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 R542 | 2007. 12.

남북한 농업개발 력 추진 방안 
연구

권 태 진
김  훈
지 인 배

선임연구 원

연 구 원

문 연 구 원



연구 담당

권 태 진

김  훈

지 인 배

선임연구 원

연 구 원

문 연 구 원

제1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집필

제2장 집필

자료 수집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

에서는 ‘남북 계 발 과 평화번 을 한 선언’을 채택하고 농업을 포함

한 경제 력, 사회간 자본투자, 특구개발 등 정부 차원의 력을 추진하

기로 합의하 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 을 증진하기 

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며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력도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상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해 인도  긴 지원을 개시한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도 지 까지 북 인도  지원을 지속 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여 히 심각한 상황이

다. 지 까지 추진했던 방식으로는 북한 경제의 회복이 힘들며 북한이 자

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 이다. 그 다면 북 지원 방식

을 바꾸어야만 북한이 경제 회복을 한 돌 구를 열지 않겠는가? 국제사

회는 이러한 질문에 해 그 다고 답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

다. 아직은 북한이 원하는 개발 력을 실행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고 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지만 남북한은 다른 나라 사이와는 다른 

특수한 계이며 남북한 사이의 력이 국제사회의 북 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 망을 밝게 하고 있

다. 북한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합의한 로 2007년 말까지 일

부 핵 제조시설의 불능화 조치와 핵 로그램의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국제

사회의 북 경제지원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개발 력 추진 방안을 미리 비하는 것은 그 나름 로 의미가 있

을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서는 갖추어야 할 이 많다. 

개발 력을 한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제도, 추진기구, 추진방식, 재원조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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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력분야에 이르기까지 비해야 할 이 많다. 이러한 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농업분야 개발 력을 심으로 개발 력을 한 방

향과 추진 략을 제시하 다.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개발 력에 한 

구체 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와 부문, 부문과 부문 사이

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은 앞으로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향후 추진하게 될 남북한 농업분야 력을 효과

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이 연구 수행에 도움을  정

책당국자와 자문을 주신 련 분야 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7. 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이 연구는 남북한 사이에 농업개발 력을 추진하기 한 략을 제시하

는 데 목 을 둔다. 이를 해서는 사 에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의 긴  인도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환코자 한다면 력의 목표와 원칙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발 력에 합한 사업은 어떤 것이며,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하며, 어떤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해서도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력사업을 추진키 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요하지만 국민들 사

이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요하다. 개발 력은 주인의식과 트 십

이 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제공하는 측과 지원을 받는 측 모두가 개발

력의 주체가 되어 농업개발의 목표와 수단, 추진 차에 이르기까지 사

에 치 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농업개발

을 해서 남북한이 함께 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세세한 문제에 

해 심도 있게 검토하 다.

  우리는 선진 외국의 개발 력 경험으로부터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가지

고 자신의 개발계획을 치 하게 비해야 하며 원조국과의 트 십을 통

해 상호 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수원국이 개발 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 다면 

먼  개발 력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 다음 본격 인 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분야의 개발 력을 실행하기 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자체 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재원

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재원으로서는 국제 융기구로

부터의 차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북한은 아직 이들 기구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장 활용할 수는 없다. 안으로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일인데 실 으로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일본으로부터

는 일 청구권 자 을 확보하고 한국과는 재 추진하고 있는 력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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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킴으로써 농업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국제사회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구체화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농업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직  만나 의를 하는 일이지

만  단계에서는 실 되기 어렵다. 그 안으로 지 까지 북한이 국제사

회와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평가하고 북한의 농정을 분석하며 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 으로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사업 에서 재원의 제약을 감안하여 우선 으

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나 에 추진해도 좋을 사업을 구분하여 단계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 력을 해 요한 것은 필요한 제도를 갖추는 일이다. 북한과의 

개발 력을 해서는 우선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련 법률을 제

정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 2005년 12월 29

일 공포된 ‘남북 계발 에 한 법률’은 농업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 

갖추어야 할 기본 인 법률이지만 개발 력에 필요한 세세한 내용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발 력을 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재 논의되고 있는 ‘ 북인도 지원법’을 수정하여 인도  지원과 개발 력

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포 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안이 될 수 있다.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한 기구를 정비하는 일도 시 하다. 지 까지 북 

지원에 한 모든 업무는 통일부가 주 해왔으나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인 력사업이 추진할 경우 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차 남

북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로 ‘남북경제 력공동 원회’에 ‘농수산

력분과 원회’를 설치하여 농업 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하다. 그

래야만 체 경제 력의 틀 속에서 농업분야 력이 일 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부처 간의 유기 인 조도 기 할 수 있다. 재의 남북 력기

만으로써 개발 력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

에 련 부처인 농림부의 산을 함께 활용한다면 산제약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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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의 개발 력을 추진한다고 해서 기존의 인도  지원을 완 히 

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발 력에 좀 더 을 두되 인도  지원과 개

발 력을 병행하여 북한의 식량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인도  지원과 개발 력을 연계함으로써 좀 더 효과 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력의 성과가 확 될 수 있다. 농업개발 력을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 역할을 분담

하고 그들과의 유기 인 력을 통해 좀 더 효과 으로 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력 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ABSTRACT

A Study o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is study aims to suggest strategies for carrying out the agricultural devel-
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do so, we need 
to identify the prerequisites and lay down detailed measures in advanc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different pur-
poses and principles. Therefore, we need to reestablis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cooperation to transform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de-
velopment cooperation. Also, we have to decide the type of programs, 
means of execution, and kind of institutional support that are needed to 
maximize the cooperation outcome. Another important element to consider 
is to secure funds and make a consensus among ourselves. Ownership and 
partnership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are main entities for cooperation. Accordingly, this re-
port reviewed necessary issues to execute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
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are 
that the recipient country should precisely prepare a development plan with 
a sense of ownership and that results will be obtained only when mutual 
cooperation is formed through the partnership with the donor country. If 
the recipient country has not yet formed a foundation on which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carried out, the co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after 
the recipient country is prepared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to execute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field. However, North Korea has a limit in supplying the 
financial resources by itself; therefore it should concentrate on securing fi-
nancial resources from outside the country. One way to secure financial re-
sources is to borrow money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and this would be the most desirable way. However, North Korea has not 
even joined the IFIs yet and, as a result, it cannot secure funds for immedi-



vii

ate use. As an alternative, North Korea can obtain financial resources from 
South Korea or Japan, and actually this has the highest possibility. The fi-
nancial resources needed for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an be obtained 
by North Korea's securing of monetary compensation from Japan and by 
deepening the current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lso, obtaining finan-
cial resources in the form of a consortium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be expected; howeve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will be needed before 
it can be realized. 

Understanding the needs of North Korea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North. The best way is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directly meet and discuss. For an advanced 
preparation, the operations North Korea carried out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be evaluated and North Korea's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hould be analyzed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interviews with the concerned people. The position of South 
Korea can be adjusted. Considering the financial restraint among several 
possible operations, the preferential operations and operations that should 
be carried out at a later date should be classified and carried out in stages. 

The important thing in development cooperation is to be equipped 
with necessary systems.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irst of all,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is needed. This can be casually 
discussed whil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r consolidating related laws. 
The law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was announced on December 29, 2005, should be a basic law ready 
to carry out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however, it is not yet 
actualized and it is concluded to have a limit in including the details needed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fore, establishing a broader law may 
be an alternative. This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separate law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r by revising the 'Law on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so that it 
contains th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forming the systems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is also 
urgent. Up to this point, all the work regarding the assistance toward North 
Korea wa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From now 
on, however, professionalism should be strengthened when a specific 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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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tion project is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On this matter, participation 
of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offices is needed, and when this hap-
pens, the relationship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s outlined in the agreement made during the second 
round of the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two Koreas, the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c Association Committee' is expected to be estab-
lished; therefore, the current 'North and South Agricultural Cooperation 
Committee' should be retitled as 'Agriculture and Fisheries Subdivision 
Committee,' a sub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Economic Association 
Committee,' and maintain the function as it is. Only by doing so can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maintain consistency in the general frame of eco-
nomic cooperation. Also, a systematic relationship of assistance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can be anticipated. In the financial side, there is a limit to securing 
a sufficient amount of fund needed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nly 
with the current North and South cooperation fund; therefore, utilizing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hich is a related minis-
try, will resolve the budget limitation. 

The existing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not be interrupted just 
because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side by side 
for some time, while placing more emphasis 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nly when th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
eration are carried out side by side can North Korea's food problem be 
lessened. By pursuing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de-
velopment cooperation, the assistance towards North Korea can be more ef-
fective with increased benefits.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can-
not be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independently. Roles should be as-
signed to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through 
systematic cooperation among them, the cooperation can be carried out 
more effectively. Maintain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
tional society is very important as well.

Researchers: Kwon, Tae-Jin; Kim, Young-Hoon and Ji, In-Bae
E-mail address: kwont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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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북한은 2005년 말 국제사회에 해 인도  긴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방향을 환해주도록 요청하 으며 우리나라에 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한 바 있다.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유엔기구뿐만 아니라 민

간단체(NGOs)에 해서도 인도  긴 지원을 단하고 개발지원으로 

환해  것을 요청하 다. 이 결과 평양에 상주하던 부분의 국제민간단

체는 철수를 하 으며 세계식량계획 등 주요 유엔기구는 인도  지원사업

을 폭 축소하고 부분 으로는 개발 력으로 환하 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농업개발 력을 추진하기 하여 2005년 8월 개성에

서 남북한 제1차 농업개발 력 원회를 개최하고 2006년부터 동농장 

력사업, 농업기술  인력교류 력사업, 종자 생산  처리 부문 력사

업, 산림자원보호 력사업 등을 추진키로 합의하 다. 그러나 합의된 내

용은 더 이상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에야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등 실행을 한 비에 박차를 가차고 있다. 합

의된 력사업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남북한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데 원인이 있다고 단된다. 정부 차원에서

는 농업개발 력을 제 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단체는 

이미 개발 력을 시작하 으며 사업내용도 차 다변화되는 추세이다.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북

한 핵 문제 해결을 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회담 참가국들이 이에 합의하

다. 향후 북한 핵 문제는 ‘행동  행동(Action for Action)'의 원칙에 따

라 기 단계에서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5개국은 이에 

상응하는 에 지와 식량, 경제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방코

델타아시아은행(BDA) 동결 자  해제 문제가 기술 으로 난항을 겪다가 

2007년 6월 순 모든 자 이 북한에 송 되고 난 후에야 북한은 국제원

자력기구(IAEA) 실사단의 방북을 허용하게 된다.

  그 후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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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회의에서는 평화 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한 제2단계 조치가 합의되었다. 북

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2‧13합의에 따라 자국의 모든 핵 로그램을 

완 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합의하 다. 북한은 한 핵 물질, 기술 

는 노하우를 이 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 다. 이에 한 반 부

로 북한과 미국은 양자 계를 개선하고 면  외교 계로 나아간다는 공

약을 지키기로 하 다.

  이제 2‧13합의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은 이미 달된 10만 톤의 유를 

포함하여 북한에 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 지, 인도  지원을 제공

하게 된다. 향후 이러한 합의가 실 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한 경제지

원을 가속화할 것으로 망된다. 농업 부문은 북한 경제회복의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지원과 개발지원의 조화, 개발지원의 

추진 방안을 미리 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는 외부의 힘에 의한 체제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체제 내부의 동력에 의한 체제 환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

하는 북 정책 방향이다. 북한이 내부의 동력에 의한 체제 환에 성공하

기 해서는 재의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단순

한 인도  긴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한 

개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

에서는 ‘남북 계 발 과 평화번 을 한 선언’을 채택하고 농업을 포함

한 경제 력, 사회간 자본투자, 특구개발 등 정부차원의 개발 력을 추진

하기로 합의하 다. 그러나 개발 력을 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

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 개발 력 사업에 한 유엔의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개발 력이 신뢰를 얻기 해서는 사업추진 방식과 차의 

정성, 재원 집행의 투명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과의 개발 력을 한 구체 인 추진 략과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해놓고 있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에서도 개발 력을 한 목표, 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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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추진 방법, 차, 재원 조달 등 추진 략이 제 로 수립되지 못한 상

황이다. 농업 분야에서 긴 지원이 개발원조로 환되기 해서는 지 까

지 추진된 인도  지원의 성과와 문제 에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 력으로 환하기 해서는 북한이 갖추어야 할 일반 인 조건에 

해서도 검토하여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단해야 한다. 인도  지원을 개

발 력으로 환할 경우 어떤 목표와 략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효과

가 극 화될 것인지에 해 심층 인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 목

  이 연구는 남북한 농업 력을 기존의 인도  지원 주에서 개발 지원

과 병행하는 정책으로 환할 것에 비하여 농업 분야 개발 지원의 목표, 

추진 방향, 력 분야, 력방법, 효과 인 추진을 한 략을 수립하는 

데 목 이 있다. 북한의 바람직한 농업 분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농업개발을 추진할 때 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함께 력할 수 있는 방안과 추진 략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연

구의 의도다.  

국내외 연구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 개발협력 일반 연구

  개발 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용시킬 것인가에 해서는 국내외 으

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 에 따라, 그리고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

라 개발 력의 의미와 력의 목표가 다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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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국의 경우 9‧11사건이 발생한 이후 안보를 개발 력의 요한 목

표로 설정하고 외원조 정책을 면 으로 수정하 다. 우리나라도 개발

도상국에 한 공 개발원조(ODA) 경험을 많이 축 하 다. 하지만 막상 

북한과의 개발 력을 추진코자 할 때 외국과 동일한 목표와 방식을 용해

서는 곤란하다고 지 하는 문가가 많다. 흔히 남북한 계는 외국과는 

다른 특수한 계라고 한다. 그 다고 할지라도 개발 력의 보편 인 원칙

을 북한에 용하는 가운데 약간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 이다.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외국의 개발 력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많다. 모로

우(Morrow, 2005)는 체제 환국에 한 국제사회의 지원 경험을 토 로 

한 국가에 한 개발원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 다. 박재

(2005)은 유엔의 개도국에 한 개발 력 동향과 근방법을 소개하 다. 

개발 력에 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엔의 사례를 통해 북 

농업 개발 력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을 참고할 수 있다. 이석기

(2005)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바람직한 경제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력과는 차이가 있으나 북한의 경제개발 방향

과 농업 력을 연계시킴으로써 력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에서 시사

을 다. 김채형(2000)은 유럽연합의 부문별 개발 력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개발 력 정책의 법  근거, 개발 력 리체계, 지역별 

로그램의 특성, 부문별 개발 력 정책 등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 다. 

1998년 2월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과 력 계를 맺고 있는 개도국

에 한 원조조정에 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수원국이 자

국의 개발 략과 개발 로그램에 해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수원국 스

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개발

원조 정책은 북한과의 농업개발 력을 추진할 때 큰 시사 을  것으로 

단된다. 조재호(2006)는 농업분야의 국제 력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과 추진 략을 제시하 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상으로 신 하게 선

별하여 장기간 집  지원하는 것이 효과 이며 국제기구나 지역 력체와 

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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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력을 한 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연구도 다수 있

다. 김통원(2005)은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한 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고

해야 할 일반 사항과 평가 방법을 제시하 다. 윤 규 등(2006)은 개발

력에 한 이론과 실제 용사례를 소개하고 북한 개발 력의 방향과 략

을 제시하 다. 개발 력을 해 고려해야 할 포 인 내용을 담고 있다

는 에서 농업분야의 개발 력에도 용이 가능할 것이다.  

  젤 거(Zellweger, 2005)는 개발 력에 한 일반 원칙을 북한에 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 다. 특히 인도  지원과 개발 력의 차이

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함으로써 개발 력의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하

다. 국제민간단체의 북 지원 경험을 토 로 실 인 북 개발 력 

략을 제시하 다는 에서 본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다.

■ 북한의 농업개발과 협력 관련 연구

  북한을 상으로 한 농업분야의 개발 력에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다. 그나마 부분의 연구가 개발 력의 수요를 악하는 데 심을 두고 

있다. 김운근 외(2000)는 북한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농업  농 개발 

략과 남북한 개발 력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북한 농업의 회복을 

한 개발 상 분야를 찾는 데 주력하 으며 개발 력을 한 체계 인 

략에 해서는 근하지 않았다.

  권태진 외(2004)는 북한의 농업 부문 개발을 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남북한 력방향을 제시하기 하여 국, 베트남, 동서독의 농업 부문 

력 사례를 소개하 다. 이 연구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으나 북한의 농업 부

문 개발수요와 외국의 사례는 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권태진(2005)은 농

업 분야를 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 동향과 성과, 문제 을 분

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 다. 북한에 한 농업 분야의 국제사회 지

원 동향을 악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순 외(2005)는 농업 

분야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북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10년간 이루어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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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실제 북 농업지원을 추진한 민간단

체의 사업내용과 경험은 향후 개발 력을 추진할 때도 참고가 될 것이다.

  시범사업이나 특정 지역을 통한 농업개발 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도 다수 있다. 김 훈 외(2003)는 북한 특구 심의 농업개발 방향을 제시

하고 남북한 력과제를 도출하 다. 특정 지역을 상으로 한 농업 력 

방안으로서 강정일 외(2004)는 강산 지구와 연계한 농업 력 방안을 

제시하 다. 지역단 의 북 농업 력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 손

용만 외(2004)는 북한의 동농장과 개발 력을 추진할 때 먼  시범사업

을 추진하여 성과를 확인한 다음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을 지 한

다. 시범사업을 통한 개발 력을 추진할 때 참여주체의 역할분담, 력사

업 가능분야 등을 제시하고 특정 동농장을 상으로 구체 인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 다. 

  한편 권태진 외(2003)는 유엔기구의 북 농업개발사업 추진 방식을 분

석하 다. 농업개발 력에 많은 경험을 가진 국제기구의 추진체계는 우리

나라가 북 개발 력 사업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개발협력 관련 사례 연구

  북한에 한 개발 력은 같은 민족 사이의 력이라는 에서 일반 인 

국제 력과 구별된다. 력 상이 다르기 때문에 력의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력의 원칙이나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의 외 개발 력 경험은 북한과의 개발 력을 추진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국제 력단(KOICA)은 외교통상부를 신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과

의 력사업을 직  담당하는 기 으로서 국제간 력 경험이 많다. 이

주(2005)는 “한국의 국제원조 경험과 북 개발 지원”이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원조 경험을 소개하고 북 개발 지원에 한 시사 을 도

출하 다. 농업개발 력만을 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농업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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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근방법과 가용 재원을 도출하는 데 참고

가 된다. 이해균(2006)은 “무상지원 농업 력사업의 평가와 과제”에서 국

제 력단의 농업 분야 외 무상원조 경험을 소개하고 평가를 시도하 다. 

북 농업개발 력을 추진할 때 정부의 효과 인 무상원조 방안을 도출하

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정기환 등(2005)은 「농업 분야 력사업 평가」

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해외 력사업을 평가하고 사업

목 에 합한 다양한 평가지표를 제시하 다. 농업분야에 한 다양한 경

험을 바탕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북 농업개발 력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외 력의 한 축이 공 개발원조(ODA)라면 다른 한 축은 차  형태의 

력이다. 유병서(2006)는 “EDCF 농업 력사업의 평가와 과제”에서 외

경제 력기 (EDCF)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외 개발원조 경험

을 소개하고 평가하 다. 향후 우리나라가 외경제 력기 을 활용하여 

북한 농업개발을 한 력 사업을 추진할 때 자 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권태진 등(2006)은 ｢ 북 

잠사 력 추진 방안 연구｣에서 북 농업 분야 력의 한 사례로써 잠사 

분야 력 방안을 제시하 다. 이는 특정 품목을 심으로 북한과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한 종합 인 근방법을 택하 다는 에서 새로운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안 홍(2005)은 “국제 융기구의 개발 력 사례 연구”에서 베트남에 

한 국제 융기구의 개발 력 사례를 분석하 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

를 유지한 채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농업분

야의 개 은 성공 이라고 평가를 받는 국가이다. 최근 북한의 고 리들

이 베트남 방문과 연수 등을 통해 베트남의 경험을 수받고 있는 은 향

후 북한이 베트남의 개발 모델을 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에

서 북 개발원조 시 요한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개발

에 필요한 재원을 성공 으로 조달한 국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 개발 력을 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때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슬린 막스(Sleen Max, 2005)는 “Implications of East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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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for North Korean Development”에서 동유럽 체제 환국가의 

경험으로부터 북한의 개발을 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으로는 경제 력개발기구(OECD)를 심으로 개도국에 한 개발

원조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에서도 가장 활발한 개발원조를 추

진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 을  것으로 단된다. 미

즈노(Mizuno, 2005)는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에서 일본의 해외 원조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에 한 

농업분야의 력을 10여년 이상 추진해오고 있으나 북 개발 력에 한 

체계 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농업 분야에서도 북 개발 력에 

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체계 인 근은 부족하다. 

다만 일부 북 민간단체를 심으로 개발 력의 필요성, 원칙, 분야 등에 

해 단편 인 담론 수 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개발 력에 한 논의보다는 지 까지의 북 인도  

지원이 갖는 한계 을 지 하고 개발 력으로의 환이 필요하다는 정도

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 까지 추진된 농업 분야의 개발 력 논의는 

북한의 농업개발과 력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 을 뿐 어떤 

략으로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효과 인지 제시하지는 못하 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의 개발 력에 해 좀 더 체계 인 논의를 시

도하여 향후 북 개발 력을 추진할 때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

의 보고서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해 먼  지 까지의 농업 분야 북 

인도  지원의 성과와 한계에 한 평가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유용한 정

책 자료로 활용하기 해서는 농업 분야 개발 력의 필요성, 원칙, 추진 

차, 추진 분야, 기  효과, 추진 략 등 개발 력 추진에 필요한 제반 구

성 요소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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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과 범

■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우선 북한의 농업 상황을 악하고 문제 을 도출하는 작업에

서 출발한다. 국제기구, 정부, 민간단체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개발 력 경험

과 우리나라의 외국에 한 개발 력 경험을 통해 북한과의 농업개발 력

을 한 시사 을 도출하고 이를 남북한 농업개발 력에 용한다. 산업개

발은 응당 해당 국가가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힘만으

로 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국제사회는 개발 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개발, 나아가 경제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력의 목표는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상  국가와의 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

리나라와 북한과의 농업개발 력도 외는 아니다. 개발 력을 해서는 

사 에 비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에서도 력의 목표와 방향을 먼  

그림 1.  연구의 구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경험
- 유엔, 외국, 민간단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경험
- 정부, 민간단체

북한 농업의 실태와 과제
북한의 농업개발 방향

대북 개발협력의 목표와
기본방향

대북 개발협력 분야와 추진방안
- 농업개발 수요 분석
- 협력 가능분야와 우선순위
- 개발협력 추진 방안 대북 개발협력의 한계와

정책방향
- 북한의 조건
- 재원조달과 국제사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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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력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는 구체 인 

력 분야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한 략을 수립해야 한다. 력을 추

진하기 한 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력의 우선순 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력을 한 국민  합의도 도출하고  력 상

방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다<그림 1>. 

■ 주요 연구 내용

○ 북한농업의 실태와 남북한 력과제

  - 북한의 농업  농정 동향

  - 북 농업지원, 농산물 교역, 경  추진 실태  

  - 북한 농업의 과제와 농업 문제 해결 방향

○ 개발 력의 이론  고찰

  - 개발 력의 개념

  - 개발 력의 목표와 기본 방향

  - 개발 력의 추진 방법과 차

○ 국제사회의 농업개발 력 경험과 시사

  - 주요 국제기구의 개발 력 경험

  - 주요 국가의 개발 력 경험

  - 주요 국제 민간단체의 개발 력 경험

  - 우리나라 주요 민간단체의 개발 력 경험

○ 북 농업개발 력 분야와 추진방안 

  - 북한의 농업개발 력 수요 분석

   ․유엔  주요국의 북 농업 력사업

   ․민간단체의 북 농업 력사업



서  론 13

   ․제1차 남북농업 력 원회의 합의 내용과 후속조치

  - 개발 력을 한 선결과제

   ․북핵 문제 등 국제사회의 주요 심 사항 

   ․남북한 합의와 북한의 개발 력 수용 능력

   ․재원 확보

  - 북 농업개발 력 가능 분야와 우선순

  - 개발 력의 추진 방안

   ․추진주체

   ․추진 차와 방법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 북 농업개발 력 체계 구축

  - 개발 력 추진을 한 체계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합의과정과 조정 차

   ․ 련 주체별 역할분담과 력

   ․제도(법, 추진체계, 추진 차) 구축  개선 방안

  - 개발 력 재원 조달 방안

   ․소요재원 추정

   ․재원 조달 사례

   ․북한의 자  조달 능력과 다양한 재원 조달 방법

  - 인도  지원과 개발 력의 연계 

연구 방법

○ 북한 농업 상황  개발수요를 악하기 한 북한 지 조사

  - 2007. 5. 25～5. 31 북한 지 방문(평양, 함흥, 정주, 배천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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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7. 30~8. 3 북한 지 방문(평양, 홍단)

  - 2007. 10. 15~16 북 식량차  분배 확인 방문(북강원도 고성)

  - 2007. 11. 22~24 북한 고성군 지역 농업 력사업장 방문

○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북 농업 분야 력사업의 추진방식 분석

  - 굿네이버스의 인도  지원과 개발 지원 연계 사업

  - 월드비 의 농업기술 력사업

  -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개발 력사업 

○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의 북 지원 근 방식 분석

  -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농업개발기 (IFAD) 등 국제기구

  - cfc, PMU Interlife, AFSC 등 국제민간단체

○ 외국의 개발 력 경험과 시사  도출

  - 유럽연합, 스웨덴, 미국 등 외국 사례 분석

  -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교훈과 시사

○ 분야별 문가 그룹의 자문

  -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북한개발 력연구포럼”, “북한경제 문가100

인포럼”, “통일농수산포럼”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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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의 실태

■ 농업 개황

  농업은 경제 으로나 사회 으로 북한의 가장 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2006년 기 으로 농림어업부문은 체 국내총생산(GDP)의 23.3%를 차지

한다.1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상

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한 동력으로서 그 

역할이 기 된다. 특히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의 북

한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을 통한 성장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

인 수단의 하나라고 단된다.

  농가 인구는 체 인구의 36.8%를 차지한다. 비농업부문의 침체로 인해 

농업 이외 부문으로의 인구 이동 속도가 늦어 농업인구 비율이 거의 제자

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은 사회의 안정과 고용 창

출 면에서 매우 요하다.

  식량부족 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식량자 을 농정의 요한 목표

로 설정하고 농업부문에 자원을 집 하고 있으나 여 히 식량부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 상은 10년이 넘게 지속되

고 있다<표 1>. 2000년  들어 식량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식량부족 상을 근본 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을 제외하고는 국

제사회의 식량 지원도 차츰 어들고 있어 식량부족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식량을 더 생산하기 해 농업부문의 가용 자원을 

식량생산부문에 우선 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생산

 1 농림어업이 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2004년 26.7%, 2005년 25.0%, 

2006년 23.3%로 조 씩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기상여건의 악화로 인해 곡물 생

산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2007년에도 규모 수해로 인해 비 이 더욱 축소

될 것으로 상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감수 요인을 제거할 경우 여 히 25% 

이상의 비 을 유지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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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잠재 생산능력보다 낮은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생산재원이 

식량생산부문에 집 되고 있어 타 작물이나 축산부문을 더욱 축시킨다.

표 1.  북한의 식량수  황
단 : 천 톤

구 분 1995/96 1997/98 1999/00 2001/02 2003/04 2005/06

공 량

  국내생산량

  도입량

  합  계(A)

4,077

1,050

5,127

2,663

1,189

3,852

3,420

1,225

4,645

3,656

1,405

5,061

4,156

981

5,137

4,480

189

4,669

최소소요량(B) 5,988 4,614 4,751 4,957 5,100 5,150

부족량(B-A) 861 762 106 -104 -37 481

주: 1. 국내생산량: 2003/04년까지는 세계식량계획, 이후는 농 진흥청 발표자료

2. 최소소요량: 식용은 1인 1일 1,600kCal 기 (연간 167kg), 기타 소요량은 종자, 사

료, 감모(15%) 등 포함

3. 도입량 가운데 가루, 두류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상업  수입, 지원, 차 을 모두 

합한 것임.

