였다. 10개 경제거점 대상권역으로는 평
양·남포·사리원권, 개성·해주권, 원산권, 함흥권, 단천권, 청진·라선권, 혜산권,
강계권, 신의주권, 순천권이 선정되었으며, 거점별로 인구와 산업, 내부 교통
물류인프라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 주요 거점인 13개 주요 시/도 소재지 및 순천시를 대상으로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대상은 철도, 고속도로, 1급도로로 설정하였
다. 철도의 경우 14개 거점도시 대부분은 13대 간선철도노선 연선에 위치하여
철도를 통해 연계되고 있으나,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로 연계되는 거점은 평양
-개성, 평양-원산의 2개 구간뿐이며, 1급도로 또한 강계-혜산, 혜산-단천, 개
성-원산, 순천-함흥 구간에서는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개성
-해주 구간은 동일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권역 내 철도 및 1급도로 연계가 불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북한 전략산업별 경제거점 간 교통물류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 전략산업의 경우 1980년대 제시된 10대 전망목표 대상산업 중 자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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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처를 확인할 수 있는 6개 산업부문(철강, 비철금속, 전력, 유기화학, 시멘트,
방직)의 주요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공급처 및 주요 경제거점 간의 교통물류망
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경우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 및 북한
방문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력자강의 원칙하에 국내 원료산지와 연계가 용이한
지점에 중점적으로 산업시설을 건설하였다. 이 중 철강 등 생산과 수출 모두에
서 대외연계성이 높은 산업은 가능한 한 항만 연계가 용이한 지점에 시설이
조성된 반면, 그 외 산업은 상당수가 항만과 연계가 되지 않는 내륙지역에 위
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 측면에서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장·기업소 및 주요 도매시장에서 소비
지까지는 도로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공장·기업소 및 도매시장으로의 공급시
에는 자원·자재의 철도운송 비중이 높은 반면 식료품과 수입·국산 소비재의 도
로운송 비중이 높고 알곡류는 도로와 철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 간 운송에 있어서는 신의주-사리원 구간에서 도로의 이용이 활발한 반면
평양-청진·라선/혜산으로 이어지는 동서·동부축 및 순천-강계, 사리원-해주·
개성 등의 구간에서 철도의 역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량 운행이 어려운
산악지형 및 차량통제가 심한 전방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이 큰 것으
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품목의 수송에 있어서는 해산물 및 광산물
의 해운수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장에서는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고려사항을 검토
하고,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특성에 따라 교통수단 및 물류시설의 배치 및 발전전
략을 수립하였다. 교통수단의 경우 신의주-개성·해주로 이어지는 서부축은 철
도·도로의 병행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평양-원산-청진·라진/혜산으로 이어지
는 동서·동부축과 내륙산간지대인 강계권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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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또한 물류시설은 평성·함흥·청진 3개 지역에 국가급 도매시장을
집중 육성하여 각각 반경 200㎞ 이내 권역을 담당하는 한편, 기능에 따라 수출
입물류단지(신의주권), 농산물물류단지(개성·해주권), 공산품물류단지(순천
권), 북부내륙물류단지(강계권)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물류망을 형성하는 방안
을 구상하였다. 또한 그중에서도 보다 핵심 권역으로 기대되는 서부권의 평양·
남포·사리원권과 동북권의 원산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통물류체계 구축방
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조
달 방안, 남북 간 합의서의 채택, 남북협의체 등 남북 교통협력 거버넌스 구축,
대한민국 내 법제도 개선 및 보완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 활용방안
1. 정책적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상화를 위한 북한 교통물류체계 실태를 개략적으
로 파악하고 향후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의 10대
권역을 선정하고 각 경제거점별 특성에 따라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물류기지
등에 대한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다. 북한 물류에 대한 현황정보 파악의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북
한 권역별 교통물류특성에 따른 대안 제시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이용한 정책적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남북 교통물류 관련 협상 시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의 북한의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 대안 제시로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반응 기대 등 협상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에
서는 남북 연결, 한반도와 대륙과의 연결 차원에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목적을
두었던 부분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호응을 얻기 힘든 반면 본 연
구 결과는 북한 경제 자체 회생에 주안점을 둠에 따라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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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을 총 10대 권역(경제거점)으로 구분하여 각 거점별 특성
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신경
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권역별 특성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9.19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남북서해공동경제특구, 남북동해공동관광특구
실행을 위해 적합한 범위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교통물류 및
경제 정책 등을 고려한 교통물류사업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동북아 지역의 교통
물류협력 및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
해 북한 교통인프라 및 경제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향후
동북아 교통협력회의 등에서의 아젠다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 학술적 활용방안
본 연구의 학술적 측면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북한 권역별 특성 자료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산업 및 지역경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 지자체
협력 및 북한 특정지구 연구에 필요한 현상 진단과 향후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북한주민 및 북한 방문자 설문조사 및 기초 자료
는 향후 북한 물류산업을 포함한 인프라, 북한 균형발전방안을 연구하는데 중
요한 기초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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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직후 남북 및 동북아 평화 분위기와 2019년 2.28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결렬 이후 남북 및 북미관계 경색 등 급변하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정세 속에 향후 남북 및 동북아의 미래는 쉽게 예단하기 힘든 상황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부터 시작된 COVID-19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
기를 발생시켰고, 폐쇄국가인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경제제재와 함께 설
