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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남북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남북 경제통합에 대
한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 통
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
대가 형성되면서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남북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 부문
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수요에 따라 남북 경제통합 논의
를 농업 부문과 연계하는 첫 시도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으
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제로 농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농업통합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이 목적이다. 남북이 현 상황에서 출발해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장기의 시간이 필요하고 통합의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과제들도 상이하다는 점에
서 5개년에 걸친 장기 과제로 기획하였다.
올해 수행한 1년차 연구는 전체 연구의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향후 2~5년차 연
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이 시나리오에 상응하
는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부문의 통합 추진 방향
과 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남북 농업협력 및 농업 부문 통합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
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원 내외 전문가, 정책관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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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목적
○ 5개년 연구과제로 기획된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남북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제로 경제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농업 부문의 통합 과제를 파악하
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한반도 농업통합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1년차는 전체 연구의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주요 연구 목적은 남북 농업
통합의 상위 개념인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이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농업
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부문의 통합 추진 방향과 통
합 단계별 통합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2~4년차는 연구의 각론에 해당한다.
1년차에 설정한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통합 단계별로 상황 설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제시된 농업 부문 통합 과제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5년차는 1~4년차 연구 결과를 종합해 한반도 농업 부
문 통합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비롯해 위탁연구를 적극 활용했다. 먼저, 선행 경제
통합(EU, EU-중동부유럽, 통일독일) 및 경제체제 이행 사례(베트남, 헝가리),
북한 농업 부문 법제도의 변화 및 시장화 현황 등에 대한 위탁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도 위탁연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도 중
요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했다. 북한경제 전문가, 북한농업 전문가, 한국농업
전문가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북한 경제체제 이
행 시나리오, 남북 농업통합의 쟁점 및 통합 시나리오, 남북 농업통합 추진 방
향 및 통합의 단계별 통합 추진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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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 남북 농업은 분단으로 한반도 단일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상이한 체제하에서
각자의 발전 경로를 형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남한 농업은 고소득국가의 성장
정체 문제, 북한 농업은 저소득국가의 저성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 투입
구조 측면에서 남한 농업은 노동 투입 부족이 최대의 당면 문제인 반면, 북한
농업은 과잉 노동력과 자본재 투입 부족이 문제이다. 농산물 수급에서도 남한
농업은 자급률이 하락해 수입 의존도가 높고, 북한 농업은 국내 생산 부족 및
수입 여력의 약화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다.
○ 남북이 점진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상호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농업 부문에서 기
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농업 부문 과잉 노동력과 실업 인
력의 일부를 노동 투입 부족이 심각한 남한의 농림어업 생산 및 전후방 관련 산
업·서비스업, 농식품 관련 서비스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포화 상태에 이른 남한의 농자재산업이 북한의 농업 생산 관련 후방산업·서비
스 분야에 투자/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새로운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북한 농업
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농산물 수급 측
면에서 남북 간 교역을 통해 북한은 비교우위의 1차 농산물 반출(수출) 확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남한은 수입 농산물의 수입선을 가까운 거리의
북한으로 대체해 반입(수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호냉성 작물을 중심으로 재
배적지가 북상해 남한 내 재배적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산
물의 수급에서 북한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 이 연구에서는 선행 경제통합 사례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경제통합 과정을 설계했다. 첫째, 경제통합의 단계를 크게 경제통합 준비
단계와 경제통합 초기 단계로 설정하였다. 경제통합 준비 단계는 시장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단계로 대북제재 유지
단계와 대북제재 완화 단계로 세분했다. 경제통합 초기 단계는 본격적으로 시