자료: FAO/WFP(각 연도), Kotra(2007), 통계청(2006)

  식량부족 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제한된 농경지 면 , 투입요소의 

부족, 반복 인 기상재해, 농업기술의 , 농업 리방식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에서도 가장 큰 요

인은 농자재 공  부족이다. 오랜 동안의 경제침체로 인해 비료, 농약, 농

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농업생산요소  기자재의 생산

과 공 이 으로 부족해졌다. 기계동력도 부족하다. 1990년  들어 

농기계와 부품 생산 공장의 가동이 격히 낮아지고 신규 농기계 공 은 

부분 단되었다. 농장에서는 에 지 공  부족으로 작동 가능한 트랙터

나 기계장비의 가동도 여야만 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1998

년)에 의하면 농업 장에서 운행 가능한 농기계동력은 보유량의 20% 수

에 머물고 있다. 기계동력 부족은 기 농작업에 지장을 래한다. 특히 이

모작 확  이후 수확-수송- 장- 종-이앙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농번

기의 농업동력 부족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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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의 화학비료 수

단 : 성분량 천 톤

구 분 1997 1998 2003 2004

 소요량 580 580 580 580

 공 량

 그   국제사회 지원량

       북한국내 생산량

       상업  수입량

193

n.a

n.a

n.a

124(100)

77(62.1)

47(37.9)

n.a

244(100)

175(71.7)

 32(13.1)

 37(15.2)

230(100)

166(72.2)

 56(24.3)

  8( 3.5)

 부족량 387 456 336 350

자료: UNDP, 1998 (97, 98년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2004 (2003, 04년 자료).

  농업생산기반도 취약하다. 농업부문은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년 여름에도 두 차례의 호우피해를 입었으나 북한

은 자연재해에 한 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농업생산을 떨

어뜨릴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을 괴함으로써 복구에 엄청난 자원이 소

요되고 복구가 지연될 경우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한다. 북한에서 가장 

요한 식량작물인 벼와 옥수수의 수리 개 실태를 보면 완 개 면 은 

45%에 불과하고 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 도 31%에 달한다

<표 3>.

표 3.  북한의 개농지 황

구  분
논(벼) 밭(옥수수)

면 (천㏊) 구성비(%) 면 (천㏊) 구성비(%)

완 개

부분 개

무 개

320

150

102

 56

 26

 18

155

115

226

 31

 23

 46

계 572 100 496 100

자료: FAO/WFP(2001).

  산림 황폐화도 심각하다. 경사도 8도 이상의 산지  18%인 160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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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탈밭 등으로 개간되거나 황폐화된 상태이다<표 4>. 특히 인구 도

가 높은 지역의 산림황폐화 정도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  

경미한 기후 변동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해가 유발되는 요인으로 지

된다.

표 4.  북한의 산림황폐화 황

단 : 천 ha, (%)

체 산지
(8도 이상)

임목지
황폐산지

계 개간산지 무립목지 나지

9,165
(100.0)

7,534
(82.2)

1,632
(17.8)

972
(10.6)

533
(5.8)

126
(1.4)

자료: 권태진 외(2002). 

■ 농정 동향 

  식량난 이후 북한은 우선 농업생산을 증 시키기 해 다각도의 농정시

책을 개발하여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는 이모작과 감자재배 

확 를 심으로 한 작물 다양화, 우량종자 확보를 한 종자 명, 곡물 부

족에 따른 식가축 사육 장려, 토지 정리와 수로 개설 등 농업기반정비사

업 등이 있다<그림 2>.

  1998년부터 본격 추진된 작물 다양화 사업은 옥수수 재배를 크게 감축

시킨 신 감자 재배 면 을 4만 5천 ha에서 20만 ha 수 으로 증가시켰

다. 북한은 단 면 당 식량생산을 늘리기 해 이모작을 확 하 다. 이

와 함께 종자 명도 강조해 왔다. 옥수수는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맥류

는 조생 품종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감자를 상으로 우량종서 공 을 확 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

다. 곡물 부족을 체하기 해 염소, 토끼, 오리 등 식가축 사육을 장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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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식량난 이후 북한의 주요 농정시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기조
기술

주체농법, 알곡생산 농업은 주공 선

종자 명, 이모작, 식가축

농업 명방침(종자 명, 이모작, 감자 농사, 콩농사)

품목

감자농사

콩농사

 축산기지, 닭공장

양어 과수

농업
기반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 백마-철산

산림조성, 국토 리사업

비료,농약,기계

농업농 지원

자료: 김 훈 외(2006).

  1999년부터 북한은 주요 농업지 에 한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이 당  목표 로 완료되면 총 60만 헥터의 농경지가 정리된다. 한

편 북한은 개체계를 양수식에서 자연흐름식으로 환하는 개수로 건

설 공사도 추진해 왔다. 2002년에는 개천-태성호 물길(평안남도) 공사를 

완료했으며 2005년에는 백마-철산 물길(평안북도) 공사를 마쳤다. 지 은 

미루벌 물길(황해북도) 공사를 추진 에 있다.

  북한이 1990년  반 이후 새롭게 강조하며 추진하기 시작한 상기 농

정시책들은 과거와는 달리 실천  농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데 북한 내 가용자원을 우선 으로 

배분해 왔으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이에 북한은 농업생산부문에서 

동기유발을 한 제도를 시범 으로 도입하고, 1990년  후반부터는 외부

의 지원을 유치하는 등 개 ·개방 실험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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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농법의 문제 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지  특성에 합한 작

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비배 리를 과학 으로 행하는 주체농법의 기본

인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강도는 양잠, 량강도는 감

자, 함경북도는 약  등 특산물을 으로 재배한다. 서해안 평야지

는 벼, 북부 산간지 에는 육도, 두, 감자, , 수수 등의 재배를 확 하

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과학기술 신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 산을 타 부문

에 비해 상  크게 늘리는 추세이다. 북한식 농업기술 명의 기본 략

인 농업의 공업화, 화, 과학화를 추진하기 하여 농작업의 기계화, 

농방식의 과학화, 우량종자의 개발과 보 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  반 식량부족 상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동농장에서 ‘새로

운 분조 리제(1996년)’를 시범 으로 도입하여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 다<표 5>. 새로운 분조 리제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개  요소는 개

별 작업분조가 달성한 과생산분을 수매가가 아닌 물로 지 한다는 

에 있다. 곡물의 경우는 외이지만 타 작물에 해서는 과생산분을 시장

에 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장의  수익을 늘려 농장원에 한 

 분배가 증 될 수 있도록 하 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가 20배 

이상인 을 고려하면 이는 커다란 경제  인센티 라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새로운 분조 리제’를 부분 으로 도입한 이후, 이 제도가 국

으로 실시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농업생산도 2000년까지 정체 상태에 머

물 다. 이는 국의 생산책임제가 안휘성 변경의 1개 에 도입된 지 불과 

5년 만에 국의 농업생산이 비약 으로 증 되고 집단  농업경  해체

로까지 발 한 사례와는 구별된다.

 2 2002년 7‧1경제 리개선조치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가 크게 좁 졌으

나 그 후 국정가격은 커다란 변동이 없었던 반면 시장의 물가 상승은 지속되

어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는 확 되어 왔다. 물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의 kg당 배 가격은 46원인 데 비해 시장가격은 1,000원을 상회하고 있어 

20배 이상 격차가 있으며 외환의 경우에도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사이에 

20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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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북한 동농장 분조 리제의 비교(1966/1996)

구  분 분조 리제(1966～95) 새로운 분조 리제(1996)

분조 구성
․15～25명
․농장원의 능력, 요구, 연령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치

․10～15명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 구성

생산 계획
․해당 연도 국가 체의 생산목표에 
따라 분조에 생산목표를 할당

․최근 3년간의 평균 수확고와 그 이  
10년간 평균 수확고의 평균치로 설정

농산물처분 ․ 과생산분 국가에서 수매 ․ 과생산분 분조 자유처분

  2002년 7월 1일에는 경제 리개선조치(7·1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

의 주요 내용은 가격과 임 의 인상, 환율 실화,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경제계획  리의 분권화 등이다. 7·1조치  농업부문과 직  련된 

내용은 식량의 국정수매가격 폭 인상, 농장의 농산물 자체처분권 확 ,  

생산요소 시장 개설 등이다. 당시 이들 조치는 농업생산 동기를 유발하고 

확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되었다.

  실제로 7·1조치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이 증 되었다. 그러나 이 상이 

개  제도개선조치의 성과라고 단하기는 어렵다. ① 생산물 가격 인상

률이 농자재 가격 인상률을 뚜렷하게 상회하지 않았다는 , ② 기술 신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에 띄지 않는다는 , ③ 농산물 처분권의 농장 

이양 폭이 크게 확 되지 않았다는 , ④ 주요 농자재가 거래되는 생산요

소시장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등에서 농업생산 증 에 정  효과를 주

는 기제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5년 말 일시 으로 식량사

정이 호 되자 시장에서 곡물 매를 지하고 배 제를 강화한다고 밝  

7·1조치의 개 성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은 농업부문의 부족한 자본을 국제사회로부터 유치하기 해 1998

년 ｢농업복구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계획｣을 입안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도움을 받아 국제사

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AREP계획은 자연재해 피해 농경지의 복구, 식량 

생산 목표량에 맞춘 농자재 공 과 련기반 정비, 산림황폐지 복구, 농업

부문 리능력 향상 등 일련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획 수행과 

련된 국제사회의 지원은 유엔의 합동호소 로그램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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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당  필요로 했던 지원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단기

인 투입재 지원에 집 되어 본래 의도한 농업복구개발 지원과는 다소 동떨

어진 결과를 낳았다(권태진, 2003).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유치를 

염두에 두고 농업복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외에 공개하 으나 충

분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북 농업 력 동향과 과제

■ 대북 농업협력 동향

  1990년  반 북한이 연속 인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의 북 

지원이 시작되었다. 기에는 유엔을 심으로 긴  식량지원에 치 하

으나 1998년부터 농업복구와 환경보호를 한 지원이 추진되었다. 북 지

원에는 유엔의 다자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양자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한 농업지원은 

농자재, 농기계와 농기구, 축산 시설  장비, 염소 등 가축과 사료, 사료공

장 건설, 물고기 부화장 건설, 양묘장 건설과 조림, 농 생활환경 개선, 씨

감자 생산시설  장치, 농업기술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인도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  상

황을 개선하기 한 지원을 지속했으나 2005년부터 북한이 외부의 인도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북 지원은 감하 다. 외부의 지원으

로 북한의 인도  상황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 지만 국제사회가 북 지원

에 따른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민과의 이 잦아지면서 북한 당국은 개방

의 험으로 인해 체제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 인도  지원 거부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된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 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

자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 인도  지원을 공식 으로 요청하 다. 이 과

정에서 북한은 지원 기 의 모니터링 요청을 수용하 다. 이 같은 학습효

과는 향후 북한이 외부의 지원을 받기 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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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에 해 총 23억 2,431만 달러

의 인도  지원을 제공하 으며 이  90% 이상이 식량 지원이다. 북한은 

2005년 국제사회에 인도  지원의 단을 요청하고 개발지원으로 지원방

식을 환해  것을 요청하 으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개발지원을 받아들

일 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단하여 개발지원을 미루고 있다. 2007년 여

름 규모 홍수 피해를 겪게 되자 북한은 국제사회에 공식 으로 지원을 

요청하 으며 이에 따라 유엔을 심으로 북 긴  지원을 재개하 다. 

그러나 북 지원은 긴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

고 있으며 북한 농업을 회생시키기 한 지원은 아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  지원을 거부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인도  지원

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북한에 규모 비료

지원을 개시하여 매년 30만~35만 톤씩 지 까지 총 255만 톤의 비료를 제

공하 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1995년 15만 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

고 2000년에는 차  형태로 식량 50만 톤을 북한에 제공하는 등 지 까지 

총 260만 톤의 식량을 차  형식으로, 25만 톤은 무상지원 형태로 제공하

다. 이  은 265만 톤, 옥수수는 20만 톤이다<표 6>. 식량차 을 제외하

더라도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2007년 9월까지 19억 5,825만 달러를 북한

에 지원하 다. 농업부문의 지원은 42%를 차지한다. 식량차 을 제외한 우

리나라의 북 지원액  정부와 민간단체의 비 은 69:31이다.

표 6.  북 식량지원

연도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지원
실
(만톤)

국내산
 15

외국산  30

외국산옥수수 20

국내산
 40

국내산
 40

국내산
 10

외국산
 30

국내산
 40

외국산
 10

국내산
 10
(수해
복구)

국내산
 15

외국산
 25

(국내외)
265

옥수수
20

액
(억원)

1,854 1,057 1,510 1,510 1,359 1,787 400 1,649 11,126

지원
형태

무상 차 방식 차 차 차 차 무상 차

주: 민간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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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 농림수산물 교역

  남북한 사이의 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여 수출입이라는 말 신 반출

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남북한 교역이 개시된 이래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체 교역액  농림수산물 교역액 비 은 증가하여 

오다 2003년에 이르러 35%를 정 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26%로 낮아졌

다. 체 반입액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51%에 달하 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6년에는 27%로 낮아졌다. 반출 품목  농림수산물이 차

지하는 비 은 2002년 30%까지 상승하다가 2006년에는 26%로 낮아졌다.

  북한에서 반입되는 농림수산물의 70% 이상은 수산물이다. 농산물 에

는 고사리, 표고버섯, 한약재가 큰 비 을 차지한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농

산물의 부분은 과 가루 등 식량이며 마늘, 두유도 연간 100만 달

러 이상 반출된다<표 7>.

  최근 북 지원이나 개성공단 식자재용으로 반출되는 비상업  목 의 농

림수산물 반출이 증가하고 있어 반출입이 균형을 이루거나 반출이 반입을 

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업  교역만을 놓고 본다면 농림수산물의 

경우 반입이 반출을 과한다. 남북한 농림수산물의 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교역하는 품목은 매우 제한 이다. 북한에서 

꾸 하게 반입되는 농산물로는 마른 콩 종류, 나물, 버섯, 한약재 등이 있다.

표 7.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

단 :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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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1 184 438 99,562 137,855 206,702 1,745 4,451 995 213,893 351,748 76,038

총계 310,831 3,238 50,161 553,287 917,518 677,754 20,455 16,106 13,689 728,004 1,645,522 △189,514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 력국, 월간 남북교류

력  인도 사업 동향, 제127～186호. http://www.unikorea.go.kr  

■ 농업 부문 경협

  2006년 12월 말 재, 농림수산분야에서 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

(단체)은 총 16개로 체 276개 기업(단체)의 5.8%를 차지한다. 승인된 

력사업 240건  농림수산분야는 14건으로 5.8%이다<표 8>.

  력사업의 추진형태도 합 , 합작, 계약재배, 단독 투자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제조뿐만 아니라 매를 한 회사도 설립

되고 있다. 1990년  력사업을 시작하 던 부분의 기업은 문을 닫거나 

사업을 단하 다. 남북한 사이에 경  추진을 한 제도  장치가 미흡

한 데다 북한의 일방 인 입국 불허 등 정상 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

워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한 사이에 경 을 활성화하기 

한 제도  장치가 보완되고 우리 정부가 북한 지역 경 사업에 해 일정 

범  내에서 출을 허용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경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 지만 아직도 통행, 통신, 통  등의 제도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데다 수송이 원활치 않고 운임이 비싸 교역을 한 

경제  환경이 열악하다. 이와 함께 결제방식이나 원산지의 증명, 검역체

계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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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농림수산분야 력사업자  력사업 승인 황, 2006. 12

기업(단체) 사업상 자 사  업  내   용 지 역 승인 액 사업 승인일

미흥식품**(합 )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라우수산(합 ) 조선은 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오식품(합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 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 수산/LG상사**
(합 )

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흥개발(합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 마을 농조합법인**
(합작)

라선경제 조회사
나진,선 지  합 농장 운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옥수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재배 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 개발을 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업**(합 )
함경북도 선 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국내농가 보 ,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
(선 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작) 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 **

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안동 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마재배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500만불*
→1,000만불*

’04.2.18
(’04.9.17

→,06.7.11)*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가공 평양 54.6만불*
’04.8.21

(’04.8.21)*

상하씨엠**(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토산물 가공공장 
설립․운

남포 5만불*
’04.9.17

(’04.9.17)*

(주)제이유네트워크** 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유통․ 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 지극동개발 명성총회사 사료 제조․ 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반입․ 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매
황북 산
황남 연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생산물 매 평양 만경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매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 1) *는 력사업 승인 액  날짜임.

2) **는 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자료: 통일부 교류 력국, ｢월간 남북교류 력  인도 사업 동향｣, 제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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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의 근본 취지는 력사업자의 상호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만 사업의 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부분 기 투자만 하고 사업이 

본격 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단된 경우가 많다.

  력사업이 단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남북한 력사

업자 사이의 계약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단

되는 경우이다. 둘째, 북측 사정에 의해 사업장이 폐쇄됨으로써 남측 사업

자의 근이 어려운 경우이다. 셋째, 북측 력사업자가 수시로 교체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이다. 넷째, 사업을 추진하 으나 수익이 발

생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당국간 농업협력

  남북한은 2005년 8월 제1차 남북농업 력 원회(농림 차  회담)를 

개최하여 당국 간 농업 력사업 추진을 의하 다. 이틀에 걸친 상 끝

에 남북 양측은 5개 부문에서 농업 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된 사항은 ① 북한의 동농장을 선정하여 남북한이 시범 력사업 추진, 

② 북한의 식량증산을 한 종자생산과 가공시설 지원  력, ③ 남북 

간 농업과학기술분야 력, ④ 북한의 산림녹화를 한 양묘장 조성과 산

림병해충 방제 력, ⑤ 축산, 채소 등 농업분야의 다양한 력사업 발굴과 

추진 등이다.

  동농장 시범 력사업은 북한의 몇 개 동농장을 선정하여 기반 조성

과 운 을 지원하고 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 으로는 농장 

단 의 농업생산 증 를, 장기 으로는 ‘농장-경제특구-남한’ 사이의 경

제 순환을 통해 북한 농장의 자립능력을 높이는 데 을 맞추고 있다. 

농업과학기술 교류는 연구와 농업생산 장에서 기술교류를 확 하여 북

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남북한 농업기술을 상호보완, 발 시키기 

한 력사업이다.

  한편 종자 생산과 가공 시설 분야의 력은 ‘종자 명’이라고 지칭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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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의 우량종자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련된 분야의 력사업을 수

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부문 력사업은 양묘장 조성을 지원하

고 산림 공동방제사업을 시범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축산·과수·채소·잠

업·특용작물 분야 력은 다양한 농업부문에서 상호 보완 인 력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북농업 력 원회 체제의 출범과 농업 력사업 추진에 한 합의는 

여러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농업 력 원회 체제가 지닌 

첫 번째 요한 의미는 책임 있는 당국 간에 농업 력 채 을 만들었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 간 합의와 공신력 있는 기 의 농업 력사업 

은 향후 남북농업 력을 안정 , 체계 , 지속  기반 에서 추진될 수 있

도록 하는 토 가 된다.

  두 번째는 농업 력의 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

다. 농업 력 원회를 매개로 당국 간 농업 력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의 

력사업과는 달리 력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 체제가 남북 농업 력 방식의 환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다. 북한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구조 개선에 비 을 두어 궁극 으로 

북한 농업의 자활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새로운 력 체제의 목표이다. 

이것은 력에 임하는 우리의 기 일 뿐만 아니라 북한 농정이 지향해야 

할 략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력의 단계  근방식 채택을 들 수 있다. 재 남북한 간

에는 경제체제, 농업정책, 농업구조, 농업생산기술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차

이가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차이 을 극복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

며 이를 기반으로 력을 확 해 가는 단계  근이 바람직하다. 남북농

업 력 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력사업은 부분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력사업의 단계 · 략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농업의 복구개발에 한 정  의미이다. 1995년 이

후 10년간 북한은 새로운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농업 지원 유치 

등 많은 노력과 변화를 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복구개발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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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인 길을 찾아내지 못했다. 남북농업 력 원회가 추진하려는 시범

 농업 력사업이 성과를 거둔다면 북한 농업의 개발 방향과 방안을 남북

한이 함께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실화된다면 북한은 

지속 이며 근본 인 개 에 착수할 수 있고 국제사회는 본격 인 지원 방

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합의된 농업 력사업이 추

진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11월 5일 남북 농업실무자가 개성에서 만나 

양돈 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 다. 상시 사육두수 5,000두 규모의 양돈

장을 건설하여 연산 1,000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

비를 한국이 차 형태로 제공키로 하 다. 좀 더 구체 인 내용은 별도의 

의가 필요하지만 원칙 으로 2008년  양돈사업이 본격화될 정이다. 

앞으로 나머지 합의된 사업에 해서도 하나씩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남북한 당국 간 농업 력의 성격, 범 , 규모 등에 해 남북 양측

이 달리 이해하고 있다면 그 인식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당국 간 직  

력사업 추진에 해 북한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민

간부문이 거 참여하는 력사업 추진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

다. 한  새로운 력체제가 필요하다면 그 근 방향에 한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한 농업의 과제와 해결 방향

■ 북한농업의 과제와 발전 가능성

  세계은행은 “2008 세계 발  보고서: 농업”에서 농업은 개도국의 경제발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업을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환

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발 의 원동력이 된다는 을 강조하고 있

다(World Bank, 2007). 이를 해 정부는 핵심 인 공공재를 공 하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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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환경을 개선하며 자연자원을 리하는 것 외에 바람직한 사회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나라

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 성장과 경제 성장과의 계를 비교 검토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농업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비농

업 부문 GDP 성장률에 비해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2배 이상의 효과

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국의 경우 그 효과가 3.5배나 되었고 

남미의 경우 2.7배나 되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농업 부문의 성장이야말로 

경제회복을 한 원동력이 되며 사회 안정의 첩경이라는 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인  자원으로 육성하는 데 커다란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농업을 개발하느냐가 건이다.

  2000년 이후 북한 농업은 조 씩 회복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느리

며 반복 인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의 농

업생산이 증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원이 단되면 언제라도 과거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반복

되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이기 해서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산림복

구가 필수 이며 이를 해서는 막 한 재원과 장기 인 계획이 필요하다.  

  시장의 확 에 따라 수  불균형은 인 이션을 발생시키고 이는 다

수 주민의 삶의 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배 제 축소에 따라 주

민의 시장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주민의 생활을 

불안하게 할 소지가 많다. 한 주민의 식생활 패턴이 다양해지고 고 화

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 채소, 과일의 시장가격이 지속 으로 상

승할 가능성이 높다. 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주민 소득이 획기 으로 

향상되기는 어려우므로 주민의 식품 근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농자재가 충분히 공 되고 농기계 공 의 증 로 농업노동력 부족만 해

소된다면 북한은 연간 53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정도만 되면 최소 소요량 수 의 식량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장기 으

로 농자재가 충분히 공 되고 새로운 기술이 극 도입된다면 북한은 600

만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게 될 경우 주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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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 공 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농자재가 충분히 공 되고 기술

수 이 재의 남한 수 으로 향상된다면 북한은 64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북한 주민의 정상 인 식량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다. 

  농업발 을 이루기 해서는 지속 인 제도 개선과 자본 조달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1990년  들어 지 까지 개  부진과 자본 

부족에 직면해 있다. 농업생산부문의 부분  개  시도는 자본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농업복구와 개발을 한 해외자본 

확보 노력은 제도개 이 뒤따르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0여 년에 

걸친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업의 구조와 기반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해서는 북한 농업 내외부의 획기 인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 내부의 제도 개선과 외부 자본의 규모 투입이 동시에 이

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서 동시 이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1990년  말 

‘농업복구  환경보호(AREP)’계획 수립 당시 북한의 개방 인 자세는 국

제사회에 고무 인 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

서 북한의 개 ·개방 수 은 기 에 미치지 못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

의 지원과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진로를 결정하려 했을 수 있지

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먼  확인하려 한 것이다.

  북한 경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문 인력의 비 상태도 농업복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효과 으로 추진하는 데 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오

랫동안 폐쇄 상태를 유지해 왔다. 농업복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

회와의 의사소통  거래를 담당할 문 인력이 질 ·양 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개 ·개방에 한 북한당국의 소극  자세 못지않게 국

제사회의 극  지원을 유인하는 데 한 장애로 작용해 왔다. 북한 내

부의 개  진 에 계없이 우리가 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었다 하더라

도 규모 자본 지원은 실 되기 어려웠다. 이에 한 국민  합의 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  합의 도출은 북한의 개  추진 여부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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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북핵문제 해소와 6자회담 진 , 남북 계의 개선 상황 등과 한 

계가 있다.

■ 북한의 농업 문제 해결 방향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곧 자력갱생에 의한 먹는 문제 해결을 농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실 한 이 없으며 앞으로도 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식량자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으로 부족한 식량은 외부 조달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 지만 농업 생산성을 증 시키고, 식량 생산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고 있다. 1990년  반의 연속 인 자연재해 이후 한동안 재

해 발생이 뜸해졌으나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홍수피해를 입었다. 북

한이 홍수피해를 크게 입은 것은 한반도 기상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지만 

인재의 성격도 강하다. 북한이 자연개조운동을 통해 경사지를 농지로 개발

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았더라면 자연재해 피해가 그 게 심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이러한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해서는 농업생산기반을 

복구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

기 해서는 첫째, 농자재의 원활한 공 과 더불어 농번기의 노동력 경합

을 해소하면서 지속 으로 농업기술을 발 시켜야 한다. 나아가 농민이 생

산성을 증 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 를 강화하는 등 농업 리방식의 환

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생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투입재의 안정 인 공

과 자연재해의 피해를 경감하기 한 책이 긴요하다. 산업기반의 붕괴와 

경제 침체로 인해 북한의 농자재 공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반복되는 자

연재해와 이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의 훼손은 농업생산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 될 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 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농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 으로 공 하는 역할 이외 환경을 보 하

고 국토의 균형발 을 도모하며 수출산업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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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토와 환경을 보 하는 역할을 하기 해서는 농법의 변화가 요구되며 

산림황폐지 복구와 조림의 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 수출산업

으로서 농업을 발 시키기 해서는 일부 경쟁력 있는 품목을 심으로 생

산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남북한 사이의 력 강화가 필요하다.   

   상황에서 북 농업교류 력을 효과 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최 화

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당국 간 농업 력사업 추진을 한 안정 인 

화채 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한 선도

 력사업 발굴과 추진,  상황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고 력 

효과도 큰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남북 당국자 간 농업 력 의채 이 복원되어야 한다. 각종 지원 

로젝트와 경  로젝트로 구성된 종합  농업 력사업을 선도 으로 

추진하는 것도 요하다. 북한은 농업회생과 발 을 해 내부 으로 과감

한 개 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규모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

나 제도개선과 자본조달의 동시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북한 양측

이 감내할 수 있는 규모의 시범 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

업 력 형태는 북한 농 지역에 남북한이 함께 농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 인 농업 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농업 력사업이 

섬세하게 기획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유용한 결과를 가

져다  수 있다.

  남한은 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북한경제와 농업에 

한 구체 인 지식정보를 축 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방식에 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한 선도  력사업의 성과 홍보를 통해 본격 인 

남북농업 력사업 비와 추진에 한 국민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 

북한에게는 선도  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수 있다.  선도  농업 력사업 실험이 북한 농업복구와 개발에 필요한 

외부자본의 유입 방안과 경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북한은 

그들이 처한 농업침체의 함정에서 효과 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교류 력사업은 북한 농업 반의 생산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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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해서 필요하며 남북한 양측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에서 실  가

능성이 크다. 한 북한이 1990년  이래 우량종자 개발과 보 , 감자농사 

확 , 다모작 도입 등 농업기술 향상과 련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으로 미루어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력 수요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남북농업 력 원회에서도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이 합의가 실행력을 가지기 해서는 가능성

과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력 상을 좁히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논의되고 있는 력분야로는 농업과학기술 력센터의 설

치, 동식물 유 자원 분야 교류와 장고 설치, 양돈사업, 농업 학이나 농

업 문학교 간 학술교류와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이 있다.

