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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1년에 4회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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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협력 
방향과 과제1)

김 영 훈2) 

1 남북/북미 대화, 동향과 기대

1.1.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

○ 여러 차례 국제적인 핵 갈등의 해결 과정에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는 핵물리학자 

Siegfried S. Hecker 교수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는 ‘핵 동결을 입구에, 완전한 비

핵화를 출구에 놓아야 한다’3)는 기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비핵화 

이행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 기술적 측면으로 볼 때 비핵화는 ‘동결 ⇨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 원상 복구 ⇨ 핵

개발 프로그램의 제거’ 과정이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비핵화 프로세스는 ‘장

애물이 많은’ 다차원의 신고･폐기･검증 과정이며 비핵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

해서는 ‘우호적 환경’도 필요하다.

○ 한반도 사례를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의 우호적 환경을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종전(終戰),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 일련의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들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북한에 부과된 제재의 완화와 해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

력을 들 수 있다.

1) GSnJ 심포지엄 ‘농업･농촌의 길 2018’(2018.11.14.)에서 발표한 글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Siegfried S. Hecker, “A technically-informed roadmap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 May 28. 2018. 

(https://cisac.fsi.stanford.edu/content/cisac-north-korea, 18.06.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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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와 환경조성에 관한 남북/북미 합의서의 목표와 약속

○ ‘4.27 남북합의서’, ‘6.12 북미합의서’, ‘9.19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볼 때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행에 관해 남･북･미 3자 간에 의견이 접하게 접근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핵

화’ 와 ‘평화정착’을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비핵화 이행을 위한 실

무회담을 지속할 것이며 실천적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약속하고 있다(표1).

○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와 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남･북･미 3국은 여전히 최종적인 합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입구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표 1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서의 목표와 약속

구 분 목 표 이행 조치･노력･약속

4.27
남북합의서

 종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군사적, 인도적, 사회･문화적 조치
 연락사무소 개설, 분야별 실무회담 개최
 기존(10.4선언) 합의사항 이행

6.12
북미합의서

 완전한 비핵화
 북한체제 안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
 평화체제 구축 노력, 실무회담 지속 개최

9.19
남북합의서

 평화･번영 추구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실천적 조치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1.2. 현실적 장애와 기대

 비핵화 논의 과정의 현실적 장애

○ 북한과 미국은 실무 차원의 대화를 단속적으로나마 이어가고 있으나, 싱가포르 북미 정

상회담 이후 진전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추정

된다.

○ 첫째는 정치적인 장애 요소다. ‘완전한 비핵화(CVID)’의 개념에 대해 양측 사이에 이견

이 있으며, ‘일괄 타결’과 ‘순차적 합의와 동시 행동’이라는 접근 방식에 대한 이견도 무

시할 수 없다.

○ 두 번째 장애 요소는 비핵화에 수반될 경제협력에 관한 양측의 표면적 무관심을 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해제는 현 상황에서 

없으며...,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경제협력이라는 

당근 대신 경제적 압박이라는 채찍을 강조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 9월 30일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량립될 수 없다”며 불만을 

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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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대화 진전 시 기대

○ 시간이 걸리고 부침이 있을지라도 남･북･미 회담에 진전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비핵화 

및 평화정착 로드맵’에 대해 3국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며, 관련국들과 국제사회는 다음

과 같이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첫째, 미국 및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제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비

핵화를 이행하고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관계

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모든 분야,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농업부문 협력의 준비

2.1.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단계적 접근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단계적 농업협력 추진

○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대화가 진척되고 합의에 이른다면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만큼 남북 간 농업부문 교류협력도 사업 분

야와 추진 방식에 있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다르게 전개되어야 한다.

○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시대가 논의되고 비핵화와 평화시대의 도래가 가시화된다고 해서, 

언젠가 하루아침에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필수적인 과정들을 생

략한 채 그러한 전환이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대북 농업교류협력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요컨대 합의에 이르기까지 대화의 진전, 제재의 해제, 합의 후 약속된 사항의 이

행, 북한 체제의 전환과 경험의 축적 등 상황과 환경의 전개에 맞는 협력사업을 단계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해제 국면과 북한 개혁･개방 국면의 분리 접근

○ 남･북･미 대화에서 환경이 변화하는 과도기 첫 단계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국면이라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 및 국제사회에 대한 태도를 교정할 것이

다. 그러나 제재 해제가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북한은 내부 체

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남북 간에 추진된 

바 있거나 당국 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농업협력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고 상호 이익

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정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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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 변화하는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돌입하는 단계이다. 이는 

북한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북한의 경제적 역량이 국제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할지라도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는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종합적인 농업개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 

및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중동부유럽의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EU의 SAPARD4) 프

로그램 지원 방식과 과거 UNDP의 대북 AREP5) 프로그램 지원 방식을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 세 번째 단계는 북한 체제가 성공적으로 전환된 이후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남

북한 간 경제･농업분야 교류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환경 조성과 제도 정비에 집중되어

야 하며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다만, 정부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수립과 그 안에서의 공동농업정책 개발과 추진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1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단계적 접근

대북 제재 해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기(旣)추진 농업협력사업의 통합･정비

 기(旣)합의 농업협력사업의 통합･정비

단기
(과도기)

북한 개혁･개방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농업개발 추진을 위한 금융･재정지원

 - UNDP의 AREP 지원 방식

 - EU의 SAPARD 지원 방식

중기
(과도기)

북한 체제전환 이후의

농업교류협력

 민간부문 교역･투자 촉진

 한반도 경제공동체 공동농업정책 수립과 추진

장기
(본격)

4) 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농업･농촌개발을 위한 

특별 사전접근 프로그램). EU는 EU 가입을 원하는 후보 국가들의 가입 준비를 돕기 위해 재정적 지

원을 제공하는 세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했다. SAPARD는 환경 및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

한 사전접근 지원 프로그램(ISPA), 제도 구축과 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Phare)과 함께 중요한 

사전접근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KREI,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분석과 북한에의 

함의, R837, 2017, 149쪽;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GSnJ 시선집중 256

호, 2018.7, 9쪽)

5)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 

AREP, 1998~?)’은 UNDP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수립한 농업복구계획이다. UNDP는 이 계획의 이행

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제 원탁회의(Round Table)를 개최하 으며, 북한의 요청에는 미

치지 못하 으나 국제적인 공조 하에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UNDP/FAO,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PR Korea, 30 Nov.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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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비핵화 및 평화체제 이행에 시간이 필요

○ 남북한 간에는 오랜 기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이며 현실적인 안보불안이 존재

한다. 따라서 남북 양측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보수적 행태를 유지해 왔다. 

현재의 대화 국면에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양측의 신뢰가 축적될 때까지 상황의 

변화는 기대에 비해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현 상황의 변화는 오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미 대화

도 단계적으로 진전될 것이고, 최종 합의 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 과정도 시간을 두

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북 제재의 해제도 대화와 비핵화 이행에 맞추어 단계적

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

○ 또한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의 양상이 달라지려면 남북한이 달라져야한다. 특히 북한 체

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도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겪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경제체제를 유지･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불안 해소와 체제 전

환 이전에 경제적인 접근의 유인만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양 체제의 정부가 개입하여 주도적으로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유시장의 부재를 보완해가며 추진해야 한다.6)

 

 협력 환경 변화의 중요한 첫 단계 : 제재의 완화

○ 국제사회(유엔, 한국,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그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므로 제재 완화 

및 해제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제재 완화와 해

제는 비핵화 이행의 전략적 지렛대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 유엔의 대북 제재도 그 역사가 깊으나, 실질적인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

일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강화되었다.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 1695호(2006.7)’를 통해 미사일 관련 물

자･기술･재원의 대북 이전 및 조달을 금지 요구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 한국의 대북 제재와 교역 제한은 전략물자의 통제, 반출입의 승인 등 일반적이며 포괄적

인 대외교역의 제한 수준에 머물다가, 2010년 ‘5.24조치’로 전면적인 금지로 강화되었다.

6) 이응현, 바세나르체제와 남북경제 교류협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8

○ 미국의 제재와 교역 제한은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강

력한 대북 제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의 제재에 호응하는 형식을 빌어 더욱 

강화해 왔다.

표 2 국제사회의 주요 대북 제재 및 교역제한

구분 주요 대북제재

UN안보리

결의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94호(2013)

2270호,2321호(2016), 2356호,2371호,2375호,2397호(2017)

한국의

법규･조치

대외무역법(198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5.24조치(2010)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중단 조치(2008),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2016.2)

미국의

법규

적성국교역법(TWEA,1917), 수출입은행법(EIBA,1945)

수출통제법(ECA,1949), 무역협정연장법(TAEA,1951)

원자력법(AEA,1954), 대외원조법(FAA,1961), 무기수출통제법(AECA,1968)

국가비상법(NEA,1976),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

핵비확산법(NNA,1978), 수출관리법(EAA,1979), 종교자유법(IRFA,1998)

인신매매보호법(TVPA,2000), 애국법(PATRIOT Act,2001)

※ 이상, 북한에 적용되는 포괄적 제재 법규

북한인권법(NKHRA,2004),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2006)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2016), 대적성국제재법(CAATSA,2017)

※ 이상, 북한을 특정한 제재 법규

자료 1) 평화문제연구소, 월간 통일한국, 2016년 4월호.

2)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미국의 제재 관련 법규 및 대통령 행정명령

 협력 환경 변화의 중요한 두 번째 단계 : 북한의 개혁･개방(체제전환)

○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과 식량난 이후 북한 농업에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 개선 실험

은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농업생산에서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 실험 2~3년 후까지 북한 농업생산에서 기대했던 증산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후 제도 자체의 본격 도입도 무산되었다.

○ 북한은 2002년에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도 단행했다. 이 조치는 가격을 현실화함으

로써 농업부문에서 생산동기를 유발하고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농업생산부문에서 생산요소 투입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기술혁신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어 농업생산은 증대되지 않았다. 

○ 외부자본의 도입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농업지원 형태로 이루어졌다. 국제사회의 농업지

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시키고 농업생산을 단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북한 농업의 재생산구조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외부 지원 자체

의 한계와 낮은 수준의 개혁･개방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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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는 2012년부터 ‘6･28방침’과 ‘포전담당책임제’로 대변되는 농정

개혁 조치를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적 조치도 실체7)가 분명하지 않고 농업생산 

측면에서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2).

그림 2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정곡 기준, 1990-2016)

                                                               단위: 천 톤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농촌진흥청, 김영훈(2013), FAOSTAT을 활용하여 필자 계산 후 편집

○ 북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을 보면, 2000년 전후 400만 톤 수준에서 2015년 

전후 480~500만 톤 수준으로 15년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2

년 분조담당책임제 개혁 이래 2016년까지 4년 동안에는 미세하게 증가하거나(농진청) 

오히려 감소한(FAO) 것으로 나타나 농업생산부문의 인센티브 개혁조치의 효과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그림2). 중국의 농업생산책임제 개혁기 5년간(1980~85년) 48.2%의 

농업생산 증대 사례와8) 비교하면 북한의 농업개혁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개혁 노력과 개방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업은 ‘개혁부진과 자본부족의 함정’에서 

여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와 대규모 자

본 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 북한은 개혁을 체제

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투입될 자본의 낮은 효

율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7) 2012년 이후 배포된 북한의 관련 문건(‘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군들과 농장초급 일군들을 위한 실무강습

제강’)에 “분조들에서는 맡겨진 생산계획과 국가의무수매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며 농장에 내놓게 

되어있는 현물을 내놓고는 전량 분조원별로 현물 및 현금분배몫을 확정하여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정확히 분배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분배는 기존과 변함없이 계획

에 따르되 포전담당조와 개인의 책임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이일 ,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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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개혁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현 북한 체제에서 개혁은 어려운 과정이며, 본격적인 개혁에 돌입한다면 북한 사회는 매

우 광범위하게 변화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국제사회의 시장 지향형 경제협력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제재 완화･해제 국면의 농업협력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는 북한 경제와 농업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하

기 전에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제재 완화･해제 국면에서는 현재 북한의 경제

와 농업 상황에 적합한 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이 시기에 추진할 만한 대북 농업협력사업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과거 남북

한 간에 추진하기로 합의하 던 협력사업과 둘째, 과거 추진한 경험이 있는 농업협력사

업이다. 따라서 이 시기 추진할 농업협력사업의 준비 작업은 이 두 가지 협력사업의 고

찰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3.1. 2000년대 합의하거나 추진한 남북 농업협력사업 리뷰

○ 남북한 당국 간 합의서 중 농업협력사업 추진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는 다음 5개 합의

서이며, 그 내용을 분석해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3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한 농업협력사업

구분 농업협력사업의 구성 근거(합의서)

협동농장 협력
육묘시설, 농업기자재, 배합사료 지원

영농기술 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종자분야 협력
현대적 종자생산시설 지원

종자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총리회담(2007)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2007)

농업과학기술

협력

우량 유전자원 교환 및 공동연구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육종 및 재배기술 협력

생물농약 개발 및 생산기술 협력

농작물 생육예보, IPM 기술 협력

검역･방역 기술 협력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총리회담

 남북경협공동위원회(2007)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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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각 합의서 참조.

○ 남북 당국 간 합의에 근거해 추진된 농업협력사업은 통일농수산사업단이 추진한 금강산 

및 개성지역 협동농장 협력사업이 유일하다. 그러나 합의와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협동

농장 협력사업, 종자분야 협력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사업, 개별 농업분야 협력사

업, 산림분야 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 금강산 인근의 고성 지역에서는 농업분

야에서 상업적 목적의 투자협력사업도 추진된 바 있다(표4).

표 4 2000년대 남북 간에 추진된 주요 농업협력사업

구분 주체 주요 사업 내용

협동농장

협력

통일농수산사업단 - 금강산, 개성지역 협동농장 협력사업

경기도 - 평양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

종자분야

협력

국제옥수수재단
- 옥수수 종자 ‘수원19호’ 지원

- 옥수수 신품종 개발 지원

월드비전
- 북한 5개 지역의 감자 원종공장 지원

- 씨감자 생산기반 확충 지원

농업과학기술

협력
월드비전

- 북한 농업과학원과 농작물의 재배기술과 토양･비료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움」 정례 개최(14차)

개별 농업협력 NGO･지자체 농림축산 개별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추진

산림분야

협력

강원도 -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경기도 - 개성에 양묘장 조성과 묘목 지원 추진

평화의 숲

겨레의 숲

-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묘목 지원사업

- 평양･금강산･개성･나선･회령 등 8개 지역에 양묘장 조성 

협력사업 추진

농업투자협력 현대아산
고성온실농장 투자협력사업

(관광지구에 채소와 과채류를 생산해 납품)

3.2. 제재 완화･해제 국면의 남북농업협력 추진 과제

○ 2000년대 화해협력 시기 추진하려 시도했던 농업개발협력사업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재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더라도 미처 본격 개혁･개방에 나서지 못

구분 농업협력사업의 구성 근거(합의서)

개별 농업협력 축산･과수･채소･잠업･특용작물 협력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산림분야 협력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복구녹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총리회담

투자 장려
수출･투자확대 위한 협력방안 협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의 투자협력)

 10.4선언(2007)

 남북경협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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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북한의 상황과, 공동체적 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경험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우리의 

상황은 2000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제재 해제 시기에는 2000년대의 협력 경험과 합의 의도를 살려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되,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요체는 지속 가능성과 인력의 양성이다.

○ 지속 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은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능력을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하며, 외부 세계(남한, 외국)와 상업적 교역을 통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인력의 양성과 생산기술 향상은 농업과학기술 협력과 과학기

술자의 교육과 양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 전자를 위한 협력은 공동 농단지 개발협력과 계약생산･교역을 통해, 후자를 위한 협력

은 농업과학기술 분야 KSP 협력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공동영농단지 개발협력과 농업교류

○ 북한의 농촌지역에 남북 공동 농단지를 집중 개발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생산체

계를 갖추고, 이 농장을 토대로 남한과 교류사업과 경협사업(교역, 계약재배, 투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림3).

○ 이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과 목표는 ‘ 농단지 개발협력 ⇨ 농산물 생산 ⇨ 교역･투자협

력 ⇨ 상호 이익 창출’이다. 대상지역, 규모, 사업구성 등은 남북 간 협의로 정하되, 연

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남한과 가까운 경제특구 배후 농촌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협력농장-경제특구-남한’ 연계 공동영농단지 협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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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농단지 협력 프로그램 하에 농업･농촌기반조성 지원 프로그램, 농업기술교류 프로

그램, 교역 및 경협 프로그램 등 하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

일 수 있다. 또한 공동 농단지 개발협력을 통해 남북 양측은 상호 농업교류･협력 모델

을 발전･확산시킬 수 있으며, 남한과 북한 양측에게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 농단지 협력에서는 개발지원과 상업적 협력이 시차를 두고 추진된다. 기반조성 지

원 프로그램과 기술교류 프로그램은 개발협력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교역과 경협사업

은 이후 민간부문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 협력 방식에도 유의해야 한다. 남한의 투자지원으로 농단지를 조성하고 북한의 농업경

체가 운 하며 경협을 추진하는 금강산 온실농장 협력 방식과, 남한이 농단지를 조

성하고 단지 내에 남한의 농기업이 입주하는 개성공단 협력 방식이 있다. 사업의 초기 

기획과 추진 주체에 따라 그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참고1, 참고2).