장통합을 추진하는 단계로 통합의 수준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상품·서비스 시
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합하는 부분적인 공동 시장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상
품 시장의 통합을 논의하는 초기 1단계와 서비스 및 생산 요소 시장의 통합을
논의하는 초기 2단계로 세분했다.
○ 둘째,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의 통합 수단으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제안하였다. RTA는 비
경제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상호 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 미래에 대비해 국내법적으로만 효력을 지닌 남북 간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고, 북한이 세계 경제질서에 공식적
으로 편입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기
대해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가까운 협정 체결을 고려하고, 명칭은
‘한반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orean Pe ninsul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KPCEPA)’을 제안하였다. 다만, 지역무역협정 체결
당사국이 부담하는 의무인 ‘실체적 요건’ 충족 규정을 우회해 10년간 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으로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 셋째, 남북 경제통합은 경제통합 본연의 시장통합을 한 축으로 하고, 개발협력
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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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
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가 논의하는 남북 경제통합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
합과정을 설계하고 북한이 이에 동참할 때만 가능하다.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
하는 한편 통일 비용 절감이라는 장기적 포석하에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견인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남북 경제통합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부단히 축
소해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통합의 측면에
서나 개발협력의 측면에서나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 중요한데
북한이 지향하는 추격형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농업이 저
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농업 부문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업개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다른 분야에 비해 가
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중국·베트남의 경험처럼 농업 분야가 경제개혁을 선도
하는 분야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농업 부문이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과정과 이
후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이나 경제통합 논의에서 농업 부문의 선도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특별 취급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 남북 농업통합의 추진 방향으로 2대 목표, 4대 전략, 2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
저 2대 목표는 남북 농업의 상생 발전과 남북 경제통합의 촉진으로 설정하였
다. 다음으로 농업통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계적 접근, 남북 협
력거버넌스 구축, 포괄적 상호주의 견지, 국제규범의 활용 등 4가지를 제시했
다. 마지막으로 경제·실리와 인도·지원의 조화, 갈등 관리 및 최소화를 통합 과
정에서 견지해야 할 2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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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농업통합은 경제통합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통합 시나리오는 통합의 단계, 수준, 수단에서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동
일해야 한다. 다만, 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는 남북 농업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 등을 고려해 개발협력 측면에서 통합 과
제를 차별화한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 시장통합과 개발협력 측면에서 남북 농업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를 다음과 같
이 도출하였다. 첫째, 시장통합 측면에서 보면 농업통합 준비 단계의 대북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현상유지에 주력하고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서 농산물 무역
및 농림업 부문 투자 확대, 남북 농업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협력, 남북 농업현황 공동조사 사업 추진이 중요한 과제이다. 농업통합
초기 KPCEPA 1단계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상품무역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주요 과제이다. 다만, 농업 부문 서비스·투자(직간접
적 자본 이동)·규범·인력이동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후속협
상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KPCEPA 2단계에서는 후속협상(보충협상)으로
서 농업 부문 서비스·투자(직간접적 자본 이동)·규범·인력이동 분야의 주요 의
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 둘째, 농업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통합 준비 단계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식
량 및 농자재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다.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서는 북한 농업개
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이 주요 과제이다. 남북이 기
합의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자체·민간이 추진하는 농업개
발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통합 초기 KPCE PA 1단계에서
는 농업협력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해 잠정협정 의무유예 기간인 10년을 목표