  남북 농업교류 력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 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은 매우 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요한 것이 있다. 북 농

업교류 력 추진에 한 우리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해

서는 재 실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교류 력사업에서 성과를 보여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본격 인 남북농업 력 추진에 필요한 국

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 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도  상황을 개선하기 하여 많은 지원

을 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은 식량난을 근본 으로 해결하는 데 도

움을 주지는 못하 다. 일부 민간단체를 심으로 농업개발 력을 시도하

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개발 력이 본격 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

는 단계가 도래할 것으로 단된다. 북한과의 농업개발 력이 추진될 경우 

북한 농업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농업개발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발 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제 3 장
개발협력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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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력의 개념

■ 원조(Assistance/Aid)와 협력(Cooperation), 개발협력

  개발 력의 개념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력을 

논의하기에 앞서 력과 원조에 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일반 으로 원조(Assistance/Aid)란 국가나 비정부기구를 막론하고 로젝

트, 로그램,  이 , 물품 지원, 훈련과정, 연구 로젝트, 부채경감 등

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DAC). 원조는 그 의도가 무엇

이든 경제  지원, 특히 무상 는 양허  조건을 갖춘 재정  물 지원

이 심이며 일방 이며 상하 계를 상기시킨다. 이에 반해 력

(Cooperation)이란 국가나 비정부기구를 막론하고 다른 국가, 국제기구, 민

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유․무상 자본 력, 교역, 기술  인력교류, 

사회문화교류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 으

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력은 원조에 비해 상호주의와 평등 계를 더 강

조하며 력 분야를 경제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 등으로 확 하고 있

다. 그 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원조와 력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 연구에서도 원조와 력을 동일한 의미로 혼용코자 한다.

  엄 한 의미에서 력과 원조는 개념 으로 차이가 있지만 국제사회에

서는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개발 력과 개발원조도 같은 뜻으로 사용

한다. 개발 력에 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유럽연합은 개발 력을 “넓

은 범 의 공평 성장, 능력 배양과 제도 구축, 민간 부문 개발, 사회복지, 

환경, 올바른 통치(good governance)와 인권을 아우르는 다면  과정”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Zellweger, 2005). 흔히 개발 력은 인도  지원에 한 

칭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3 

 3 인도주의는 정치나 이념․인종․종교 등을 떠나 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복리증진을 해 노력하는 행 이며, 인도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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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사용되는 개발 력은 시 에 따라 다르게 표 되어왔다. 스웨덴의 

경우 1950-60년 에는 외국을 도와주는 모든 행 를 통틀어 원조(Assistance)

라고 표 하 다(砂原美佳, 2005). 그러다가 1970년  들어 개발원조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 으며 1980년 는 지원

(Suppor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개발 력(Development Cooperation)이

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의 일이다.

  개발 력은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인가 민간단체(NGO)인가에 따

라 국가간 력과 민간의 력으로 나뉜다. 국가간 력은 다시 양자간 

력과 다자간 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에서 심이 되는 것은 두 국

가 사이의 력인 양자간 력이다. 여기에는 증여(Grant)와 차 (Loan)이

라는 두 가지 형태의 력이 있다. 증여에는 무상자 력, 기술 력, 

NGO에 한 지원이 포함된다.

■ 각국의 개발협력 추진 실태

한국

  우리나라의 공 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 력단법｣과 ｢ 외경

제 력기 법｣ 등 개별 ODA 사업의 시행에 한 법령에 의거하여 실행되

고 있다. 외경제 력기 법에 의하면 ‘경제 력’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

가의 산업 발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발원조의 상에는 1) 개도

국의 인 자원 개발과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2)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 자본 건설 지원 3) 최빈개도국에 한 지원 4)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 5) 환경, 여성, 인구, 민간 부문 개발 

인도주의의 실 을 목표로 정치  립성․형평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 순 외, 2005,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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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범지구  문제(Global Issues)의 해결 6)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

소 7) 자연재해를 당한 개도국에 한 긴 재난 지원(Emergency Relief)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은 개도국에 하여 무상원조, 유상원조, 다자지

원 등 다양한 공 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있다. 

  ODA는 개도국의 경제발 이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해 원조국이 자

체의 재정자 을 사용하여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를 말한다. 경제 력개발

기구(OECD)의 개발원조 원회(DAC)에서 정의하는 ODA가 되기 해서

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앙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

공기  는 그 실시기 이 개도국  다자간 기구에 원조를 공여해야 한

다. 둘째, 원조의 주된 목 을 개도국의 경제발   복지증진에 두어야 한

다. 셋째, 제공되는 자 은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이어야 한다. ODA는 원조 공여국이 

수원국에 직  제공하는 양자간 력과 국제기구에 한 출자나 분담 을 

통해 간 으로 지원하는 다자간 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력은 상환

의무 여부에 따라 무상 력과 유상 력으로 구분된다.  무상 력은 무상

원조(자본 력)와 기술 력으로 구분된다. 기술 력은 연수생 청, 문가 

견, 의료단  태권도 사범 견, 사단 견, 개발조사사업 등 무상기

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 형태이다. 무상원조 물자나 자 을 공

여하는 사업으로 기자재 공여, 로젝트형 사업, 재난구호사업 등이 있다.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의 감독하에 외경제 력기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운  실무를 행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집행된다. 유상원조는 차  형태로 제공되며 개발사업차 (Development 

Project Loan), 기자재차 (Equipment Loan), 기 차 (Two-step Loan), 

물자차 (Commodity Loan), 사업 비차 (Project Preparation Loan), 해외

투융자자  등으로 분류된다. 외경제 력기  차 의 부분은 개발사업

차   기자재차 이다.

  한국은 다자간 ODA를 국제 력의 요한 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

자간 지원 외에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지원을 통해서도 개도국의 환경, 

인구, 빈곤, 난민, 여성개발 등 범지구  과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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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분담 을 납부하거나 자본 을 출자함으로써 인류의 보편  목

표 달성에 기여한다. 국제기구 분담  납부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한다.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 회(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융기구에 한 출자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국제 력단도 국제

기구에 한 원조(물자지원, 연수생 청 등)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 력개발기구(OECD)

  경제 력개발기구는 개발원조 원회(DAC)를 통해 개발 력을 추진하고 

있다. DAC는 개발도상국과의 력 련 이슈를 논의하기 한 OECD의 

한 기구로서 기본 으로는 공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는 틀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DAC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

이의 양자 력으로 추진되는 ODA에 논의의 을 두고 있다.

  DAC는 1972년 ODA에 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ODA는 공

기 ( 앙정부, 지방정부 는 행기 )이 개도국 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는 지원으로 1) 주된 목 이 개도국의 경제발 이나 복지를 증진시킬 

목 으로 운 되어야 하고, 2) 양허  성격을 가지면서 10% 할인율을 

용할 때 무상양허 비 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군사 혹은 종교  목 의 

지원, 학술  문화교류 차원의 지원, 민간단체의 자발 인 지원 등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NGO의 개도국에 한 지원분  정부가 NGO 

단체에 교부하는 자 은 ODA에 계상되나 모  등을 통한 자체자  집행

분은 ODA로 계상하지 않고 NGO에 의한 증여로 계상된다.

  DAC는 시 의 흐름에 따라 개발원조의 목표와 개념을 달리하고 있으며 

차 포 이며 다면 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DAC가 창설된 1961년

만 하더라도 개발 력을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활수 을 향상시키기 하

여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경제 , 재정 , 기술  지원”이라고 정의하

다. DAC는 1970년  반 발생한 에 지 가격 쇼크와 식량 기 이후 

식량과 농업 분야를 개발지원의 요한 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경제 발

과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을 한 개발지원에 한 선언(State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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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Meeting Basic 

Human Needs)”을 채택하 다. 이 선언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는 경제발

과 체 계가 아니라 경제발 을 한 필수요소로 악하여 가용 노동력

을 더 많이 활용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생 인 발 을 도모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1980년 는 개도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국가간 상호의존 계가 

증 되면서 다자지원이 강조되었다. 개도국의 구조조정과 정책 개 을 

한 개발 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개발 력의 효과를 높기기 한 노력도 

가속화되었다. 1990년 는 냉 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체제 환국에 한 

개발 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통 인 수원국에 있어서도 단순히 경

제 성장만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극  참여와 개발 이익의 공

평 분배, 환경보 , 민주주의의 발  등을 통한 지속  경제발 을 개발

력의 목표로 재설정되었다. 

  DAC는 1990년  들어서면서 구 사회주의 국가에 한 시장경제체제 이

행을 한 지원 등 새로운 원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1996년 개발원조 

상국을 일반 개도국(Part I)과 구 사회주의 국가  선발개도국(Part II)으로 

구분하여 ODA를 분류하고 구 사회주의 국가  선발개도국에 한 특수 

목 의 원조는 ODA와는 별도로 공 원조(OA, Official Aid)로 분류하 다. 

원조 상국을 불문하고 개발 목 으로 원조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상지원

(Grant) 비율이 25% 이하인 출의 경우에는 기타 원조(Other official 

flows)로 분류된다. 북한은 앙골라, 쿠바,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인도네

시아, 타이 등과 함께 Part I의 5개 등   간인 ․ 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ies, 1995년 기  1인당 GNP 766~3,035달러)으로 분

류된다. 2006년도 DAC 회원국의 ODA 잠정치 규모(순지출 기 )는 총 

1,039억 달러로 국민소득(GNI)에서 차지하는 ODA 비율은 0.3% 다. 

  DAC는 개발원조 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공통의 개발지표 개발(Development of Development Indicators)

  - 빈곤 감소(Poverty Reduction)

  - 양성평등(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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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개발(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분쟁, 평화  개발 력(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참여를 통한 개발과 올바른 통치(Promoting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 개발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 략(Private Sector Development)

  - 최빈국에 한 무조건부 원조(Untying Aid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 무역능력 개발(Strengthening 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구호지원(Relief assistance)과 인도 지원(Humanitarian aid)

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인도 지원은 구호지원보다 의의 개

념으로 인식한다. 인도  지원은 자연재해나 쟁이나 분쟁 등 인재로 인

한 피해, 는 이에 견  만한 극단 인 상황이 발생하 을 때, 특히 개발

도상국의 취약자를 상으로 무차별 으로 지원, 구호, 보호하는 인도  

행 를 말한다. 

  구호지원과 유사한 의미로 긴 지원(Emergency assistance)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쟁이나 폭동으로 인한 인명의 희생을 이는 데 

목 이 있다. 긴 지원은 자연  는 인공  재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

에 직면한 인간의 생명을 구하거나 보 하기 하여 매우 짧은 시간에 제

공하는 인도  성격의 지원이다. 긴 지원 는 구호지원에 의해 한 

상황이 마무리되면 통상 경제  사회  상황을 안정시킬 목 으로 복구 

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mes)이 제공되며 장기 으로는 개발 략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게 된다. 복구(Rehabilitation)란 한 사회의 

지속  발 을 목 으로 사회간 자본이나 서비스의 재건과 개선, 제도 확

충을 제공하는 과도기  략이다.  

  1992년까지는 개발총국(DG VIII)이 긴 식량원조를 집행하 으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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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유럽인도지원사무소(ECHO, 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Office)가 설립되자 ECHO는 무력충돌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희생자 원조 

등 인도주의  식량 원조만을 담하고 개발문제와 련된 식량원조, 구조

조정원조, 식량안보 로그램 등은 개발총국이 담당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시작된 EU의 북 지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Castillo-Fernandez, 2005). 하나는 EU가 한국 정부의 북 평화정책을 지

지하기 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EU가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경제  입지

를 강화하려는 략  차원이다.

미국

  미국의 외 원조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시 의 변화에 따라 그 성

격도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공 개발원조  다자기구(유엔, 세계은행, 지

역개발은행, 기타 다자기구)에 한 지원이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3.6%에서 2005년 8%로 감소한 반면 양자지원은 74.4%에서 92%

로 증가하 다. 안보를 고려하여 동 지역에 한 원조 비 을 증가시켰

으며 특히 이란에 한 원조는 체 양자 지원액의 42%를 배정할 만큼 

요한 치에 두었다.

  원조 상국가의 소득 수 에 있어서 미국은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는 소득국(Low-income countries)보다는 ․ 소득국

(Lower-middle income countries)에 한 원조 비 을 높이고 있다. 원조 

상 분야에 있어서 경제 사회자본과 서비스(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생산 분야(Productive sectors)에 한 원조 비 은 감소하고 

사회간 자본  서비스(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분야와 기본

인 사회서비스(Basic social services) 분야인 교육, 보건, 인구, 식수, 생 

등에 한 비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원조 형태  긴 지원, 재건, 재난 방 등 인도  지

원에 높은 비 을 두고 있다. 식량 지원은 여 히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 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공 인 외 원조 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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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이어야 하며 물품의 공 자가 미국이고 미국 국 을 

가진 회사에 의해 물품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규정(tied aid)은 비용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지 이 있다. 이 문제는 도

하개발아젠다(DDA)에서 논의 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한 논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망된다.

  미국의 개발원조 정책은 수원국의 요구와 미국의 외정책 목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2001년의 9‧11사건은 개발 력에 한 

미국의 심과 정책을 새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해외 원조의 

기본 인 목표를 3D(Development, Defence, Democracy)로 설정하고 이들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한 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지만 개발

력에 있어서 맨 먼  고려해야 할 은 빈곤경감(Poverty reduction)이라는 

통 인 기 이다.

  9‧11사건 이후 미국의 외 원조기 으로 새로 창설된 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는 ‘공정하게 통치(rule justly)하고 국민에게 혜택

(invest in their people)을 주며 경제  자유를 앙양(encourage economic 

freedom)’시키는 국가에게 원조를 우선 제공한다는 것을 기본 략으로 채

택한다. MCC는 개발원조의 요한 원칙인 “원조 효과에 한 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지향하고 있다.

  공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미국의 26개 정부 기   가장 요한 치

에 있는 미국국제개발청(USAID)은 외 원조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목

표를 우선 으로 고려한다.

  - 평화와 안보(peace and security)

  - 공정하고 민주 인 통치(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 국민에 한 혜택(investing in people)

  - 경제성장(economic growth)

  - 인도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미국의 외원조 목표  가장 요하게 여기는 것은 수원국의 빈곤 감

소를 해 경제발 을 지원하는 것이다. 효과 인 빈곤 감소를 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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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원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조 주체들과 연계하여 수원국을 지원한

다. 개도국  환국에 해서는 무역 련 지원을 증 시키고 무역 능력 

제고를 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교육  보건 련 지원 

등 지원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미국 정부와 국제개발청은 2004-09 회계연

도 동안 외원조의 기본 목표를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하여 

보다 안 하고 민주 이며 번 된 세계를 창조하는 데 두었다.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하여 1) 평화와 안  도모 2) 지속  발 과 보편  이해

의 증진 3) 국제  이해의 증  4) 외교 , 사업개발 능력의 증  등 네 가

지 략을 제시하 다.  

  인도  지원과 개발지원  어떤 명칭을 붙이느냐는 매우 요하다. 법

과 행상 ‘인도 (humanitarian)'이라고 간주하는 지원은 일반 으로 제재

에서 자유롭지만 ‘개발’(긴 하지 않다는 의미)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면 

미 행정부와 의회는 원조를 삭감하거나 단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

(Manyin 2006). 미국의 농업수출진흥  원조법(PL 480) Title II(평화를 

한 식량)은 국제 재난  기아 지원(IDFA), 이민과 난민 지원(MRA) 등

과 함께 미국의 표 인 인도  지원 로그램이다. 2002년 회계연도부터 

북 식량지원의 90% 이상은 국제개발청이 리하는 PL 480 Title II의 

용을 받으며 이때 의회는 PL 480의 지출을 승인한다. 미국의 1961년 외

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P.L. 87-195)은 개도국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킬 경제 , 정치 , 사회  제도를 구축하고 발 을 해 꼭 

필요한 지식이나 자원을 획득하기 한 개도국 국민의 노력을 지속 으로 

도와주는 것을 개발원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해 (1) 농업  농  

개발, 양 (2) 교육, 인  자원 개발 (3) 에 지  기술 (4) 경제성장 (5) 

환경과 자연자원 (6) 민주주의, 올바른 통치, 인권 등의 분야에 개발원조 

자 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은 오랜 동안 세계 제1의 원조국가 지 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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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력의 이념을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자국의 장기 인 국

익을 도모하기 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국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통합

하기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발원조의 한 형태인 공 개발원조(ODA)

는 ODA 강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 환경문제, 인구문제 등 지구  규모 문제의 해결

  - 의식주, 교육, 보건, 의료 등 인간의 기본  요구를 한 지원

  - 인 교류  기술 력

  - 사회간 자본 정비

  - 시장경제화, 경제자유화 등 구조조정

  ODA 강에서 밝힌 구체 인 원조원칙은 1) 환경과 개발의 양립 2) 군

사  용도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원조의 회피 3) 개발도상국의 군사비 

지출, 량살상무기 개발과 제조, 무기의 수출입 동향 주시 4) 개발도상국

의 민주화 진, 시장지향형 경제제도 도입 노력, 기본 인 인권과 자유의 

보장 상황에 주목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침체와 재정 상황 악화, 외원조 투명성에 한 국내 비 이 제기

되면서 일본은 최근 원조 략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설정한

다(유승호, 2003.9). 1) 우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동아시아에 

한 원조를 확 한다. 2) 일본과 아시아 국가의 경제 인 연 를 강화하

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정비한다. 3) 염병, 기오염, 에 지 등 일본에 직

 향을 주는 분야에  지원한다. 4) 문화, 학술교류 등 일본에 한 

이해를 증진하기 한 원조를 확 한다. 5) 조건부 차 (Tied loan)을 확

한다. 6) 국제기구에서 일본인 직원이 수행하는 로젝트를 지원한다. 7) 

남남 력  타국과의 력을 강화한다.

  일본은 2006년 4월 해외경제 력회의를 설치하고 2006년 8월 다자  

양자 차원의 ODA 업무를 총 할 외무성 국제 력국을 발족하 다. 2006

년 11월에는 “독립행정법인 국제 력기구법”(일명 JICA법) 개정안이 국회

에서 통과(발효는 2008년 10월)되는 등 ODA 체제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 총리  소수의 각료가 참여하는 해외경제 력회의는 ODA 기

본 략  방향성을 수립하고, 외무성은 계성청과의 조하에 ODA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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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기획․입안하며, 2008년 10월 이후 출범하는 새로운 JICA는 이러한 

정책을 일원 으로 실시하게 된다<표 9>.  

표 9.  일본의 ODA 략  실시 체제

총리를 의장으로 한 
외경제 력회의

략
ODA 략, 주요 개발도상국에 한 경제 력 방식 등 
요  사항 심의

외무성이 계 
성청과 력하에 
ODA 정책 조정

기획·
입안

략 ·효과 인 ODA 정책 기획·입안 

외무성 국제 력국 신설을 통한 양자 ODA와 다자 
ODA의 연계 강화

안건 작성 단계에서부터 외무성 지역국 등이 참가, 외교 
략을 반 한 원조 체제 확립

성과 시의 효율화 추진

NGO, 민간기업과의 연계 강화

재외 공 을 활용한 안건 형성

JICA로의 ODA 
실시 일원화

실시
기술 력, 엔차 , 무상자 력의 일원화를 통한 ODA 
수단 간의 시 지 효과 유도

자료: KOICA

  2006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JICA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재 새로운 

JICA 발족을 한 비 작업이 진행 이다. 2008년 10월 일본정책 융공

고(日本政策金融公庫)의 출범과 동시에 JICA법 개정 내용이 발효될 정

이다.

  새로 창설되는 JICA는 2008년 10월부터 재 JICA가 담당하고 있는 기

술 력 사업 외에, 외무성으로부터는 무상자 력 사업을, 그리고 국제

력은행(JBIC)으로부터는 유상자 력(엔차 ) 업무를 승계하여 ODA 실

시의 일원화를 달성하게 된다. 다만, 지진 피해 등에 한 긴 원조 등 타

이 이 요하거나, 해외주재 사 의 단하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무

상원조(1,000만 엔 미만)에 해서는 2008년 10월 이후에도 외무성이 계속 

담당하게 된다. 한, 재 13개 성청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 력 사업( 체 

기술 력 사업  약 40% 차지)은 각 성청의 특성  그간의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8년 10월 이후에도 재 방식 로 각 성청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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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JBIC의 엔 차 과 국제 융 업무 련 조직  인력은 2008년 10

월 이후 각각 새로운 JICA와 신설되는 일본정책 융공고로 승계된 후 

JBIC은 사라진다. 다만 JBIC의 해외 인지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본

정책 융공고가 국제 융 업무를 수행할 때는 ‘JBIC’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개발 력의 목표와 기본 방향

  개발 력은 인도  지원과는 다른 목표를 두고 있다. 인도  지원은 긴

 상황이 발생하 을 때 단기에 인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을 두는 

반면 개발 력은 지속가능성에 을 두면서 장기 인 발 에 주목한다. 

따라서 력을 한 제조건도 다르다. 인도  지원은 지원을 한 제

조건을 두지 않지만 개발 력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력이 추진

되는 것이 일반 이다. 지원 는 력의 상에 있어서도 인도  지원은 

수혜자를 포 으로 설정하여 수혜자가 특별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악

하지 않지만 개발 력은 수혜자의 요구를 심으로 력을 추진한다. 따라

서 인도  지원은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데 을 두는 반면 개발 력

은 물자의 제공뿐만 아니라 문 인 지식이나 기술도 함께 수하면서 수

혜자의 능력을 배양하며 제공된 물자가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다. 이런 에서 인도  지원은 일방 인 측면이 있는 반면, 개발지원은 

력당사자 사이의 트 십(partnership)과 워크(teamwork)를 요하게 여

긴다. 인도  지원은 원조를 받는 자보다는 원조를 제공하는 측이 주인의

식을 가지지만 개발 력은 원조를 제공하는 측과 원조를 수용하는 측 모두

가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표 10>.

  각국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국민의 인식에 따라 개발 력의 목표를 

조 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나 유엔이 제안한 천년개발목표(MDGs)를 공

유하고 있다는 에서는 공통 이 있다. 유엔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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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인류 보편 인 가치를 실 하는 데 을 

두고 특히 취약계층에 한 지원을 강조한다. 

표 10.  인도  지원과 개발 력의 비교 

인도  지원(humanitarian aid) 개발 력(development cooperation)

• 긴  원조 심

• 단기 효과(impact)

• 제 조건이 거의 없음

• 원조자에 의한 욕구조사

• 투입(inputs) 심의 달

• 일방

• 원조자가 주인의식을 가짐

• 지속가능성 심

• 장기 효과(impact)

• 상이 필요한 제조건이 있음

• 수혜자에 의한 욕구 체계화

• 투입, 문성, 능력개발

• 트 십과 워크

• 트 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짐

자료: Zellweger. Kathi. 2005,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a 

Changing Environment.” The 4th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DPRK: Regional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MDGs( 천년개발목표) 의 주요 내용

1) 빈곤과 기아 퇴치(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 보편  기 교육 달성(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 양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아동 사망률 감소(Reduce child mortality)

5) 모성보건 증진(Improve maternal health)

6) 말라리아, 에이즈, 기타 질병 퇴치(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 환경을 고려한 지속개발(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8) 개발을 한 범지구  트 십 구축(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이와 같은 각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북한에 한 지원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민간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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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타스는 개발원조의 원칙을 ‘스스로 돕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에 두고 

있다. 단순하고 긴 한 인도  지원(Humanitarian aid)보다는 체계 이고 

계획 인 개발 력(Development co-operation)을 강조하고 있다(Zellweger, 

2005). 둘째, 로젝트 단 의 근보다는 여러 가지 로젝트를 유기 으

로 통합한 로그램을 통해 개별 로젝트의 약 을 보완하는 부분별 통

합 인 근(Sector approach)을 부각시키고 있다(EU, 2003). 셋째, 북한의 

“지역  특수성”(Locality)보다는 “세계  기 ”(Global standard), 즉 여러 

가지 정치  변화와 외부환경의 향을 인정하는 형태의 지원보다는 세계

 기 에 맞는 지원 략과 목표 그리고 차와 감독  평가방식을 따

르고 있다. 넷째, 과학 이고 “측정가능”한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서 

북 력사업이 북한의 농업을 변화시키는 성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발 력의 방법

  개발 력은 지원 상의 수 에 따라 크게 국가 수 의 근(Country 

assistance approach), 부문별 근(Sector approach), 로젝트 단 의 근

(Project approach)으로 나  수 있다<그림 3>. 부문별 근은 흔히 로

그램 근(Program approach)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특정 부문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한 통합된 계획을 수립한 다음 실행

에 옮기기 한 개별 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해 로젝트 단

의 근은 구체 인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분 특정 로그

램의 한 구성 요소로 추진된다. 를 들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한 

로그램은 이모작 보리 재배사업,  감자 생산을 한 씨감자 증식사업, 

농자재 공  확 를 한 사업, 지력증진 사업 등 다양한 로젝트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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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발 력의 근 방법

국가 수준
접근

부문별 접근
(sector approach)

부문별 접근
(sector approach)

부문별 접근
(sector approach)

프로젝트
단위의 접근

프로젝트
단위의 접근

프로젝트
단위의 접근

프로젝트
단위의 접근

프로젝트
단위의 접근

프로젝트
단위의 접근

  개발 력은 추진 단계에 따라 1단계(개발 력 비기), 2단계(개발 력 

이행기), 3단계(개발 력 성숙기)의 세 단계로 근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주체에 따라 정부와 민간으로 나 고 서로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개발

력 추진 방식에 따라 단독, 양자 는 다자 력으로 나  수 있다. 인도

 지원사업과는 달리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서는 사업이나 로그램

의 리가 필요하다. 일반 인 로젝트 리 사이클은 확인, 비지원, 심

사평가, 상, 승인, 실행, 지도감독, 평가 등 8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그

림 4>.

그림 4.  로젝트 리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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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젝트 리를 한 단계별 추진 차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가

장 먼  해야 할 일은 수혜 상국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이다. 원조를 제공

하는 측은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해 어떠한 략이 

필요한지를 분석한다. 다음은 로그램을 비하는 단계로서 로젝트를 

수행하기 한 구체 인 계획서를 비한다. 계획서가 마련되면 당해 계획

이 원만히 실행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

게 된다. 원조자 측이 로젝트 계획을 심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수혜

국과 사업을 추진하기 한 구체 인 상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 11.  로젝트 리의 단계  차

단 계 내    용 문서 자료

1.
확인

(Identification)

원조자는 다양한 장 을 비교 분석하여 수혜국에 

자문을 제공함. 원조자는 재정,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개발 략 분석  확인함.

•개발 략계획(PRS)

•국가지원 략(CAS)

• 로젝트 고(PCN)

• 로젝트 정보 서류(PID)

2.
비지원

(Preparation)

원조자는 재정지원 방향과 로젝트 자문을 제공

함. 수혜국은 로젝트를 계획하기 해 구체 인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 계획서를 문서화 함.

•환경평가(EA)

•원주민개발계획(IPDP)

•환경실행계획(EAP)

3.
사 심사

(Appraisal)

원조자는 경제, 기술, 사회  측면에서 로젝트

를 심사평가함. 로젝트 심사평가 문서와 법  

서류를 작성함.

•심사평가서류(PAD)

4.
상

(Negotiations)

수헤국과 원조자 사이에 사업수행 내용과 자 지

원 등에 한 최종 인 상이 이루어짐.

•최종 PAD 작성

• 로그램 서류(PGD)

5.
승인

(Board Approval)

 상이 이루어진 최종 인 로젝트 계획은 이

사회의 최종 승인을 득하도록 함.

•최종 PAD

•최종 PGD

6.
실행

(Implementation)

수혜국은 상하여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로젝

트를 실행함. 

7.
지도감독

(Supervision)

원조자는 재정지원이 올바른 목 을 해 효율 , 

효과 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함. 

• 로젝트 진행보고서(SOPE)

• 로젝트 종결보고서(ICR)

8.
평가

(Evaluation)

수혜국과 원조자의 수행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기 

한 실행  완료 보고서가 비됨. 원조는 회계

감사가 포함된 독립 인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다

음 로젝트 설계를 해 분석보고서를 작성함. 