참고 1 현대아산의 금강산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방식: 남측주도, 북측기업 운영

○ 협력사업 개요

  - 금강산관광지구에 소요되는 농산물을 생산･조달하기 위한 농업협력사업

  - 현대아산이 고정･유동자본을 투자하고 북측 고성온실농장은 농산물로 상환

○ 투자･상환 방식

  - 고정자본 투자: 현대아산이 온실설비와 기자재를 Turn-Key 방식으로 수출

  - 유동자본 투자: 현대아산이 농자재, 재배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유동자금 공급

  - 투자금 상환: 고성온실농장이 29개 품목의 엽채류･과채류를 관광지구에 납품

참고 2 개성공단 협력사업 방식: 남측주도, 남측기업 입주

○ 협력사업 개요

  - 북측이 남측에 공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장기 임대(50년)

  - 남측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개성공단 조성 투자

○ 운영 방식

  - 남측 주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공단을 운영

  - 남측 기업들이 공장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운영

  - 입주기업은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납부하고(10년 유예) 북측 인력을 고용

  - 모든 원부자재를 남측으로부터 조달하고, 모든 생산물을 남측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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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

○ 인력의 교류와 양성이 생략된 기술교류협력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남북 농업교류협력에서는 닫힌 남북 관계와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인력의 교

류가 억제되었다. 향후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남북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면 농업과학기

술 교류, 전문인력 교류, 농과대학 커리큘럼 지원, 유학 장학생 선발과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공동 농업과학기술 연구 프로그램은 남북 양측의 농업과학원과 산하 연구소 간 교류 프

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교류사업에는 연차별로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과 분담 

연구, 필요 전문인력의 상호 파견과 연구 참여, 필요한 연구 시설과 장비 지원, 공동 조

사, 정례적인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연구결과의 교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농과대학 및 전공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는 농과대학과 농업전문대학의 커리

큘럼과 교육기자재 지원, 장학생의 선발과 유학 지원(국내, 해외), 남북 농과대학 교류 

특성화 대학의 선정과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 사업 추진 초기 북한측이 협력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동 연구와 교육 

지원 협력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제3국(중

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을 매개로 추진하다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농업과학 기술, 과학기술 전문인력과 유학생 

교류부터 시작하되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농업경제 및 농업정책 전문가 교류와 관련 분

야 유학생 교류로 확대할 수 있다.

4 북한 개혁･개방 국면의 농업협력

4.1. 시장 지향적 농업개발의 북한 주도 추진과 지원 환경

○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주도하는 시장 

지향적 농업개발에 착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국제사회가 개입하거나 지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시장 지향적 농업개발의 북한 주도 추진과 지원에는 북한의 개혁･개
방이 선행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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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개혁･개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사적 재산

권의 확대, 시장 지향적 경제제도의 수립, 정책과 행정의 개방성･투명성･신뢰성을 들 수 

있다.

○ 사적 재산권의 확대와 확립은 경제 행위의 개별적･사적 주체(기업)가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장 지향적 경제제도의 수립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고, 통

계･행정･사법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대, 행정 및 재정운용 능력의 신뢰성 제고는 경제개

방의 척도가 된다.

○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 이에 따른 경제 및 농업교류협력 추진, 교류협력의 폐쇄

적 장애요소 제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이해도 제고, 외부로부터의 안정적 경제지원 

유입, 체제(정권)의 안전에 대한 확신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할 것으

로 전망된다.

○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해질 때 대북 농업협력의 전환 기회를 살려 새로운 방식의 협력을 

비로소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 농업 전반의 물리적 복구와 개발, 농업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농업개발협력 추진을 의미한다.

4.2. 북한농업의 복구･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종합 프로그램 접근

 EU의 SAPARD 프로그램 사례

○ SAPARD는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중동부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농업･농
촌 분야 종합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EU가 구축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한 후 공동체 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구조를 

사전에 구축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국의 농업･농촌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다양한 중소

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 SAPARD 프로그램은 농업경  투자, 가공 및 유통분야 투자,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 

개선 등 15개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5). 국가와 기간에 따라 

투자지원액 배분 비중에 차이는 있으나, 농업경  개선 투자(정책1), 가공 및 유통 개선 

투자(정책2), 다양한 소득원 개발(정책5), 농촌 인프라 개선 투자(정책12)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액 배분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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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SAPARD 사업의 EU지원액 배분 사례 (2000~06년)

구분 내용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7

정책 8

정책 9

정책10

정책11

정책12

정책13

정책14

정책15

농업경영 개선

가공 및 유통 개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 개선

환경 보호 및 생산 개선

다양한 소득원 개발

농촌 구제 및 농촌관리 서비스 구축

생산자 조직 형성

마을 및 지역 유산 보전

토지 개발 및 재분양

토지 등기의 체계화

직업훈련 강화

농촌 인프라 개선

농업용수 관리

임업 경영 및 유통 개선

SAPARD 정책 및 관리기술 지원

195.4

285.9

28.3

1.4

63.3

-

0.8

-

-

-

3.0

524.8

-

55.8

1.2

145.7

149.0

-

9.5

56.3

-

0.4

45.8

-

-

0.3

33.2

-

3.1

0.4

합 계 1,159.9 443.7

단위: 100만 유로

 

자료: Metis GmbH, 2013; KREI, 2017, 153쪽에서 재인용.

○ SAPARD 프로그램 지원과 이행 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9)

- 하위 프로그램 구체화: EU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5개의 포괄목록을 제시하고 신

청국은 개별 목록별로 하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지원을 신청한다.

- 공동 재정 부담: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의 실행에 EU와 신청국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지

원(부담)한다.

- 독립적 관리 보장: 신청국은 SAPARD 프로그램의 운 , 재정지출, 통제 등을 담당할 독립

기구(SAPARD Agency)를 설치하고 EU의 승인을 받는다.

- 심사･모니터링･평가: EU와 신청국 정부는 각 사업에 대해 4 단계의 평가를 수행한다. 평

가는 프로그램별 평가 목록에 따라 수행한다.

-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SAPARD 프로그램 집행 질서, EU 지원 자금의 통제와 의무를 명

확히 할 수 있도록 EU와 신청국이 사전에 협약을 맺는다.

○ SAPARD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있다. 우선 EU 집행위의 기술적 지원

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SAPARD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신청국들의 행정 

역량이 부족했으며, SAPARD 자금이 하드웨어 개선 투자에 집중되어 당초 중요한 지원 

9) 김경량 외, EU의 SAPARD를 원용한 북한의 농업･농촌개발,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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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었던 ‘EU 가입을 위한 준비로서 농업･농촌부문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5>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례에서도 하드웨어 개선

에 비해 역량강화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개선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개혁･개방 시기 이러한 방식의 지원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AREP)’ 지원 사례

○ AREP 프로그램은 북한 농업성이 UNDP의 협조를 받아 계획한 중기 ‘농업복구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이다. 이는 농업 및 식량위기를 겪고 있던 북한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국제적 공조 하에 기존의 분산된 대북 지원을 정비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식량 증

산을 위한 통합 개발원조 추진을 계획하고 작성된 것이다.

표 6 북한 AREP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원 요청(1998, 2000년)

                                                                  단위: 100만 달러

하위 프로그램의 구성
북한의 요청액

1998~2000년 2000~2002년
투입물 프로그램
     - 비료
     - 기타(연료, 농약 등)

213
173
40

160
123
37

농촌 복구 프로그램
     - 토양 개선과 보호
     - 관개 개선

39
21
18

39
11
28

비료 산업 프로그램 12 -

산림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 한계지 농업 지원
     - 양묘장 복구 및 조림
     - 자연림 및 수림 관리

52
2

49
1

33
11
12
10

AREP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종자 생산
     - 생물농약 생산
     - 농업 기계화 향상
     - 농업부문 연구와 관리

27
9
2

11
6

18
9
2
-
7

계 344 250

자료 1) UNDP/FAO,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PR Korea, 30 Nov. 1998

    2) UNDP, Second Thematic Roundtable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PR 

Korea, Draft 12 May 2000.

○ 북한은 AREP 프로그램의 중기 목표를 곡물 생산 600만 톤으로 설정하 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재 조달 사업, 농업인프라 복구 및 정비 사업, 산림복구 및 환경

보호 사업, 농업부문 역량강화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했으며, 북한은 이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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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금과 물자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 다.

○ 이를 주선하기 위해 UNDP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기구와 원조 공여

국들이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 다. 이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한과 UNDP가 

1998~2000년 계획 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로 3억 4,400만 달러를 요청하 으

며, 2000~2002년 계획 기간 중에는 2억 5,000만 달러를 요청하 다(표6).

○ 계획 당시 북한과 UNDP는 AREP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표6).

- 투입물 프로그램은 600만 톤의 식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투입재를 원활히 공급하는 

여러 프로젝트로 구성

- 농업기반 복구 계획에는 자연재해 피해지 복구, 평야지의 관개체계 개선, 수로 및 토양 개

선 등을 포함

- 산림 및 환경보호 계획은 식량과 연료 부족에 따른 산림 훼손을 경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사지 농업과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로 구성

- AREP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농업부문의 조사, 지원 서비스, 교육과 기술 원조, 연

구와 실험 등 일련의 과제들로 구성

○ 그러나 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은 높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요청 사항 중에서 일부만 실행에 옮겨져 하위 프로그램도 부분적으로만 실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는 물자 특히 화학비료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SAPARD 프로

그램과 비교되는 양상과 결과를 보이고 있다.

○ 그 주요 원인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신뢰에 있었다. 비록 UNDP는 ‘북한 내부

에서 탈중앙집권화, 협동농장 생산 활동의 독립성 확대, 농업생산의 상업화 진척 등 변

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 으나(UNDP/FAO, 1998), 원조 공여국들은 그 보

고에 전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10)

 

10) 1990년대 하반기에 착수한 탈중앙집권화, 농업생산의 독립성 확대, 상업화 진척(UNDP/FAO) 등 북

한 농업의 개혁은, 2018년 현재에 이르러서도 분조담당책임제,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분배 강화, 

시장생산 확대 등의 이름으로 바뀐 채 지속되고 있다. 이 사실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30년 가까이 성

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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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전망

○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도래할 평화 이행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업교류협력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농업교류협력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 이행시대의 전개에 관한 전망

이 필요하다. 첫째는 상황의 변화에 관한 전망이고, 둘째는 행동의 변화에 관한 전망이

다.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다음과 같다.

-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전망 : 대화 진전 ⇨ 최종 합의(비핵화 입구) ⇨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이행 ⇨ 이행 완료(비핵화 출구) ⇨ 평화체제

- 행동의 변화에 대한 전망 : 대북 제재 완화･해제 ⇨ 대북 경제협력과 우호적 환경 조성 

⇨ 북한의 개혁･개방 ⇨ 대북 경제협력 방식의 전환 ⇨ 북한의 체제전환 이행과 완료 ⇨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

○ 향후 전개될 상황과 관련국들의 행동 변화 전망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대북 농업교

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단계(단기)는 대북 제재 완화･해제 국면, 2단계

(중기)는 북한의 본격 개혁･개방 국면, 3단계(장기)는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이후가 될 

것이다. 이중 제재 완화 국면과 북한의 본격 개혁･개방 국면이 대북 경제협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개연성이 있다.

○ 1단계 대북 제재 완화 국면에는 과거 추진했거나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농업교류협력사업

을 정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향에 적합한 것으로는 ‘공동 농단지 개발

협력사업’과 ‘농업과학기술 교류 KSP사업’이 있다.

○ 2단계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에 돌입하는 단계의 농업교류협력으로는, 우선 1단계 

협력사업의 확대 추진이 있으며, EU의 SAPARD 지원과 과거 UNDP의 대북 AREP 지

원 방식과 같은 북한 중심의 종합 농업개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 3단계는 북한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된 이후에 해당된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실질적･
제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 이후의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은 시장경제 국가 간 

교류협력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공적 교류협력과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이 분리되고, 

경제적 동기가 중요해지며, 교류협력 과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를 것이다.

○ 체제전환 이후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협력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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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남북관계와 북한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되 국제적인 ODA 사업 추진체계를 원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북한지역 투자도 활발해 질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 기간 중에는 

입지가 양호한 경제특구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지만, 북한의 시장화 진전과 인프라 확충

에 따라 투자는 북한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 남북 간에 교역을 확대하고, 점차 교역･투자･고용을 자유화해 나간다면 사실상의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 분야에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조응하는 

농업정책을 개발･준비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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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정책 및 남북관계

 김정은의 현지지도 및 북한 주요 간부의 현지이해

김정은의 삼지연군 중흥농장 현지지도(로동신문 2018.07.10.)

○ 김정은은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함. 

- 감자 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보다 높은 과학적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실천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하 음.

○ 김정은은 농업부문에서 북부 고산지대 감자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낮은 기온과 

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 음. 

- 농업기술 일꾼들과 포전담당 책임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감자 역병에 대한 예찰예

보사업을 강화하며 농약 확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에 대해 강조하 음.

- 또한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감자밭의 지력을 높이며 김매기와 북주기, 거름과 

비료 시비, 병해충 구제를 비롯한 감자밭 비배 관리를 위해 과학적 기술력을 강조하 음. 

○ 김정은은 농업부문에서 20여년 전에 장만해놓은 농기계들을 기계화의 본보기로 삼아 부

단히 노력하여, 현실적 요구에 맞게 현대적이며 능률 높은 농기계들로 전환하는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장 일꾼들이 견문을 넓혀 목표를 대담히 높게 세

워야 한다고 덧붙임. 또한 농기계 보관고를 잘 건설하여 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강

조함. 

○ 김정은은 감자 종자 저장고를 방문하여 환경자동조정체계를 도입한 것에 대하여 평가하

며 감자밭 면적이 늘어난 것에 맞게 종자량을 잘 계산하여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 음.

북한매체 보도 동향

북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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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품종을 육종도입하는 사업과 함께 감자가루생산공장도 식품 용도에 맞게 감자 품종

을 선택하여 도입하고 감자 가공품 생산에서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들을 도입

하여 감자 생산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 음.

- 이밖에도 김정은은 중흥농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각 도에서도 농장마을들을 본격적으

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 음.

김정은은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 남새온실농장을 꾸릴 구상으로 현지를 

시찰함(로동신문 2018.07.17.)

○ 김정은은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릴 구상으로 현지를 시찰하

음.

- 김정은은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건설될 온실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대한 

규모의 남새온실농장 건설사업이며, 따라서 건설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온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농장원들의 주택지구와 문화후생시설도 도시 부럽지 않게 현대적으로 문명적으로 지어서 

농장마을을 그야말로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본보기 마을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림 1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 전경

          자료: 조선중앙통신.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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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강원도 양묘장 현지지도(로동신문 2018.07.24.)

○ 김정은이 강원도 양묘장을 현지지도함.

- 현대적인 토지절약형, 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하며 시범적으로 강원도 양묘장을 각 도에 건설

하는 양묘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함. 

- 김정은은 강원도에서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지난 1년 간 양묘장관리운 에

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대비함으로써 나무모 생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물질기술

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함. 

∙ 또한, 산림자원은 경제건설의 귀중한 밑천이 되기 때문에, 도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으

로, 자연원료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함.  이후 나무모들을 대

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더 높이고 생태경제적 및 관상적 가치가 높고 도의 기후풍

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모들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여 산림조성사업에 기여해야 한다

고 강조함.

-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수준이 높아진 양묘장으로 만들어 본보기가 되고, 

이러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각 도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묘장 건설을 빨리 완

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은의 운곡지구종합목장 현지지도(로동신문 2018.08.13.)

○ 김정은은 운곡지구종합목장을 현지지도함.

- 김정은은 연구소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는 다수확 먹이작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함. 

사료용 사탕수수 포전에 들렸으며, 정보당 수확고가 80톤 이상이라고 하는 이 종자를 빨

리 전국에 도입하여 일반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조함.

- 먹이작물재배시험에서 해당 품종의 생물학적특성이나 해명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도입가

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인 것만큼 최적한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조건에서 재배시험을 

하여 평가하고 전국에 퍼뜨려야 한다고 강조함.

- 사료용 뽕나무 포전을 찾아 다수확 먹이작물, 우량품종의 사료용 풀들을 많이 재배하여 널

리 퍼뜨리기 위한 사업도 강조함.