vii

로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 농업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북한농업
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KPCEPA 2단계 후속협상에서는 남북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농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협력적 농정체계 구축을 의제로 상정해 한반도공동
농업정책(KCAP)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 이 연구에서는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첫 시도로 솔로
우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해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성장 효과를 시범적으로 추
정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남북 농업통합이 준비 단계, KPCEPA 1, 2단계로
진전되는 30년 동안 남한의 경우 46.4조~79.5조 원, 북한의 경우 112.2
조~153.8조 원가량 농업 총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성장효과 분석은 남북 농업통합의 효과 계측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여러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
째, 솔로우 성장모형은 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가정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남
북교역에 의한 성장효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농업에 해당하는 파라
미터 값이 별도로 요구되나 선행연구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노동
력의 경우 남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노동력 간 질적인 차이가 현실에서는 있으
나 이 점이 분석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2차년도부터의 본격적인 모형 분석에
서는 1차년도 분석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며 농업의 미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농산물 교역과 농식품 수요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
측할 수 있는 수급균형모형을 개발하고, 농업 세부 분야(식량, 축산, 원예)별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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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a Long-term Roadmap for
Agricultural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Year 1 of 5)
Background and Purpose

○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planned as a five-year research
project, is a long-term roadmap for agricultural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situation in which North and South
Korea are promoting economic integration. First, the first-year
research corresponds to the general topic of the entire five-year study.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economic
integration scenario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is the upper
concept of agricultural integration, and the agricultural integration
scenario corresponding to this scenario,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according to the scenario and
the integration task for each step. Next, the 2~4 year research
corresponds to the topic of a specialized study. The main purpose is to
more concretely set the situation at each stage of integration according
to the South-North Korean agricultural integration scenario set in the
first year and present a plan for implementing the agricultural sector
integration project presented at each stage. The fifth-year research’s
purpose is to present a long-term roadmap for the integr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on the Korean peninsula by synthesiz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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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search from the first to fourth years.
Research Methodology

○ We reviewed prior literature and analyzed research papers
commissioned for this study. Commissioned studies were about the
prior economic integration cases (the E.U., the E.U.-Middle Eastern
Europe, the Reunified Germany) and economic system implementation
cases (Vietnam and Hungary), changes in the legal system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sector, and marketization. In addition, a
commissioned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agricultur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is the first
attempt in this study. Next, a survey on expert was also used as an
important research method. It is divided into three groups: experts on
North Korean economy, experts on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South Korean agricultural experts. Opinions were collected on the
scenario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the scenario of
implementing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the scenario of
inter-Korean agricultural integration and its issues, the direction to
promote inter-Korean agricultural integration, and the tasks for each
step.
Key Findings

○ After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single economic
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 collapsed and each formed its own
development path under different regimes. As a result, Sou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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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faces the problems of stagnant growth shown in
high-income countries. North Korean agriculture faces the problems of
low growth shown in low-income countries. In the agricultural input
structure, the shortage of labor input is the biggest problem in South
Korean agriculture. In contrast, excessive labor force and insufficient
capital are the problem in North Korea.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South Korean agriculture has a high
dependence on imports due to a decline in self-sufficiency. North
Korean agriculture is limited in the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due to a lack of domestic production and a weakened import
capacity.
○ If the two Koreas gradually form a single market, and economic
integration is achieved in which the movement of production factors is
partially or entirely guaranteed, the effects that can be expect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of the two Koreas are as follows:
○ First, it is expected that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sector's excess
labor and part of the unemployed labor can be used in South Korea's
all agriculture related industries. Second, if South Korea's agricultural
materials industry, which has reached saturation, expands investments
and servic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of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it will not only create new markets but als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North Korean agriculture. Third,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of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inter-Korean trade, North Korea can gain economic benefit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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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with comparative
advantage, and South Korea replaces import lin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with North Korea. In addition, in the long term,
as the cultivation area is expected to decrease mainly in South Korea,
mainly for cold-cooled crops due to warming by climate change, it is
expected that South Korea will be able to utilize the products of North
Korea in supply and demand.
○ In this study, the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was designed as
follows, taking into account the prior cases of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pecificity of inter-Korean relations. First, the stages of
economic integration were largely set as the preparation stage and the
initial stage. The preparation stage for economic integration is the
stage of expanding various forms of economic cooperation that does
not aim for market integration. It is divided into the stage of
maintai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stage of easing
sanctions. The initial stage of economic integration was to promote
market integration in earnest, and the level of integration was set to
form a partial common market that integrates the product/service
market and the production factor market within a limited range. It was
subdivided into an initial Stage 1 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the
product market and an initial Stage 2 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the
service and production factor markets.
○ Second, as a means of integration in the initial stage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which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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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universal in the world, was proposed. The main purpose of the
RTA is to exclude non-economic factors and to share economic
benefits directly. For the future, the RTA makes it possible to obtain
internationally recognized tariff-free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are effective only under domestic law. Also, it can be a
place of learning for official incorporation;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is acceptable for the RTA. We propose the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KPCEPA) which
is close to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However, it was
proposed to conclude with an interim agreement that could suspend
obligations for ten years, bypassing the provisions for meeting
substantial requirements, an obligation borne by the parties to the
sign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 Third, it was suggested that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promoted on a two-track basis, with market
integration as an axis of economic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s another axis. Since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consideration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is necessary.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e discuss is possible only when the South
Koreans proactively design the integration process and North Korea
participates in it. In order to improve North Korea's acceptance and
reduc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under the long-term
plan of reducing the cost of unifi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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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s North Korea'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system and
promotes growth is of great significance.
○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to continually narrow the gap in economic power and
ultimately minimize the cost of unification. Therefore, in terms of
market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 strategy to
promote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is important. In order to
realize the catch-up economic growth that North Korea aims for, it is
important that North Korean agriculture overcome a phase of low
growth. To do so, the agricultural reform that is currently being
pursued will lead to productivity improvement, resulting in tangible
results for all sectors. The agricultural sector must be able to become a
field that leads economic reform, as in the experiences of China and
Vietnam. Since the agricultural sector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transition process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nd in the
process of future growth, a strategy was proposed to give it a role as a
leader and facilitator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economic
cooperation or economic integration discussions between the two
Koreas.
○ Two goals, four strategies, and two principles were suggested to
promote inter-Korean agricultural integration. The two goals were set
to promote mutual growth of agriculture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ur strategies were suggested as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of agricultural integration: a step-by-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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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establishment of inter-Korean cooperative governance, a
standpoint of comprehensive reciprocity, and the use of international
norms. The harmonization between actual economic profi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onflict