•수행평가보고서(PPAR)

• 향평가보고서(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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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자와 수혜국이 로젝트에 해 상을 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합의

를 하면 계획된 로젝트에 한 원조자 측의 최종 인증 차가 남아 있

다. 차에 따라 사업이 승인되면 수혜국과 의하여 승인받은 사업을 실

행한다. 이 과정에서 원조자는 사업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로젝트가 완료되면 당  계획 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목표를 원만히 달성하 는지 평가를 하고 완료보고

서를 비한다. 원조자는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추진된 사업에 해 반

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 결과가 다음 로젝트를 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 이다. 



제 4 장
국제사회의 농업개발협력 경험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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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기구의 북 개발 력 경험

  1990년  반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자 유엔을 심으로 북한에 

한 긴  식량지원이 개시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의 복구와 회복을 한 움

직임이 가시화되어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두 차례의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됨으로써 농업  환경복구계획(AREP)이 추진되기에 이르 다<표 12>.

표 12.  주요 국제기구의 북 농업개발 력사업

단체명
시작

연도
주요 활동 심분야

UNDP

(유엔개발계획)
1998

•AREP(농업  환경복구사업)을 수립, 추진

•재난 비와 식량안보를 한 조림사업

•방조제 복구사업

•국내외 교육훈련  연수

•농업  환경 

복구사업

•능력개발

WFP

(세계식량계획)
1995

•취로사업을 한 식량지원

•어린이 교육을 한 식량지원
•식량안보

FAO

(유엔식량농업

기구)

1995
•이모작 확 사업

•토양검사를 통한 효율  비료 사용
•농업기술

IFAD

(국제농업개발

기 )

1996

•잠업개발사업(1996-2002)

•작물  축산복구사업(1997-2003)

•밭 식량안보사업(2000-)

•농업복구

•농  주민 

소득증 사업

  제1차 라운드테이블은 1998년 5월에 개최되었으며 1998~2002년 동안 

추진될 AREP를 소개하고 각국에 지원을 호소하는 성격의 회의 다. 제2

차 라운드테이블은 2000년 5월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AREP의 추진 상

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3년간(2000~2002) 추진될 AREP 계획을 제시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을 받기 한 데 주된 목 이 있었다. 1998

년 이후 유엔이 북한에 지원한 농업개발사업은 AREP 사업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AREP 사업은 당시 북한의 농업상황을 면 히 분석하고 북한

과의 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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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바람직한 농업 개발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AREP를 심으로 한 북한 농업 복구사업은 크게 1)투입물 로그램 2)

농업기반 복구 로그램 3)비료산업 재건 로그램 4)산림  환경개선 

로그램 5)능력개발 로그램 등 5개의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단계 사업

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작물다양화와 집약화를 통해 곡물 생산을 30% 

증가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간 48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기 한 

농자재 등을 긴  지원하는 것 외에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기반시설 

복구와 능력개발을 한 지원도 포함된다. 2단계 사업은 농업기반 복구와 

농업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북한은 UNDP를 심으로 하는 AREP 사업 이외에도 유엔식량농업

기구(FAO)와 농업기술을 심으로 하는 력사업을 추진하 다. FAO 1997

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을 증 시키기 한 총 129개의 사업을 

추진하 다. FAO는 북한에 해 크게 기술 력사업과 신탁기 사업이라는 

두 가지의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 다. 기술 력사업은 주작  이모작 사

업, 원 작물 생산, 긴  비료 지원 등을 심으로 AREP의 틀 속에서 추진되

었다. 신탁기 사업은 농업투입재 지원,  생산 증 , 병해충 방제 등이 포

함된다. 이외에도 북한은  국제농업개발기 (IFAD)로부터 차 을 얻어 농업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1996~2006년 동안 잠업개발사업, 작물  축산복구

사업, 작지  식량안보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 다<표 13>.

표 13.  IFAD의 북한농업개발 차 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만 달러)

차 규모

(만 SDR)
기 간 차 조건

잠업개발사업 2,425 1,045 1996～2001
5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3.4%)

작물  축산복구사업 3,210 2,090 1998～2003
10년 거치 40년 상환

(연 0.75% 수수료)

작지  식량안보사업 4,177 1,915 2000～2006
10년 거치 40년 상환

(연 0.75% 수수료)

합  계 9,813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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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농업용수체계 개선을 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석유수출

기구기 (OPEC Fund)의 차 을 세 차례 조달하 다. 이를 통해 백마-철산 

물길공사(평북 개체계사업), 개천-태성 물길공사(평남 개체계 1, 2단계 

사업)를 완료하 다<표 14>. 이 밖에도 북한은 비농업부문 사업으로 2001

년 신흥-송  도로사업을 해 474만 달러의 차 (5년 거치 20년 상환, 연

리 1.5%)과 2003년 평남지역 병원복구를 해 3,700달러의 자 을 OPEC 

Fund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바 있다. 

표 14.  OPEC 자 에 의한 북한 농업개발 력

사업명
총사업비

(만 달러)

공여 액

(만 달러)
연도 공여조건(이자)

평남 개체계 복구

(1단계)
 3,342 1,000 1999

5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

평남 개체계 복구

(2단계)
 3,949  800 2000

5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5%)

평북 개체계 복구  4,836 1,020 2002
5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2.0%)

합  계 12,127 2,820

자료: OPEC Fund Annual Report, 1999-07.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농업개발기 (IFAD)은 잠업개발

사업, 작물  축산복구사업, 작지  식량안보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하 거나 추진 이다. IFAD가 추진한 작물  축산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한 소규모 출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이는 농민이 시장경제를 

간 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국제통화기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주요 국제 융기구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제 융기구

가 북한의 농업  농 개발에 본격 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

한이 주요 국제 융기구에 가입하기 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핵 문제의 해결이 그 출발 이 될 것이다. 국제 융기구의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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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큰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 개방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세계

은행(World Bank)은 북한의 농   농업개발을 하여 우선 실태 악을 

한 작업을 개시하 으나 본격 인 개발계획은 착수하지 못하 다.

  북한이 본격 인 농업개발을 하기 해서는 국제 융기구로부터의 출

이 필수 이나 가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농업  농  

개발계획 수립 등을 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큰 자 원인 국제 융기구로부터 차입하기 해서는 국제통화기

(IMF)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

융공사(IFC), 국제개발 회(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가입이 요구

된다. 그러나 이들 융기구에 가입하여 북한이 자력으로 차 을 받기까지

는 최소한 5~7년이 걸릴 것이다. 만일 북한이 긴 하게 개 을 추진할 경

우 한국 등이 심이 되어 세계은행에 북한신탁기 을 조성한 후 국제사회

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기의 경제개발 자 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의 개발 력 경험

  1995년부터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지원하 으나 부분은 인도  지원

이었으며 개발지원 실 은 미미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거의 량 세계

식량계획을 통한 다자 지원이었다. 국은 다자지원이 무하며 량 양자

지원을 통해 북한을 도왔으나 농산물이나 에 지 등 물자 지원이 주축이었

다. 한국의 경우 다자지원과 양자지원을 병행하 으며 양자지원은 주로 비

료, 식량, 농자재, 의약품 등 인도  물자로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은 다자

지원과 양자 지원을 병행하 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개발지원의 성격이 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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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개별 으로 자국의 개발 력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공동체 정책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로그램을 실시한

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은  세계 공 개발원조의 50% 이상과 무상원

조의 2/3를 제공하고 있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하는 로마조약에는 공동체와 공동

체 회원국가의 해외국가  해외 토와의 연합제도를 규정하여 과거 식민

지 국가 는 식민지 토 던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

다. 그 후 1963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와 아 리카, 카리   태평양 연안

국가(ACP) 국가를 결합하는 제1차 야운데 정(Yaounde Convention)이 체

결되었으며 그 후 야운데 정과 로메 정(Lome Convention)이 계속 체결

되어 ACP 국가의 수는 71개국에 달하 다. 1972년 리에서 개최된 유럽

경제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지 해연안국가와의 계를 강화하는 리선언

을 채택하고 연합 정을 확 하 다. 1974년에는 ACP와 지 해연안국가 

이외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ALA) 최빈국과 연합 정을 체결하고 

1976년부터 이들 국가에 한 기술원조와 재정원조 로그램을 확 하기 

시작하 다. ALA 국가와의 력체제는 무역특혜, 식량원조, 긴 원조, 

로젝트원조, 비정부기구를 통한 원조 등 다양하다. 1986년에는 로메 정 

회원국이 아닌 남아 리카공화국에 한 개발 력을 시작하 으며 1995년

에는 이 로그램이 더욱 강화되었다.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

트조약에 의해 새로 탄생된 유럽연합은 개발 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

정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발 력의 목표를 개도국의 경제 , 사회  개발을 진하

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개도국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켜 진 이고 조화

롭게 통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연합과 회

원국이 서로 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원조 로그램 이행에 

필요하다면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다. 지 까지 회원국은 기본 으로 자국

의 양자간 개발 력 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체는 별도의 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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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3국  국제기구와 력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 원회는 개발 력에 한 정책조정의 실질  주도권

을 가진다. EU집행 원회가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원조정책에 한 제

안을 하고 이사회가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원회는 이를 시행한다. EU집

행 원회는 비교  통합된 원조 리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지역별, 국가별 

략의 승인, 개별 로젝트  계약체결의 승인은 본부에서 담당한다. 5명

의 원은 각자 4개의 지역과 인도주의  긴 원조 등 모두 5개로 분류된 

공 개발원조 련 직무를 맡고 있다. EU집행 원회는 기능별로 편성된 24

개의 총국(Directorate-General, DG)을 두고 있다. 개발총국(DG VIII)은 모

든 개도국과 공동체의 해외국가  해외 토에 한 개발 력 정책을 입안

하며 71개의 ACP국가  20여 개의 로메 정 국가와 EU 사이의 계를 

리하고 조정한다.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제3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

해나 무력충돌로 인한 희생자에 한 긴  식량지원, 구조인력의 견, 재

해 방 등의 인도주의  지원을 담당한다. 이 밖에 정무총국(DG 1A)은 

동부유럽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을 담당하며 남북 계총국(DG 1B)은 아시아 

개도국, 라틴아메리카국가, 지 해국가와의 계를 담당한다. 정무총국(DG 

1A)은 식량지원과 긴 원조  인도  지원이라는 두 가지 로그램의 집

행을 맡고 있으며 필요한 산은 유럽연합의 일반 산에서 지원되며 그 

산은 매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유럽투자은행은 원래 회

원국을 상으로 활동 역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1963년부터 공동체 외부

로도 확 하여 개도국과 동부유럽으로 활동 역을 확 하 다.

  ACP국가에 한 EU공동체의 개발정책은 로메 정에 규정되어 있다. 유

럽경제공동체(EEC)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련된 다수 ACP국가는 공동

체 회원국  주도  역할을 하는 벨기에, 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

마크, 국의 식민지 기 때문에 EU는 이들 국가와 력 계를 유지할 책

임이 있었으며 그 후 이들 국가가 독립을 한 후에도 이러한 계는 유지되

었다. 로메 정에 의한 개발원조체제는 원조규모와 력분야에 있어서 

범 하고 다양한데, 공동체 시장에 한 특혜  시장 근과 무역증진 로

그램에 의해 무역과 수출을 진하는 것 이외 EU 회원국이 특별출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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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조성된 유럽개발기 에서 재정  지원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ACP국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식량원조와 긴 원조를 받으며 공동체 시장

에 수출하는 농산품에 해서는 무 세 는 세 축소, 공산품에 해서

는 자유로운 근을 보장받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연합 ODA 총액의 11%(1990-94)를 지원받았으며 

다수 원조는 농 개발, 산림, 농업개 과 제도 구축에 집 되었다. 원조

방식은 재정  기술  력 40%, 인도  지원 30%, 경제 력 17% 등이

다. 아시아에 한 원조는 198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1980년 는 

공동체 체 ODA의 17%를 지원받았으나 1990-94년에는 10%로 축소되었

다. 개발 력의 우선순 는 아시아 지역의 빈곤계층을 지원하고 NGO 활

동의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지

해 지역에 한 유럽연합의 력은 여러 단계를 거쳐 강화되어 왔다. 

1958-71년 동안에는 공산물과 농산물이 유럽시장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도록 의정서를 체결하 으며 1970년 부터 경제 , 재정  력이 증가

하 다. 1990년에는 유럽연합이 이들 지역에 한 경제개  지원을 진하

고 재정지원 로그램을 통해 많은 로젝트를 추진하 다.

  유럽공동체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하여 두 가지 원조 로그램을 마련하 다. 하나는 1990년 1월

에 시작된 PHARE 로그램(Poland-Hungary Assistance for the Reconstructing 

of the Economy)이다. 이는 12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회원국, 미국, 캐나다, 터키, 호주, 뉴질랜드, 일본으로 구성된 G24

가 추진하는 동부유럽 지원정책이다. 원래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지원하기 

하여 마련되었으나 차 다른 동부유럽국가로 확 되어 재 12개 국

가를 지원 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1991년에 개시된 TACIS 로

그램(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다. 이 로그램은 당  구소련의 개  노력을 지원하기 하여 마련되었으

나 차 소련연방 붕괴 이후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까지 확 되었으며 1994

년에는 몽골도 용 상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개발 력은 1)인도  원조와 긴 원조 2)식량지원 3)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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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개발 4)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5)비정부기구와의 력으로 요약할 수 있

다. 1992년까지 긴 식량지원은 개발총국(DG VIII)이 집행하 으나 유럽

공동체 인도지원사무국(ECHO)이 설립된 이후 ECHO에서 집행하 다. 

ECHO는 인도  식량지원만을 리하며 개발문제와 련된 식량지원, 구

조조정 지원, 식량안보 로젝트 등은 개발총국이 담당한다. 심각한 식량

기나 인도  기가 발생하여 식량지원이 주요 안이 될 경우에는 ECHO

가 주 하여 EU 내의 련 기 을 조정하며, 식량 기라고 단되는 경우 

개발총국이 주 하여 련 기 을 조정한다. 식량지원 로그램은 유럽연

합에서 생산되는 잉여곡물을 처리할 목 으로 1967년 개시되었다. 식량지

원은 주로 아 리카, 아시아  지 해연안 국가, 라틴아메리카에 제공되

며 곡물, 식용유, 분유, 버터, 설탕 등이 주된 품목이다. 식량지원 로그램

은 1980년  반까지 공동농업정책의 일부분이었으나 식량지원을 유럽경

제공동체의 개발정책에 포함시키기 하여 1986년부터 개발총국이 이 

로그램을 리하기 시작하 으며 1992년에는 인도  목 의 식량원조 업

무는 ECHO로 이 하 다.

  유럽연합은 개발 로젝트, 식량지원, 긴 원조 등을 추진할 때 유럽의 

비정부기구와 조융자(co-finance)를 실시한다. 재정 력 로그램은 1976

년 시작되어 차 규모와 범 가 커지고 있다. 외 으로 유럽연합은 개

도국 비정부기구에게 직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1980년  말부터 

유럽 비정부기구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럽연합 집행 원회와 의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7년 아젠다 2000을 채택하여 동부유럽 국가들이 유럽연

합에 가입하도록 새로운 략을 수립하여 가입 신청국들과 상을 시작하

으며 이를 지원하기 하여 가입  로그램(Pre-accession Assistance)을 마

련하 다. 농업부문에서는 SAPARD(Special Accession Program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라는 로그램을 실행한다. SAPARD는 

유럽공동체 산으로 2000-06 기간 동안 유럽연합에 가입을 신청한 동부

유럽 10개국의 농업과 농 을 구조 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한 로그램이다. SAPARD는 개별 가입신청국이 작성한 농업  농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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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로그램을 기 로 지원을 하며 해당 국가가 설정한 우선순 를 그 로 

반 한다. SAPARD 로그램의 목   하나는 기존 회원국이 추진해왔던 

농업  농 개발사업의 원칙과 차에 해 신규 가입국이 배우도록 하여 

그들 스스로 재정 리체계를 구축, 건 한 재정 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SAPARD 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경  개선 투자

  ․농업생산자 조직의 육성

  ․토양개량  경지정리

  ․농업용수 리

  ․친환경 농업생산방식과 조림   

  ․농산물 가공  유통 개선

  ․직업훈련

  ․농외소득 개발

  ․마을구조 개선

  ․농  인 라 개선

  ․식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한 품질 리구조 개선, 검역  

방역

  ․산림녹화

  ․토지등기제도 확립

  ․농가 구호  농가경 서비스 지원

  SAPARD 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신청국과 유럽연합이 공동으

로 부담하되 공공재정에 의해 운용되는 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최  75%

까지 재정을 부담할 수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민간이 최소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2000-06년 동안 SAPARD 로그램의 리  운 을 

한 재정지원 련 약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SAPARD

로그램은 가입신청국의 책임하에 설립된 리기 에 로그램을 이 하여 

분권화한다. 지출 원인행 와 집행행 를 분리하는 재정운용방식을 채택한

다. 회계 정산 차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 (EAGGF, European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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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and Guarantee Fund) 방식을 용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SAPARD 로그램에 의한 지원 은 사 평가, 장 모니터링, 간평가, 

사후평가의 네 단계 평가를 받으며 EU집행 원회와 가입신청국 정부는 

로그램의 모든 실행과정을 사 에 제시한 물리 , 환경 , 재정  요소를 

기 로 감시한다. SAPARD기 은 공공자 이기 때문에 기  사용의 투명

성 확보를 하여 공공자  지출을 승인하는 부처나 기 , 의회, EU집행

원회  감사원으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개발 력 정책은 경제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인

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등 매우 포 인 

력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개발 력은 일방 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수혜국 정부 스스로 기획하고 선택한 로그램을 기 로 타

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 으로 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을 둔다. 다만 로그램 운용과정이나 자 의 집행에 해서는 투명성

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동부유럽의 신규회원국의 농업  농 개발을 한 SAPARD 로그

램은 북한의 농업  농 개발에도 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며 로그램의 운용과 리방식은 남북한 농업개발 력에도 용할 수 있

다. SAPARD 로그램은 그 내용도 요하지만 로그램의 추진방식을 북

한에 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 까지 국제사회가 북한

을 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볼 때 사업 추진 기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과거의 상황으로 되돌아

갔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해

서라도 북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사업의 성과에 해서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차가 필요하다. 로그램의 평가 방식이나 회계 정산, 

감사 등 로그램의 실행  마무리 차에 있어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SAPARD 로그램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국가를 

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험하 던 세세한 부분까

지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 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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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스웨덴의 외개발원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 비 원조 

비율은 경제 력개발기구 국가  가장 높다. 스웨덴의 개발 력정책은 민

주주의와 인권 확립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한다. 보조 으로는 인도주의와 

국제  연  강화라는 원조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1995년 창설된 스웨덴국제개발 력단(SIDA)은 스웨덴 정부의 개발

력사업을 집행한다. SIDA는 단독으로 개발 력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

만 국제민간지원단체들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SIDA는 국제민간

지원단체인 트라이앵  지에이치(Triangle GH)와 북한의 종묘장 복구사

업  기술자 해외연수를 추진한 바 있다. SIDA는 스웨덴의 종교단체가 

운 하는 피엠유 인터라이 (PMU Interlife)와 개발사업에 한 일반 정

을 맺고 있으며 이 단체와 연 하여 북 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험

이 있다.

  SIDA는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하여 논리

 근법(LFA, Logical Framework Approach)을 통해 력사업을 평가한

다. 주요 평가지표에는 타당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향

(Impact), 효율성(Efficiency), 지속발 성(Sustainability) 등이 있다.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체계 으로 개발 력을 추진하며 력사업

에 참여하는 스웨덴 정부, 수원국, 기타 원조자, 시민단체, 개발 력 계약

자, SIDA, 원조국의 해당 정부부처, 수혜자 등 8자의 력주체 사이의 유

기 인 계를 긴 히 유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 화시킨다.   

  스웨덴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종류의 세부 개발 력을 추진하고 있다. 

로젝트 지원(Project Aid)은 단기로 추진되며 사업  지원 내용이 구체

이며 수혜자가 비교  명확하다. SIDA가 사업의 착수부터 감독, 후속조

치 등 사업의  과정을 리하기 때문에 재원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로그램 지원(Programme Aid)은 수원국의 반 인 정책 목표와 거시

 경제 목표를 지원하는 데 을 둔다. 로젝트 지원과는 달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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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은 목 을 가지면서 수원국의 정책 개 을 도모하기 한 것이므로 

외무부가 사업을 직  통제하며 지원되는 재원의 규모가 크다. 

  부문 로그램 지원(Sector Programme Support)은 로젝트 지원보다는 

사업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긴 것이 일반 이며 특정 사업

에 한 직  지원보다는 해당 부문에 한 정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

므로 수원국과 지원국 사이에 보다 긴 한 력을 요구한다.

  인도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은 수원국이 당면한 자연 , 인

 재난을 경감시키거나 수원국이 그러한 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능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여러 형태의 지원을 포함한다. 비정부기

구 지원(NGO Support)은 스웨덴 내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단체

들이 스웨덴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력에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보완하도

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력(Technical Cooperation)은 수원국의 인  자원 개발을 진하

기 한 것으로 스웨덴의 련 분야 문가나 자문 을 특정 로젝트를 

수행하는 장에 견하여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을 수  하는 데 목 이 

있다. 연구 력(Research Cooperation)은 수원국의 과학연구 수행능력을 배

양하기 한 사업으로 197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이를 효과 으로 수행하

기 하여 1979년 스웨덴연구 력청이 창설되었으며 1995년 SIDA의 연구

력과(SAREC)로 통합되었다.

■ 미국

  최근 미국은 외원조 정책을 미국의 안보 략의 하나로 간주하고 국

제개발의 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2년 9‧11사태 이후 외 

정책을 기존의 방 와 민주주의라는 2개의 축에서 개발을 추가하여 3개의 

축으로 확  구성하고 있다. 공 개발원조 규모도 2000년 이후 100만 달러

에서 276만 달러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 다.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방

식에 있어서도 과정보다는 결과를 요시하는 ‘원조의 효과성에 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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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트 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2004년 MCA(Millennium Challenge Account)와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을 창설하 다.

  미국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실 하기 해서는 올바른 통치(Good 

governance), 민주  제도, 효율 인 시장, 인  투자가 가장 효과 인 수

단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개발도상국에 한 개발 력의 목표를 여

기에 두고 있다. 개도국의 발 을 해서는 국가의 안  보장, 민주주의와 

개발의 연계, 경제성장과 무역의 강화, 원조의 효과성 제고, 명확한 개발정

책이 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력 수단으로서 

무역, 민간단체의 재정 지원, 공 개발원조, MCA의 창설, 통령의 긴  

구호계획, 인도  지원, 부채 탕감, 다자간 력, 민 력, 평화와 안보

력, 민간원조 등 다양한 채 을 활용하고 있다. 

  농업부문 개발 력은 주로 농무부와 국제개발청(USAID)이 담당하며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식량 원조를 

단순히 인도  목 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수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개

발 력을 한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즉, 미국의 식량원조계획은 복합

인 목 이 있으며 로그램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목  가운데

는 인도  목 , 개발 목 , 민간 기업과 민주주의의 발 , 미국산 농산물

의 수출시장 개척  확 , 국제교역 확 , 분쟁 방지 등이 있다. 여러 가

지 복합 인 목   인도  목 과 개발 목 만을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미국의 농업수출진흥  원조법(PL480)은 외 식량 원조를 한 기본

인 로그램이다. 여기에는 Title I, II, III의 세 가지가 있다. PL480 Title 

I은 농무부가 주 하는 로그램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확 하기 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주된 목 이다. 정부  정부의 양여차  형태

로 제공된다. 지원된 식량의 분배에 해서는 특별히 제약을 두지 않으며 

일반 인 상업 유통망을 통해 유통시킬 수 있다.

  PL480 Title II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데 하나는 개발을 한 것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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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목 이고 다른 하나는 긴 구호를 한 로그램이다. 개도국 개발을 

한 목 으로 지원되는 식량은 주로 민간자원단체(PVOs)나 세계식량계

획을 통해 지원되는데 소농 지원, 시장화 지원, 어린이 양개선, 환경  

생 증진, 소규모 인 라 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두고 있다. 지원되는 

식량의 일부는 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긴

구호 로그램은 상치 못한 단기 인 식량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자원단체나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식량을 지원

할 수도 있지만 정부 사이에 직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구호 장의 보

완 인 활동을 한 경비를 조달할 목 으로 지원된 식량을 화할 수

도 있다.

  PL480 Title III은 국제개발청이 주 하며 최빈국의 경제개발을 목 으

로 한다.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 을 마련하기 하여 지원된 식

량을 수원국의 국내 시장에서 매하여 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로그

램은 수원국의 정책 개 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다른 로그램과 

구별된다.

표 15.  미국 식량원조 로그램의 인도  개발 목

로그램(주 기 ) 인도  목 개발 목

PL480

Title I(USDA) ∙굶주림과 양실조, 그 요인 제거
∙농업개발을 포함한 범 한 

지속가능한 개발

Title II(USAID)
∙특히 어린이와 산모의 기아와 

긴  구호
∙경제사회 개발
∙건 한 환경정책 진

TitleIII(USAID) ∙굶주림과 양실조, 그 요인 제거
∙원조식량 매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경제개발 재원으로 활용

Food for Progress(USDA) -
∙농업경제에 자유로운 기업  

요소 확

Food for Education & 
Children Nutrition, Farm 
Bill of 2002( 통령 
지정)

∙산모, 유아, 취학아동의 
식량안보 확 와 기아 경감

∙특히 여자 어린이의 문맹 퇴치, 
기  교육 개선을 한 유치원 

 학교 교육 로그램 진

Section 416(b) (USDA) ∙PL 480 II, III, Food for Progress ∙PL 480 II, III, Food for Progress

자료: USGAO(2002), 김 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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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로그램은 인도  목 과 개발 목 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진

보를 한 식량지원(Food for Progress) 사업은 개발 목 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985년 제정된 ‘진보를 한 식량지원법’(Food for Progress Act)에 

의해 지원되는 이 로그램은 농무부가 주 하며 개도국이나 민주화 과정

에 있는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 을 둔다. 무상지원과 신용지원 모

두 가능하며 지원되는 물자는 PL480 Title I에 용되는 기 , Section 

416(b)에 사용할 수 있는 재고식량,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의 재고가 없을 경우 CCC의 매입을 통해 조달된다. 

  2000년 농업법으로 제도화된 교육  어린이 양개선을 한 식량지원 

로그램(Food for Education and Child Nutrition)은 농무부가 2000년부터 

시행해오던 ‘어린이 양  교육개선 시범사업’을 계승한 것이다. 이 로

그램은 산모, 유아, 취학어린이의 양 상태를 개선한다는 에서는 인

도주의 목표를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문맹을 퇴치하고 특히 여성의 기

교육 로그램을 강화한다는 에서는 개발 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국제 민간단체의 개발 력 경험

  민간단체의 북 지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추진된다. 북한과 개별 으로 

직  하여 추진하는 수도 있으나 유엔합동호소에 참여하여 합동호소

의 틀 속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미국의 자원 사연합은 아미오스 인터내셔 (Amios International), 어

(CARE), 시알에스(CRS), 엠시아이(MCI), 월드비 (World Vision) 등 인도

 지원을 목 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의 컨소시엄이다. 자원 사연합은 

1997년부터 북 지원을 시작하 다. 주로 인도  지원에 을 두었지만 

농업개발 력의 성격을 가진 사업도 있었다. 미국 정부의 직 지원이 있기 

 자원 사연합은 미국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을 지원할 

때 취로사업 등에 참여하 다. 북한 농업과학원과 함께 씨감자 사업을 추

진한 바 있다. 감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북한에 씨감자를 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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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도 하 지만 열악한 수송, 보  시설 때문에 실패했다.

  미국의 기독교 자선단체인 에이에 에스시(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는 동농장에 해 비료, 농기구, 종자를 지원하 으

며 녹비작물 생산증 를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 다. 한 AFSC는 미국

의 긴 구호단체인 엠시시(MCC, Mennonite Central Committee)와 함께 

북한 농민을 미국에 청하여 농장을 시찰하도록 주선하 으며 농업과학

자들이 미국과 국에 시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에이에 에스시

(AFSC)는 농업과학원과 함께 질소 비료원이 되는 생물자원의 개발과 윤작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표 16>. 