- 알곡사료단위를 낮추는 것은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며, 연구소의 육종사업에서

의 핵심목표는 생산성이 높고 사료 단위가 낮으며 고기질과 맛이 좋은 종자들을 전국에 

퍼뜨리는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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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는 우량종자들의 퇴화를 막고 원종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사업 증체률이 

낮고 고기맛과 우유의 질이 높지 못한 소품종들을 우수한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소 사육에서는 소 우리 환경을 수의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관리하며 품종별 특

성에 맞게 먹이처방을 잘해 양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김정은은 축산발전 정책을 관철해나가자면 뒤떨어진 북한의 축산과학 기술 실태를 사실

그대로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관점을 세우며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을 적극화해나가야 한다고 하 음. 

- 선진적인 축산 과학기술 지식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축산부문 과학자, 기술자 육성 사업을 

중시하며 육종 연구와 사양 관리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과학화,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

한 단계별 목표들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은의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온실농장건설준비사업 현지지도(로동신문 2018.08.18.)

○ 김정은은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온실농장 건설 준비사업을 위해 현지지도 함.

○ 김정은은 온실농장이 건축미학적으로는 물론 실리적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 없도록 과학

적인 타산을 앞세우고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경성군 온포온실농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함경북도 인민들의 식생활에 보탬을 주

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온실과 양묘장 건설을 빠른 기간 안에 끝내도록 강조함.

- 김정은은 온실농장의 건설 및 운 에 관한 지시를 하 음. 

∙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을 우리 실정에 맞추는 문제, 온실경 에 필요한 양액 비료 생산

기지 문제,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 

온실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국산화비중 문제, 온실농장구획을 

명백히 가르고 규모 있게 건설하며 모든 생산건물들을 현대적인 맛이 나게 잘 건설하는 

문제, 강하천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맞게 제방을 쌓는 문제, 온실농장에서 남새생

산을 기계화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온실과 양묘장 건설 등임.

박봉주의 농업부문 현지료해(로동신문 2018.08.26.)

○ 박봉주는 신천군 근로자협동농장, 황주군 침촌협동농장, 온천군 운하협동농장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남포시의 여러 농장들과 농업부문 과학연구단위들을 현지 방문함.

- 박봉주는 여러 농장, 건설장, 시험포전을 돌아보면서 자연피해정형과 농작물 생육 상태를 

알아보고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과 건설대상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간석지 논

에서의 벼 품종 연구 및 도입에 관한 문제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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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의 강원도 여러 단위 현지료해(로동신문 2018.09.04.)

○ 최룡해가 강원도의 여러 단위를 현지 방문함.

- 강원도 양묘장과 원산 예군인가방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봄.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

들에서는 기업전략, 경 전략을 바로세우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여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됨.

- 최룡해는 원산시 송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농업과학기술보급실, 문화회관, 문화주택 등을 

돌아보면서 관리운 과 함께 과학적인 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남새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며 농장원들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함.

 농업 관련 로동신문 사설

로동신문 사설 - 온 나라가 떨쳐나 고온과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

자(로동신문 2018.08.02.)

○ 최근 북한에서 고온과 가뭄피해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기상수문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기온이 35℃ 이상, 최고 40℃를 

넘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 고 많은 지역들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여러 날 동안 전반적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이 예견된다고 함. 

- 혹심한 고온과 가뭄으로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촌들에서 논벼, 강냉이 등 농작물

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함.

○ 농업부문에서 고온과 가뭄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은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하고 인

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임.

- 지금이야말로 올해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논벼가 

이삭패기를 앞두고 있고 강냉이 이삭이 커가고 있는 요즘 고온과 가뭄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잎이 타들고 뿌리가 죽어 한해농사를 망치게 됨.

- 축산, 과수, 남새생산부문에서도 고온과 가뭄피해를 막지 못하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음. 고온과 가뭄피해 막이이자 올해 농업생산성과임.

○ 이번 고온 현상은 예년에 볼 수 없던 최대의 자연재해이지만 결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아님.

- 최근 심한 가뭄 속에서도 물 원천을 찾아 효과 있게 이용하고 앞선 농방법과 기술을 적

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 많은 농장들의 경험은 하늘이 아니라 땅 속을 

보며 자기 힘으로 끝까지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다수확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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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논벼 생육 상태가 좋고 밭곡식들도 아직은 가뭄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요행수를 

바라며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고온과 가뭄과의 투쟁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고온과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함.

○ 물원천확보사업을 적극 앞세워야 함.

- 농촌들에서 관개시설들을 시급히 보수정비하고 물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기 위한 대

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강하천에 보막이를 하고 물길을 정리하여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말아야 함. 굴포와 우

물을 파거나 졸짱을 박아 지하수를 퍼올리며 크고 작은 물 원천들을 빠짐없이 찾아 이용

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총동원되어 가뭄을 타거나 탈 수 있는 논밭에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함.

- 내각과 전력공업성, 농업성을 비롯한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가뭄피해 막이전투에 지

장이 없도록 필요한 전력과 연유, 농기계 부속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물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을 물 운반에 총동원시키고 펌

프, 원동기, 강우기 등 물주기에 필요한 설비, 수단들을 모조리 동원이용하여야 함.

○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함.

- 도, 시, 군, 농장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고온 피해 막이를 결사전으로 여기고 이 

전투에서 집단주의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함. 일꾼들은 오늘의 투쟁에서 선구자, 기관

차가 되여 조직사업을 치 하게 모범이 되어 농업근로자들을 이끌어나가야 함.

- 관개부문과 농장들에서는 양수동력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앞선 관수방법을 받아들여 모

든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대주어야 함.

∙ 물보장 체계를 바로세우고 가뭄피해가 나타나거나 가뭄을 탈 수 있는 포전들부터 먼저 

관수하며 고랑관수, 강우기관수 등 실정에 맞는 관수방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함.

∙ 논벼농사에서 물절약형농법과 앞선 논물 관리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적은 물을 가

지고 왕성한 생육을 보장하여야 함.

- 논물 관리공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야 함. 논물 관리공들은 자기들의 손에 올해 농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쉼 없이 논두렁을 타면서 최소한 적은 물로 논벼 

생육에 필요한 물을 보장하여야 함. 앞선 논물 관리방법을 포전별 특성에 맞게 받아들여 

뿌리 활성을 최대로 높임으로써 알찬 이삭이 달리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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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근로자들은 농작물에 여러가지 성장촉진제, 생물활성제, 살균제 등을 정상적으로 분무

해주어 양 상태를 좋게 해주고 고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

도록 하여야 함.

- 양어부문에서는 물 온도와 물고기들의 생육 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면서 물 온도관리와 

물고기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고온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함.

○ 전력부문과 탄광,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송전선들의 선로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

면서 고압선들의 처짐에 의한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동시에 변압기들의 기름 상태를 확인하고 기준대로 보충하는 것과 함께 냉각수를 이용하

여 변압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고온에 의한 전기사고를 

막아야 함.

○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에서 고온과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들어야 함.

로동신문 사설 - 당의 부름따라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자(로동

신문 2018.08.06.)

○ 우리 인민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진입한 때로부터 2년 남짓한 기간이 흘러갔음.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

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

대한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임. 

-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함.

-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화의 포성이 높이 울리고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

문에서 생산적 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음. 려명거리를 비롯한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나

라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과학 연구 성과들이 이룩되었음.

○ 이룩한 성과는 자랑할 만 하지만 우리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완수하자면 앞으

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음.

- 높은 목표, 방대한 일감은 더 큰 분발과 박차를 요구함. 지금은 하루하루를 계획수행으로 

만족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님.

○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나라의 경제 전반을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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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쟁목표가 실현되면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부흥하는 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갖추게 되며 세계를 향하여 더 무섭게 비약해나갈 수 있게 됨.

○ 오늘날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의거해야 할 것은 과학기술임. 자력

갱생정신에 과학기술을 더하면 하늘도 이기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음.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당이 제시한 전투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함.

-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활성화의 지름길을 열고 부족한 자재와 설비, 노력문제

도 풀어나가야 함. 최신 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 도입하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야 함.

- 증산돌격운동이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과 자력갱생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함. 

∙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 조건과 생활 조건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최대의 실

적을 내게 하며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의 운 을 정상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

히 전개해나가야 함.

-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생산단위의 일꾼들은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과업과 목

표, 계획량을 재확인한 것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직장, 작업반, 분조별 생산과

제를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 내각과 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나라의 경제사업의 담당자,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5개

년전략목표수행과정에 찾은 경험과 교훈,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더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 아래 단위 사업을 수시로 살펴보고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적

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 밑에 경제활동을 진행해나가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함.

로동신문 사설 - 군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18.08.11.)1)

○ 군은 지방경제발전의 기본 단위이며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을 연결시키는 거점임. 

- 당정책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말단단위인 모든 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

여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

1) 농업부문을 발췌 요약하여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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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는 농촌경리도 군을 단위로 하여 지도 관리하고 소비품 생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업도 군에서 운 하고 있음. 

- 군에는 인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경제부문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여러가지 자

연부원과 예비도 많음. 

- 모든 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의 원료원천과 잠재력을 옳게 동원이용한다면 군

자체로 인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며 국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도 군내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수 있음.

○ 농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함. 

- 지력을 높이고 다수확품종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여야 함. 당의 과학중

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다수확분조,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농

장대렬을 늘려 나가야 함. 

-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과수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어 군내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함. 

- 농촌초급일꾼들을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선진적인 과학농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의 수준을 대학졸업생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 이와 함께 농사에 필요한 노력과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 농업근로자들의 혁명

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함.

 남북관계 관련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 진행(로동신문 2018.08.14.)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이 8월 13일 판문점 지역 통일

각에서 진행됨.

○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함.

-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정형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함. 회담에서는 또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함.

제5차 북남수뇌회담 진행(로동신문 2018.09.19.)

○ 제5차 북남수뇌회담이 9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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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로동당 위원장인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함.

○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됨.

- 김정은과 문재인대통령은 올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상봉과 회담이후 긍정적

으로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 북남관계상황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중요 문제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눔.

○ 김정은은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빈관을 방문하여 제2일 회담을 진

행함.

-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정확히 이행해 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 안들을 정립하 으며 북

과 남이 당면하게 취할 몇 가지 실천적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 음.

-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을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관계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의논함.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설(로동신문 2018.09.15.)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북남공동연락사

무소가 개설되었고, 개소식이 9월 14일에 진행됨.

-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과 관계부문 일꾼, 남측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여기에 참가함. 

 기타

유엔인도주의사업담당의 방북(조선중앙통신 2018.07.11.)

○ 김 남은 7월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한 마크 앤드류 로우코크 유엔인도

주의사업담당 부사무총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하 음.

- 담화에는 외무성 부상 박명국, 관계부문 일꾼들과 타판 미슈라 주조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

엔개발계획 상주대표가 참가하 음.

○ 유엔인도주의사업담당 부사무총장 일행은 담화 이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참관하고, 황

해남도 은률군, 신천군의 협조대상들을 돌아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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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 집행국장일행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참관(로동신문 2018.08.24.)

○ 에리크 솔헤임 유엔환경계획 집행국장과 일행이 8월 23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참관함. 이들은 연혁소개실, 강질유리온실, 과학연구실 등을 돌아보고 또한 김일성종합대

학 전자도서관을 참관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로동신문 2018.09.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

되었음.

- 대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돌 경축대표들, 당중앙위원회, 무력, 성, 중앙기

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공

로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함.

2 농림축산업 

  

 농업

군을 대규모의 갈 생산기지로 훌륭히 꾸려나가자 – 신도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궐기

모임 진행(로동신문 2018.07.12.) 

○ 신도군의 일꾼과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7월 11일 현지에서 진행됨.

- 참석자들은 갈 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갈 재배를 과학화, 현대화하여 수확고를 늘리고 전

력, 양수설비들의 수리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최고수확기록을 경신하고 생산기지를 정상화하

자고 강조하 음.

- 또한 농기계와 농기구를 잘 관리하고 효과 있게 이용하여 농 공정의 기계화를 적극 실

현해나갈 것을 강조하 음.

- 선진 농방법과 다수확 농법을 널리 받아들여 알곡 생산을 늘리고 축산, 수산기지를 활성

화하여 우리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잘 꾸려나갈 것을 강조하 음. 

과일군에서 수확한 첫물 복숭아 수도시민들에게 공급(로동신문 2018.07.15.)

○ 과일군에서 생산한 첫물 복숭아가 7월 14일 평양에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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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밭들에 질 좋은 거름을 내고 병해충을 막기 위해 대비도 철저히 하면서 과일나무의 

양 관리를 과학화하여 2017년에 비해 과일생산량을 1.4배로 늘렸음.

○ 과일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처음으로 수확한 첫물 복숭아를 평양으로 보냈고, 평양의 

수송차들은 시안의 육아원, 초등학교, 중등학원, 양로원 등과 탁아소, 유치원에 보냈음. 

안팎으로 멋있는 일터 –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를 찾아서(로동신문 2018.07.16.)

○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에서는 계획 작성, 수송 조직 및 지휘, 기술발전, 노동 

행정, 재정 활동 등 모든 사업조직을 구내에 구축된 컴퓨터망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음.

- 수송업무프로그램과 운행현시프로그램을 통해 일별, 월별로 모든 소요량과 차들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한 후 연유 소비량과 부속품 소요량이 종전에 비해 훨씬 줄 음.

○ 사업소 안에는 수경온실, 수백㎡의 남새밭이 있음. 여기서 생산한 남새는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사업소에서는 메기 양어장을 구비해 놓았음. 메기를 기를 때는 사업소의 알곡 먹이나 어분 

사료가 아니라 동물의 뼛가루와 균 처리한 마른 단백풀, 시래기로 주고 있으며, 해마다 10

톤의 메기를 생산하고 있음. 

- 사무청사의 지하에는 룡정어 양어장, 버섯 재배장이 있으며, 보조건물 지붕에는 닭 우리와 

돼지 우리가 있음. 여기에서는 많은 양의 돼지고기, 계란을 생산하고 있음.

그림 2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의 수경온실 및 양어장

자료: 로동신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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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연군 중흥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로동신문 2018.07.20.)

○ 삼지연군 중흥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7월 1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관계부

문,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 음.

- 궐기모임에서는 특성에 맞는 새 품종의 감자 종자 확보 및 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축산에 힘을 넣고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지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감자밭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높이는 것에 대해 참가자들은 강조함. 

또한 농기계들을 적극 애호관리하며 그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7월 1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감자가루로 다양한 식료품들을 만들기 위한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갖

추고 맛좋고 양가 높은 감자 가공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함. 

- 감자저장고의 습도와 온도보장을 책임적으로 하고 한 알의 감자도 허실 없이 제때에 가공

하며 과학적인 품질 검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고 말함. 

농작물 비배 관리에 계속 큰 힘을(로동신문 2018.07.23.)

<평안남도에서>

○ 평안남도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작물 비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농업근로자들이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숙천, 문덕, 증

산군에서 성과를 확대해 가고 있음.

- 숙천군에서는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김

매기, 병해충 피해 막이에 집중하고 있음.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농 공정들이 겹쳐 추진

되는데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문덕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김매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작물 비배 관

리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안주시에서는 남칠협동농장, 덕성협동농장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덕성협동농장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 개천시 보부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모든 포전들을 알뜰히 가

꾸고 있으며 덕천시와 회창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작물 비배 관리에 정성을 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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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에서>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시, 군들에서 장마철 피해 막이 대책을 세우면서 논밭김

매기와 병해충 피해 막이를 비롯한 비배 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전수하고 있음. 신의주시에서 농작물 비배 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 룡천군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논밭김매기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신암, 

장산, 산두협동농장들도 병해충 피해 막이 작업이 진행 중임.

백두삼천리벌에서 밀보리 수확 한창(로동신문 2018.08.09.)

○ 백두삼천리벌에서 보리 수확이 한창임. 대홍단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보리 

수확을 하고 있음.

- 군5호농업경 위원회에서는 일정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경제조직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군에서는 지난 7월말 농장들에 일꾼들을 파견하여 보리종합수확기 출동식을 진행하도

록 한 것에 이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홍암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두몫, 세몫씩 일을 하면서 매일 일정 계획을 넘쳐 수

행하고 있음.

- 삼덕농장에서 보리 수확을 진행 중에 있음. 보리종합수확기, 탈곡기들의 수리정비를 

끝낸 농장에서는 보리 수확과 낱알 털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감자수확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 량강도에서(로동신문 2018.09.18.)

○ 량강도에서 감자수확이 시작됨.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농근맹위원회 일꾼들은 현지

에 내려가 감자수확과 관련한 모든 농 공정들이 일정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중흥농장, 흥계수농장, 소백산농장, 은덕농장, 서두, 신흥, 신덕농장 등 노력과 기계화수단

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감자수확실적을 올리고 있음. 또한 김형권군과 풍서, 보천, 운

흥, 삼수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도 감자수확이 한창임.

매일 수천t의 과일 수확 - 각지 과수농장들에서(로동신문 2018.09.28.)