상가상의 상황으로 북한 경제는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북한 경제 붕괴 또는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 정상화를 위해 교통물류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구축 방향에 분석 연구하였다. 그러나 북한 자료수집의 한계,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산업인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북한 물류와 관련하여 수집된
기초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작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추가조사, 북한 현지 조사, 국제 통계 활용 등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과제를 추진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한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물류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 획득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북한의
경우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존재하는데 국제가 인정하는 공식경제의 경우
에도 신뢰할 만한 기초통계를 수집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의 의견에 의하면 북한의 매우 폐쇄적인 사회체제로 인해 대다수
의 실무자 및 관련자는 이러한 물류 통계를 알 수 없으며 만약 있다 하더라도
매우 극소수의 관리자만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 통계가 각 분야별
로 쪼개져 있고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부족한 북한 현황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에서도 북한 전역에 대한 자료 파악은 쉽지 않은

226

실정이다. 북한의 경우 철저한 폐쇄적인 사회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살았던 지역에 대한 정보 외에 타 지역 정보를 알기 쉽지 않고 특히 전국 단위
의 지역 간 이동을 나타내는 물류 흐름을 파악하고 검증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셋째,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을 위해 북한 현지 또는 북중 접경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전문가 및 북한 방문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하나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COVID-19로 인해 국외조사가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국외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
한 북한 주민 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나 그 역시 COVID-19로 인해 소수의 조사
에 그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넷째, 북한의 경제가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 경제는 매우 악화
또는 붕괴되는 상황에서 물량 부족 및 교통수단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북한
물류체계 파악에 한계를 나타냈다. 과거 1990년 이전의 경우 철도 중심의 안
정적인 국가물류체계가 작동하였으나 현재는 평양 주변을 제외하고 지방 대부
분 지역의 물류체계가 붕괴되면서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물류체계도 급변
하고 있는 등 대표성을 가지고 일반화 할 수 있는 북한 물류체계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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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Jongwon SEO et al.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shown some signs of recovery due to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in the 2000s after suffering from massive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1990s. However, the North is showing signs of stagnation again
due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e late 2010s, the gap between the
market and government policies, and the COVID-19 crisis in 2020.
Since 2018, inter-Korean summits and U.S.-North Korea summits
have been held, but diplomatic channel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een cut off since 2019. Nevertheless,
South Korea's national strategy is to build a bridge nation connecting
the continent to the ocean, which requires a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network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realistic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North Korea,
especially a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that can support it.
This study recentl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trends, and national
economic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proposed ways
to establish a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o this end, economic status of major countries
in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literature research on economic
policies, survey of North Korean visitors through cooper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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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foreign exper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domestic exper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nducted.
Chapter 2 recentl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economy and transportation logistics, economic development conditions
of North Korea, transportation logistics status and policies of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s of major transition countries. This led to the need to
establish a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in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Chapter 3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s between major economic zones and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To this end, the government established areas for major
economic hubs in North Korea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s in each region, and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linked to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s between
economic hubs.
Chapter 4 analyzed transportation logistics between major strategic
industrial facilities and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survey targets six industrial sectors (steel, non-ferrous
metals, electricity, organic chemistry, cement, and textile) and analyzed
transportation logistics networks between suppliers and major economic
hubs.
Chapter 5 identified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for normalizing the North Korean economy. To this
end, we first reviewed the direction and considerations of the North
Korean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established a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strategy to norm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finally presented tasks to promote the North Korean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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