  유럽지역에 바탕을 둔 북 지원 국제민간단체로는 아드라(ADRA), 에이

에 엠에이엘(AFMAL), 시에 시(CfC),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시이에스 이아이(CESVI), 디더블류에이치(DWH/GAA), 피엠유 인터라이

(PMU Interlife), 국 에스시(SC UK), 피유(PU), 티지에이치(TGH) 등이 

있다. 스 스에 기반을 둔 아드라(ADRA)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민간

지원단체로 1995년부터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하 으며 식량안보단(FALU)

을 통해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일하 다. 스 스의 기독교 구호단체인 아드

라(ADRA)는 1999년 북한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를 

상으로 주로 보건  양, 식량 지원, 농  에 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

다. 이  농 에 지 개발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시스템 설치 지원, 

바이오가스 활용을 한 장비  기술 지원사업 등이다.

  스 스의 기독교 구호단체인 시에 시(CfC)는 1995년부터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 다. 기에는 북한과의 계 구축을 하여 의약품과  등 

주로 인도  물자 지원에 을 두었다. 차 북한의 인도  상황과 농업 

상황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 로 1999년부터 농업개발사업을 본격

으로 착수하 다. 시에 시(CfC)는 북한 역의 8개 동농장과 력사업

을 추진한 바 있다. 주요 지원 활동 가운데는 국 목장과 동농장을 상으

로 총 10개의 우유 가공설비를 설치하 으며 사료 생산을 한 물자를 지원

하 다. 한 젖염소의 번식과 유가공 기술, 염소가죽 가공 수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75명의 북한 기술자를 스 스에 청하여 훈련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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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주요 국제 민간단체의 북 농업 지원사업

단 체 명
시작
연도

주요 활동

ADRA
(제칠일안식교 구호단체)

1995
∙태양열을 이용한 황해남북도, 황해도 지역 온수시스템 설치
∙바이오가스 활용을 한 장비  기술지원

CfC
(스 스 기독교 구호단체)

1995

∙ 동농장 우유가공설비 설치  기술지원
∙사료 생산을 한 물자지원
∙젖염소 번식과 유가공 기술 지원
∙염소가죽 가공 수출 지원
∙북한 농업기술자(75명)의 스 스 청 훈련 

Triangle GH
( 랑스 자선단체)

2000
∙간척지 복구 지원
∙조림  양묘장 복구, 기술자 훈련

Concern Worldwide
(아일랜드 자선단체)

1997

∙ 동농장에 트랙터 타이어, 농약, 분무기, 각종 종자, 
감자 장고 시설 지원

∙종자증식사업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보호사업
∙양묘장 종자  물자지원 

DWH/GAA
(독일 비 리단체)

1997
∙종자 리 훈련, 감자  겨울  종자 증식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리 훈련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사업

PMU Interlife
(스웨덴 구호단체)

1997
∙온실, 우유가공시설, 농기계수리센터, 감자 장고  
가공시설 지원

∙농업기술  농업설비 유지 리 지원

AFSC
(미국 자선단체)
MCC
(미국 자선단체)

1997

∙ 동농장 비료, 농기구, 종자 지원
∙녹비작물 시험재배사업
∙질소 비료원 생물자원 개발과 윤작시험
∙농업과학자  농민 청 연수( 국, 미국)

CESVI
(이탈리아 개발구호단체)

1997
∙황해북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 개발  농민 재교육, 
해외견학

∙강원도 통천, 법동, 교지역의 동농장 지원

자료: 권태진 외(2005).

  랑스의 국제자선단체인 트라이앵  지에이치(Triangle GH)는 2000년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간척지 복구, 농자재 지원, 물과 생 개선, 조

림  양묘장 복구, 학교와 보건소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 다. 이 단체

는 2000년 12월부터 농림업 분야에 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 다. 주요 

농업개발사업 추진 실 에는 산림 식재사업, 묘목장 지원사업, 간척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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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업, 문인력 훈련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럽

집행 원회 식량안보단, 유럽연합 인도지원국, 유엔인도지원사무국, 스웨

덴국제개발단(SIDA) 등과 함께 연 하여 지원사업을 규모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 화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민간단체인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는 1997년

부터 식량안보사업, 농업복구사업, 환경보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다. 식량안보사업은 동농장에 비닐, 트랙터 타이어, 농약, 인력분무기, 

채소 종자,  종자, 콩 종자, 감자 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식량 증산을 

지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독일의 비 리 민간지원단체인 디더블류에이치(DWH/GAA)는 독일 정

부, 유럽연합, 유엔 등으로부터 자 을 지원받아 1997년부터 황해남도, 평

안북도, 평양을 심으로 에 지 개발사업, 동농장에 한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 다. 2003년에는 겨울  종자증식사업과 농기계 수리공장

사업을 추진하 다.

  피엠유 인터라이 (PMU Interlife)는 주로 스웨덴국제개발단(SIDA)의 

지원과 시민들의 모 에 의해 지원 자 을 확보하고 1995년부터 북한에서 

지원활동을 실시하 다. 주요 사업으로는 온실, 우유가공시설, 농기계 수리 

센터, 감자 장고  가공시설, 농자재 지원 등 농업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학교나 보육원에 한 기 시설 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 주요 민간단체의 개발 력 경험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도 북 농업개발사업에 활발히 참여하 다. 

1995년부터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 신품종개발사업, 굿네이버스의 낙농 

개발사업, 새마을운동 앙회의 젖염소 보내기사업, 월드비 의 수경재배 

온실사업, 한국JTS의 농자재 지원사업, 농 앙회의 농자재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농업 력사업이 동시 다발 으로 개시되었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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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주요 국내 민간단체의 북 농업 지원사업

단 체 명
시작
연도

주요 활동

한국국제기아 책기구 2002
∙유기질비료 지원
∙지하수 개발

국제옥수수재단 1998
∙옥수수 육종
∙옥수수 생산을 한 농자재 지원

굿네이버스 1995
∙젖소 목장, 닭공장 설비 지원사업
∙사료공장 건설 지원

남북강원도 력 회 2001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연어 치어 방류사업

남북농업발 력민간연 1998
∙씨감자 생산을 한 농자재  장비 지원 
∙씨감자 조직배양시설  온 장고 지원 

새마을운동 앙회 1998
∙농  개발을 한 농기계  농구 지원
∙황해남도 해주시 동농장 지원사업

선한사람들 1999 ∙옥수수 종자  비료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6
∙축산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  수리센터 건설, 운

월드비 1994
∙채소온실농장 지원 
∙씨감자 생산 시설  기술 지원, 기술자 훈련

남도민남북교류 의회 2003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
∙비닐온실 지원사업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 원회

1998
∙농기계  농자재 지원
∙씨감자 조직배양시설 지원

평화의 숲 1999
∙조림  산림보호사업
∙양묘장 복구사업

한국 학생선교회 1999 ∙젖염소  축산장비 지원

한국제이티에스 1997 ∙농자재  농구, 농업기술 지원

농 앙회 2003 ∙특수 콩 종자  식 양돈장 건설 지원

북고성군농업 력단 2002 ∙온실 농자재  기술 지원

통일농수산사업단 2004 ∙벼농사  이모작 시범사업

자료: 이 순 외(2005).

  1999년과 2000년에는 남북농발 , 농 앙회, 천주교서울 교구의 씨

감자 지원사업, 월드비 의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학생선교회와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의 젖염소 목장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산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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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평화의 숲에서는 산림복구사업을 추진하 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축산복구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낙농, 젖염소, 

양계, 축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크게 늘어났다. 굿네이버스,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학생선교회, 농 앙회 등이 이러한 단체에 속한

다. 이외에 한국국제기아 책기구는 북한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기 시작

하 으며 북고성군농업 력단은 온실자재  장비를 지원하 고 남북강원

도 력 회는 연어 치어 방류사업에 참여하 다. 월드비 은 씨감자 생산 

지원사업에다 채소  과수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도하 다. 

  2003년에는 농기계  농구, 농업시설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가 크게 늘

었다. 새마을운동 앙회의 손수  지원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남

도민남북교류 의회의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 한국JTS의 농구 지원사업, 

한민족복지재단의 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굿네이버스와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닭공장 건설을 지원하 다. 강산 지역을 심으로 

평화의 숲은 양묘장 복구사업을 추진하 으며 북고성농업 력단은 양돈사

업을 새로 시작하 다.

  2004년에는 북한 당국자의 요구에 맞춰 콩 종자 지원사업이 새로 추진

되었다. 한국국제기아 책기구와 농 앙회는 우량 콩 종자를 지원하

으며 조국평화통일불교 회는 양  씨앗 지원사업을 추진하 다. 통일농

수산사업단은 강산 지역의 삼일포 동농장을 심으로 벼농사 시범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민간단체는 농업 력의 범 를 더욱 넓히게 되었다. 지

까지의 력방식과는 달리 2005년부터는 농업 련 시설 지원에도 많은 

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국제기아 책기구는 유기질비료 공장 건설, 굿

네이버스는 젖소 목장  사료공장 건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육계 닭

공장  농기계조립공장 건설 등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 까지 추진

된 민간단체 력사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물자 지원에서 

차 농업용 시설 등 자본재 지원으로 환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 련 

산업 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역을 확 하고 있다.

  국제민간단체는 북한에 해 식량 지원 등 인도  지원 사업뿐만 아니

라 농업개발 지원에도 많은 심을 두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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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측면에서 본받을 이 많다. 농업개발 지원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평양 등 도시보다는 지방을 선택하고, 동농장을 상으로 직  력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택하여 외형을 확장하기보다는 동일한 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함

으로써 단계 으로 사업의 내용을 확장하고 있는 도 우리가 배워야 할 

이다. 본격 인 농업개발 지원에 앞서 기  정보의 수집  분석, 북측 

트 와의 신뢰 계 구축, 문 인력의 훈련에 많은 심을 두고 있는 

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제 5 장
대북 농업개발협력 가능 분야와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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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개발 력 수요 분석

■ 대북 지원과정에서 도출된 북한의 농업개발협력 수요

다자지원

  그동안 북한의 농업 복구와 회생을 하여 유엔을 심으로 다자간 지

원이 추진되었다. 국제농업개발기 (IFAD)과 석유수출기구(OPEC)는 차

을 제공하는 등의 력을 지속 으로 추진했다. 구체 인 내용은 이미 앞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다자간 지원 과정에서 추진된 사업 내용의 분석

을 통해 우리는 농업부문에서 북한이 어떠한 력을 원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력의 내용 에는 북한의 요구보다는 지원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

된 측면도 있겠지만 북측이 수용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었

을 것이므로 북한의 수요를 반 한 것이라고 도 무방할 것이다. 그동안 

다자 력을 통해 추진된 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농업복구, 식량안보, 지속

 농업  환경보호, 농가소득 증 , 능력개발 등 몇 가지 분야로 나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로그램과 유사한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개별 

사업은 부분 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에는 로그램의 성격

을 띤 것도 있다.

○ 농업복구

  - 방조제 복구(UNDP)

  - 농업용수시설 보수  복구(UNDP)

  - 자연흐름식 물길 확충(OPEC)

  - 소규모 보  수지 설치(UNDP)

  - 농업복구  환경보호사업(UNDP)

  - 작물  축산복구사업(I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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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

  - 이모작 사업(UNDP)

  - 작물다양화 사업(UNDP)

  - 양어사업(FAO)

  - 식가축사업(UNDP)

  - 종자증식  보 (UNDP)

  - 작지  식량안보사업((IFAD)

○ 지속  농업  환경보호

  - 경사지 복구  조림(UNDP)

  - 지력증진(FAO)

  - 병해충종합 리(FAO)

○ 농가소득 증

  - 잠업개발사업(IFAD)

  - 농업  축산복구사업(IFAD)

○ 능력개발

  - 농업 로젝트 리 인력 훈련(UNDP)

  - 농업기술자 해외 연수(FAO)

  - 농업기술자 훈련(FAO)

  - 농업기술지원사업(FAO)

양자지원

  그동안 양자 력을 통한 농업개발사업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력에 가장 큰 심을 가진 국가는 유럽연합  그 회원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인도지원사무국(ECHO)과 식량안보단(DG VIII)을 통해 

식량, 의약품 지원 등 인도  지원을 추진하 다. 유럽연합 회원국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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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원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국가는 스웨덴, 스 스, 핀란드, 이탈리

아, 네덜란드, 독일 등이다. 이들 국가는 유엔을 통하거나 는 직  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 다. 그 에서도 양자 력을 통해 농업개발 력을 

추진한 표 인 국가는 스 스와 스웨덴이라고 할 수 있다. 

  스 스개발 력단(SDC)은 1995년부터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하 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 다. SDC는 북한의 농업성, 농업

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 등과 함께 농업사업을 추진하 다. 주된 심 분

야는 농업생산 개선, 경사지 리, 윤작, 축산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 2001년부터 SDC는 인도  지원에서 농업개발 력으로 지원 방식을 

환하 다. SDC는 유엔기구와 력하여 능력개발사업과 녹색사업을 추

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녹색사업에는 종자생산, 종자  품종시험, 종자

보증을 한 시험소 설립, 작물 윤작, 작물 리, 병해충종합 리(IPM), 농

장 리와 지력증진을 한 유축농업, 농기구 지원, 소규모 가공공장 시범

사업 등이 망라되어 있다. 재 SDC는 황해북도, 황해남도, 량강도, 평양 

등 7개 군을 상으로 8개 동농장, 2개의 채종농장, 2개의 농업연구소와 

력을 추진하고 있다. 심을 두고 있는 사업은 배추  옥수수 병해충종

합 리(IPM), 경사지 농작물 종합 리이다. SDC는 농산물 가공  유통사

업에도 심을 가져 지 까지 10개 동농장을 상으로 식품가공시설을 

지원하 으며 5개의 감자 분공장  국수 공장을 설치하 다. SDC는 

동농장의 작업분조를 상으로 농업융자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하 다. 

작업분조의 농활동에 식품가공을 비롯하여 축산, 채소, 과일 생산 기능

을 추가하여 농업생산을 다양화함으로써 분조의 수입을 증 시킬 수 있다. 

지 까지 9개의 동농장에 1,400건 총 1억 1,200만원의 소액 출을 실시

하고 2007년 7월까지 84%의 출 을 회수하 다. SCD는 능력개발에도 

심을 가져 견 공무원을 상으로 해외 연수나 훈련도 실시하 다.

  스웨덴은 스웨덴국제개발 력단(SIDA)을 통해 주로 농업분야의 해외연

수, 교육, 훈련 등 능력개발사업에 심을 가지고 력사업을 추진하 다.

  국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농업과학자를 국농업과학원에 

청하거나 농과 학생을 국의 농과 학으로 유학을 알선하여 교육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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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실시하는 등 주로 능력개발사업에 심을 가졌다.

  호주도 북한의 농업개발에 심을 가져 2005년까지 농업분야에 인도  

지원과 기술지원을 병행하 으며 2007년부터는 농업연구, 병해충 방제, 토

양개량, 소액 출 등에 심을 가지면서 개발 력을 추진코자 계획하 다. 

지 까지 국제사회가 양자 력 형태로 북한과의 농업개발 력에 참여한 

사례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식량안보사업

  - 농자재 지원

  - 작물 다양화

○ 농업복구 지원

  - 경사지 리 로그램

○ 능력개발사업

  - 농업분야 유학생 유치

  - 농업과학자 해외연수, 훈련

○ 농가소득 증

  - 소액 출사업

민간단체 지원

  1995년부터 지 까지 수많은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농업개발을 

해 지원을 해왔다. 민간단체들은 주로 인도  지원에 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개발 력에 좀 더 비 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이 지원한 내

용은 다자간 력이나 양자간 력에 비해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 상지역 

면에서 다양하고 좀 더 농업개발 력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

인 지원 내용은 앞 장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지 까지 국내외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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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북한의 농업개발을 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을 역별로 분류하

면 다음과 같다.

○ 농 에 지 개발

  - 태양열 온수시스템

  -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한 장비  기술

○ 축산개발

  - 염소, 닭, 돼지, 젖소 목장 건설

  - 육류 가공시설  기술

  - 우유 가공설비  기술

  - 가죽 가공시설  기술

  - 사료 생산시설  물자

○ 식량증산

  - 신품종 육성

  - 이모작 확 를 한 종자, 농기계  타이어, 농구, 비닐, 농약 

  - 씨감자 증식  종자보 (수송 장비, 온 장고 등)

  - 작물 다양화(보리, , 콩, 채소 종자)

  - 연어 치어 방류  사료공장 건설

○ 농업 개발  복구

  - 채소온실 시설  농자재 확충

  - 과수 신품종 묘목 증식

  - 채소  과수 재배기술

  - 농업용수원 개발  

  - 유기질비료 생산  

  - 종자증식  보 체계 확립

  - 종자 정선시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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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 지력 증진  토양 보존

  - 양묘장 복구  조림

  - 산림병해충 방제

  - 간척지 복구

○ 능력개발

  - 종자 리 인력 훈련

  - 자연자원 리 훈련

  - 농업과학자 청 해외 연수  훈련

○ 농 개발

  - 식수  생시설 복구

  - 보건소  학교 시설 개선

  - 농  주택  마을길 개선

  - 농  공동문화시설 개선  

제1차 남북농업 력 원회 합의 내용

가.  합의 도출 과정

  2005년 8월 남북한 농업분야 표는 개성에서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농

업 력을 논의하 다. 이른바 제1차 남북농업 력 원회가 개최된 것이다. 

남북한은 순조로운 상을 하여 미리 양측이 원하는 력의 내용을 교환

하고 이를 토 로 개성에서 직  만나 합의하 다. 따라서 합의는 비교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북측이 요구하는 규모 장치  시설 지원을 제외

하고는 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력의 기본 인 방향은 우선 제한된 

수의 동농장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토 로 차 

력을 확 하는 데 두었다.



북 농업개발 력 가능 분야와 추진방안 89

나.  합의 내용

  제1차 남북농업 력 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은 정부차원의 농업개발 력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향후 농업개발 력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분야와 련이 있다.

  첫째, 동농장 시범사업을 하여 남측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배합사료  농기술을 북측에 지원하고 그 성과에 따라 력 

사업을 확 한다. 동농장 시범사업은 농업 력을 본격 으로 추진하기

에 앞서 북한 농업의 주된 생산단 인 동농장을 몇 개 선정하여 부족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 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단기 으로는 개별 동농

장의 생산을 증 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장기 으로는 북한 체

의 농업생산을 증 시키고 농 주민의 소득을 증 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둘째, 인 종자생산과 가공, 보 , 처리시설을 지원한다. 북한의 주

요 농업정책 의 하나는 이른바 ‘종자농사 명’이다. 이는 작물 종자와 우

량 가축의 종자 개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특히 

작물 다양화, 감자농사, 이모작, 식가축 사육 정책 도입 이후 종자의 

요성은 더욱 증 되었으나 종자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생산된 종자의 질을 

유지하기 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 력을 통해 이 부문을 강

화하고자 하는 것이 합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량 유 자원의 교환과 육종,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

산기술 교류, 농작물의 생육 보  병해충종합 리체계 구축, 농업 문가

의 교류를 추진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크게 뒤지기는 하지만 178개 작

물 6만 7,000여 의 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농작물의 재배기술, 병해

충 방제기술, 투입재의 품질 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뒤지지만 

농업환경이 서로 다르고 채용하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이 교류를 

확 할 경우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다. 농업기술은 그 특성상 상호간 

인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교류를 확 할 경우 상보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을 감안, 기술의 교환뿐만 아니라 문가 교류를 통해 남북한 모

두의 기술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남북농업 력의 요한 의제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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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넷째,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분야 력을 추진한다. 식량작물

도 요하지만 앞으로 식생활 개선과 수출농업 육성을 해서는 축산, 과

수, 채소, 특용작물 분야의 육성도 매우 요하다. 북한은 특히 이들 분야

의 기술이 뒤져 있기 때문에 지 까지는 주로 민간 차원에 의존했던 교류

가  정부 차원으로 확 되기를 기 하고 있다. 북측은 이들 분야의 기술

력에 그치지 않고 유 자원 교류, 시설  설비, 문가 교류 등 복합 인 

력을 기 하고 있다.   

  다섯째, 토지  생태환경 보호를 한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력을 추진한다.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방하고 황폐화된 산림

을 복구하기 한 력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이 분

야의 력을 좀 더 확 하고자 하는 것이 남북한의 합의 배경이다.

개발 력을 한 선결과제

■ 국민적 합의

  개발 력을 제공하는 측과 수용하는 측 모두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 

더 요한 것은 개발 력을 제공하는 우리의 국민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를 도출하는 과정도 요하지만 합의의 내용도 구체 이어야 한다. 

  북 지원에 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인도  지원에 해서는 체로 

수 하지만 개발지원의 성격이 강한 력 사업에 해서는 연령 계층에 따

라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권태진 외, 2004). 사업의 투명성이 보장

된다면 농업분야의 개발 력에 해서도 정 인 태도를 보인다. 북 지

원을 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는 있으나 액은 1인당 연간 

20,000원을 과하지 않으므로 제1차 남북 계 발  기본계획(2008~2012)

에 제시된 것처럼 정부 산이 소요되는 력 사업에 해서는 국회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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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야 이 과정에서 국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국회 비 을 요하지 않는 력 사업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남남갈등의 유형에는 

① 여당과 야당의 립 ② 북화해ㆍ 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보수언

론 ③ 시민단체 내부의 이념  갈등 ④ 종교단체 내부의 이념  갈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북 정책에 한 국민의 참여는 투표행 뿐만 아니

라 시 와 집회, 캠페인, 청원에의 서명, 기부, 조직의 설립, 조직 가입과 

활동, 인터넷을 통한 주장 개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정상돈, 2004). 국

민  합의를 도출할 때 요한 수단 의 하나는 민간단체를 통한 것이며 

여기에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연구기 도 포함된다. 국민  합

의를 도출할 때는 해당 사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력의 목표와 

통일에 한 비 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기 

해서는 민 력체계의 구축, 국민 홍보  교육,  기부 참여  

자원 사 제도, 북 정책에 한 국민 모니터링  정책고객 제도 등 다

양한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남북한 합의와 북한의 수용 능력 

남북한 합의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

다. 이후 남북한 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 장  회담이 지속 으로 개최되어 남북한 

사이 정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 력을 한 제도  장치도 마련

하 다. 특히 남북경제 력추진 원회가 설치되어 경제교류와 력은 빠

른 속도로 발 하 다. 그 지만 교류와 력을 진하기 해서는 아직도 

갖추어야 할 제도  장치가 많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제 력을 한 장애물이 상당 부분 제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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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 하지만 경제 력의 목표와 효과에 해서는 우리 국

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있다. 북한이 경 의 걸림돌인 3통 문제(통

행, 통신, 통화) 등 제도개선을 약속하 으나 확인 차가 필요하다. 정부

가 민간의 몫인 경 의 구체 인 사항까지 북한과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

어서 민간이 합의된 경 에 해 큰 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간에 

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우리 내부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북한

은 개 과 개방에 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으므로 남북한 력사업의 효과에 한 일정 부분의 디스카운트가 필요

하다.  

북한의 계획 수립 능력

  북한이 농업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서는 개발계획을 자체 으로 수립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자체 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개발 력을 제공하는 주체와 함께 계획

을 수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능력

도 없는데다 원조자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

다면 개발 력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1990년  말 유엔과 함께 ‘농업  환경 복구사업(AREP)’을 수

립한 이 있다. 당시 수립된 계획은 매우 구체 인 것이어서 그 정도의 

계획만 수립할 수 있다면 개발 력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AREP 계획이 확정된 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농업발 을 하여 많

은 지원을 하 으며 최근까지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북 농업 력은 이 계

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리능력

  북한이 본격 인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서는 국제통화기 (IMF), 세

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융기구의 차 이나 원조 등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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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 을 확보해야 하나 차 을 받기 해서는 일정한 이행조건(condition- 

ality)을 만족해야 한다. 개발 력을 추진하는 국제 융기구나 국제개발기구

는 융지원 이  수원국이 사업을 투명하고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공

공거버 스를 제 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리능력은 개발 력을 

추진할 때 얼마만큼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정부가 외부

의 지원을 수용하고 수행하는 능력에는 법치, 부패수 , 민의 수렴 정도, 정

책 집행 능력 등이 포함된다. 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개발 력의 원래 목

과 방식을 따르기 어려우며 법과 제도의 미비, 리능력의 미비, 부패 등 

도덕  해이로 인해 지원된 물자의 낭비와 유출을 래하여 사업이 효율

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인  훈련을 통해 그 능력

을 키워 나가야 한다. 

■ 재원 확보

북한 내부의 자원과 재원 동원능력

  개발 력은 수혜자인 북한이 내부자원(재원)을 동원하고 외부의 력

(인 , 물 , 기술  지원)을 통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 으로 자원을 동원하기 어렵다면 개발 력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내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동원된 자원을 

히 배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북한의 내부 자원 동원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의 경우 가용 토지가 

있고 노동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부문에 비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필요한 자본을 북한 내부로부터 확보하기는 어렵다. 요한 것은 

재 확보하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과 으로 리할 것이지, 어떤 농업

기술을 채용할 것인지를 단하는 일이다. 이 한 개발 력의 요한 과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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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유․무상 재원

가.  남북 력기

  남북 력기 은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우며 추진상의 장애요인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에서 농업개발 력을 

해 우선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7년 8월 말까지 남북 력기 은 

총 8조 3,443억 원이 조성되었다<표 18>. 주된 재원은 정부출연과 공공자

리기  수 이며 이 밖에 정부외 출연, 기 운용수입에 의한 조성

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조성된 기   유무상 지원액은 4조 7,226억 원

이며 공공자 리기  원  상환으로 2조 2,027억 원 등이 사용되었다.

표 18.  남북 력기  조성  사용 황(2007년 8월 말 기 )

단 : 억 원

구  분 2006년 말 2007년   계

조

성

정부출연

정부 외 출연

공공자 리기  수

기타수입

기 운용수입

32,464

23

37,527

211

3,771

4,000

0

5,216

41

190

36,464

23

42,743

252

3,961

합  계 73,996 9,447 83,443

운

용

기 지원

  -무상지원

  -유상지원

   ( 출순집행)

공공자 리기  원 상환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자 운용

  -공자기 탁

  -여유자 운용

44,634

20,007

24,628

(23,631)

17,697

90

4,691

7,881

600

7,281

2,592

1,866

726

(642)

4,330

15

524

2,071

-200

2,271

21,226

21,872

25,354

(24,272)

22,027

105

5,215

9,952

400

9,552

합  계
*

73,996 9,447 83,443

주* 합계=무상지원+ 출순집행+공자기  원 상환+사업비용+사업외비용+자 운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7. 「수은 북한경제」. 2007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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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지원액 4조 7,226억 원  경상사업에 2조 1,872억 원, 융자사업으

로 2조 5,354억 원이 지원되었다<표 19>. 경상사업은 주로 인도 지원사

업 1조 3,289억 원, 경제 력기반조성 7,531억 원이 지출되었다. 융자사업

은 인도  사업 출 6,437억 원, 교역  경 사업 자 출 2,532억 원,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출 2,611억 원, 북 경수로사업 출 1조 3,744억 

원이 사용되었다. 남북 력기 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액은 매

년 3,000억~4,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9.  연도별 자 별 남북 력기  지원 황  

단 : 억 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

계

경
상
사
업

남북사회
문화교류

인 왕래지원
사회문화 력지원

253
24

11
31

38
75

53
74

14
42

369
245

소  계 277 42 113 127 56 614

인도
사업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 지원사업

101
7,289

32
1,225

133
1,866

99
2125

46
783

411
13,289

소  계 7,390 1,257 1,999 2,224 829 13,700

남북경제
력

경제 력기반조성
교역경 손실보조

2,224
13

760
-

2,045
-

1,521
-

981
-

7,531
13

소  계 2,237 760 2,045 1,521 981 7,544

기타 사회문화 력기반 14 1 - - - 15

합  계 9,919 2,060 4,156 3,872 1,866 21,872

융
자
사
업

인도 사업(융자) 3,585 1,020 1,793 39 - 6,437

남북경제
력
(융자)

교역경 사업자 출
 -교역자 출
 -경 사업 출

1,014
99
916

374
137
237

293
83
211

479
73
406

402
71
330

2,562
463
2,099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출

1,341 440 275 231 325 2,611

소  계 2,355 814 568 710 726 5,173

경수로
사업

경수로사업 출 12,558 870 227 89 - 13,744

합  계 18,499 2,703 2,588 838 726 25,354

총        계 28,417 4,763 6,744 4,710 2,092 47,226

주* 2007년 8월 말 기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7. 「수은 북한경제」. 2007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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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경제 력기 ( E DCF )

  EDCF의 재원은 정부출연 ,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기

운용수익 으로 구성되며, 1987년 기 설립 이후 2006년 말까지의 총 조

성액은 1조 9,238억 원이다. 양자간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하에 1987

년에 설치된 외경제 력기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EDCF의 기 의 운용· 리는 재정경제부

가 맡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   실무를 담당한다. “개발도상

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민국과 이들 국가와

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외경제 력을 진”하기 한 목 으로 

장기 리의 양허성 차 을 집행하고 있다. 