○ 과수부문에서 올해에 고온과 가뭄이 지속된 불리한 속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과원들

에 풍요한 과일대풍을 맞았음.

- 과일군에서는 지난해보다 과일증산 목표를 높이 세우고 년초부터 노력하여 군안의 일꾼들

과 농업근로자들은 수십 톤의 고농도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실어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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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청군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약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자체의 힘으로 각종 

농약들을 생산하여 가뭄과 고온 현상이 지속된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보다 정보당 수

확고를 늘림.

- 고산과수종합농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과학과수의 정보당 수확고를 

더욱 늘이기 위해 과일나무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

- 평양, 사리원, 온천과수농장 근로자들도 매일 수십 톤의 과일을 수확하고 있음.

 임업

매일 수백㎥의 통나무 운반 -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8.09.30.)

○ 121호림업연합기업의 노동자들은 물길을 이용하여 매일 수백㎥의 통나무를 운반하고 있음.

- 타리개, 꺾쇠를 비롯한 떼무이 자재들을 충분히 마련한 압록강류벌사업소에서는 합리적이

며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떼무이 속도를 높 음.

- 박주평청년류벌작업소와 동흥, 금창, 중강류벌작업소의 유벌공들은 단독 떼몰이, 다폭 떼몰

이로 9월에 수천㎥의 떼를 압록강으로 내렸음. 성파, 룡하, 자서림산사업소에서도 장진강

을 이용하여 통나무운반실적을 올리고 있음.

○ 물길정리를 잘하여 지난해보다 보름 앞당겨 첫떼를 내린 성과에 토대하여 이 사업소들에

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 있게 진행하여 매일 계획을 120％, 최

고 150％로 넘쳐 수행하고 있음. 부전림산사업소의 유벌공들도 물동보수와 물길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종전보다 떼당 10㎥이상의 통나무를 더 운반하 음.

 축산업

과수농장들에 축산기지가 새로 일떠선다 – 북청군에서(로동신문 2018.08.24.)

○ 건설을 맡은 과수농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미 10여동의 축산기지들에 대한 벽체쌓기와 

건물외부미장, 기와씌우기공사를 끝내고 내부공사를 마감단계에 서 진행하고 있음.

- 종산과수농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축산기지 건설에 앞장서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오평과수농장에서는 겨울철에도 축산기지의 온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형 블록 건물을 

일떠세운데 맞게 내부공사에 더욱 힘을 넣고 있음. 

- 다른 과수농장에서도 겨울철에도 축산기지의 온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부공사에 힘을 

넣고 있음. 특히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정별 공사정형을 따져가며 모든 작업공정들에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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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동향

  

늘어가는 온실가스 방출량(로동신문 2018.07.16.)

○ 현재 많은 나라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자연 에너지로 충족시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방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자연 에너지 개발 이용에서 기록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

스 방출량은 1.7％ 늘어남. 

∙ 이는 자연 에너지 개발 이용에서의 장성속도가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미처 따라서지 못

했기 때문이었음. 

∙ 2017년 기준, 에너지 수요는 2.1％ 높아졌으나, 자연 에너지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 고, 이로 인하여 아직도 에너지 수요의 80％가 석탄과 천연가스, 원유로부터 

보장되고 있음. 이것이 온실가스 방출량이 늘어나게 된 근본원인으로 조사됨.

- 지구온난화로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해도 늘

어나고 있음. 

∙ 2017년 세계에서 710건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 음. 이것은 지난 10년 간의 평

균건수인 60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었음.

○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 상태로 놔

둔다면, 앞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극심한 고온 현상의 발생 확률과 세

기, 지속 시간 등 여러 지표가 세계적인 범위에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산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로동신문 2018.08.02.)

○ 산림파괴는 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만들고 있음.

-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토지의 사막화, 야생동물의 멸종 등이 빠른 속도로 촉진되고 있는 

것은 산림의 파괴와 관련됨.

○ 지난 5월말 오스트리아 정부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이산화탄소방출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

에 비해 1.5％ 늘어났다고 밝힘. 

- 최근 이 나라에서는 산림개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산림개

간과정에 방출된 이산화탄소 양만도 1억 6,000만 톤 이상에 달한다고 함. 

○ 현재 세계인구 10명중 9명이 오염도가 매우 높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활하고 있다고 함.

- 대기오염은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과 같은 각종 질병들을 산생시키는 주되는 요인으로서 

사망원인들 중에서 앞선 자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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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자연보호기금은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파충류, 새류, 양서류를 비롯한 동

물들의 마리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2020년에 가서 야생동물의 3분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 많은 나라들이 산림조성 및 보호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최근 피지정부는 비티레부섬에 있는 산림보호구에서 나무심기계획에 착수하 음. 이에 따

라 2030년까지 보호구에서 열대성태풍과 산불에 의해 파괴된 7,000㏊의 산림을 복구하고 

산림면적을 늘이기 위한 나무심기가 진행됨. 

∙ 또한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고유한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게 된다고 함.

- 케냐에서도 산림복구를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지난 5월 케니아 대통령은 파괴된 숲을 복구하고 수도의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단기

적인 계획에 착수한다는 것을 선포하 음. 그는 산림덮임률을 10％로 늘이려는 정부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전국적 범위에서 18억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

다고 밝혔음.

- 7월 3일 탄자니아정부는 비법적인 채굴과 채벌로 산림이 마구 파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

여 산림보호사업에 특수무력을 동원하고 주민들 속에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시

키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이밖에도 중국, 이란, 캄보디아 등 많은 나라들이 산림황폐화현상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

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산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보호하고 적극 늘

려 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앞으로 결실을 보게 될 것임.

제11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체육경기대회 진행(로동신문 2018.08.07.)

○ 제11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체육경기대회가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모란봉청년공원에서 씨름, 태권도, 그네뛰기, 널뛰기경기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민족체육경

기대회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300여명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함.

- 종합순위에서는 평안북도가 1등을, 황해북도, 황해남도가 2등, 3등을 차지하 고, 6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컵, 메달 등이 수여되었음.

제8차 전국농업근로자들의 농악무경연 진행(로동신문 2018.08.23.)

○ 제8차 전국농업근로자들의 농악무경연이 서해지구와 동해지구로 나뉘어 8월 9일과 8월 

22일 평성시와 함흥시에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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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천군 벽암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근로자들이 민족의 향취가 짙은 경쾌한 음악선

률과 장단, 우리의 독특하고 고유한 춤가락을 살린 아름다운 율동으로 경연을 장식함.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벼생산을 늘일 수 있는 기술 개발(로동신문 2018.09.17.)

○ 중국의 과학자들이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벼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흙분쇄이랑기술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논밭을 최대한 깊이 그리고 세 히 갈아 토양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량을 줄이며 오염도를 최대한 낮추어 녹색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함.

∙ 새 기술을 이용하면 흙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벼가 일반 벼보다 크게 자라며 대도 더 실

하다고 함.

- 이 기술은 밭을 깊이 갈면서 흙을 분쇄하는데 이때 흙층구조를 파괴하지 않았음. 간 깊이

가 30㎝에 달해 아직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 깊은층의 토양자원을 재분배하여 빛, 온도, 

물, 공기 등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음.

∙ 흙분쇄이랑기계의 회전날로 땅을 갈면 두배나 깊이 갈면서도 흙층을 파괴하지 않으며 

토양의 양분과 수분, 산소의 이용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음. 이와 함께 토양이 나선형

날의 회전운동에 의해 순간적으로 고온처리되어 그 속의 속효성 양분이 활성화됨.

∙ 측정결과 흙분쇄이랑기계로 땅을 갈 때 토양의 속효성 양분이 10-30％ 늘어난다는 것

이 밝혀짐. 비료를 주지 않고 흙분쇄이랑기술을 도입한 논들에서는 이삭이 크고 충실한 

알이 많이 달리며 병충해도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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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관계

 남북관계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의 개최 및 산림협력 방안 논의

○ 철도･도로 회담에 이어 남북은 7월 4일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산림협력 

방안을 논의하 음.

- 회담에서는 북한의 산림현황에 대한 공동조사 연구, 산림관련 기술 전수, 양묘장 조성 사

업 등이 논의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은 다음과 같음.

○ 남과 북은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 다.

-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 ,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 다.

-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

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 다. 이와 관련하여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

장 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며 남측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 다. 

- 3. 남과 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

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 다. 

- 4. 남과 북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

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문서 교환을 통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 다. 

노컷뉴스. 2018.07.04. 철도･도로 이어 오늘은 남북 '산림협력' 회담. ; 노컷뉴스. 2018.07.04. 

[전문]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국내매체 보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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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동해선 연결 구간의 공동 점검 및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

○ 남북은 7월 20일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위해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

도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공동점검단 15명은 방북하여 공동점검을 진행함.

- 공동점검은 동해선 연결구간 중에서도 북측구간(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에 대해서만 이

뤄졌으며, 공동점검 후 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은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논의를 거침.

- 남북은 동해선에 이어 24일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중 북측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을 

공동 점검할 예정임.

- 남북은 공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의선 북측구간(개성-신의주)과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도 진행할 예정임.

○ 남북은 7월 24일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 중 북측 구간 공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궤도･
노반 등 시설이 양호하다고 밝힘.

- 통일부는 이날 "남북이 오늘 경의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중 북측구간을 공동점하고, 사천강 

교량, 판문역, 손하역, 개성역을 점검하 으며 노반･궤도 등 시설이 호한 것을 확인"하

다고 전함.

- 오전에 시설을 점검한 남북 점검단은 오후에는 남북철도공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를 개최

해 조사단 구성･운  및 현지 공동조사 일정, 방식에 대하여 의견을 나눔.

- 남북은 공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 및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앞서 7월 20일 동해선 연결구간인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 고 동해서 역시 노반과 궤도 등 전반적으로 시설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2018.07.20. 남북, 오늘 동해선 연결구간 공동점검...철도협력 스타트.  ; 이데일리. 

2018.07.24. 경의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북측구간 점검.."시설 양호". 

남북, 8월 중하순 경 경의선･동해선 도로 공동 조사 실시 예정

○ 남북이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10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확정됐고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한 조사를 각각 

며칠씩 진행할지는 남북이 협의 중임. 

- 남북은 11년 전인 2007년 12월 11-13일. 21-27일 2차례에 걸쳐 각 경의선 평양-가창, 

가창-개성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 음. 10･4 선언에 명시된 개성-평양 도로 개보수를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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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조사단은 도로의 포장상태, 교량, 터널, 배수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이번 

현지 공동조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짐.

뉴스1. 2018.08.01. 남북, 이달 10-30일 경의선･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종합). 

남북, 산림 병해충 방제 현장 방문 실시

○ 남북은 8월 8일 금강산 지역에서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함. 

-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우리 측 인력은 총 

12명으로 구성됨. 이들은 오전에 금강산 지역에 들어간 뒤 8시간 가량 체류하면서 현장 

방문 및 공동방제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오후 5시 30분경 복귀함. 

○ 현장 방문은 금강산 지역의 산림 병해충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동방제에 필요한 약품

과 기자재를 확정하기 위하여 진행됐음.

- 현장 방문 이후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는 7월 4일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된 산림 병해

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의 이행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이번 방문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향후 구체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뉴스1. 2018.08.08. 남북, 산림 병해충 방제 현장 방문 실시. 

남북, 철도연구조사단 2차 회의 개최 및 조사 방식 및 추가 점검 사항 논의

○ 남북은 8월 9일 철도 협력과 관련해 공동연구 조사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함.

- 통일부에 따르면 △공동연구조사단 구성･운  합의서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의 대상･
방식 △남측 연결구간에 대한 추가 점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에 합의하고, 지난 6월26

일 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공동점검과 공동조사에 합의함. 

- 지난 7월 20일에는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등 동해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

동점검을, 24일에는 북측 사천강 교량, 판문역, 손하역, 개성역 등 경의선 연결구간에 대

한 공동점검을 진행한 바 있음.

뉴스1. 2018.08.09. 남북 철도연구조사단 2차 회의... 조사 방식･추가점검 논의(종합).

남북,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 남북은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8월 13일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함.

-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

문을 도출함. 양측은 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전함. 

아시아경제. 2018.08.13. 남북정상회담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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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진행

○ 남북은 8월 13일부터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

동조사에 돌입함. 

- 우리 측에서는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단장으로 한 도로 공동조사단 5명과 민간전

문가, 정부 관계자 등 28명이 참여함. 

- 남북은 공동조사에 앞서 남북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회의를 개최하 고 구체적인 공

동조사 구간과 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 한편, 남북은 경의선 도로에 이어 고성-원산 간 동해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도 진행할 

예정임.

매일경제. 2018.08.13. 남북, 오늘부터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진행. 

유엔사의 미승인에 따른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실시 지연

○ 남북이 함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막혀 

무산된 것으로 8월 30일 밝혀짐. 

- 통일부와 유엔사 등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2일 열차를 서울에서 출발시켜 개성을 거쳐 신

의주까지 운행한 다음 27일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로의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음. 

- 남측 기관차가 객차 6량을 끌고 방북한 다음 북측 지역에서는 북측 기관차가 객차를 끌며 

운행하는 방식임. 

○ 정전협정에 의거해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는 인원･물자 승인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

가 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음. 

- 유엔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개성-

문산 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힘.

∙ 유엔사는 규정된 시점을 넘겨 통행계획이 통보된 점을 방북 불허 이유로 든 것으로 알

려짐. MDL 통행계획은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해야 하지만, 정부가 북측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하루 전인 21일에야 유엔사에 알렸다는 것임.

∙ 유엔사 측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방북 일정과 인원, 반출품목 등의 정보 외에 '세부사

항'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편한 시각이 반 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경향신문. 2018.08.30.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유엔사 '불허' 일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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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사단의 북한 파견 계획 수립과 평양회담･비핵화 협의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8

월 31일 발표함. 

-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

넓게 협의할 예정임. 남북은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9월 평양에서 열기

로 합의하 음. 

-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파견은 9월 말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종전선언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더욱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결정

되었음. 

○ 9월 2일 청와대는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수석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발표함.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3월 1차 대북 특사단 명단과 동일함. 청와대는 특사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

은 방북 목적의 효과성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임.

- 대북 특사단이 북한과 논의할 의제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에 가는 주요한 목적은 남북정상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것과 의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함.

- 또한,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어서 당연

히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함. 특히 개성공단 내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와 협의도 포함되었음. 

경향신문. 2018.08.31. 대북 특사단, 5일 파견 평양회담･비핵화 논의. ; 연합뉴스. 2018.09.12. 

대북 특사단에 정의용･서훈 투톱 포함..."당일 귀환 일정(종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키로 북측과 합의함.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한 당국자들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상시 협의를 할 수 있는 채

널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 다음날인 10일부터 정상회담 직전인 17일 사이에 사무

소가 문을 열 것으로 보임.

- 공동연락사무소는 일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군사적 긴장완화,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 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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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개성지역에 공동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하고, 고위급회담을 통

해 개성공단에 설치키로 합의함. 이후 공동연락사무소로 사용할 건물에 대한 개･보수를 

마쳤으며 설치･운 에 관한 합의서도 공식 서명만 남겨둔 상태임. 

- 초대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천 차관

이 대북 협상 경험이 많은 데다 그를 겸직시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직제개편을 크게 

하지 않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신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짐.

경향신문. 2018.09.06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10일~17일 사이 개소 남북 당국자들 상주, 24시간 

협의 채널 열려. 

청와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관련 북한과 실무협의 진행

○ 남북이 이번주 초 개최하기로 합의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고위 실무협의가 이르

면 9월 12일 개최될 전망임. 

○ 남북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이날 실무회담이 개최된다면 남북은 판문점에서 의전･경호･통
신･보도에 대한 고위 실무협의에서 평양정상회담의 '밑그림'이 완성될 것으로 보임. 

- 4･27 1차 남북정상회담과 5･26 2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에

서 2박 3일 간 개최될 예정임. 때문에 실무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2000년 6월 13~15

일 평양)과 노무현 전 대통령(2007년 10월 2~4일 평양) 당시 평양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회담 과정이 준용될 것이라는 관측임.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4월22일부터 5월18일 판문점에서 총 5차례의 준비접촉을 진

행함. 5차례 준비접촉 끝에 남북은 △대표단 구성(수행원 130명, 취재기자 50명) △회담

형식과 횟수(최소 2~3회) △선발대 파견(방문 12일전 30명 파견･판문점 통해 왕래) △

왕래 수단(대표단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 이용) 등을 합의함.

- 최종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우리측 대표단(공식 수행원 11명･특별수행원 24명･일반

수행원 95명) 및 기자단 50명을 포함해 300여명이 대통령 전용기와 민항기를 이용해 서

해항로로 평양으로 출발하 고, 남북 간 왕래에 항공기가 사용된 것은 분단 이래 최초임.