  차 유형에는 개발사업차 (Development Project Loan), 기자재차 (Equip- 

ment Loan), 차 (Two-step Loan), 사업 비차 (Project Preparation Loan), 

해외투융자 출이 있으며, 차 의 부분은 개발사업차   기자재차 이

다. 지원 상국가는 OECD/DAC가 규정하는 개도국  1인당 국민소득 수

, 산업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 운용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 이 

결정을 승인한다. 이때 경제개발단계, 산업구조 등 경제  수 이 우리나라

보다 높거나 비슷한 국가는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상국의 소득수   

사업성격에 따라 이자율 연 0.5~3.0%를 차등 용하고 있다. 

  1987년에서 2006년도 말까지 41개국에서 151개 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26,909억 원(약 27.65억 달러)의 원조자 이 개도국에 지원되었다. 2006년

도의 지원실 은 3,523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445억 원( 체의 

69.4%)으로 가장 높았다. 2006년도 말 차 유형별 실 은 개발사업차 이 

68.5%, 기자재차 이 34.6%를 차지하고 있다. 

  외 력기 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00억~2,000억 원 정도

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  공 개발원조( OD A)

  지 까지의 남북한 력은 인도  측면에 치 되었으나 향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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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더 강조될 것으로 망되기 때문에 공 개발원조 방식으로 기 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남북 력기 을 공 개발원조 자 과 통

합하여 운용하거나 남북 력기 의 용도를 다시 설정하여 개발원조는 

국가를 불문하고 공 개발원조 자 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최근 6년간 추진된 한국의 ODA 실 을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ODA 규모는 2001년 2억 6,465억 달러에서 2006년 4억 4,667억 달러로 증

가하 다. 다자간 원조는 커다란 변동이 없으나 양자간 원조는 크게 증가

하 다. 국민소득  ODA가 차지하는 비율은 0.06% 정도를 유지하고 있

다. 양자간 원조  무상원조 비율은 2001년 30.9%에서 2006년 68.0%로 2

배 이상 증가하 다. 북한을 공 개발원조 지원의 상으로 삼을 경우 연

간 2,000억~3,000억 원 정도는 추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 까지 우리나라의 존하는 재원을 통해 북한의 개발 력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기 인 에서 남북한 계

가 개선될 경우 새로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 남북 력을 한 목 세

를 신설하거나 국공채 발행을 통해 새로운 기 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만일 산의 1%를 남북한 력사업에 투입한다는 국민  합의만 있다

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표 20.  한국의 ODA 실

단 : 백만 달러

O

D

A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양자간 원조 

 - 무상원조

 - 유상원조

171.54

52.97

118.57

206.76

66.70

140.06

245.17

145.46

99.71

330.76

212.09

118.68

463.30

318.00

145.30

365.61

248.50

117.11

다자간 원조 93.11 72.02 120.74 92.56 289.01 81.06

합  계 264.65 278.78 365.91 423.32 752.32 446.67

ODA/GNI(%) 0.06 0.06 0.06 0.06 0.10 0.05

양자간 원조  

무상원조비율(%)
30.90 32.30 59.30 64.10 68.60 68.00

자료: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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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융기구 차입

  국제 융기구는 국제통화기 (IMF) 등 국제통화제도를 주로 다루는 기

구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 융을 문

으로 취 하는 개발 융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융기구는 성격과 

융 지원 차가 다르지만 융 지원을 받기 해서는 해당 융기구에 가

입하여 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국제 융기구 가입 이 에 국제 융기

구로부터 자  지원을 받은 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치 인 면을 고려

한 외 인 경우로써 북한이 외 인 용을 받기 해서는 이에 상응하

는 행동을 해야 한다. 국제 융기구에 가입하기 한 기본 인 요건을 갖

추었더라도 사 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회원국으로 가

입되더라도 실제 자 지원을 받기 해서는 통상 로젝트 선정 1~2년, 

로젝트 비 3~6개월, 융자 의 1~2개월 등 총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특히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출승인 후 집행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미국은 한항공 폭 사고를 계기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

정하 기 때문에 재의 상태로는 북한이 국제 융기구로부터 지원을 받

기는 어렵다. 미국의 국제 융기구법의 의하면 국제 융기구가 테러지원

국에 차 을 제공하거나 기타 지원을 할 경우 미국 측 집행이사는 이에 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령 북한이 국제 융기구에 가입을 하더라도 테

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할 경우 이란처럼 본격 인 융지원을 받

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 (IMF)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무역을 확 하

며 회원국의 균형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고용을 증 시키고 실질소득을 향

상시키는 데 설립목 이 있다. IMF는 경제개발을 해 생산자원을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경우 구조조정과 제도개 을 요구한

다. IMF에 가입코자 하는 국가는 안정 인 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경상거

래에 한 제한을 철폐하는 등 가맹국으로서 제반 의무사항을 수해야 한

다. 각국은 서로 상이한 비율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를 들면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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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일본 6.15%, 한국 0.76% 등이다.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

는 과반수이상의 가맹국이 표결에 참가하여 투표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회원국이 되면 할당된 쿼터를 납입해야만 회원국 자격이 유

지된다. IMF로부터 빈곤 감소와 성장을 한 양허성지원자 을 받고자 하

는 회원국은 국제 융기구와 정책 의를 해야 한다.

  국제통화기 은 개발 력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각 가

맹국의 경제  융정책이 다른 나라 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향에 

한 모니터링  의견교환과 가맹국의 정책 수립  실행 능력을 배양하기 

하여 재정, 통화, 외환정책뿐만 아니라 융제도를 감독, 규제, 통제하며 

필요한 경우 법제를 정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융자를 제공

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기도 하고 외채가 과다한 빈곤국의 외채 경감 략을 

수립하는 것도 IMF의 요한 역할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융기구로서 상업  원칙에 입각하여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

원한다. IBRD는 융지원에 한 수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국제개발 회(IDA)에 비해서는 출 조건이 불리하다. IBRD는 1인당 

GNP가 925달러 이상, 5,435달러 이하인 국가를 상으로 융자를 제공하며 

융자조건은 거치기간 3~5년,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5~20년, 이자율 약 

6.5%(시장변동 리)이다. 세계은행은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이  단계에서

도 회원국이 세계은행에 기탁한 신탁기 (Trust fund)을 통해 비회원국에 

기술지원(TA)을 제공할 수 있다. 수혜국은 세계은행의 기술지원을 통해 원

조 수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개발지원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세

계은행은 비회원국에 해 국제 융기구 가입에 비한 교육도 실시한다.

  세계은행은 IMF 가맹국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맹국이 되면 출자

을 납입해야 한다. 각국은 서로 상이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를 들면 

미국은 16.41%, 일본 7.87%, 한국 0.99%를 가지고 있다.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이상의 가맹국이 표결에 참가하여 투표권의 과반

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에는 경제 반에 한 

통계 제출 의무가 있으며 국제 융기구와의 정책 의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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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 회(IDA)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소득 개도국을 

지원하는 융기구이다. IDA는 소득 가맹국에 유리한 조건의 자 을 지

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을 진하고 생산성을 증 시켜 생활수

을 향상시키는 데 목 을 둔다. IDA는 1인당 GNP가 925달러 미만인 국

가를 상으로 자 을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거치

기간 포함) 35~40년, 이자는 없으나 0.5~0.75%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

다. IDA에 가입하기 해서는 우선 IBRD 회원국이어야 하며 가맹국이 되

면 출자 을 납입해야 한다. 각국은 서로 상이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를 들면, 미국은 14.27%, 일본 10.89%, 한국 0.57%이다.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이상의 가맹국이 표결에 참가하여 투표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IDA는 최빈국에 장기 무이

자로 개발자 을 융자하거나 무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다. 

장기개발자 을 융자받기 해서는 1인당 GNI가 895달러(2003년 기 ) 

이하인 최빈개도국이어야 한다. GNI의 산출은 세계은행 기 에 따른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 력을 

진하고 역내 개도국의 경제발 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 으로 한다. 개

발목 을 한 공공  민간자본의 역내 투자를 진하고 역내 국가의 균

형 인 경제개발을 해 역내 개도국의 개발사업에 자 과 기술을 지원한

다. ADB에 가입하기 해서는 역내국의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

회(UN ESCAP)의 회원국  회원국, UN 는 UN 문기구의 가맹국이

어야 한다. 창립 당시 참가국 31개 국  역내국은 17개, 역외국 14개 으

나 재 역내 48개국, 역외 19개국 등 총 참가국이 67개국으로 늘어났다. 

역외국은 선진국으로만 가입을 허용한다. 다른 국제 융기구와 마찬가지

로 각 회원국은 서로 상이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를 들면, 2006년 말 

기  미국은 12.803%, 일본 12.803%이다. 2006년 말 기 으로 우리나라는 

총 주식 수의 5.043%, 총 투표권의 4.338%를 보유하고 있다. 가입은 총 투

표권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가맹국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ADB의 주요 업무 가운데는 일반융자, 조융자, 기술지원 등이 있다. 

일반재원 융자에는 로젝트 융자, 로그램 융자, 부문 융자, 신용공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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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무보증 융자 등이 있다. 로젝트 융자는 도로, 발 소 건설 등 개발

계획의 일반으로 추진되는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 을 제공하며 총 융자

액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로그램 융자에 비해서는 융자 시까지 기간

이 짧다. 로그램 융자는 역내 개도국의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제

도, 투자 환경 개선 등 장기 인 과제에 해 수혜국 정부로 하여  추

진 일정을 제시하도록 하고 수혜국과 정책 의를 거쳐 제공하며 융자를 

받을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향후 개 의지가 확실하다고 

단될 경우 개 로그램을 수행하기 에 ‘up-front loading'으로 미리 

자 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부문 융자는 경제개발 계획상 우선순 가 

높은 농업부문, 에 지부문의 개발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 역내 최빈국을 상으로 하는 융자(ADF)가 있다. 이는 1인당 GNP와 

채무상환능력을 기 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되 역내 최빈국에 해 양허성 

자 을 지원한다. ADB는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융자

활동을 보완하기 해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자문 용역  학술연구 등에 

무상 는 유상으로 기술을 지원한다.

  북한이 국제 융기구의 양허성 지원자 을 받기 해서는 IMF, IBRD, 

IDA에 순차 으로 가입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

다. 북한은 비회원국인 상태에서도 세계은행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임이사회의 인 이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 융기구에 가입

하게 되면 주요 경제지표에 한 통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회원국이 자국의 

통계를 추정해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계 작성 능력이 생길 때까지 상

당기간 유 기간을  수 있다. 부분의 아 리카 개발국은 국제 융기

구의 통계 련 기술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경제상황을 악

하기 어려우며 제출되는 통계 한 불충분하지만 회원국에서 축출된 경우

는 없다.

  국제 융기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 해서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

지 않으면 안된다. 재 진행되고 있는 핵 불능화가 완료되고 핵을 폐기하

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서는 국제 융기구를 통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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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함께 국제 융기구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경제국과의 계를 정상화하는 일도 추진되어야 한

다. 가장 먼  북한은 미국을 설득하여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해제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계 개선도 요한데 안으로 되

어 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이 시 하다.  

북 농업개발 력 가능 분야

■ 우리 시각에서 보는 농업개발협력 우선 분야

  앞 에서는 지 까지 다양한 력주체들이 북한의 농업개발을 해 추

진한 력 내용을 심으로 농업개발 수요를 악하 다. 지원자의 시각에

서 본 간  악 방법이라 하겠다. 그 지만 력이 이루어지기 해서

는 지원을 제공하는 측과 지원을 수용하는 북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름 로 농

업을 발 시켜 왔다. 우리의 경험을 북한에 그 로 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축 한 우리의 경험과 국제사회와의 농업 력 경험은 북한 농업 회

생을 해 도움이 될 것이라 단된다.

  농업의 회생과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요구도 요

하지만 효과 인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순 에 따라 순차 으로 추진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요하다. 여러 가지 지원 가능 분야가 있지만 실

으로는 재원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 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에서 력 상 사업을 단기, 기, 장기로 나

고 각각의 시 에서 우선 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는 차가 필

요하다. 우선순 를 선정할 때는 북한의 농업상황, 력과정에서의 실

인 제약, 북한의 바람직한 농업발  방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 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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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의 종합  단에 따라 력 단계별 우선 력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단기 력: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농업생산성 증

  ․식량  농자재 지원, 씨감자 등 종자 생산  보  지원

  ․수확 후 손실 감소를 한 농구지원과 농기계 수리 지원

  ․농산물의 교류 확

○ 기 력: 북한의 농업자생력 회복과 외화획득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한 물  기반 지원

  ․농업기술  문가 교류, 농업정보의 교류

  ․특구와 연계한 배후지 농장 개발

  ․계약재배, 탁가공 등 경  확

  ․비닐, 농기계 등 남측의 유휴설비 이 , 공동생산

○ 장기 력: 식량의 안정 공 기반 확립

  ․해외농업 공동개발

  ․농기계 공동개발, 작물  가축의 공동육종

  ․농업생산기반 복구와 정비

  ․황폐산지 복구와 조림

■ 북한의 입장에서 보는 농업개발협력 우선 분야

  앞에서는 주로 지원을 제공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력내용을 

제시하 으나 여기서는 지원을 수용하는 북측의 입장에서 필요한 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북측의 력 수요는 북한의 농정 추진 

과정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사업 추진 우선 분야와 북측 계자와의 직

 화를 통해 악한 력사업 우선분야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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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북한의 농정 추진과정 분석은 북한의 주요 신문인 노동신문

과 민주조선, 그리고 북한 농업과학원의 내부 자료 등을 이용하 다. 이

외 북한 최고인민 원회의 회의 자료에서도 농정의 흐름을 비교  자세

히 악할 수 있다. 북측 계자와의 직  화는 필자의 북한 방문 는 

제3국에서의 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북한 문가의 경험을 토 로 

하 다.

  부분의 경우 두 가지 근 방식을 통해 악한 내용이 일치하지만 간

혹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농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우선 분야는 

재의 상황에서 요하다고 단되는 력의 내용인 데 비해 직  화를 

통해 악한 것은 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요까지 감안된 것이라는 에

서 구분된다.

북한의 농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우선 추진 사업분야

○ 이모작 확

  - 이모작 재배를 한 농자재 공  확

  - 이모작에 합한 보리,  종자

○ 농업생산기반 확충

  -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 매몰된 농경지 복구: 복구장비, 물자

  -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의 확 : 규모 토목공사를 한 장비, 물자

  - 노후 양수장 복구: 양수장 시설  펌 , 이  등 

  - 간척지 복구  제방 보강

○ 감자농사 명

  - 씨감자 조직배양시설  장치

  - 씨감자 바이러스 검정을 한 검정장비  시약

  - 씨감자 증식을 한 각종 시설, 물자

  - 씨감자 보 을 한 온 장시설



북 농업개발 력 가능 분야와 추진방안 105

○ 종자 명

  - 우량 콩, 보리, , 채소 종자 

  - 곡물 종자 보   정선시설

  - 벼  채소 육묘장 신축  각종 물자 지원

  - 채소 종자 증식 시설, 기술

  - 왜성 사과 묘목 생산  과수원 확장

○ 농기자재 확보  활용

  - 퇴비  흙보산비료 생산

  - 복합미생물비료공장 건설

  - 생물농약 생산

  - 트랙터 등 농기계 수리, 정비

  - 감자수확기, 콩탈곡기 등 새로운 농기계 도입

○ 축산진흥 

  -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 타조목장, 염소목장 정비  화

  - 축산물 가공시설 건설: 유가공 시설, 고기 가공 시설

  - 사료 공 체계 정립: 사료공장 시설, 사료 원료 

  - 풀 ( 지) 조성을 한 풀 종자, 각종 투입물

○ 양어사업 

  - 양어장 건설  운  정상화

  -  메기공장, 잉어공장 건설

○ 산림복구  조림

  - 경사지 복구를 한 물자, 장비

  - 조림을 한 양묘장 복구: 시설  장비

  - 나무 묘목 생산을 한 종자, 물자

  - 산림병해충 방제를 한 장비와 약품 



북 농업개발 력 가능 분야와 추진방안106

북측 계자와의 화를 통해 악한 우선 사업분야

○ 농자재 공  확

  - 비료, 농약, 비닐, 농기계(경운, 운반, 수확용) 지원

  - 비료공장 개보수  신규 건설

  - 농약 제조 시설, 원료 

  - 비닐 생산을 한 시설과 원료

  - 농업기반 복구  확충을 한 각종 장비 지원

  - 농기계 조립공장 건설

  - 농기계 부품 생산을 한 시설  장비, 원료

  - 농기계, 양수장, 수송 장비 가동을 한 에 지 지원

  - 각종 시설 개보수, 신축을 한 시멘트, 철근 등 물자 지원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감자, 고구마 가공기지 건설

○ 축산물 생산 증

  - 젖소, 돼지, 닭 사육을 한 시설 신축

  - 가축 사육을 한 각종 장치와 사료, 수의 약품

  - 농후사료 공 을 한 사료공장 신축

  - 사료공장 운 을 한 사료 원료  에 지

  - 조사료 공 을 한 풀  조성: 풀  조성을 한 풀 씨앗, 각종 자재

○ 채소 재배 시설  재배 기술

  - 채소 재배용 온실 신축

  - 채소 육묘시설  장치

  - 채소 육묘기술  물자

  - 우량 채소 종자  육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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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묘목  묘목 증식 기술

  - 주요 과수 왜성 묘목 

  - 묘목 증식을 한 양묘장 시설  물자

  - 묘목 증식 기술

○ 잠업 생산성 향상

  - 뽕밭 생산성 향상을 한 우량 상묘, 비료, 약품

  - 에 사육을 한 잠실, 잠구

  - 신규 뽕밭 조성을 한 장비, 상묘, 물자

■ 대북 농업개발협력 우선순위

  지 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의 농업개발 수요를 악코자 하 다. 

근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농업개발 수요는 

분야별로 체로 유사한 것으로 악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악한 내용

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농업개발 력을 추진할 때 우선 으로 시도할 내

용을 제안해보기로 하자. 시간 으로 세 단계로 나 어 제시한다. 먼  북

한이 당면한 농정 과제를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력 내용을 제시한 

다음 미래의 수요에 응한 력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농업

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회복한 다음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기 한 력의 

내용을 제시한다. 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은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고 하나

씩 단계 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는 력 당사자의 수용능력과 재원 확

보 상황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  

○ 북한의 당면 농정 과제 추진을 한 력  

  - 이모작 확 를 한 비료, 비닐 등 각종 농자재, 벼 육묘시설 지원

  - 감자농사 확 와 감자 증산을 한 자재, 장비, 기술 력, 기술자 훈련 

  - 콩 재배 확 를 한 콩 종자  기술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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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의 품질 개선을 한 종자 정선  보 시설 확충

  - 축산물 자 능력 확 를 한 양돈장, 닭공장, 사료공장 건설 

  - 농기계수리시설  조립공장 건설

  - 농업생산기반 복구와 확충을 한 장비, 자재 지원

○ 미래의 수요에 응

  - 종자  종묘 생산기술(채소, 과수, 축산)

  - 씨감자  감자 장고 건설  장기술

  -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과 확충

  -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한 화훼, 상수, 가로수, 경 림 확충  

  - 황폐산지 복구, 산사태 방, 조림 등 종합  산림복구사업 

○ 수출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 식품가공기술

  - 잠업기반 확충

개발 력 추진 방안

■ 개발협력의 주체

  개발 력은 지원을 제공하는 측과 지원을 수용하는 측 모두가 력의 주제

가 되어야 한다. 통 인 개발 력의 주체는 소수의 엘리트 료나 지도자

으며 이들은 국민이나 모  참여자를 설득하는 데 을 두었다. 그러나 

새로운 근법은 사회 반의 범 한 참여와 합의 을 도출함으로써 민주

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력 

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정부, 기업, 국민, 비정부기구(NGOs), 지방자치단

체, 국가 개발 력을 지원하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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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자들을 망라한 범 한 의견수렴 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 력의 경우 개발 력의 주체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수혜국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 수혜국은 주된 수혜 상자의 의견 수렴 과

정을 거쳐 그들이 원하는 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력 과정에서 

수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력의 주체로서 주인의식(Owner- 

ship)이 강화되어야 한다. 개발원조라는 말 신 개발 력이라는 용어를 쓰

는 것은 방이 력주체가 되어야만 력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개발 력에서는 주인의식 못지않게 트 십

(Partnership)이 강조되고 있다. 개발 력을 실행하기 해서는 먼  개발

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개발 략을 수립하는 주체는 지원국이나 지원

기 이 아니라 수혜국 자신이어야 한다. 수혜국이 스스로 농업개발을 추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 국제사회와 정상 인 계를 유

지하며 특히 지원국과의 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농업개발을 한 력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에 규모의 개발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계마  훼손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 개발협력의 추진 절차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서는 가장 먼  수혜국이 개발 력 의사가 있

는지 타진해야 한다. 북한이 과연 농업개발 력의 의지가 있으며 우리의 

개발 력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사 

타진 속에는 북한이 수혜국이 될 경우 개발 력의 한 주체로서 어떻게 행

동하고 력 트 와 어떤 계를 가질 것인가를 확인하는 차가 필요하

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해서는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 력 의지가 있고 이를 수용할 자세를 갖추었다면 개발 지

원을 제공할 우리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가 필요하다. 국민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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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상황에 맞는 한 차를 통

해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하다. 한국이 북한 농업개발 력의 

주체가 될 경우 우리 국민은 개발 력 주체의 하나이고 개발 력을 한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개발 력 범 , 내용, 추진방식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얻는 일이 요하다.   

  개발주체 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개발 력

을 한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먼  수혜국의 

농업 상황을 악하고 문제 을 확인한 다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면 구체 인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고 소요 산을 편성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추진하 던 경제개발5

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통 으로 강조되었던 요소는 (1) 재의 

경제 황에 한 평가와 망 (2) 계획의 질 , 양  목표 설정 (3) 투자와 

재원조달 계획 (4) 경제 부문별 생산  투자계획의 구체화 (5) 계획 집행

을 한 정책수단과 리체계 (6) 생산과 투자재원에 한 부문별, 로젝

트별 구체 인 계획 등이다. UNDP(유엔개발계획)의 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에는 (1) 재의 상황에 한 이해, 계, 실태 악 (2) 비 과 문제  정

의 (3) 안 인 략의 인식 (4) 가장 합한 략의 선택 (5) 목표와 기

치의 설정 (6) 논리  틀을 사용하여 개발목표, 당면목표, 기 되는 결과, 

활동 사항, 자원 등에 한 지표를 설정하고 항목별 외부  요인을 검토 

(7) 활동사항의 결정 (8) 소요자원의 결정 (9) 리계획 수립 (10) 모니터링

과 평가를 한 지표 설정 (11) 외부 요인과 험의 인식 (12) 사  제약의 

설정 등 구체 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단계는 자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먼  수혜국이 조달

할 수 있는 재원과 지원되어야 할 재원 규모를 산출한다. 지원되어야 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내부

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원 조달 가능성을 확인한다. 통상 재원 조달

과 사업의 승인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과 재원 규모가 서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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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력을 한 비가 끝나면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차가 남아 있다. 

개발계획의 승인은 내부 인 승인 차와 법  차로 나  수 있다. 일반

인 사업은 내부 인 승인만으로 차가 완료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

하는 규모의 개발 력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에 

한 국내 승인 차가 완료되면 북한과 정을 체결하는 차를 밟게 된다. 

  가장 요한 과정은 개발 력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실행하느

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력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기구나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하며 복수

의 실행주체를 정할 수도 있다. 간혹 정부나 다른 실행주체를 행하여 

리지원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개발 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모니터링(Per- 

formance monitoring)과 평가(Evaluation)이다. 모니터링은 계획한 로 사

업의 추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추 하고 리를 제 로 하도록 주

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일정 기간 나타난 결과에 해 자료를 수집, 분

석, 보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감독 활동이 지속

된다. 이에 해 평가는 왜 특정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는 특정한 결

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는지 체계 으로 분석한다. 이뿐만 아니라 평가에는 

결과의 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향(Impact), 지속성(Sustainability), 반복성(Replicability)에 한 검토도 

포함된다. 감독은 상시 수행하는 데 비해 평가는 필요할 경우에 한정해서 

수행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감독과 평가는 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의 결과를 더 좋게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욱 효과 으로 추진하

려는 데 목 이 있다. 따라서 감독과 평가는 사업의 시작에서 완료에 이르

기까지 통합된 차에 따라 행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감독과 평가는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며 사업 목 에 비추어 추진하는 사업의 

성, 실 , 성공 여부를 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 이 감독과 평가를 행하는 기 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정확한 

단을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Evaluation)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정(Assessment, 査定)이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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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사업 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하는 과정이다. 정

보는 공식 이거나 비공식 인 차를 통해 수집, 분석된다. 사업의 결과

에 해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리자의 활동을 지

원할 목 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평가한다는 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감독과 평가가 완료되면 이해 당사자가 사업의 성공 여부

를 단하고 향후 상되는 문제 과 제약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의 개

발사업에 폭넓게 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개발 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력의 

성과가 확인되어야만 력을 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으며 향후 력을 

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그 목 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상 평가(Partner review), 향평가(Impact evaluation), 평가 시

에 따라 간(Midterm)․최종(Final)․종료 후(Ex post) 평가, 평가범

에 따라 로젝트와 로그램 평가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평가는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와 평가지표를 기 으로 평가해야 객 성을 유지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다음 단계의 사업에 반 되어야 하므로 평가보고서에

는 어떻게 이를 반 할 것인지에 한 언 이 있어야 한다. 간평가의 경

우 문제 으로 지 된 부분을 후속 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반 해야 하며, 

최종평가의 경우에는 향후 추진할 과제나 재 진행 인 련 사업에 이

를 반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최종평가의 결과는 사업을 

승인한 기 이나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

이 지출한 자 이 얼마나 효과 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평가지표는 력의 내용에 따라 로그램 력일 경우, 포 인 지표가 

필요하다. 로젝트 단 의 력일 경우 그 사업에 합한 구체 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평가지표는 력사업을 기획하고 상 방과 의하는 단

계에서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 개발 력을 수용하는 측(북한)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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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  지표를 만들거나 력을 제공하는 측(남한)이 그 지표를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평가지표는 사업의 성격, 목 에 따라 다

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산출 지표

  농업  농 개발 로젝트를 평가할 때는 평가 상의 성격에 따라 다

양한 평가 지표를 사용한다. 산출 지표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해서는 투

입물(토지, 노동, 자본)에 해서도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구입한 것뿐만 

아니라 자체 조달한 것까지 포함된다.

  •단년생 작물: 면 , 수량(단  면 당 생산량) 는 총 생산량

  •나무 등 다년생 작물: 나무 수, 나무당 생산량( 는 단  면 당 생산

량) 는 총 생산량 

  •동물: 사육두수, 도축두수

  •동물제품(물고기 포함): 개수( 를 들면 산란계 1마리당 연간 산란수), 

부피, 무게( 를 들면 젖소 한 마리당 1일 우유생산량)

경제 지표

  •소득: 조수익, 소득, 순수익/ 단 면 당, 개인당, 가구당, 동농장당

  •지출: 개인당, 가구당, 동농장당

  소득은 일정 기간 번 수입이기 때문에 유량(flow) 지표이지만 조사의 어

려움 때문에 흔히 소득의 리 지표(Proxy indicator)라고 할 수 있는 량

(Sock) 지표인 재산(Wealth)을 사용하기도 한다.

삶의 질 지표

  •식량소비량( 는 에 지 섭취량), 양소(탄수화물-단백질-지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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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건강검사 지표로 나타내지만 양 상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 어

린이에 한 건강은 나이, 키, 몸무게의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키와 

몸무게, 나이와 몸무게, 나이와 키를 서로 비교하여 건강에 한 리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양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표 21>.

  •교육: 문맹률, 교육년수

  •의료: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 병상 수 

  •문화: TV보 률, 화보 률, 신문구독률

  •주거: 주택보 률, 1인당 주거면

  •쾌 함에 한 근성 

  •기 수명

표 21.  어린이 양평가 지표

양상태 증  상 일반  평가

만성 양실조
(Chronic 
malnutrition)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경우
(low height for age)

z score -2SD 이하가 25-50%이면 
양실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50% 이상이면 매우 심각한 상황

성 양실조
(Acute 
malnutrition)

키에 비해 몸무게가 가벼운 
경우(low weight for height)

5% 이상이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근 가능성이 있음

체
(Underweight)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가벼운 
경우(low weight for age)

20-40%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40%이면 심각한 상황

자료: 이 순 외(2005).

주요 농업 성과 지표

  •헥터당 수확된 농산물 수량

    - 계산식: 생산량/면

    - 자료: 수확량, 종면

  •실제 수량과 잠재 수량 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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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식: (1-실제수량/잠재수량)×100%

    - 자료: 수확량, 종면 , 시범포 수량

  •서로 다른 조건에서의 수량 변동

    - 자료: 연차별 사업 후의 수량

  •가구당 생산물 가치

    - 계산식: ( 매수입+월소비량×가격-투입물비용)/(1+물가상승률)

    - 자료: 수확량, 매수입, 투입물 비용, 농산물 가격, 물가상승률, 식

량소비 개월 수

  •가계 자가 식량공 능력

    - 계산식: 자체조달량/총 소요량

    - 자료: 수확 월, 직  수확 월, 재고 소진 개월 수

  • 장  손실률

    - 계산식: 1-기말재고량/(기 재고량-소비량)

    - 자료: 장량, 손실량, 장 기간

  • 농개선율

    - 계산식: 개선작업 면 /총 면

    - 자료: 농작업의 종류, 개선 작업 면

  • 장시설 건축  사용량

    - 자료: 건축된 장시설 수, 사용된 장시설 수



제 6 장
대북 농업개발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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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농업개발 력 체계

■ 기본방향

  남북한 사이의 개발 력은 다른 나라와의 력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성이란 민족  

특수성과 지정학  특수성을 모두 포함한다. 한반도에서 경제와 평화의 선

순환 구조를 가지기 해서는 개발 력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안보와 평화를 개발 력의 

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듯이 한반도의 경우 이러한 목표가 특히 

요하다. 그 지만 다른 나라들이 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발 력의 보편

 기 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보편  기 과 남북한 계의 특

수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농업개발 력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  강령을 추구해야 한다. 보편  강령

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특히 주민의 인도  상황을 

개선하는 데 가장 을 둘 필요가 있다. 1990년  반 이후 북한 주민

은 기본  권리인 먹는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남녀노소, 도시와 

농 을 막론하고 부분의 주민은 항상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어

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사회  약자의 고통이 더 크다. 이들 계층은 식량 

이외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계층에 비해 상 으로 더욱 취약하

다. 북한의 식량배 제가 크게 후퇴하면서 부분의 주민은 시장을 통해 

식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정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권이 

 받는다. 사회  복지혜택이 사리진 지도 오래이다. 과거 국가가 책임

졌던 식량배 과 사회복지제도가 축소됨으로써 주민의 기본  인권이 보

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민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

로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기 해서는 주민의 소득 증 가 무엇보다 요

하다. 경제개발을 통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해서는 그들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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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더라도 이를 경제회생과 연계시

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코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 에 기여하는 력이어야 한다. 

정치와 군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함으로써 안정 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번 의 기 를 닦을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의 진

에 따라 남북한 경제 력의 수 도 높아질 수 있다. 개발 력을 한 재원

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정착에 따라 국민  합

의를 보다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셋째, 개발 력은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지속성,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개발 력은 지속성이 제되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

는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사업의 결과가 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원하는 

측과 수혜자 집단, 사업을 추진하는 측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개발 력 

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북한이 개 과 개방을 진하는 

력일수록 바람직하다. 시장이 제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

하기 어렵다. 개발 력의 수혜자인 북한이 자생력을 가져야만 지속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과거 북한에 한 국제사회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혜자 집단이 자생력을 갖지 못할 경우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사

업 이 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이 지속되기 해서는 

좀 더 효율 이고 사업의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력을 

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 정책목표

  북한이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서는 먼  농업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개발 력과는 상 없이 해야 할 

일이지만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해서는 꼭 필요하다. 개발 력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지만 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목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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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수 에 머물고 

있는 농산물 생산능력을 증 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농산물 공 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농산물을 안정 이며 지속 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북한의 

자생력을 높이며 생산과정에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식량 수 의 안정이다. 식량을 안정 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소

비자가 필요한 식량을 안정 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개발지원의 목표는 식량을 증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소비자에게 안정 으로 공 되도록 유통체계를 화하는 것도 

요하다. 소비자가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취득하기 해서는 구매능력을 확

보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  개발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개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 을 개발함으로써 농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농 사회를 유지, 

발 시킬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 의 개발은 농업생산성을 증 시키고 농

업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 추진전략

국민  합의

  북한의 개발 력 효과에 해 우리 국민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

으나 쟁 은 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 력이 북한 주민의 인도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북한

의 경제난을 해소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안정과 번 을 가져와 결과 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는가? 

  둘째, 개발 력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면서 통일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을 안정 으로 구축하며 통일비용을 이는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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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개발 력이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하고 남한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

시켜 남북한의 공동번 에 기여하는가? 

  남북한 력이 시작된 이후 력의 원칙, 효과, 추진 방향에 해 국내의 

갈등(남남갈등)이 지속되어 오다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갈등의 양상이 더

욱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교류 력

의 효과를 첫 번째 쟁 인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에 을 더 많이 맞추

는 경향이 있다. 남북한 교류 력의 원칙 가운데 특히 상호주의를 강조하

며 개발 력의 효과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공동번 보다는 한반도 평화정

착에 한 기여를 강조한다. 

  남북한 개발 력의 효과에 한 갈등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얼마나 기여

하느냐가 심의 이 된다. 개발 력을 지지하는 국민은 개발 력이 한

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실질 으로 한반도 평

화정착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한 남한 경제의 안정  발 을 해서

라도 개발 력은 꼭 필요하며 다양한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개발 력을 비 하는 국민은 개발 력이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력만 

증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부정  효과를 유발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남북한 개발 력의 원칙에 한 갈등은 상호주의에 한 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심의 이 된다. 개발 력을 지지하는 측이라 할지라도 상호

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남북한 계에서는 비동시성, 비등가성, 비 칭성

이 불가피하며 반드시 경제  등가성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축  

는 포  상호주의를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개발 력을 

비 하는 측은 남북한 계에도 철 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개발 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발 력의 추진방향에 한 갈등은 주된 수혜의 상이 구냐에 심

이 모이고 있다. 개발 력을 지지하는 측은 개발 력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며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북한으로 

하여  개 과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발 력을 비 하는 측은 개발 력의 수혜자는 북한 지도부가 아니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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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이어야 하며 개발 력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개 과 개방

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 력에 해 국민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지만 지지하는 측과 비

하는 측의 주장에는 공통 도 있다. 지지하는 측과 비 하는 측 모두 한반

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면 원칙 으로 남북한 교류 력을 반 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한 상호주의에 해서도 양측 모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상호주의의 용 수 과 방법에 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개발

력에 한 국민의 시각 차이는 남북한 계에 한 이 인 성격과 국내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남북한 계에 해 부분의 국민은 

의식과 동포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어느 것을 더 요시 하느냐에 따

라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국내 정치가 남북한 계를 정치  목 으로 

이용코자 함으로써 국민의 인식을 양분화하고 있으며 언론은 이러한 갈등

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민주화된 다원  사회에서 국민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

며 이를 부정 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 력에 

해 이성 인 시각에서 차분하게 분석하고 토론하여 합의 을 도출하는 것

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남북한 계를 정치  목 으

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먼  국회에 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교류 력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장치

를 마련해야 하며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민의 갈등을 해소

하기 해서는 먼  남한 내 교류 력 정책 수립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북한 내 교류 력사업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발 력을 제 로 추진하기 해서는 력의 목표와 원칙, 차, 추진방

식, 평가에 이르기까지 합리 이고 구체 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투명성, 상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남북한 합의

  남북한 교류 력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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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으로 남북갈등이 큰 문제이다. 남한은 북한에 한 농업부문 개발 력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서로 합의된 원칙을 수한다면 개발 력의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단된다. 북한은 개발 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민족끼리라는 

정치  구호만 외칠 뿐 개발 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

고 있다. 그들은 지켜야 할 규범도 소홀히 취 하고 있다.  

  개발 력을 해 요한 은 력 당사자의 합의와 역할 분담이다. 사

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서로 력하여 구체 인 목표와 사업내용을 

설정해야 하며 사업의 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합의

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이 하지 않다면 합의 그 자체

는 의미가 퇴색된다. 

  남북한 사이의 농업분야 개발 력에 한 실질 인 합의의 효시는 2005

년 8월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농업 력 원회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남북한은 구체 인 농업 력사업에 해 합의를 하고 문서에 서명까지 하

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가 2007년 11월이 되어

서야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2007년 11월 5일 남북한은 개성에서 실무 

을 갖고 이미 합의한 남북농업 력사업  시범 으로 축산 력사업을 

착수하기로 합의하 다. 평양시 강남군 일 에 상시 사육두수 5,000두 규

모(연산 1천 톤)의 양돈장을 건설하여 향후 2년간 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남측은 양돈 력사업 련 시설 건축과 종돈, 사료 등 사육에 필

요한 자재와 장비, 물자를 차  형식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토지, 력, 용

수, 노동력을 제공키로 하 다.

  남북한 계는 합의도 요하지만 신뢰가 조성되지 않으면 합의 그 자

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향후 농업분야 개발 력에 한 논의는 이미 합

의한 제1차 남북농업 력 원회의 합의 사항을 차근차근 이행한 후에야 

가능하며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향

후 남북 계를 해 꼭 필요하다.

  개발 력의 성과를 극 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북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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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용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북한의 수용능력을 높이기 해서는 무엇

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며 물 , 지 , 제도 , 인  인 라를 포

함한 종합 인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이를 해서는 본격 인 개발 력에 앞서 사  비를 충분히 한 후 

일정한 수 에 도달하 을 때 개발 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  합의

  한국의 힘만으로는 북 개발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제사회와 국제 융기구와의 일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사

회와 국제 융기구에 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미국 등 주변 국가와 북 

개발 력에 한 인식을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이들 국가를 참여시키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 인 안으로 6자회담 참가국과 북핵 문제와 

북 개발 력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

이 되기 해서는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

다. 북한이 국제 융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

록 한국이 향력 있는 개별 국가와 의하는 등 외교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북한이 회원국 가입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실히 비하도록 

지원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한 사이의 개발 력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자가 합의 내용

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리 알려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개발 력이 추진되면 추진 상황과 성과를 주기 으로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는 한편 국제 으로도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력사업의 통합과 조정

  농업분야 개발 력을 추진할 경우 로젝트 단 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

고 로그램 단 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개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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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야 할 과제를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의 로그램으로 구분하고 

개별 로그램 내에서 추진해야 할 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다. 로그램

을 구성할 때는 로그램 사이의 유기 인 계를 고려하여 로젝트 구성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 농업개발을 한 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시할 수 있다.

  - 식량안보 증진 사업

  - 농업생산기반 확립 사업

  - 농자재 공 의 안정 사업

  - 농산물  농자재 유통 효율화 사업

  - 농민 소득  복지 증진 사업

  - 수출농업 확  사업

  - 농 개발 사업

  - 환경보   조림사업

  - 능력개발사업: 연구  지도, 인력개발  훈련, 사업 리능력의 개선 

추진주체의 역할분담과 력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사이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력체계를 확

립할 필요가 있다. 개발지원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참

여가 필수 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자 을 집행하는 과정에

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 까지 

민간단체의 역할이 컸던 만큼 그들의 경험을 살려 개발 력 과정에서 교육

훈련  기술 수에 민간단체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력사업을 보다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민간단체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문기 을 설립하여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NGO

에 직  로젝트를 발주하지는 않지만 세계은행의 자 지원을 받는 로

젝트를 수주한 회원국 정부 는 정부기 이 NGO와 계약을 체결하여 

NGO가 일정 부분 사업을 행하기도 한다. NGO는 세계은행 등 국제 융

기 으로부터 소액증여자 (Small-grants funds)이나 신탁기 (Trus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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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받아 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제민간단체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감으로써 장차 북한이 국제 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북한 농

업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다. 

  민간단체가 개발 력에 참여할 경우 단체 간 복을 피하고 지원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 인 기구를 마련하여 이해 계를 조정하는 시

스템이 요구된다. 재 우리나라의 북 지원 민간단체는 ‘ 북지원민간

의회(북민 )’를 조직하여 이러한 역할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이 많으므로 조직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하여 본격 인 개발지원에 응해야 

할 것이다. 

■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

행 제도와 개선방안

  북 지원에 한 모든 정책은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해 ‘남북 력기 ’을 운용하고 있다. 재 북 지원을 해 운용하고 

있는 남북 력기 은 남북 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조성된 것이다. 

재 운용되고 있는 남북 력기 의 사업비 지출 구분은 사업의 목 보다

는 자 의 회수 여부에 따라 분류한 측면이 강하다(이종무, 2005). 사업의 

목 에 따라 남북 력기 을 원조 성격을 갖는 개발원조사업과 비원조 

성격을 갖는 남북경 사업, 남북한 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사업의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개발원조사업은 다시 양자간 력과 다자간 

력으로 나  수 있다. 남북경 사업은 투자와 교역, 기타의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투자에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모두 포함된다. 기타에는 

남북경 에 따른 손실 보조 등이 포함된다. 남북 력기 과 통일부 경상

산과의 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요하다. 인 왕래 지원, 사회문화

력사업, 이산가족교류 지원 등은 기 보다는 경상 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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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남북한 개발 력이 확 될 경우 재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재원

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련부처 간 역할분담과 력체계가 강화되어

야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 까지만 해도 ｢남북교류 력법｣이 남북 계를 

규율하는 법률이었으나 그 후 남북 경제 력이 확 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계를 발 시키기 한 포  법률이 필요함에 따라 ｢남북 계발 에 

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남북교류 력법｣은 민간 차원의 교류 력 차

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남북 계를 제도 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포 인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계발 법안의 

제정을 시도하 으나 몇 차례 무산되다가 2005년 12월 29일 ｢남북 계발

에 한 법률｣(이하 남북 계발 법)이 공포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는 ｢남북 계발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남

북 경 을 진하기 하여 남북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13개의 합의서

가 교환되었다.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차에 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한 이 과세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 에 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강산 지구의 출입  체류에 한 합의서

   ․남북 상사 재 원회 구성, 운 에 한 합의서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한 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한 기본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수를 한 부속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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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까지 정부 차원의 북 력은 인도  지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

에 개발 력에 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발 력에 한 규정은 

｢남북 계발 법｣에서 필요한 법  조치를 취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 먼  ｢남북 계발 법｣ 제13조에서 정한 ‘남북 계발

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①남북 계 발 의 기

본방향 ②한반도 평화증진에 한 사항 ③남북한 간 교류· 력에 한 사

항 ④그 밖에 남북 계발 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통일부는 최근 2008~2012년 추진할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 다. 공

개된 기본계획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과 제1차 총리회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 계 발 의 비 과 추진방향, 추진 략 목표와 분

야별 추진계획, 추진체계  재원조달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

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해서는 구체 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교류 력이 활발해지면 막 한 재원이 소요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 이고 실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계획된 사업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 계발

에 한 법률｣은 남북 계를 발 시키기 한 포 인 법률일 뿐 세세

한 력의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 력을 한 별도

의 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재 ‘ 북인도 지원법’(가칭) 제정

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되고 있

는 ｢남북교류 력법｣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인도  지원과 개발 력, 교류

와 경 을 모두 아우르는 ‘ 북 지원  교류 력에 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행 추진체계의 문제 과 새로운 체계 구축

  ｢남북 계발 법｣ 제10조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

한 경우 북한에 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②정부는 북한에 한 지원이 

효율 이고 체계 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인 시책을 수

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 개발지원에 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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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언 이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 을 한 장기  

략과 비 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계발 법｣ 제14조에는 통일부

에 ‘남북 계발 원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그 밖에 남북 계 발 을 

한 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부에서는 작성된 기

본계획을 국회를 비롯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재 우리나라는 일반 인 국제 력체계와 북 력체계를 분리하는 

이원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개발 력은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재정경제부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 력을 집행할 때

는 한국국제 력단(KOICA)이 무상원조, 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를 담당한

다. 북한과의 교류 력은 통일부가 정책의 기획과 집행 기능을 함께 가지

고 있다. 북 농업․농 개발 력에 있어서도 외가 아니어서 농림부는 

주무 기 인 통일부와 의는 할 수는 있으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직  

여할 수 없다. 농림부는 국제농업․농 개발 력을 한 국제농업 력

원회와 북 농업 력을 한 남북농업 력 원회를 설치 운 하고 있

으나 단순히 유 기   문가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 국제 력이나 북 력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서는 농업․농 개

발 력 문제를 논의하기 하여 농림부나 농업분야 문가를 참여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매우 제한 이어서 부처 간의 효과 인 업무 

력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북 농업․농 개발 력의 성과를 높

이기 해서는 효율 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 개발 력을 원만히 추진하기 해서는 필요한 추진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재 북 개발 력에 한 모든 업무는 통일부가 총 하고 

있다. 통일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제 력공동 원

회’를 설치하고 개발 력을 포함한 남북한 경제 력에 한 모든 사항

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는 2007년 11월 

14~17일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 분명한 윤곽이 드러났다. 따라서 효

율 인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력 사업을 좀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다. 



북 농업개발 력 체계 구축 131

그림 5.  남북 농업개발 력 추진체계

통일부

남북 력기

남북경제 력공동 원회

농수산 력분과 원회

농업인  농기업

북지원민간단체

농업분야 공기업

남북농업 력추진 원회농림부

남북농업 력추진단

  가상 인 북 농업․농 개발 력 추진체계를 제시하면 <그림 5>와 같

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로 ‘남북경제 력공동 원회’를 설

치하되 재정경제부장 을 원장으로 한다. 통일부와의 계 정립을 하

여 통일부 차 을 간사로 임명하여 통일부의 북 정책과 조율한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농업 력 원회’는 폐지하고 ‘남북경제

력공동 원회’에 ‘농수산 력분과 원회’를 두어 농업분야의 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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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논의한다. 농림부 차 을 농수산 력분과 원장으로 하고 간사에

는 통일부의 련 국장을 임명함으로써 통일부와 농림부의 연계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력에 한 제반 사항은 ‘남북경제 력공동 원

회’의 틀 속에서 논의된 다음 ‘농수산 력분과 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하여 북 정책의 일 성을 유지시킨다. ‘농수산 력분과

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농림부가 추진하되 농림부에는 농업분야의 개발

력을 추진하기 한 가칭 ‘남북농업 력추진단’을 상설한다. ‘남북농업

력추진단’은 농림부 담당 직원 외 필요한 경우 련 기 의 직원을 견 

받아 운 한다. ‘남북농업 력추진단’은 농림부 계자뿐만 아니라 민간단

체, 기업인, 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북 정책에 한 기본 인 업

무는 통일부가 담당하되 분야별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추진함으로써 문

성을 확보한다. 북 지원에 한 재원을 남북 력기 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의 산에서 출연하여 통합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산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력사업의 운

  통일부는 남북 력사업을 총 하며 각 분야에서 제안한 력사업의 추

진 여부, 우선순  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력사업에 필요

한 자 은 통일부가 리하는 ‘남북 력기 ’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원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분야별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다. 남북 력사

업을 추진하는 데 ‘남북 력기 ’ 이외의 재원이 필요할 경우 통일부 장

은 련 부처의 장 과 의를 통해 자 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복합 으로 참여할 경우 통일부

가 실행하며 특정 부처의 업무와 연 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사업을 실

행할 수 있다. 그 지만 모든 남북 력사업의 감독과 최종평가는 통일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을 실행하는 부처는 자체 으로 간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 부처인 통일부에 제출함으로써 평가의 일 성

과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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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업 추진 차

  에서 제시한 력사업의 추진체계에 따라 농업개발 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그림 6>.

가.  사업계획의 수립

  정부 차원의 남북한 개발 력은 통일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

획의 틀 안에서 농림부는 농업부문 개발 력을 한 계획을 수립한다. 농

림부는 남북농업 력 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통일부

에 제출한다.

그림 6.  남북 농업 력사업 추진 차

단  계 추 진  차

사업계획 

수립

통일부 ․기본계획 수립

농림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부문 계획수립→남북농업 력 원회 

심의→확정→제출(통일부) 

승  인 통일부
․농수산 력분과 원회 검토→남북경제 력공동 원회 

심의→북측과 의  합의→승인→통보(농림부)

실  행 농림부

․남북농업 력추진단 구성

․북측과 사업실행계획 의

․재원확보→사업실행

감  독
통일부 ․감독단 구성→감독→감독결과 통보(농림부)

농림부 ․북측과 의→조치

평  가

농림부 ․자체평가단 구성→ 간평가→결과 제출(통일부)

통일부

․남북경제 력공동 원회에서 간평가 결과 검토 → 

검토결과 통보(농림부)

․최종평가단 구성→최종평가→통보(농림부)

완  료
농림부 ․완료보고서 작성→제출(통일부)

통일부 ․남북경제 력공동 원회에서 완료보고서 검토→사업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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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인

  통일부는 농림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농수산 력분과 원회’의 검

토와 ‘남북경제 력공동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계부처와 의한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통일부가 북측 상 방과 의와 합의를 거친 후 승

인한다. 통일부는 승인된 사업을 농림부를 비롯한 계부처에 통보한다.

다.  실행

  농림부는 북측과 합의한 력사업을 실행하기 하여 ‘남북농업 력추

진단’의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을 비한다. ‘남북농업 력추진단’은 농림

부 계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인, 문가 등이 참여한다. ‘남북농업

력추진단’은 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하여 필요한 경우 문기 에 사

업을 탁할 수 있다.

라.  감독

  남북농업 력사업이 당  목표와 계획 로 추진되는지 확인하기 하여 

통일부는 감독단을 조직한다. 감독단은 사업의 감독 결과를 통일부 장 에

게 보고하고 통일부 장 은 그 내용을 농림부 장 에게 통보한다. 농림부 

장 은 감독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북측과 의하여 사

업내용을 수정한다.

마.  평가

  사업 추진의 성과를 평가하기 하여 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간평가는 연 단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사업이 완 히 완료되면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의 간평가는 농림

부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통일부에 제출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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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남북경제 력공동 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최종평가는 통일부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농림부  련 부처에 통보한다.

바.  완료

  사업이 완료되면 농림부는 완료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한다. 통일부는 

농림부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을 완결한다.

재원 조달 방안

■ 소요재원 추정

  북한이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상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지를 악하기란 쉽지 않다. 북한의 

자본량에 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회복에 소요

되는 자 수요를 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 까지의 연구

는 체로 거시  근법을 택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해서는 조동호 등(2002)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한국의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행하던 1963~72년과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연 7%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해서는 어도 연간 25억 달러의 재원이 소요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윤덕룡 등(2001)은 북한의 투자효율성을 0.5~0.7로 

추산한 바 있다.4 재의 국민총생산(GNP)을 256억 달러로 가정할 때 연 

7%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해서는 연간 25억~35억 달러의 자본이 투입되어

야 한다. 김석진(2002)은 북한의 1980년  말 자본규모를 약 510억 달러로 

 4 자본효율성이란 1단 의 자본 투입에 의해 산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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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 다. 그 후의 자본 증가율을 -3%로 가정하면 2007년 재의 총 자본

규모는 295억 달러에 불과하며 재의 자본규모를 2배로 늘리기 해서는 

300억 달러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북한이 

연 7%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재 GNP의 2배가 되기 해서는 략 300억 

달러 정도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경제회복을 해 부문별로 소요되는 자본을 추정하는 것 한 쉽지 않

다. 이를 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둘 수밖에 없다. 추원서 등(2004)은 북

한의 사회간 자본 회복을 한 향후 10년간 개발 융 수요를 152억 달러

로 추정하 다. 북한이 자체 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약 13.5억 달러

(재정지출 9억 달러, 군사비 감축 4.5억 달러)로 상하 다. 우리나라의 경

험에 비추어 북한의 농업부문에 배분되어야 할 재원은 체 투자액의 

8.6%로 평가되며 농산물 가공, 비료, 농기계, 농업용수개발, 농 주택  생

활기반 조성 등 농업  농  련 투자액까지 합할 경우 투자액은 이보다 

훨씬 늘어나 어도 50억 달러에 이를 망이다. 특히 북한은 산림 황폐화

가 심각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기반이 크게 붕괴되었다는 을 감안하

면 농업  농  부문에 한 투자 소요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커야 할 것이다.

  경제개발을 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국내재원 조달과 

해외재원 조달로 나  수 있으며 해외재원 조달은 국제민간상업차 과 국

제공 자 을 통한 조달로 나  수 있다. 국제민간상업차 에는 국제컨소

시엄 구성을 통한 차 과 로젝트 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차  등이 있다. 로젝트 이낸스는 철도나 고속도로 등 형 기반시설 

건설 로젝트를 상으로 거액의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필요한 자 을 

조달하는 융기법이다. 이를 통해 자 을 조달하기 해서는 계획된 사업

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5 국제공 자 에는 개별 원조국에 의한 지

 5 로젝트 이낸스에는 BLT, BOT, DBFO 등의 기법이 있다. BLT (Build- 

Lease-Transfer)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 자본(SOC)을 개발한 후 일정 기간 운

권을 임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임 가 종료된 후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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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 과 국제 융기구의 장기 리자  등이 있다. 이 밖에 개별 원조국, 

국제기구, 국제원조기 , 국제 융기구, 비정부기구(NGO)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

■ 재원조달 사례

한국

  1960년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맨 먼  부딪히는 문제는 재원 부족이

었다. 자원이 부족한 데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도 갖

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자본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농수

산부문이 국민총생산(GNP)의 40% 이상을 차지하 으며 농업인구는 체

의 50%가 넘었다. 오늘날의 북한보다 농수산업 비 이 높았으며 농업인구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60년  정부의 일 된 경제

정책은 소득, 축, 투자, 성장이라는 빈곤의 악순환을 단 시키기 

하여 축을 증 시키고 외자를 극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선도하는 부

문을 우선 개발하고 다음 단계로 농업개발을 추진하는 략이었다. 즉, 공

업화 우선의 불균형 성장 략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 이 과정에

서 핵심 인 문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조

달된 재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다.

  한국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원

을 활용하 다. 기본 으로는 세수를 증 시켜 정부 축과 국민 축을 늘

리면서 해외재원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 다. 국내 축률은 1961년 3.9%에

체에 운 권을 이 하는 방식이다. BOT(Build-Own-Transfer)는 BLT와 유사하

지만 SOC 개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에서 차

이가 있다. DBFO(Design-Build-Financing and Operate)는 사업시행자가 로젝

트의 설계, 시공, 융, 운 을 담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  합작사업에 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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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72년 15.0%로 증가하 다. 투자재원 조달의 자립도는 1957~61년의 

34%에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에는 46%로 증가하 으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에는 60%로 높아졌다. 정부의 재정 자를 보 하

는데 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 원조에 의한 충자 이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충자 의 역할은 어들고 그 신 국내 축

과 조세수입의 역할이 커졌다. 충자 이 일반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1962년의 30.8%에서 1972년 0.3%로 히 감소하 으며 1973년에

는 완 히 없어졌다. 이에 비해 국내재원은 1962년의 69.2%에서 1973년 

99.4%로 증가하 다. 이는 조세수입의 증가에 따라 재정에서 차지하는 조

세 비 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자립경제

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공업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은 국내 축을 보완하는 자본 공 의 요한 수

단이었다. 국내 축의 진 인 증 에 따라 해외 축이 총 투자에서 차지

하는 비 이 1960년의 78%에서 1972년 27%로 낮아지기는 하 지만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해외재원은 총 투자의 47%를 차지하 으며 국

민총생산의 10%에 이르는 외자가 조달되었다. 1960년 의 해외재원 조달 

과정에서 원조 수입이 감소하는 신 차 과 외국인 투자 등 유상의 경제

력이 크게 확 되었다. 1959년부터 1972년까지 도입된 장기자본은 34억 

7,300만 달러에 달하 다. 우리나라에 차 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59년 동양

시멘트의 시설 확장을 한 개발차 이었다. 1965년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1960년 의 경제 력은 주로 민간 베이스에 의한 상업차 이 주류를 

이루었다. 상업차  규모를 살펴보면 1965년까지 3,000만 달러, 1966~1967

년 1억 달러, 1968년 2억 6,800만 달러, 1969년 4억 달러로 증가하 다(이원

용, 1974). 1959~1972년 도입된 외자도입액은 총 35억 달러로서 재정, 상업

차 , 외국인 투자의 비율은 34.5%, 58.3%, 7.2% 다<표 22>.