○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8월14일 1차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준비접촉을 진행함. 준비접

촉에서는 2000년 정상회담의 전례를 준용하면서 △대표단 규모(수행원 150명, 취재기자 

50명 등 총 200명) △선발대 파견(35명, 대표단 방북 7일 전 파견) △왕래절차(대통령 

전용차량 방북) 등이 신속하게 합의함. 

- 이와 함께 의전･경호･통신･보도 실무접촉이 같은 달 14일과 16일 두차례 개성에서 진행

됨. 그러나 실무접촉 이틀 뒤, 북측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로 회담 연기를 요청해왔고, 남

북정상회담은 당초 8월28일~30일에서 10월2일~4일로 연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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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분단이래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해 방북함. 대통령과 방

북단은 도보행사를 마친 뒤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했고, 판문점에서 북쪽으로 

약 70km 거리에 있는 서흥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평양으로 이동함.

뉴스1. 2018.09.12. 청와대, 오늘 북한과 실무협의 가능성... 2000년･2007년 준용 할 듯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 남북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관계 전반에 걸

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첫 소통채널임.

-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져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

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연락사무소 소장은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예정임.

○ 통일부는 9월 12일 설명자료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

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통일부는 또한 "주 1회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천해성 차관이 소

장 자격으로 방북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간 연락과 실무협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철도･도록 연결 및 현대화 산림복구, 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

의들은 앞으로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전망임. 또한, 향후 북한 비핵회의 진전으로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과 관련한 협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될 예

정임. 아울러 남북정상회담과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됨. 

∙ 연락사무소에서는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임. 북측도 15-20명 정

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할 예정임.

연합뉴스. 2018.09.12. 남북 24시간 소통시대 활짝... 마침내 문 여는 연락사무소.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및 군사분야 의제 조율

○ 남북이 9월 13일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평양 정상회감 군사분야 의제와 관련해 최종 조

율 일정에 들어감. 남북 군 당국은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남북군사

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 특히, 이번 회담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분야 

의제들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48

- 남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

로 해소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북방한

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등에 합의하 음. 이에 따라 남북 군 당국은 그동안 두 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

범적 GP(감시초소)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 음.

○ 남북 군 당국은 이날 회담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관련, 착수시기와 그 방법 등을 

담은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안)를 구체화해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도록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망됨.

newsis. 2018.09.13. 정상회담 D-5,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군사분야 최종 조율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8일 평양에서 2박 3일 3차 남북정상회

담을 개최함. 

-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북이자 김 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며, 지난 5월 26일 판

문점회담 이후로는 115일 만임. 

-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ㆍ비핵화 대화 증진ㆍ군사긴장 및 전쟁위험 

종식 등 3대 의제를 두고 논의함.

○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서를 발표하 음.

<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
ㅣ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

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

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

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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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

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

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

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

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

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

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

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

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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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8.09.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서 평화의 미래를 ; 경향신문. 2018.09.19. 

[전문]9월 평양공동선언문

청와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개최 및 10월 동서해선 철도 현지조사 추진

○ 9월 28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 음.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

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내달 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

련,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힘.

∙ 지난 8월 남과 북은 함께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유엔사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음.

- 이밖에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운  

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논의하 음.

연합뉴스. 2018.09.28. 청와대 "내달 동서해선 철도연결 현지조사 추진" 평양선언 이행 가속(종합)

2 경제일반 및 농림축산업

 경제일반

중국과 러시아, 2018년 1-5월 북한에 정제유 1만여 톤 공급

○ 중국과 러시아가 2018년 1-5월 북한에 정제유 총 1만여 톤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은 지난 1월 

201톤, 2월 1,392톤, 3월 2,438톤, 4월 437톤, 5월 1,451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

했다고 보도하 음.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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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1월 368톤, 2월 1천882톤, 3월 1천897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안전

보장이사회 제재위에 신고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 정유

제품의 공급량 상한을 연간 50만 배럴로 줄이면서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원유와 

정제유의 양과 금액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

- VOA는 "북한에 수출된 정제유를 배럴로 환산하면 8만 532배럴로, 상한선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하 음.

연합뉴스. 2018.07.06. 중･러, 1-5월 북한에 정제유 1만여톤 공급…"제재 상한선의 15%".

북한의 생수 수요 증가

○ 북한에서 생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식수 환경이 열악한 것과 연관이 있

다고 대북소식통은 전함.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월 29일 북한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위생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약 600만 명이 고

통 받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땔감용으로 나무를 마구 베어낸 탓에 민둥산이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홍수 등의 피해는 물론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전하 음.

∙ 북한 전역에서 생수공장을 새로 짓거나 생수 생산능력 확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생 환경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

연합뉴스. 2018.07.08 "북한서 생수병 들고 다니는 건 '부의 상징'"…늘어나는 생수공장. 

북한의 무역 감소 및 적자 증가

○ 코트라(KOTRA)가 발표한 '2017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과의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5.0% 감소한 55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됨. 

- 수출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한 17억7천만 달러, 수입은 1.8% 증가한 37억8천만 달러를 

기록함. 또한, 무역적자는 2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5.5% 늘었음.

표 1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2,697 2,821 1,772

수입 3,555 3,711 3,778

합계 6,252 6,532 5,550

무역수지 -859 -8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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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었고,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5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함.

- 무역적자는 1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8.5% 증가함.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북･
중 무역이 차지한 비중은 94.8%로 역대 최고치임. 

-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와 광물성 연료는 수출이 각각 18.6%, 65.3% 감소하 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도 유엔 제재로 2017년 8월부터 북한산 해산물 수입이 금지된 

이후 수출이 2017년 대비 16.1% 줄었음.

∙ 다만, 식용과실과 견과류 수출이 55.2% 증가하면서 농수산식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전년 1.8%에서 2018년도에는 4.5% 확대됨.

∙ 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와 정제유 등 광물유로 전체 수입의 10.9%를 차지하 음.

연합뉴스. 2018.07.09. 북한, 유엔 제재 직격탄…교역 55.5억 달러로 15%↓ㆍ적자 125%↑. 

북한산 석탄 금수 조치에 따른 북한 선박의 러시아행 증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 2018년 상반기에도 중국행보다는 러시아행 선박이 많은 것으로 집

계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7년 11일까지 안전검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65척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7년 상반기 161척에 비해 많이 감소함. 

- 2018년 들어 2017년 11일까지 북한 선박은 중국에서 21척, 러시아에서 44척이 검사를 

받았음. 2017년 하반기에는 외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93척 가운데 중국

이 38척, 러시아가 55척이었음. 

○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북한 선박의 중국행이 가장 많았으나 2017

년 하반기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2018년 상반기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졌음. 

- VOA는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줄고, 중국보다 러시아로 더 많은 선박이 향하게 된 데

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산 석탄 수출금지 조치가 향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

다고 전함. 

연합뉴스. 2018.07.12. "북한산 석탄금수조치로 북한선박 러시아행이 중국행보다 많아"

2018년 6월 탈북민 1명의 미국 입국

○ 2018년 6월에 탈북민 1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이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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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의 난민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40대 여성 1명이 지난 6월 미국에 입

국해 남서부 유타주에 정착함. 이로써 10월부터 시작된 2018년-2019년 회계연도에 입

국한 탈북민은 모두 3명으로 늘었음.

-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215명임.

∙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규모는 지난 2008년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자릿수로 줄었음.

연합뉴스. 2018.07.13. "지난달 탈북민 1명 미국 입국... 총 215명으로 늘어" 

북한산 석탄의 산지 위조 이후 국내 반입･유통

○ 유엔 대북제재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됨. 

-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민간 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불법으로 북

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며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

고,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석탄이 북한산인 것으로 확인되면 수입 업체는 관세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018.07.16 북한 석탄, 러시아산 둔갑해 국내 반입... 유엔 對북한제재 위반 '논란'. 

유엔, 북한산 석탄의 국내 환적 확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콤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2017년 10월 2일 및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3주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

의 이행 점검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그동안 제출한 결의 이행보고서를 분석할 예정임.

세계일보. 2018.07.17. 유엔 "북한 석탄, 인천･포항서 환적 확인... 안보리 제재 위반" 

베트남, 러시아, 중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

○ 대북제재의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석탄이 베트남, 러시아, 중국 등이 북한산 석탄 

반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남. 

- 7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연례보고

서 수정내용에 따르면, 2017년 8월 북한산 석탄을 금수품목(대북제재 2371호)으로 정한 

후 각국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 하역이나 환적이 이뤄진 것은 총 23차례로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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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항구에서는 10월 까지 총 9차례이고 러시아에서는 7차례, 중국에서는 5차례의 북

한산 석탄이 하역되었음.

- 한국에서는 2017년 10월 2일과 11일 두 차례의 북한산 석탄 하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한국으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

적 '리치 글로리호'는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문화일보. 2018.07.18. 북한산 석탄 '제재 구멍'... 베트남, 러시아, 중국 등 반입. 

주북한 러시아 대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으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힘.

- 연해주 지역에는 약 1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

는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음.

∙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계약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어 2017년 12월 22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로 북한 노동자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는 극동 연해주 지

역 기업들이 대안으로 인도 노동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에선 2018년 초 기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

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3만 7,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벌목･
농업･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상태임. 

연합뉴스. 2018.07.19. 주북 러 대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거의 절반으로 줄어"(종합). 

북한의 해상 석유 밀수 적발

○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미 정부가 7월 12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를 위반해 석유를 수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베럴로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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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

으로 석유를 불법적으로 반입했다"며 러시아 선박 1척과 북한 선박 10여 척의 제재 위반 

사례가 포함된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함.

동아일보. 2018.07.14. "북한 석유 해상밀수 올들어 89차례 적발" 

한국은행, 2017년도 북한의 경제성장률 및 산업별 경제 상황

○ 2017년 북한 경제 성장세가 뒤로 리며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북한 경제가 위축된 것은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됨. 여기에 극심한 가뭄과 만성적인 에너지 자원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산업 전반에 크

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이 7월 20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북

한의 실질 국내총생산량(GDP)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1997년의 –6.5% 성장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임.

-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0.4%의 성장률로 돌

아선 뒤 2005년 3.8%까지 올라섰고, 2010년(-0.5%)을 제외하고 0.4-1.3% 사이에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2015년 –1.1%로 꺾 고, 2016년에 3.9%로 올라섰으나 2017년 

다시 내려앉음.

- 한국은행의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대북제재의 향으로 수출과 

생산 활동이 위축되었고, 기후가 좋지 않았으며, 전력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정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 북한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어업은 전년 2.5%에서 2017년 –1.3% 성장하

음. 또한, 북한 광공업도 석탄을 중심으로 광업성장(-11.0%)이 나빠지면서 부진한 모습

을 보임.

- 제조업도 2016년 8.4%에서 2017년–6.9%로 역성장하면서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저

수량 감소로 수력발전량이 줄면서 전기･가스･수도업도 –2.9로 부진하 고, 건설업도 

-4.4%로 지난 2006년(-11.5%)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서비스업은 0.5% 성장

하긴 했으나 2013년(0.3%) 이후 가장 낮음.

- 북한의 산업구조는 지난해 광공업과 건설업 비중이 줄어든 대신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비

중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농림어업은 명목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22.8%로 전년대

비 1.1%p 상승했고, 광공업은 전년대비 1.4% 하락한 31.8%로 집계됨. 서비스업은 

31.7%로 전년대비 0.6%p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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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은행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146만 

4,000원으로 조사됨. 

- 한국의 1인당 GNI 수준은 3,363만 6,000원으로 북한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36조 6,000억 원으로 한국(1,730조 5,000억 원)에 비해 47

분의 1수준으로 추정됨. 남북 간 국민총소득 격차는 1년 전 45배 는데 작년 47배로 벌

어짐.

- 북한이 1년 간 36조 4,000억 원에서 2,000억 원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1,646조 2,000

억 원에서 84조 3,000억 원 늘었기 때문임.

○ 북한의 무역규모는 55억 5,000만 달러로 1년 전 65억 3,0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음.

- 2017년 북한의 수출액은 17억 7,000만 달러로 16년보다 37.2% 급감함. 북한 수출 규모

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나 17년에 크게 감소함. 이는 지난 2010년(15억 1,000

만 달러)이후 7년 만에 최저치임. 품목별로 광물생산성(-55.7%), 섬유제품(-22.2%), 동물

성생산품(-16.1%) 등이 감소세를 나타냄.

- 북한의 수입은 37억 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 증가함. 화학공업제품(10.6%)과 섬

유제품(5.4%)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newsis. 2018.07.20. 북한, 작년 3.5% 역성장…'고난행군' 시절 이후 20년 만에 최저. ; newsis. 

2018.07.20.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남북 경제력 격차 '47배'. 

2018년도 북한의 출산율, 1.9명 기록

○ 워싱턴 소재 인구통계연구소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공개한 

2018년도 세계인구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북한 인구가 2017년보다 10만 명 

증가한 2,560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하 음. 

- 보고서는 북한 인구가 2030년에는 2018년보다 110만 명 증가한 2,670만 명, 2050년에

는 2,68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보고서는 북한의 유아 1천 명당 사망률이 2016년 25명, 2017년 16명, 2018년 12명으

로 매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고 전함.

- 인구통계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출산율이 1.9명이라고 하면서 현재 인구를 유지

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018.08.23. 북한 올해 출산율 1.9명... 남북 하락추세에도 북한 사정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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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북한 여행 주의보 발령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주의보를 새로 발령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월 1일 

전함.

○ 미 국무부는 특히 이번에 갱신한 북한여행 주의보에서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인 레벨 4

로 분류"하고 미국인의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개인들은 미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 향하거나 입국하며 경유

하는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 고, 갱신된 여행 주의보는 특별 승인의 경

우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북한 방문을 승인받은 미국인들은 유서와 보험 수

혜자 지정, 위임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함.

- 주의보에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

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 사항 등을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

용이 담겨져 있음.

연합뉴스. 2018.09.01. 미국,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 승인받아도 유서 작성해야(종합).

2018년 7월 중국의 대북 반출 정제유는 903.87톤으로 파악

○ 중국 정부가 7월에 북한에 903.87톤의 정제유를 공급한 사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

북제재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하 음.

○ 방송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통보

받아 지난 8월 30일 자체 사이트에 게재함.

- 2018년 들어 지난 7월까지 북한에 공식 유입된 정제유는 1만 8,964톤으로, 지난 6월까지 

유입된 1만 8,061톤에서 소폭 증가함.

- 대북제재위 웹사이트에는 7월 한 달간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나라로 중국만이 표기돼 

있음.

∙ VOA는 "공식적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정제유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여기에는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이 취득한 정제유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유입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018.09.01. 중국, 7월 한달 대북반입 정제유 903.87톤 유엔 통보.

IFRC, 태풍 솔릭으로 북한 내 76명 사망 및 이재민 5만8천명 발생 발표

○ 북한에서 태풍 '솔릭'으로 76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실종됐다고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

(IFRC)이 9월 6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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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또 국제기구들을 인용해 북한에서 약 5만 8,000명의 이재

민이 발생했으며 폭염과 가뭄에 의한 농경지 피해도 심각하다고 전함.

- 실종자 수색, 이재민 구조 활동을 하는 IFRC 직원들은 8월 28일 이후 황해도 지역에 많

은 비가 내렸으며 실종자 75명 중에는 어린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전함.

- IFRC는 성명서에서 "저지대가 특히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가옥과 병원, 학교 등 건

물 800여 채가 파손됐다"고 밝힘.

∙ 알리슨 프리배이런 IFRC 공보담당관은 "수많은 가옥이 한꺼번에 피해를 보아 수만 명의 

이재민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며 "임시거처와 깨끗한 물, 식량 그리

고 조리 도구, 위생용품, 담요 등 기본적인 구호물품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북한 적십자회는 식수 공급이 끊긴 지역에 이동식 정수 시설을 공급하고 있으나, IFRC 

북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식량과 의약품, 식수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 2018.09.06. IFRC "북한, 태풍 솔릭으로 76명 사망"…이재민 5만8천명 발생(종합).

탈북민의 감소 추세

○ 한 때 연간 3,000명 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

저 수준을 기록하 음.

-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부터 탈북민은 점차 감소하 고, 2018년 8월말에는 전년 동기

(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함.

-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전체 3만 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

을 보면 함북(1만 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75명, 8.8%)으로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 85% (2만 6,981명)를 차지함.

파이낸셜뉴스. 2018.09.30. 탈북민 매년 줄어..올해 703명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

 농림축산업

미국 농무부, 10년 뒤에도 1,16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

○ 미국 농무부는 2018년에 식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이 1,370만 명이며, 2028

년에도 북한 주민의 43.7%인 1,160만여 명이 식량 부족 상황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 음. 

- "국제 식량 안보평가 2018-2028"에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속도

가 매우 더디다고 평가하며, 2018년 현재 북한 주민 1,37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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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전하 음. 10년 뒤인 2027년에는 41%인 1,08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

로 예측하 음.

연합뉴스. 2018.07.03. 미국 농무부 "북한주민 44%,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 

FAO, 북한 식량 부족량을 64만 톤으로 추정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18년에도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하 음. 

- 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9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킴. 보고서는 북한에서 지난해 가뭄 등에 의한 물 부족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 상황이 나빴던 것이 주요 이유라고 언급함. 

-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

족량은 전년도(46만 톤)보다 18만여 톤 증가한 64만 1천 톤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 음. 

∙ 39개 식량 부족국 가운데 31곳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아시아에서는 북한과 시리아, 예

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이 포함됨.

연합뉴스. 2018.07.04. "FAO, 북한을 식량 부족국 재지정…올해 64만 톤 부족 추정". 

FAO, 2018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식량난 악화 전망

○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201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이 2017년보다 5% 감소했다고 보도함.

○ FAO가 7월 10일 발표한 '세계정보･조기정보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2017/2018 양곡연

도(2017년 11월-2018년 10월) 기준 북한의 곡물 생산량(조곡)은 전년도 생산량(575만 

톤)보다 5% 가량 감소한 548만 톤으로 추정함.

- 북한이 2017년 가을 추수한 주요작물 수확량은 총 509만 톤으로 전년도 540만 톤에 비

해 6%가량 감소함. 품목별로는 쌀은 2017년보다 6% 감소한 240만 톤을 기록했고 감자

와 콩 생산량은 각각33%, 20% 줄었음. 

- FAO는 강수량 부족을 비롯해 연료, 비료 부족이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주요 곡창지대 작

황 부진에 향을 주었다고 분석하 음.

∙ 다만, 2017년 10월 기상 여건이 양호해지며 6월 이모작 수확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설명함. 

○ FAO는 2018년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을 80만 2000톤

으로 집계함. 15만 톤을 수입할 경우 최종 부족분은 65만 2000톤이 될 것으로 집계함.

한국경제. 2018.07.11. "북한 식량 65만 톤 부족…식량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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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북한의 2018년도 쌀 생산량을 2017년도와 비슷한 160만 톤으로 전망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2018년 쌀 수확량을 2017년과 같은 수준인 160만 

톤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 음.

-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7년 도정 후 기준으로 160만 톤

의 쌀을 수확했다며 2018년도 가을에도 같은 수준의 수확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올해 북한의 옥수수 수확량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40만 톤으로 예상함.

○ FAO에 따르면 2018년 북한 주민 1인당 쌀 소비 예상치는 58.4kg, 옥수수 소비 예상치

는 81kg으로, 주민 1인당 하루에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을 380g밖에 섭취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일 권장량 600g의 63%에 불과한 수치임.

- 농무부는 앞서 발표한 '6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8년 가을 쌀 생산량을 160만 

톤으로 예상하며 2017년(155만 톤)보다 5만 톤 더 많이 수확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북한의 식량 공급과 수요, 쌀 수출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고려할 때 올해 8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8.07.13. FAO "북한, 올해 쌀 160만 톤 수확 전망"... 작년과 같은 수준.

유엔 산하 기구, 북한은 위기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 북한 당국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 위기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

인 것으로 조사됨. 

○ 8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산하 기구들이 공동 발행한 '2018인도주의 

위기 및 재해 위험 평가보고서'는 북한의 위기관리 능력이 전체 조사대상 191개 국 중 

43번째로 낮다고 평가함. 

- 평가보고서는 북한이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대비 역량과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위험한 나라로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또한 주민의 양 상태, 결핵예방, 부패, 행정부의 효율성, 전화보급 등 다섯 개 

항목에서 북한이 최하위 10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함.

∙ 특히 결핵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가 84명으로 세계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 2018년 북한의 위기지수는 5점으로 2017년 5.6점에 비해 다소 개선됨. 2017년

에는 이 분야에서 30위를 기록함. 

- 유엔 기관 간 상임위원회 후원으로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자연재해, 정부능력, 지역사회의 

취약성 등 50개 지표를 통해 평가했다고 RFA는 설명함.

뉴스1. 2018.08.02. 북한 위기관리능력 낙제점... 전염병･자연재해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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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 북한 주민의 43%가 영양 부족 상태로 평가

○ 기후 변화와 분쟁으로 세계 기아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유엔이 밝힘.

○ 9월 11일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유엔 산

하 주요 국제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식량안보와 양 상태'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놓인 인구는 8억 2,100만 

명에 달해 2016년 8억 400만 명에 비해 소폭 늘었음. 

- 세계 기아 인구는 3년 연속 상승하면서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하면서 보고서는 "

열파, 가뭄, 홍수, 폭풍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난이 1990년 초반 이래 2배로 

폭증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함.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2017년 약 1,1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지속적인 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3%에 해당함. 

- 2004년-2006년에는 양부족에 처했던 북한 주민은 전체 인구의 35% 정도 으나, 최근 2년

(2015-2017년)간 북한 주민의 양부족 문제는 10여년 전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임.

세계일보. 2018.09.12. 유엔 식량안보 보고서 "북한 식량난...주민 43% 영양부족"

FAO, 북한의 식량 부족 국가 지정 및 64만 1천 톤의 곡물 수입 권고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2018년에도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재차 지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FAO가 발표한 2018년 3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9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함.

-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폭염과 가뭄의 향으로 북한의 2018년 수확량이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함.

- 또 대부분의 북한 가정이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정

도로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하고, 북한이 주민의 굶주림 해소를 위해 

64만 1천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권고함. 이는 지난해보다 곡물 부족 규모가 13만 

톤 더 늘어난 것임.

∙ FAO가 지정한 39개 식량 부족국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가 31개 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이 

포함됨.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을 제외한 국가로는 남미 대륙의 아이티가 유일했음. 

연합뉴스. 2018.09.22. FAO, 북한 식량 부족국 재지정…"곡물 64만1천톤 수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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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18년 북한 곡물생산량 발표1)

○ 2018년 12월 18일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발표하 음. 올 한 해 동안 북한

에서 생산된 곡물은 총 455만 톤으로, 지난 2017년도 471만 톤에 비해 약 16만 톤(약 

3.4%)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작물별 생산량은 쌀이 220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옥수수 150만 톤, 감자류 54만 

톤, 보리류 15만 톤, 콩류 및 기타 잡곡 16만 톤 등임.

-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17년 대비 1만 톤(0.5%) 소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로는 7∼8월에 

수량 상승요인인 높은 일사량과 수량 감소요인인 평년을 상회하는 고온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옥수수는 2017년 대비 17만 톤(10%)의 큰 폭 감소가 추정되는데 이는 개화기(7

월) 및 등숙기(8월)의 고온과 가뭄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서류(감자)는 2017년 대비 1만 톤(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봄철 재배 시 적정

한 기후 조건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여름철 재배는 감자가 굵어지는 시기(7월 하순∼

8월 상순)에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됨.

- 두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사이의 폭염으로 2017년 대비 1만 톤(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북한의 곡물생산량(2017-2018)

구     분 합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두류 잡곡

 재배면적(천ha) 1,869 571 711 343  85 131 28

 수량(㎏/10a) - 385 195 157 176 107 71

 2018년 생산량(만 톤) 455 220 150 54 15 14 2

 2017년 생산량(만 톤) 471 219 167 53 15 15 2

증감량(만 톤) (A-B) △16 1 △17 1 0 △1 0

자료: 농촌진흥청. 2018.12.18. 보도자료(농촌진흥청, 2018년 북한 곡물생산량 발표)

○ 북한지역 7월 하순부터 8월까지의 평균 최고기온은 30.4℃로 2017년 및 최근 5년 평균

보다 각각 3℃, 2.4℃ 높았으며, 7월의 가뭄과 8월말의 태풍이 곡물 생산량에 향을 주

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1) 농촌진흥청. 2018.12.18. 보도자료(농촌진흥청, 2018년 북한 곡물생산량 발표)



북한농업
동향

63

표 3 북한의 기후조건 개요(월별, 2017-2018)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온
(℃)

2018 -8.8 -6.4 3.8 9.9 14.9 19.6 24.1 24.4 17.5 9.8

2017 -6.0 -3.8 2.8 10.7 16.0 19.5 24.3 22.4 18.1 11.2

5년 평균 -6.9 -4.3 2.5 9.6 15.5 19.6 23.0 23.0 18.1 11.4

강수량
(㎜)

2018 6.2 8.8 19.4 72.3 120.2 115.8 209.7 283.1 83.6 39.0

2017 9.6 12.3 10.6 49.8 62.1 31.6 271.0 255.1 24.1 45.5

5년 평균 9.3 25.8 20.3 39.4 82.4 69.8 318.8 192.8 57.0 62.8

일사량
(MJ)

2018 237.0 306.8 464.3 545.9 623.3 605.6 586.8 511.5 462.5 359.7

2017 234.6 296.2 475.7 568.5 678.0 687.4 576.8 504.8 491.2 357.2

5년 평균 238.2 305.9 472.3 574.0 658.0 644.1 568.1 526.0 467.1 351.3

자료: 농촌진흥청. 2018.12.18. 보도자료(농촌진흥청, 2018년 북한 곡물생산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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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8.9.

단위: 만 달러

(계속)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구 분 목 표1) 실 적2)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3)
31,376 22,415 71.4

일본 9,568, 한국 5,381, 미국 2,923, 호주 699, EC 500,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 421, 캐나다 383, 스웨덴 343, 이탈리아 322, 노르웨이 236 등

7차

'01.1~12
38,398 37,760 98.3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6,872, 농협 1,274, Korean Welfare 

Foundation 740, 이탈리아 708, 굿네이버스 69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617 등

8차

'02.1~12
24,684 36,084 146.2

WFP 9,932, 한국 8,200, 미분류 6,589, 미국 6,349, EC 1,553, 독일 

470, 호주 342, 스웨덴 274, 노르웨이 274, 캐나다 273 등

9차

'03.1~12
22,937

18,670

(381)
81.4

미국 3,152, WFP 2,791, 한국 1,683, EC 1,631, Korean Church 

Federation 1,288,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93, 독일 491 등

10차

'04.1~12
520,880 30,178 5.8

한국 11,774, 일본 4,670, EU 3,000, 미국 1,931, 스웨덴 1,154, 

호후 824, 독일 800, 적십자사 662, 캐나다 532 등

11차

'05.1~12
- 4,983 -

유럽연합 1,740, 독일 777, 스웨덴 546, 이집트 388, 노르웨이 352,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덴마크 RC 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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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실 적1)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12차

'06.1~12
-

5,054

(1,050)
-

한국 2,198(1,000), EU 1,103(50), 스웨덴 507, 노르웨이 403, 덴마크 

157, 아일랜드 152, 독일 129, 이탈리아 106 등

13차

'07.1~12
-

11,698

(1,392)
-

사적지원 3,027(1,172), 한국 2,338,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110, 호주 

647(62), 스웨덴 628(73), EU 537, 독일 523, 노르웨이 479 등

14차

'08.1~12
- 5,670 -

한국 1,532, 사우디아라비아 848, 독일 561,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28 등

15차

'09.1~12
- 6,133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한국 1,421, 스웨덴 1,406,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449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캐나다 244,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미국 60,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8,954

(16)
-

WFP 1,664,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41, EU 1,428, 스웨덴 900, 

스위스 838, 호주 705, WHO 690, 노르웨이 266 등

18차

'12.1~12
- 11,779 -

WFP 5,004,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92,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714, 러시아 500, 브라질 412, 노르웨이 351 등

19차

'13.1~12
- 6,280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10, 한국 1,208,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WFP 466, 러시아 300, 노르웨이 262, 독일 214, 호주 150 등 

20차

'14.1~12
- 3,322 -

한국 65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650, 스위스 504, 스웨덴 489, 캐나다 

360, 호주 219, 독일 156, 프랑스 104 등

21차

'15.1~12
- 3,544 -

스위스 1,02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828, 스웨덴 419, 한국 400, 호주 

229, 노르웨이 218, 캐나다 215, 독일 115 등

22차

'16.1~124)
-

4,597

(219)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05, 스위스 1,038, 독일 365, 스웨덴 318, 

러시아 300, 호주 219(219), 캐나다 202, EuropeAid 173 등

23차

'17.1~12
-

5,538

(122)
-

WFP 2,243,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35 스위스 502, 러시아 300, 

스웨덴 167(110), 캐나다 149, 미국 100, 프랑스 49(11) 등

24차

'18.1~9
11,121.7

1,200.1

(984.7)
10.8

스위스 532.5(532.5), 스웨덴 464.0(334.4), 캐나다 156.7(117.8), 

UNICEF 20.8, 프랑스 15.1, UNFPA 11.1

총 계 -
287,088.1

(4,164.7)
-

  주: 1)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2)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 금액과 

이행 약속(Pledges) 금액을 합산하였으며 이행 약속 금액은 괄호로 별도 표기하였음.

     3)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2017년 1월 13일 새로운 홈페이지로 개편되었음. 본 표의 2000~2016년도 

지원액은 새로운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하였음. 1995~1999년도 지원액은 구 FTS 홈페이지 자료

를 활용하였음

     4) 2016년도 지원액은 FTS의 구 홈페이지와 신 홈페이지 자료를 비교 후 누락 자료를 보완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Sep,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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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2018.1.1.∼9.18.)

  주: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이행 약속 금액이며,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원액을 의미함.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Sep, 18, 2018)

표 3 2018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2018.1.1.∼9.18.)

분 야 지원국/
단체 지원창구 지원액

(달러) 지원내역(프로젝트 코드)

영 양

스웨덴 UNICEF 108,000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영양(PRK-18/N/126923/124)

캐나다 UNICEF 388,500 
아동 구호에 관한 인도적 활동 2018 - Health (P005409) 
(PRK-18/N/126923/124)

프랑스 UNICEF 150,966 UNICEF에 대한 영양 분야 지원(PRK-18/N/126923/124)

소계 647,466

식량안보
(농업포함)

스웨덴 FAO (499,634) 
농업 분야 DRR/M 및 CCA 수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2018-2019 다년차 과제) (PRK-18/F/126915/123)

스웨덴 FAO (999,269) FAO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PRK-18/F/126915/123)

캐나다 WFP (1,178,319) 인도적 지원 할당(연례적) - WFP Country Supportl: Food (P006124)

소계
2,677,222

(2,677,222)

보 건

UNFPA UNFPA 110,908 긴급 펀드(PRK-18/H/126926/1171)

UNICEF UNICEF 10,733 건강 클러스터(PRK-18/H/126928/124)

스웨덴
Handicap 

International
333,132 북한의 급작 재난 위험 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PRK-18/H/126931/5349)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지원액
(달러) 지원내역(프로젝트 코드)

UNFPA UNFPA 110,908 긴급 펀드(PRK-18/H/126926/1171)

UNICEF

UNICEF 10,733 건강 클러스터(PRK-18/H/126928/124)

UNICEF 197,215 WASH 클러스터(PRK-18/WS/126932/124)

소계 207,948

스웨덴

Concern 
Worldwide

(504,541) 강원도, 황해북도의 WASH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PRK-18/WS/126933/8498)

FAO (499,634) 
농업 분야 DRR/M 및 CCA 수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2018-2019 다년차 과제) (PRK-18/F/126915/123)

FAO (999,269) FAO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PRK-18/F/126915/123)

Handicap 
International

333,132 북한의 급작 재난 위험 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PRK-18/H/126931/5349)

UNICEF 108,000 취약 인구에 대한 지원(보건) (PRK-18/H/126928/124)

UNICEF 108,000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영양(PRK-18/N/126923/124)

UNICEF 746,696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WASH(PRK-18/WS/126932/124)

WFP (1,340,483) 취약 인구에 대한 지원

소계
4,639,755

(3,343,927)

스위스 WFP (5,324,814) WFP Multi-Bi Allocation 2018 - Contributions under FAC (7F-06817.50)

캐나다

UNICEF 388,500 아동 구호에 관한 인도적 활동 2018 - Health (P005409) (PRK-18/N/126923/124)

WFP (1,178,319) 인도적 지원 할당(연례적) - WFP Country Supportl: Food (P006124)

소계
1,566,819

(1,178,319)

프랑스 UNICEF 150,966 UNICEF에 대한 영양 분야 지원(PRK-18/N/126923/124)

합  계
12,001,210
(9,84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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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이행 약속 금액이며,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원액을 의미함.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Sep, 18, 2018)

표 4 2018년 원조국(단체)별 대북 지원 실적(2018.1.1.∼9.18.)