  1960~70년 에는 공공차 과 상업차 이 체 외자도입의 80% 이상을 

차지하 다. 1970년  말부터 국가신인도가 제고되면서 외자도입 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하 다. 이 결과 외자 도입방법이 다양화되고 외채구조도 개

선되었다. 종 의 공공차 과 상업차  주에서 은행차 과 융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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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채권의 비 이 크게 높아지고 외화 채권을 통한 기업의 자  조달 능력

도 향상되었다<표 23>.

표 22.  경제발  과정에서의 한국의 외자도입 실

단 : 백만 달러

연  도
차   

합작투자 합  계
재정 상업 소계

1959～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62～1966

1967～1972

1962～1972

19.8

52.9

9.1

35.3

76.1

148.9

71.5

57.1

226.5

148.5

399.2

589.6

322.3

1,492.4

1,814.8

-

1.7

55.2

63.4

75.1

105.0

154.6

463.5

615.5

314.4

345.9

297.2

300.5

2,191.1

2,491.7

19.8

54.7

64.3

98.7

151.3

254.0

226.1

520.7

842.1

462.9

745.1

886.8

622.9

3,683.6

4,306.5

-

1.4

5.4

0.7

21.1

2.6

20.1

27.7

36.3

69.2

53.6

116.7

31.2

323.7

354.9

19.8

56.1

69.7

99.4

172.4

256.6

246.2

584.4

878.4

532.1

798.7

1,003.5

654.1

4,007.3

4,661.4

자료: 이원용. 1974. “한국의 경제개발.” 「경상논집」25집. 성균 학교.

표 23.  경제발  과정에서의 한국의 재원조달 

단 : 백만 달러

재  원 1962-1965 1966-1972 1973-1978 1979-1985 1986-1992 합  계

공공차

상업차

외국인직 투자

은행차

(KDB)

융기  외화

채권(KDB)

기업 외화채권

63

71

13

-

-

-

1,130

1,950

227

205

(25)

-

-

3,431

5,858

704

1,007

(427)

219

(204)

-

10,105

7,937

1,157

11,892

(4,649)

2,989

(663)

834

4,688

5,206

5,684

4,318

(765)

5,978

(3,740)

4,515

19,417

21,022

7,785

17,422

(5,866)

9,186

(4,607)

5,349

합  계 147 3,512 11,219 34,914 30,389 80,181

자료: 박기순. 2006. “ 장기 남북경 추진을 한 재원조달 방안.”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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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은 낮은 축률로 인해 1990년 까지 투자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부분 공  개발원조  외국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 다. 국

내 재원조달을 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계획하 으나 국 기업의 

민 화가 지연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해외민간자본의 유치를 

해 극 노력한 결과 외국인 직 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 다. 

2004년 말 외국인의 직 투자는 5,050건, 총 455억 달러에 이른다.

  베트남은 개 ․개방 이후 외국인직 투자를 극 도입하고 서방 국가

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하여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 으며 

1988년 이후 환율정책의 환과 함께 무역자유화와 수출입 가격의 통제 

철폐, 수출입 할당제 폐지 등 무역정책을 강화하 다. 미국의 베트남에 

한 경제제재조치로 국제통화기 (IMF),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

행 등과 같은 국제 융기구의 융자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 국가로부터

의 본격 인 공 개발원조 도입은 사실상 제한되었다. 1989년 이후 서방국

가와의 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여 서방국가의 투자가 격히 증가하고 

1993년부터 국제 융기 의 융자가 재개되었으며 1994년 미국의 베트남

에 한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되면서 주요 선진국의 베트남 진출이 격히 

증가하 다. 개  기 베트남의 경제개발자  조달 방법은 크게 국내재

원, 외국인직 투자, 국제 융기   선진국으로부터의 공공차 , 외무

역을 통한 외화조달의 네 가지로 나  수 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

년간 연간 8%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을 2배로 늘리

기 한 개발자  소요액을 480억~500억 달러로 추정하 으며 국내조달 

200억 달러(정부투자 70억～80억 달러, 민간 부문 120억～130억 달러), 해

외조달 280억～300억 달러(직 투자 180억～200억 달러, 공 원조 80억~ 

100억 달러)로 계획하 다. 베트남은 공 투자 최우선 부문으로 운송에 

체지원 의 37%를 배분하고, 력  통신 부문에 18%를 투자한다는 계

획이었다. 이 외 개  산림, 비료생산, 교육  훈련, 과학기술, 보건, 문

화, 사회 부문을 우선지원 상 부분으로 설정하고 기술지원사업으로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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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식품가공, 개, 건설기술, 운송  통신, 교육  훈련, 공 보건, 과

학기술개발 분야를 설정하 다. 1989년부터 1998년의 10년 동안 베트남이 

공 개발원조를 통해 조달한 자 은 총 60억 달러에 이르며 이를 조달 형

태별로 비교하면 양자간 력 59.7%, 다자간 력 38.3%, 민간 력 2.0%

이다. 1989년 3억 달러에 불과하던 공 개발원조액이 1998년에는 12억 달

러로 증가하 다. 다자간 력은 주로 국제통화기 (IMF), 세계은행(주로 

IDA),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자 을 조달하 으며 도로, 에 지, 

개 등 사회간 자본과 농업개발에 집  투입하 다. 양자간 력은 기

에는 인도  차원의 무상원조와 제도 구축을 한 인력개발  기술 력사

업 주로 추진되다가 차 도로, 력, 통신망, 개시설 구축 등 인 라 

확충과 수출확 를 한 투자로 확 되었다. 1990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 

이후 외국인 직 투자가 속히 증가되기 시작하여 1999년 말까지 투자승

인총액은 370억 달러를 상회하고 법정자본  기 으로 170억 달러가량이 

유입되었다. 

  베트남은 체제 환 과정에서 해외민간자본 유치에 성공하 다. 그 이면

에는 개 과 개방에 한 국제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경제를 극 수용한 

정책 환이 있었다. 즉, 안정 인 외자유치를 해 우호 인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투자자의 자율 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유화 정책과 외

자유치를 한 각종 우 조치가 실시되어야만 외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국

  국은 개 개방 기에 내자 동원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하 다. 개

개방 이후 1978~1992년 국내총생산(GDP)의 35~42%에 이르는 국내 축

을 통해 GDP의 35~45%에 이르는 투자소요액을 충당하 으므로 이 기간

에는 외자수요가 미미하 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축만으

로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외자조달을 극 추진하 다. 이를 

해 련 분야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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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다. 이 결과 1992년부터 외국인 직 투자가 격히 증가하 다.

  국은 1979년부터 1998년의 20년 동안 총 4,069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

하 으며 이  31%에 해당하는 1,271억 달러가 외차 이다. 개  이후 

1984년까지는 국내의 높은 축을 통해 자 을 조달하 기 때문에 외자 

비 은 GDP의 1% 미만이었으나 이후 외자 도입이 증가하기 시작하 다. 

1991년까지는 외차  비 이 높았으나 국의 외채규모가 차 커지게 

되자 이에 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1992년 이후 직 투자의 비 이 높다. 

외차 의 구성은 외국정부차  26.3%, 국제 융기 차  19.2%, 민간은

행차  54.9%이다. 외국정부차   국이 OECD/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으로부터 공 원조(ODA)로 차입한 차 은 

1979-1998년 총 216억 달러로 체 외자도입액의 5%에 해당하며 이  

61.3%인 133억 달러는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것이다. 국 정부가 1979년

부터 1998년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

개발은행(ADB), 국제농업기 (IFAD) 등으로부터 도입한 다자간 공공차

은 244억 달러로 체 차 의 19%, 총 외자의 6%에 불과하지만 기  부

문과 취약한 운송, 에 지, 농업, 상하수도 개발 등 경제환경 개발에 집

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국의 경제개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

다.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간 국이 도입한 외국인직 투자는 계약

액 기 으로 총 324,144건, 5,708억 달러이며 실행 액 기 으로 2,648

억 달러로 총 외자 도입액의 65%를 차지하 다. 외국인직 투자 에서 

투자 형태별로는 합자기업, 독자기업, 합작기업, 합작개발순으로 투자액이 

높으며 투자주체별로는 화교자본, 일본, 미국 기업에 의한 투자가 부분

을 차지한다.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간 국이 국제 융시장에서 외

국의 민간 융기 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상업차 은 실행 기 으로 360

억 달러이며 이는 외차 액의 51.6%, 외자총액의 8.8%에 해당한다. 같

은 기간 국이 국제 융시장에서 채권이나 주식 형태로 자본을 조달한 

액은 140억 달러, 수출신용에 의해 조달한 자 은 162억 달러이다.

  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일 되게 개 과 개

방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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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외자를 안정 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이

다. 이러한 환경조성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

함으로써 외자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다. 국은 개방 기 경제특구를 통

해 화교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도 북한에 많은 시사 을 다.

■ 북한의 자체조달 

  북한이 농업 회복을 해 자체 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

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회복을 도모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2001년 북한의 

국가 산 규모를 98억 달러, 남한의 국가 산을 768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7‧1경제 리개선조치 이후 공식 환율 변동에 따라 달러로 표시한 

북한의 산 규모가 폭 축소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02~2004년 

재정규모를 발표하지 않다가 2005년 4월 제11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2004년도 산지출규모를 북한 원화로 3,488억 700만원이라고 발표함으로

써 2001년에 비해 16배 늘어났으나 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달러로 표시

한 산 규모는 25.1억 달러로 오히려 어들었다. 2004년도 남한의 산

규모는 1,050억 달러로 북한의 41.8배에 달한다.

  통일부는 2006년 북한의 산지출을 4,193억 원(29.7억 달러), 2007년 

4,332억 원(30.9억 달러)으로 추정 발표하 다(한국개발연구원, 2007). 북

한의 부문별 산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년 비 

증감률만 발표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지출 산은 2005년의 경우 년에 비

해 11.4%, 2006년 14.5%, 2007년 3.3%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타 부

문에 비해 상 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부문의 

산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26.7% 

(2004년)임에 비추어 연간 산규모가 8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  농

업부문에 한 기본건설투자액은 산의 25% 정도인 2억 달러로 추정된

다.6 따라서 연간 2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할 경우 농업부문 자본의 감가상

각액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의 순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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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1990년  반 이후 농업개발을 하여 외부 자 을 차  형태로 

조달한 경험이 몇 번 있다. 북한은 잠업개발을 하여 국제농업개발기

(IFAD)으로부터 1996년부터 6년간 양잠 련기술과 함께 총 1,570만 달러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를 출받았다. IFAD는 북한에 총 3건을 출하

는데 잠업개발 이외 작물  축산복구사업에 2,890만 달러(1998~2002), 

작지  식량안보사업에 2,440만 달러(2001~2005)를 지원하 다. 석유수

출기구(OPEC)는 국제개발을 해 석유수출기구 국제개발기 (OFID, The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통해 차 을 제공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공부문 개발에 총 3,894만 달러를 융자하 다. 이  농업부문 

2,820만 달러, 보건의료부문 600만 달러, 수송부문 474만 달러이다. 농업부

문에 한 OPEC자 은 평남 개체계(개천-태성호 물길공사)와 평북 개체

계(백마-철산 물길공사), 황해북도 미루벌 물길공사에 투입하 다.

■ 양자 협력

  북한의 농업을 포함한 산업인 라, 부문별 산업개발을 해서는 개발

융이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융은 국내자본과 외환보유

고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해 융시스템의 측면에서 자

을 지원하는 형태이다(이형근, 2004) 국제 융시장에서는 선진국이 개도

국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하고 개도국은 이러한 자 을 활용하

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인 선진

국에 환원되는 융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 개발 융은 통상 ① 인 라 

확충에 소요되는 자 을 양국간 는 다국간 공 자 을 통해 조달하는 방

법 ② 공업화에 필요한 소요자 을 민간 차원에서 직  투자하는 방법 ③ 

자  지원국이 융기 을 통해 지 소기업 등에서 소요자 을 융자하

 6 1965년의 경우 체 산 34.7억 원  기본건설투자총액은 8.27억 원으로 

23.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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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른바 2단계 부와 소득자를 한 소액융자 등의 융서비스인 소

액 융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  북한의 농업개발을 한 개발

융은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의 융기 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업

은행은 국국가개발은행(CDB), 일본 미즈호은행(Mizuho Corporate Bank) 

등과 조하여 동북아개발 융 의체(NADFC)를 구성하여 조융자(Co- 

financing) 방식으로 국 조우 스 덱스공장 건설자 으로 7,000만 달

러, 국 장춘지역에 1억 400만 달러의 자 을 융자한 바 있다(임을출, 

2007). 산업은행은 사업의 타당성만 인정된다면 향후 북한의 개발을 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융자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북한과 일본은 오래 부터 국교 정상화를 한 화를 가져왔다. 일본

은 2002년 평양선언까지 북한과 총 11차례의 수교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평양선언에서 일본은 과거사 반성과 함께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

하 으나 구체 인 원조 규모나 방법은 추후 수교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하

다. 따라서 향후 북‧일 계 정상화가 실 될 경우 일본은 북한에 해 

무상자 력, 리의 장기차  공여 등 경제  보상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인도  지원, 국제 융기구 등에 의한 융자  신용공

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으로 상된다.

  원조의 규모에 해서는 여러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으나 1965년 한‧일

수교 당시의 한국에 한 원조 액(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을 기

으로 환율, 물가상승률, 일본의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50억 달러에서 200

억 달러까지의 액을 상할 수 있다.7

  일본의 북한에 한  원조분야는 ① 북한주민의 빈곤 극복을 한 

개발원조 ② 시장경제화 진을 한 제도정비  인재육성 ③ 상호 이해 

 7 한‧일수교 당시인 1965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물가상

승률이 12배, 실질국민소득증가율도 12배이다. 따라서  한국 원조 5억 달러

를 2000년 기 으로 환산하면 약 60억 달러(무상 36억 달러, 유상 24억 달러)

가 된다.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 원회 이종  부 원장은 1996년 일본의 

북 보상액은 최소 100억 달러라고 표명한 바 있다(Marcus Norl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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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한 문가 견  유학생 지원 ④ 공해와 환경 문제 해결 분야 

⑤ 일본기업의 북한 진출을 지원하기 한 인 라 정비 등으로 상된다. 

북한은 과거 국과의 력에서 용하 던 포  출약정 방식을 선호

하고 있지만 일본은 로젝트를 통한 개별조건 지원방식을 선호할 가능성

이 높다.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은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의 기

계류와 건설자재, 섬유제품, 비료 등의 원자재를 한국에 제공하 으며 이

들 원자재는 포항제철소 건설, 소기업 육성, 농업용수개발, , 철도, 도

로의 건설, 어선 제조, 과학기술지원 등에 사용하 다(이찬우, 2002).

  과거 북한의 외 경제 력 요청 사항을 감안할 때 북한은 일본과의 경

제 력에서 향료 제조, 온실 건설, 농수산물 가공, 동서해안 어업, 수산물 

양식  가공, 어구  어망의 제조, 건강식품 제조, 담배공장 건설, 냉장 

 냉동 시설 건설, 활어운반 장치, 간척지 개발, 트랙터 엔진  조립공장 

건설, 견직물 공장 건설, 목재가공 설비  건조기 제조공장 건설, 목재  

석재 가공 등의 분야에 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일 청구권자

은 북한에 한 직  지원이라는 양자 력(ODA)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간 융기구를 통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ODA 형태로 제공할 경우 무상자 은 조건부(tied) 방식으로 유상자

은 비조건부(untied) 방식으로 집행될 것으로 상된다. 조건부 지원은 

일본 정부가 통상 로젝트 입찰 자격을 주로 일본 기업에 제한하 으므로 

북‧일 수교자 도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망된다. 비조건부 방식

으로 추진되는 유상자 은 통상 자 을 제공받는 국가가 참가자격을 정하

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재로서는 상하기 어렵다. 

과거 한국과 일본 수교 시 유상자 을 제공받은 한국이 일본 국 을 가진 

법인 내지 자연인으로 자격을 제한했던 경험이 있다.  

■ 국제금융기구

  국제 융기구를 통한 재원 조달은 가장 핵심 인 사항이다. 과거 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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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트남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제 융기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재원 확보 그 자체도 요하지만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어 민간자본을 유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 상이 되는 국

제 융기구는 많이 있지만 그 에서도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

발은행(ADB)이 가장 요하다.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할 경우 국제개발 회(IDA)로부터 소 트론(soft 

loan)을 지원받을 수 있다. IDA 자 은 이자가 없는 신 출 의 0.5~ 

1%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상환기간은 35~40년으로 장기 출이다. IDA는 

최빈국(2006년 기  1인당 국민소득이 965달러 이하)의 사회서비스 개선

을 해 거의 무상에 가까운 기 을 제공하며 경제 실 이 좋은 상  20%

의 국가에 해서는 국민 1인당 평균 12달러 정도를 지원하며 하  20%의 

국가에 해서는 평균 2.4달러를 지원하므로 북한 인구를 2,300만 명으로 

가정한다면 북한은 IDA로부터 5,000만～1억 3,00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IBRD차 은 간 소득 국가(1인당 국민소득 925～5,445달러) 

에서 어느 정도 신용상태가 좋고 상환 능력이 확실하다고 단되는 국가

를 상으로 자 을 지원하기 때문에 북한은 당분간 이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은 IBRD로부터 300억 달러를, 한국은 

1970년  17년간 150억 달러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할 경우 아시아개발기 (ADF)으로부터 

소 트론을 출받을 수 있다. ADF 자 은 IDA자 과 같이 이자가 없고 

출 의 0.5~1% 범 에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ADB는 1966년부터 2006

년까지 1,232억 달러를 개도국에 출하 으며 이를 해 수권자본(청약자

본) 532억 달러, 국제 융시장 차입 651억 달러, 특별기  292억 달러 등 

다양한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 다.  2006년 말 기 으로 청약자본은 532억 

달러이며 총 출자 은 56억 달러이다. 북한이 ADB를 통해 개발자 을 융

자받기 해서는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을 해서는 총 투표권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가맹국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2006

년 말 재 투표권의 12.803%씩을 보유하고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반 하

면 가입할 수 없다. 2006년 말 기 으로 우리나라는 총 주식 수의 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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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권의 4.338%를 보유하고 있다. ADB의 활동 가운데는 차 (Loans), 

투자(Equity operations), 조융자(Cofinancing and guarantee operations), 

무상지원(Grants),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 다양하다. 따라서 북

한이 ADB에 가입할 경우 회원국으로서 릴 수 있는 출, 공동융자, 무

상지원, 기술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기 할 수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은 ADB를 통해 출 3억 82억 달러, 기술지원 1,652만 달

러, 무상지원 3,249억 달러 등 총 3억 5,721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필리

핀의 경우 2006년 동안 출 6억 5,000만 달러, 기술지원 465만 달러, 무

상지원 440만 달러 등 총 6억 5,905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 다자간 국제협력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선진국의 자본, 기술, 개발 경험을 연계하기 

해서는 국제 인 재원조달이 필요한데 단기 으로는 기존 국제부흥개발은

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역내 개발에 특화할 융체계의 하나로서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한국, 국, 러시아, 일본

이 심이 되며 EU, 국제 융기구, 유엔 등도 참여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사회간 자

본, 산업  사회개발을 한 개발 융을 주목 으로 설립하되 역내 국가

들의 경제정보를 수집, 교환, 분석하여 지역 국가 간 상호이해와 력을 증

진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상할 수 있는 창업자본 은 200억~4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경우 출자 총액은 100억~200억 정도가 된다. 이

를 역내와 역외 부담비율 60:40으로 배분할 경우 한국의 부담액은 15억~ 

30억 달러 정도로 상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고 바람직한 방법은 6

자회담 참여국을 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6자회담 참여국을 

심으로 하되 그 밖의 심 있는 국가로 구성된 북한 개발지원 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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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도 있다. 실 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러

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문

제 해결과 연계하여 북한의 개발 력을 한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실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 참여국  한국의 역할이 가장 요

할 것으로 상된다.

  최근 홍콩에 등록된 다국  투자회사인 풍국제투자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개발은행’(가칭)의 설립은 동북아개발은행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풍국제투자그룹은 사실상 북한 주도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

문에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동조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다만 북한에 한 

미국의 제재가 풀리고 계가 개선될 경우 국제사회는 국제 융기  설립

에 좀 더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북한 개

발에 참여했을 경우 얼마만큼 수익이 보장되며 투자에 따른 험이 어느 

정도인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최근 풍국제투자그룹은 국의 3  철강

업체로 꼽히는 탕산(唐山)강철로부터 북한의 김책공업구에 10억 달러 규모

의 제철소 합작 로젝트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융기 이 설립되더라도 농업 분야에 한 투자는 창고 등 농산

물유통시설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지원과 개발 력의 연계

■ 중앙정부

  북한 농업의 자생력 회복을 해서는 개발 력이 필요하다는 데 해서

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력이 본격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농업이 회복되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

서 상당 기간 기존 인도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 지만 개발 력이 추진될 경우 기존의 인도  지원과 개발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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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함으로써 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 까지 농업분야의 북 

력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은 식량차 과 비료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재 차  형태로 제공하는 식량차 은 무상지원으로 환하되 지원의 

목표와 수혜자 그룹을 명확히 설정한다. 지원되는 식량은 농업기반의 복구

와 확충, 산림병해충 방제와 조림, 자연재해 방과 복구, 환경보 , 농어

민 훈련, 어린이 학습능력 향상을 해 사용함으로써 개발 력의 한 축으

로 활용한다. 거의 정례화에 가까운 비료 지원은 1년 단 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북한의 농업 회복을 한 장기 종합 책의 일환으로 안

정 으로 지원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농업 회복을 한 장기 

로그램을 북한과 의하고 비료지원을 그 로그램에 포함시킨다. 

  앙 정부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개발 력을 추

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참여주체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

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한 북 농업지원은 매우 활발하다. 강원

도에서 시작된 북 농업지원은 경기도, 경상남도, 라북도 등지로 확산

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분야 지원은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서 농업과 농 을 연계하는 마을종합개발의 형태로 발

하고 있다. 그 지만 지방자치단체 북 농업 지원에 해 우려의 목소리

가 있다는 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먼  지방자치단체는 북 력사업을 한 규정과 제도를 제정하고 

력에 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를 정하여 조례에 따라 북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주민의 합

의를 이끌어 내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 사업을 계획할 때 명확한 원칙과 략을 수립하여 북한 

농업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심으로 장기 이며 지속 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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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시켜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가질 수 있는 특성 있는 사

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며 앙정부  민간단체와 역할을 분담한다. 

■ 민간단체

  이미 많은 민간단체에서 북 농업지원의 방향을 인도  지원에서 개발

력으로 환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특성상 인도  지원이 심이 될 수

밖에 없지만 농업개발을 추진하고 그 성과로 산출된 식품을 인도  지원에 

사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인도  지원과 개발 력이 연계될 수 있다. 를 

들면 온실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온실채소재배사업이나 축산물 가

공사업을 추진하고 그로부터 산출된 채소나 축산물을 그 지역의 육아원, 

유치원, 양로원 등에 공 한다.

  민간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력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문성과 역량을 키워 나가고 개발 력의 한 축으로 

발 하 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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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던 1990년  반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에 

긴  인도  지원을 지속 으로 추진한 결과 식량난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

으나 농업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5년 국제사회에 해 인도  지원에서 개발 력으로 환해 

 것을 요청하 으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하 다. 아직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개발 력으로 환하기 한 국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개발 력을 수용할 만한 자세를 아직 갖추지 못했

다는 단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10월 에는 남북한 정상회

담이 개최되어 “남북 계 발 과 평화번 을 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

의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한 2단계 조치로써 2007년 말까지 핵 

불능화 조치와 함께 핵 로그램을 신고하도록 합의하 다. 이로써 북한이 

요구하는 개발 력으로의 환을 한 분 기를 조성하는 데 커다란 진

이 있었다.

  지 까지 농업분야에서는 국내외 민간단체를 심으로 이미 북한과 개

발 력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당국자는 2005년 8월 개성에서 제1차 남

북농업 력 원회를 개최하고 개발 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으나 별다

른 진 이 없다가 2007년 11월 5일 실무회담을 통해 우선 양돈 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개발 력이 본격화될 망이다.

  향후 농업분야의 남북한 개발 력이 본격화되기 해서는 사 에 갖추

어야 할 것들이 많다. 남북한 사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인 개

발 력의 틀을 갖추어야만 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농업

의 회생 계획을 수립하는 일부터 사업을 실행하고 감독하며 사업을 평가하

는 일 등 단계별로 비해야 할 사항을 세 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외국의 개발 력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개발 력의 목표

와 원칙을 세우는 일이 가장 요하다는 것이다. 지원 상국과의 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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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라 력을 한 방법이 조 씩 다르기는 하지만 력의 목표와 원

칙은 반드시 지켜왔다. 남북한 사이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

다. 그러기 해서는 개발 력을 제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력을 한 

입법 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력사업을 추진하기 한 기구, 추진방

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해 제도화, 문서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우리는 북 개발 력에 한 국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북한과 농업개발 력을 추진할 때는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식으로 근

하며 무엇부터 할 것인지 정하는 일이 가장 요하다. 목표를 설정하기 

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교감이 필요하다. 개발 목표는 북한 스스로 정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개발

목표와 방법, 우선순 는 력사업을 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

체화될 수 있다. 북한 농업의 실상을 제 로 악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세

울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농업개발 력을 수용하려면 그들이 악하고 

있는 북한 농업에 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와 함께 공유해야만 하며 이를 

토 로 함께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추진했던 개별 로

젝트 심의 근으로는 북한의 농업개발을 꾀하기 어렵다. 로그램 심

으로 환하고 그 틀 속에서 다양한 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로그램과 로그램 사이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우선순 를 정하는 것

도 필요하다. 사업의 우선순 를 정하는 것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

한 측면도 있지만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단계별로 근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북한과의 농업개발 력은 우선 으로 북한이 당면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농정을 지원하는 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미래의 수요에 응한 

다양한 형태의 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농업생산의 안정을 한 기반조

성에서 새로운 작물의 생산성 증 를 한 투자와 유통시설의 확충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략

도 필요하다. 농산물 가공이나 잠업 등은 북한의 유리한 지리  환경을 살

릴 수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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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농업개발 력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 조달이

다. 개발 력은 지속 이어야 하므로 필요한 재원이 끊임없이 공 되어야 

한다. 재 정부 차원의 가용 재원은 남북 력기 이 주된 원천이다. 재 

조성된 재원만으로는 농업개발 력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

으로는 재원 규모를 확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남북 력기 의 확 만

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련 부처 산을 통합하여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개발을 한 다자간 융기구를 설립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해서는 국제 융기구의 가입이 필수 이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력은 남북한 방의 필요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

큼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요하다. 북한은 농

업상황이나 정책에 해 일체의 정보를 공식 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북한이 어떠한 력을 원하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

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상되며 이는 북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서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 수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직간 인 정보와 연구자의 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바람직한 남북한 농업개발 력 방안을 제시하 다. 북한 연구

의 특성상 비록 부정확하고 미비한 정보를 기 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

고 하더라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남북한 계의 

발 을 해 조 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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