  주: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이행 약속 금액이며,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원액을 의미함.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Sep, 18, 2018)

분 야 지원국/
단체 지원창구 지원액

(달러) 지원내역(프로젝트 코드)

스웨덴 UNICEF 108,000 취약 인구에 대한 지원(보건) (PRK-18/H/126928/124)

소계 562,773

WASH

UNICEF UNICEF 197,215 WASH 클러스터(PRK-18/WS/126932/124)

스웨덴
Concern 

Worldwide
(504,541) 

강원도, 황해북도의 WASH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PRK-18/WS/126933/8498)

스웨덴 UNICEF 746,696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WASH(PRK-18/WS/126932/124)

소계
1,448,452
(504,541)

미분류
스웨덴 WFP (1,340,483) 취약 인구에 대한 지원

스위스 WFP (5,324,814) 
WFP Multi-Bi Allocation 2018 - Contributions under FAC 
(7F-06817.50)

합  계
12,001,210
(9,847,060)

지원국/
단체 지원창구 지원액

(달러) 지원내역(프로젝트 코드)

UNFPA UNFPA 110,908 긴급 펀드(PRK-18/H/126926/1171)

UNICEF

UNICEF 10,733 건강 클러스터(PRK-18/H/126928/124)

UNICEF 197,215 WASH 클러스터(PRK-18/WS/126932/124)

소계 207,948

스웨덴

WFP (1,340,483) 취약 인구에 대한 지원

UNICEF 108,000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영양(PRK-18/N/126923/124)

UNICEF 108,000 취약 인구에 대한 지원(보건) (PRK-18/H/126928/124)

UNICEF 746,696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 WASH(PRK-18/WS/126932/124)

Handicap 
International

333,132 북한의 급작 재난 위험 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PRK-18/H/126931/5349)

FAO (499,634) 
농업 분야 DRR/M 및 CCA 수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2018-2019 다년차 과제) (PRK-18/F/126915/123)

FAO (999,269) FAO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PRK-18/F/126915/123)

Concern 
Worldwide

(504,541) 강원도, 황해북도의 WASH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PRK-18/WS/126933/8498)

소계
4,639,755

(3,343,927)

스위스 WFP (5,324,814) WFP Multi-Bi Allocation 2018 - Contributions under FAC (7F-06817.50)

캐나다

WFP (1,178,319) 인도적 지원 할당(연례적) - WFP Country Supportl: Food (P006124)

UNICEF 388,500 아동 구호에 관한 인도적 활동 2018 - Health (P005409) (PRK-18/N/126923/124)

소계
1,566,819

(1,178,319)

프랑스 UNICEF 150,966 UNICEF에 대한 영양 분야 지원(PRK-18/N/126923/124)

합  계
12,001,210
(9,84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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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교류 협력

WFP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

○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규모는 2017년 동기

간 대비 23% 감소하 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보도하 음.

- WFP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5월에 북한 취약계층 45만 7,760명에게 1,392톤의 식량을 

지원했으며,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6,994톤으로 2017년 동기(9,055

톤)보다 약 23% 감소했다고 밝혔음.

∙ 이는 WFP가 자금 부족으로 대북식량 지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북

제재로 식품 원료 구매와 운송이 지연돼 식량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재 대상에서 예외

로 되어 있지만, 많은 식품 회사들이 북한 관련 거래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판매를 꺼리고 있다고 전함.

- WFP는 아울러 봄에 계획했던 제방 수리, 강･하천 준설, 식수 등 재난 위험 감소 사업도 

자금 부족으로 하지 못했고 식량 지원에 자금을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에 

불과하 다고 전함. 

∙ 상반기에 세계 각국은 대북지원 사업에 약 1,19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2017년 

같은 기간(2,640만 달러)에 비해 약 5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연합뉴스. 2018.07.16. WFP, 유엔 제재로 1-5월 대북식량지원 전년대비 23% 감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장, 대북 원조 확대 예정 발표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

정국(OHCA) 국장이 대북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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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유엔은 1억 1,0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자금을 통해 북한 아동의 양결핍 해소와 안

전한 식용수 공급, 의약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소개함. 이어서, "농촌 지역의 

아동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아동의 20%가 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임.

- 로우코크 국장은 방북기간 장준상 북한 보건상 등 북한 고위관료 회담, 현지 시찰, 인도주

의 원조 상황 조사 등의 일정을 소화함.

연합뉴스. 2018.07.11. '방북' 유엔인도주의업무국장 "대북 원조 확대할 것"(종합).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 북한 내 폭염 발생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발생 발표

○ 북한에서도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업이 심각한 향을 받고 있으며, 열

사병으로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이 발행한 북한 폭염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

회는 8월 2일 IFRC 평양사무소 측에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등 2개 지역에 최근의 폭염

으로 인해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통보함.

- 북한에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으며,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할 것으

로 관측됨. 

- 보고서는 농업 부문에서는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북한 적십자회 지역 사무소의 

초기 경작피해 보고를 인용해 함경남도 금야군의 겨우 옥수수밭이 총62ha, 논은 56ha가 

피해를 봤다고 전함. 

- 평안남도 신양군, 성천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총 206ha의 옥수수밭에서 폭염피해가 발

생했고, 고령자와 어린이 중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상자도 보고됐다고 보고서는 밝힘. 

∙ 열사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의 작업 시간은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로 바뀌었으

며, 장마당(farmers' markets)의 개장시간은 기존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졌다

고 덧붙임.

○ 북한 적십자회는 농업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이동식 물 펌프 등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가 

비상재해위원회 등 북한 당국의 기관과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 중임.

연합뉴스. 2018.08.08. 국제접식자 "북한 폭염에 농업피해 심각... 열사병 사상자도 발생".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 북한 폭염 긴급구호단 파견

○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은 북한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단을 파견했다

고 8월 10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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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C는 7월 초 이후 북한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평균 39도에 이르렀

다며, 북한주민들에게 막심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함.

○ IFRC는 북한 적십자사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1만 3,700명의 주민을 도울 수 있도록 재

난구호 비상기금 21만 3,474스위스 프랑(약 2억 4,250만)을 배정했다고 밝힘.

- 아울러, 북한에 긴급 구호단을 파견했으며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물을 퍼올리는 이동식 양

수기 20대를 설치할 예정임.

뉴스1. 2018.08.11. 국제적십자 '북한 폭염'에 긴급구호단 파견... "건강･식량안보 위협".

WHO-통계청(한국), 2020년 북한 인구조사 진행 예정

○ 통계청이 2020년 북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북한인구조사를 진행할 예

정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통일 관련 인구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함임.

- 9월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8월 말 '2020년 북한 인구 및 보건･행동

조사' 기본 추진방향을 세우고 실문 준비에 들어감. 

- 이번 사업은 북한의 제안으로 성사되었고, 북한이 WHO에 먼저 인구조사를 의뢰했고, 

WHO가 8월 우리 정부에 공동 조사를 요청하 음. 이번 조사에는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함께 참여할 예정임. 

○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임. 오는 11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9년에는 조사항목 선정과 조사표 설계, 시험조사 등을 진행함. 

- 시험조사는 2019년 8월 실시할 예정임. 2020년 초 표본설계 작업을 거쳐, 11월 본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보고서는 이르면 2021년 6월에 발간될 

예정임. 

- 조사내용은 △출산력과 혼인력, 사망력, 이동력 등 인구역학 관련 사항 △장애, 일상생활 

수행능력, 치매, 건강 등 보건관련 사항 △가구, 주거, 정보통신, 사회활동 등 사회분야 관

련 사항 등임.

∙ 정부는 우선 이번 조사에 총 7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임. 유엔인구기금(UNFPA)에 

자금을 지원하면 UNFPA가 기자재 구입 등 조사 비용을 기금에서 활용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내년 조사표 설계와 시험조사 등에 1억 4,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임. 

한국일보. 2018.09.14. 통계청, 2020년 WHO와 북한 인구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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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승 택

 

○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민 생활 향상의 선차적 요구이며 건설, 사회 생활 전반에

서 나서는 기초적인 문제임.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인민들에게 안

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

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음. 

- 적들과 직접 대치하여 있고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에서 식량 문제, 농업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임.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자면 김일성이 제시

한 사회주의농촌테제와 김정은이 언급한 농업혁명방침을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대강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함. 

-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음. 

∙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

의 대강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 식량 문제는 식량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원만히 해결하는 문제로서 식량의 생산과 유통, 

분배와 소비의 모든 고리들을 다 잘 풀어야 해결되며 그 가운데서도 기본은 식량 생산임. 

- 그러므로 식량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하며 이것은 

식량 문제의 해결이자 곧 농업 문제의 해결임. 

○ 농업 문제는 농업의 생산력발전에 관한 문제로서 농업 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

서 완전히 해방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해결되는 문제임. 

1)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2호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대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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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은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우

리 당의 주체적 입장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힌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대강임. 

○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이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대강으로 되는 

것은 첫째로, 여기에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여야 할 주

체적 입장이 뚜렷이 밝혀져 있기 때문임.2)

○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은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우리자체의 힘으로 북

한의 실정에 맞게 농업을 발전시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사회주의농촌테제는 농촌경리를 발전시키자면 농업에서 주인인 농민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동원하여야 하며 우리 당은 농촌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항상 북한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당의 농업혁명방침에는 농업 생산

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과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당에 대한 높은 충정심과 애국

심을 발동하여 농업 생산과 기술에서 혁명을 일으켜 북한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음. 

○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모든 나라들에서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근본 원칙임. 

-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모든 나라가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에서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식량과 경공업의 원료를 자체로 원

만히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수준은 같지 않으며 자연기후조건도 서로 다름.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모방하면 농촌경

리에서 실패를 면할 수 없음. 

○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에서도 그 결정적 요인은 모든 나라 자체의 힘임. 자기의 힘

을 믿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농업을 발전시키면 식량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남의 힘에 의존하거나 남의 식만 따르면 실패를 면할 수 없음. 

- 동유럽의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이 비교적 발전된 공업과 농촌경리발전에 유리한 자연 지리

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붕괴된 사실과 일

2) 편집자 주 - 원문에는 굵은 글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가독성을 위하여 이 같이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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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발전도상나라들이 독립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여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서방나라들에 의존하여 농업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 것에 있었음. 

○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밝혀준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농업혁명방침의 기치밑에 식

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을 남의 본을 따거나 다른 나라의 도움 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우리 식으로, 우리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왔음. 

- 그리하여 북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고 불

리한 자연기후 조건이 지속되는 오늘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

학화하고 농업 생산을 늘리는 사업이 다 잘되고 있음. 

-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모든 나라들에서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견

지하여야 할 원칙이라는 것은 북한 농촌경리발전에서의 세기적 변혁을 통하여 확증된 움

직일 수 없는 진리이며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주가 되는 총화임. 

○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이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대강으로 되는 

것은 둘째로, 여기에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수행하여야 할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임. 

(중략)3)

○ 사회주의농촌테제는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난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업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우선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집약농법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농

촌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음.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현대농

업의 물질기술적 기초이며 그것을 떠나서는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 수 없음. 

- 수리화는 농사에서 큰물과 가뭄피해를 극복하고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게 한다면 기계

화는 농업 생산에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을 받아들여 노동 생산능률을 높이고 농민들을 어

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게 하며 전기화는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

한 필수적 요구이며 화학화는 농업 생산에서 화학적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농작물의 정보

당 수확고를 높이는데 이바지함. 

3) 편집자 주 – 해당 부분은 김일성 및 김정일이 주창한 사회주의농업테제, 농업혁명방침의 당위성 및 ‘우

월성’을 주장한 부분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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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논관개를 먼저 하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하 면

서 밭관개를 하여 수리화를 완성하여야 하며 이미 있는 관개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그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함. 

∙ 기계화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 

하는 것이며 그러자면 우리 농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야 하

며 농촌의 뜨락또르대수와 자동차대수를 늘려야 함. 

∙ 농촌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보장하여 모든 농촌 과 

모든 농가에 다 전기가 들어가게 하며 농촌에서 낱알털기, 양수, 사료분쇄와 절단 같 은 

한자리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을 전기동력을 이용하여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화학화에서 중요한 것은 효능이 높은 여러 가지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

에 보내주며 토양의 성질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는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우는 것

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농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 수확의 기본으로 됨. 

∙ 더우기 부침땅면적이 적고 인구 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집약농법을 발전시켜야 식량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음. 집약농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

며 2모작체계를 도입하고 간작, 혼작 등을 널리 실시하며 종자를 개량하고 자급비료를 

더 많이 내야 함. 

- 또한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기초 위에서 농업 생산을 부단히 높이는 것 대한 과업도 제

시하 음. 식량 문제는 농업 생산을 부단히 높여야 해결되며 농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 생산임. 알곡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식량을 넉넉히 공급할 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다른 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음. 그러므로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 예작물의 재배,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함. 

○ 당의 농업혁명방침에는 현시기 농업 생산과 기술에서 혁명을 일으켜 식량 문제, 농업 문

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과업들이 제시되어 있음. 

○ 우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벼와 강냉이, 감자와 콩농사에서 변혁을 일으키며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토지 정리와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 농업 생산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북한에 대한 압력과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식

량난을 겪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려고 악랄하게 책

동하고 있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

도 우리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배심있게 해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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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은 농업 생산에서 기초적인 문제이며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임. 

이 문제가 풀려야 농업 생산의 특성과 북한의 자연기후적 조건에 맞게 농업 생산에서 높

은 경제적 효과성과 실리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매 지방, 매 농장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농작물을 심

고 가꾸도록 농업 생산구조부터 대담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

르기까지 모든 농작업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함. 

○ 벼와 강냉이, 감자와 콩은 우리 인민이 주식으로 이용하는 기본 식량작물임. 벼와 강냉

이, 감자와 콩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

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할 수 있음. 

-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기본담보는 농업 과학기술을 혁신하는 것임. 

종자혁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농기술과 농방법을 혁신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화하는 것과 함께 농촌경리의 종

합적 기계화를 힘 있게 다그쳐야 함. 

○ 두벌농사는 부침땅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의 실정에 맞는 집약농법임. 두벌 농사를 

우리 농업의 주체적인 농체계로, 우리 식의 농법으로 발전시켜야 농작물을 훨씬 더 많

이 생산할 수 있음. 

- 두벌농사는 지대적 특성에 따라 알곡 대 알곡을 기본으로 하면서 논에서도 하고 밭에서도 

하며 앞뒤그루에서 다 옹근소출을 내도록 하여야 함. 

○ 토지는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며 물은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기 위한 기본 담

보임. 토지 정리를 완성하며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를 힘 있게 내 어 온 나라의 관개체

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

아야 함. 

○ 당의 농업혁명방침에는 농산뿐 아니라 축산, 과수, 잠업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

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음. 또한 종자혁명, 농기술과 농 

방법에서의 혁신,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농업근로자들의 농업 과학기술 수준 제고 

등 농업 과학기술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들을 명백히 하고 있음. 

○ 농업혁명은 곧 농업 과학기술혁명임. 농업 과학기술혁명을 다그쳐야 최신과학기술에 기

초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농업 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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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과학기술 발전에서 중심고리는 종자혁명임. 종자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농업 과

학기술적 문제들이 높은 수준에서 해결된다고 해도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는 데서는 일정

한 한계에 이르게 되며 당의 농업혁명방침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음. 

- 종자혁명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북한의 기후풍토에 맞는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품종을 북한의 기후풍토에 순

화시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며 채종사업을 따라 세워 그것이 생산

에서 은이 나게 하여야 함. 

○ 농업 과학기술혁명을 일으키자면 농기술과 농방법을 혁신하여야 함. 현대농사는 과

학농사, 기술농사이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농업 생산에서 변혁

을 이룩할 수 없음. 농업부문에서는 양랭상모 재배방법, 수직파 재배방법, 불경 재배방

법, 소식 재배방법, 사이그루 재배방법, 섞음그루 재배방법, 유기농법 등 여러 가지 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수확고를 높여야 함. 

○ 농업 과학기술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임. 농촌에

서 긴장한 노동력 문제를 풀고 농민들을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함. 

- 더우기 토지 정리사업으로 논밭들이 다 큰 규모의 기계화 포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힘 있게, 적극적으로 내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자면 농촌경리부문에 마력수가 높고 능률 높은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현대적 농기계들에 대한 운

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여야 함. 

- 농업 과학기술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현실적 요구의 하나는 농업근로자들의 농업 과

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임. 

∙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농업 과학기술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이 최신농업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게 하여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

술적으로 짓도록 하여야 함. 

∙ 이처럼 농업혁명방침은 현시기 북한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농업 생산과 기술에서 획기

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이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대강으로 되는 

것은 셋째로, 여기에 식량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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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과업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

는 것은 그 성과를 담보하는 중대한 문제임.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은 

우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보장사업을 잘하는 것에 대하여 밝히고 있음. 

- 농촌지원은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힌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며 도시와 농

촌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임. 

- 인민경제의 주도적 부문이며 농업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는 공업이 농업을 노동력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농업이 공업과 같이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있으며 식량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보장할 수 있음. 

○ 농촌에 대한 지원에서 기본은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이것은 국가적인 보장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 국가적 보장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할 수 없음. 오늘의 농촌현실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 보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양수동력용 전력과 화학비료, 농업용설비와 자재를 비롯하여 국가에서 대줄 것은 어김없이 

대주며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업부문들을 빨리 추켜세우고 더욱 발전시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에서 제

시된 중요한 문제들임. 

∙ 이 문제들을 실속 있게 해결해나갈 때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쌓아

지고 농업 생산은 늘어나게 됨. 

○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은 또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 강

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 사회주의농촌테제에는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

임없이 접근시키는 것을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제기하 음. 

- 대규모의 사회주의경리인 농업협동경리가 현대적 기술로 빨리 장비되고 있는 조건에서 농

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기업적 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경  활동을 계획화, 조직화하여 농업 생산을 장성시키고 협동경리를 더

욱 공고화할 수 있음. 

- 이것은 농업협동경리를 행정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전문적인 농

업지도기관을 내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통하여 해결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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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는 협동농장들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직접 맡아하는 군 협동농장 경 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짐으로써 이 문제가 빛나게 해결

되었음. 

○ 당의 농업혁명방침은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

제관리 방법을 해결하는 것을 경제관리 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로 규정하고 그 실

현을 위한 방법들을 밝혔음.

- 사회주의농촌경리는 오직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원칙과 경제관리 방법에 

의거하여서만 발전시킬 수 있음. 

-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 하여야 농업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

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여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

시킬 수 있으며 협동농장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실리를 얻어야 사

회적 노동지출을 절약하고 사회순소득을 늘려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

도를 보장하고 농업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할 수 있음. 

○ 당의 농업혁명방침에서는 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 지도, 기술관리 체계

를 바로 세울데 대한 문제, 농장의 생산과 관리를 짜고들데 대한 문제, 원가문제를 비롯한 

계산을 바로 하여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실리를 얻도록 하며 작업조직과 노동력조을 짜

고드는 것에 대한 문제 등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개선강화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

도들을 밝히여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은 또한 농업지도기관과 농업부문 일꾼들의 사업에서 

혁신적 전환을 가져오며 농촌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밝히고 있음. 

- 아무리 좋은 노선과 정책이 제시되어도 그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일꾼들의 사업 방법

과 일본새가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에서는 일꾼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현실을 

깊이 이해한 기초 위에서 협동농장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농사

지도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것에 대한 문제, 기술적 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 농조

직사업과 노동력, 설비, 자재, 재정관리를 개선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에 대한 

문제 등 농업부문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대담하게 혁신할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 그들이 사업에서 혁신적 전환을 일으키게 하고 있음. 

○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 대한 문제

와 당 조직들이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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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촌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

는 모든 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음. 

○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이 제시된 후 북한의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

에서는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어 농업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농업 생

산과 기술에서 혁명이 일어나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이 높아지고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닦아지게 되었음. 

- 이처럼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와 김정일이 밝힌 농업혁명방침은 식량 문제, 농

업 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주체적 입장과 기본과업,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시한 위대

한 대강, 불멸의 기치임. 

실마리어 식량 문제, 농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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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 성 

○ 현시기 각 도들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

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 김정은의 경제강국 건설 구상을 실현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 있음. 

○ 경제개발구는 본질에 있어서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정에 따라 경제 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임. 

- 그러므로 경제개발구에서는 국내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무역 및 투자활동, 생산, 부동산거

래, 금융, 세금납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혜적인 우대 조치들이 실시됨. 또한 입출국이 

편리하고 각종 수속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개발 및 경 방식을 편리하게 정할 수 있

는 등 투자와 기업경  활동에서 여러 가지 편의가 보장됨. 

○ 국가가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조치를 실시하고 편리한 경  활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경

제개발구 안의 경제 활동에 국내지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

공함으로써 개발구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선진과학기술도입과 첨단산업 창설과 같은 경제

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음. 

- 경제개발구의 특혜제도는 국가가 개발구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하여서만 

적용하는 특혜적인 법과 규정, 질서임. 

- 경제개발구의 특혜제도에는 개발구 안의 기업 투자, 세금납부, 토지 및 건물이용, 기업 창

설, 생산과 판매,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혜적인 법규정들이 포함됨. 여기에서 

기본은 특혜적인 세금제도 및 부동산거래제도와 수출입제도를 비롯한 기타 경제활동 조건

의 보장임. 

○ 경제개발구 특혜제도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특혜적인 세금제도임.5)  

4)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4권 제2호
5) 편집자 주 - 원문에는 굵은 글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가독성을 위하여 이 같이 표시함.

경제개발구의 특혜제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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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국가가 경제개발구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취하는 여러 가지 유리한 법적 조치들이며 개발구 기업들에 대한 세금제도는 국가가 제정

한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경제개발구에 국한시켜 제정하는 세금규정, 시행세

칙에 따라 실시됨. 

○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경제개발구에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개발구의 운 을 활성화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일반적으로 세금이 기업들의 이윤 크기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여 외국 투자

가들은 북한 경제개발구에서의 세금법과 규정을 다른 나라의 것과 대비하고 수익성 정도

를 타산한 다음 투자 결심을 내리게 됨. 이로부터 다른 나라의 세금법에 비하여 유리한 

세금제도는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을 자극하여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게 함. 

- 그러므로 북한에서 경제개발구의 특혜적인 세금제도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

리고 외국 투자기업들의 경  활동과 나아가서 경제개발구의 운 을 활성화하는 것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특혜적인 세금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세금 종류와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임. 

- 경제개발구에서 적용하는 세금의 종류와 규모는 국가적 이익과 개발구 기업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제정되어야 함. 그것은 세금의 종류와 규모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해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정과 관련됨.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클수록 국가적 이익은 크지만 기업의 견지에서는 이윤 감소로 됨. 

∙ 그러므로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외국 투자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조세 

부담을 적게 받도록 세금 종류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세금분야에서 국가적 이

익과 개발구 기업들의 이익을 다 같이 보장할 수 있음. 

- 다른 나라들에서는 세금이 국가의 중요한 수입 원천인것으로 하여 기업과 개인들에게 많

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경  활동에서 큰 부담으로 되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기업 운 에 부과되는 세금과 요금에는 이윤세 혹은 기업소득세, 노동 

보수세, 재산세, 재산이전세, 이익배당금세, 자본소득세, 금융거래세, 오물수집세, 차량

세, 도로세, 기타 세금과 요금들이 포함됨.

∙ 나라별로 기업이윤에서 차지하는 총 세율을 볼 때 프랑스는 64.7%, 독일은 49.4%, 인

도는 62.8%, 이탈리아는 65.8%, 일본은 49.7%, 러시아는 50.7%, 스페인 58.6%, 국

은 34%, 미국은 46.3%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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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국내외 투자기업들에 기업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업

세, 소비세, 자원세, 토지세 등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총세율은 이윤의 63.7%에 

달함. 

○ 북한 경제개발구에서는 외국 투자기업들과 외국인들에게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

세, 업세, 거래세, 지방세, 상속세, 자원세 등 몇 가지 종류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세율 또한 낮게 적용하고 있음. 

-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외국 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의 25%이지만 경제개 발구

에서는 14%이며 특히 장려부문의 외국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임. 

○ 특혜적인 세금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개발 기업에 세금 특혜를 적용하는 것임. 

- 개발 기업에 세금 특혜를 주게 되는 것은 개발 기업이 경제개발구에서 토지 정리와 하부

구조 및 공공시설 건설을 맡아하는 사정과 관련됨. 

∙ 개발 기업이 맡아하는 토지 정리와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은 많은 투자를 요구하며 

투자된 자금보상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토지이용권 판매와 하부구조사용료 청구를 통하

여 이루어짐. 

∙ 그러므로 개발 기업이 토지와 하부구조 건설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자면 개발 기업에 

경 권 취득과 세금납부 등에서 일정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것은 개발 기

업의 재산과 하부구조 시설 및 공공시설 운 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서 표현됨. 

○ 개발 기업에 세금 특혜를 적용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구 기업들에 면세 및 감세 

제도를 실시하는 것임. 

- 면세제도는 응당 받아야 할 세금을 일정한 기간 면제하는 제도이며, 감세제도는 받아야 할 

세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공제하고 나머지를 부과하는 제도임. 

∙ 면세 및 감세제도는 기업의 이익규모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특혜적인 법적 조치임. 

개발구기업들에 있어서 면제 또는 감소된 세금규모는 곧 그대로 기업의 순이익으로 됨. 

- 면세 및 감세제도는 경제개발구 안의 모든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다 실시되는 것이 아니

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각이하게 실시됨. 그것은 면세 및 감세제도의 적용기간과 세율을 

경제개발구의 개발운 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각이하게 실시하여야 특혜적인 세금제도실

시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음. 

○ 우선 경제개발구에서는 장려하는 부문에 대한 기업경  활동에 면세 및 감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그것도 투자대상이나 기업경  활동의 특성에 따라 각이하게 실시하고 있음. 

- 여기에서 기본은 경제개발구의 개발운 에서 장려하는 대상들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기업들

에게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소시켜주는 것임. 특별장려부문에 투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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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운 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4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간 

50%범위에서 덜어주고 있음. 

- 또한 경제개발구에 장기간 투자하여 운 하는 기업들에 대한 면세 및 감세제도를 실시하

고 있음. 

∙ 경제개발구에서 장기간 운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특혜는 곧 개발구 안에서 기업 운

을 장려하고 경제개발구의 운 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방도의 하나로 됨. 

∙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 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

하여 주고 있음.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 이상 운 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

세를 3년 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 간은 50%범위에서,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 이상 

운 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

서 덜어주고 있음. 

○ 경제개발구 특혜제도의 주요내용은 둘째로,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임. 

-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를 세우고 실시하는 것은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 

○ 경제개발구의 부동산에서 기본은 토지와 건물임.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적인 부동산 거래

제도는 세금제도와 함께 외국 투자기업의 이익규모에 직접적 향을 미침. 

- 그것은 기업창설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이용을 전제로 하며 부동산거래의 비

용과 그로부터의 수익규모가 상품거래에 비하여 상당히 큰 것과 관련됨. 

∙ 이로부터 기업들은 경제개발구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유리한 조건에서 

얻으려고 함. 

∙ 반면에 경제개발구에서는 외국 투자가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경  활동에 유리한 부동산을 쉽게 

얻거나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 줌. 

○ 경제개발구에서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는 국가가 정한 부동산거래법과 규정에 따라 실

시됨. 

-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는 부동산의 취득, 양도, 임대, 저당, 거래가격, 이용기간 등 부동

산거래와 관련한 수속 절차와 방법들을 간소화하고 국제 관례대로 진행하면서도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규정, 질서로 이루어져 있음. 

-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경제개발구의 모든 기업들이 토지 정리와 

하부구조 대상 건설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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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구의 토지 정리와 하부구조 대상 건설에는 개발 기업과 다른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개발구의 토지 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은 국가로부터 개발사업권을 부여 받

은 개발 기업이 맡아함. 개발 기업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개발사업권, 지방정권기관과 맺

은 개발계약, 국토관리기관과 맺은 토지이용계약, 지역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자기가 직접 

토지 정리와 하부구조를 건설할 수 있음. 

- 토지 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에 대한 투자 규모가 방대한 것으로 하여 개발 기업은 청부건

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기업들을 인입할 수 있음. 

∙ 개발 기업이 여러 국내외 기업들과 청부건설계약 체결 방법으로 토지 정리와 하부구조

를 건설하도록 하면 그들 사이에 경쟁 의욕을 자극하여 합리적인 투자로 가장 훌륭하게 

토지 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진행할 수 있음. 

○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경제개발구의 모든 기업들이 여러 가지 

건물 건설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경제개발구에서는 관리기관의 사무실을 비롯하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여러 가지 

공공건물들도 건설됨. 이러한 공공건물들과 시설물들의 건설은 개발총계획에 반 되어 주

로 개발 기업이 맡아 진행함. 

- 그러나 개발 기업뿐 아니라 다른 국내외 기업들도 개발 기업 또는 관리기관과 청부건설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건물 건설에 참가하며 건설한 건물을 거래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

을 수 있음. 

- 경제개발구의 건물 건설을 개발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맡아하도록 하는 것은 개발 기업에

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됨. 그러므로 경제개발구의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 기업으

로부터 토지이용권을 구매하고 필요한 건물을 건설한 다음 건물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

도록 하여야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요구에 맞게 투자 환경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으로 됨. 

○ 특혜적인 부동산거래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경제개발구의 모든 기업들이 부동산 거

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기업이 부동산거래에서 자기의 권리를 원만히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적인 부동산

거래제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룸. 

- 토지이용계약에 따라 국토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개발 기업은 토지이용권의 소

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 

∙ 개발 기업의 토지이용권리에서 중요한 것은 정리한 토지의 이용권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정리된 토지에 하부구조 대상들을 비롯한 건물을 건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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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가지거나 해당 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해줄 권리, 하부구조 대상들을 건설하고 

운 하거나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해줄 권리 등임. 

- 경제개발구에 들어온 외국 투자가들은 기업창설승인을 받으면 기업경 에 적합한 토지와 

건물을 얻으려고 함. 이 경우 기업들은 필요한 면적의 토지이용권을 구매한 다음 건물을 

건설하거나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구매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 경제개발구에서 기업들의 토지와 건물취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하나는 기업들이 개발구의 토지만을 취득하는 방법임. 토지취득은 기업이 개발 기업으

로부터 정리된 토지이용권을 구매하거나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이 방법은 해당 기업이 자기에게 적합한 토지를 구입한 다음 생산건물을 새로 건설할 

때 쓰임. 건물이 완공되면 그 소유권은 토지를 취득한 외국 투자기업의 소유로 되며 소

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됨. 

- 다른 하나는 기업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방법임. 기업의 토지와 건물취 득은 

개발 기업으로부터의 양도 또는 임대형식으로 실현됨. 

∙ 이 방법은 경제개발구 안에 해당 기업에게 적합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 이용됨. 

- 경제개발구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됨. 경제개발

구에서 기업들은 경  활동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주거나 채무 이행 또는 지불담보를 위하여 저당 잡히는 방법으로 취득

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음. 이러한 부동산거래는 양도, 임대, 저당 등의 방식으로 진행됨. 

-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부동산거래에서 신용성, 공정성, 합법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 투자기업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토지와 건물들을 취득하며 거래할 수 있게 함. 

○ 경제개발구 특혜제도의 주요내용은 셋째로, 편리한 경제 활동보장제도임. 

- 경제개발구에서의 특혜제도는 세금 부과나 부동산 이용 뿐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들의 경

 활동에 보다 유리하고 편리한 조치들을 취하는 방법으로도 실시됨. 

○ 경제개발구에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며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특혜적인 세금 또는 부동산 이용과 달리 기업들의 간접적 이익으로 되지

만 경제개발구의 운 을 활성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편리한 경제 활동보장제도에는 인원 출입, 물자 반출입, 관세납부, 재정회계, 대부와외 화

이용, 광고, 보험, 대리와 위탁, 경매와 입찰, 신탁 등의 경제 활동에 대한 보다 유리하고 

편리한 조치들이 속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인원 출입과 물자 반출입, 무역 활

동과 관련한 조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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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경제 활동보장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인원 출입과 물자 반출입에서의 편리성

을 제공하고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임. 

- 경제개발구의 인원 출입과 물자 반출입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제개발구 기업의 운  

뿐 아니라 경제개발구의 운 에도 직접적 향을 줄 수 있음. 경제개발구에서 인원 출입

과 물자 반출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생산과 판매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 

- 경제개발구의 인원 출입과 물자 반출입은 출입국사업기관과 세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이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의 협력밑에 진행함.

∙ 출입국사업기관과 세관은 인원 출입과 물자 반출입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성을 

더욱 높여 경제개발구와 국내지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이에 많은 물자와 자금들이 유

통되며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운 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함. 

○ 편리한 경제 활동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외국 투자기업들의 경제무역 활동을 보장하

며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는 것임. 

- 경제개발구의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수출할 때와 위탁무역, 중계 무역 

등의 목적으로 물자들이 개발구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입관세를 부과할 필

요가 없게 됨. 그리고 경제개발구 안에서 거래되는 무역상품들과 경 용 물자들에는 원칙

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됨. 

- 그러나 경제개발구의 기업들이 국내기업들과 다양한 형태로 무역 활동을 벌리는 경우 관

세를 적용하여야 함. 특히 경제개발구에 들어왔거나 경제개발구 안에서 가공된 물자들이 

국내에 판매될 때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도록 함. 

-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세관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특혜관세제도실시의 경제적 효과를 높

여야 국내경제를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의 다양한 무역 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음. 

∙ 경제개발구의 특혜적인 경제 활동보장제도에는 이밖에도 원산지증명서발급, 보험과 대위

권행사, 대부, 경매와 입찰, 위탁과 대리, 서신비 보장 등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에 유

리한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치들이 포함됨. 

○ 우리는 경제개발구 특혜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경제개발구에 유리한 투자 환

경과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경제개발구들이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실마리어 경제개발구, 특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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