management

and

its

minimization were suggested as the two main principles to be
observed in the integration process.
○ In this study, agricultural integration was set as a sub-concept of
economic integration. Therefore, the agricultural sector integration
scenario should be the same as the economic integration scenario at
the stage, level and means of integration. However, as for the task for
each integration stage, the agricultural integration scenario was set in
which the task was differentiated in te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roblems South and North
Korean agriculture faces and the role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 In market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asks for each
stage of inter-Korean agricultural integration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market integration, we focus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in the phase of maintai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uring the preparation stage for agricultural integration. But in the
phase of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is an important task
to carry out expanding agricultural trade and investment in
agricultural sect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helping North Korea a membershi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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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mplementing a joint survey of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first stage of the KPCEPA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agricultural integration, consensus on the major
agendas in commodity trade related to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is a major task. Also, in the fields of services, investment
(direct and indirect capital movement), norms and labor move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basic principles would be agreed and the
basis for follow-up negotiations would be established. In the second
phase of the KPCEPA, as a supplementary negotiation, the main task is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major agendas in the fields of service,
investment (direct and indirect capital movement), norms and the labor
move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 Secon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 assistance is an important task in the phas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f the preparation stage of integration. In the
phase of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main mission is to
promote various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o
support North Korean agricultural reform. It is necessary first to
promote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greed upon
by the two Koreas, and actively support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In the first stage of the KPCEPA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agricultural integration, agricultural cooperation was put on a separate
agenda, and with the goal of ten years, the mandatory grace period for
a provisional agreement, North and South Korea jointly establish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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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o support North Korea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that can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North Korean
agriculture. In the second stage of the KPCEPA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agricultural integration, the main task was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KCAP) through follow-up negotiations, assuming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 at the Korean
peninsula level, centering on agricultural policy issues that the both
are interested in.
○ In this study, a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inter-Korean agricultural integration, the economic growth effect of
inter-Korean agricultural integration was estimated by using the
Solow Growth Accounting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otal
agricultural income increased by 46.4 ~79.5 trillion won in South
Korea and 112.2~153.8 trillion won in North Korea during the 30
years (preparation stage, KPCEPA 1 and 2 stages).
○ Analyzing the economic growth effect of South and North Korea’s
agricultural integration can give meaning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measure the economic effect, but it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since the Solow Growth Model does not include a means to explain
trade between two Koreas as well as in terms of consumption, it was
inevitable to estimate the growth effect of inter-Korean trade through
an indirect method based on unreasonable assumptions. Second, a
separate parameter value for agriculture was required, but ther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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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hoice but to rely on previous studies. Third, in the case of the labor
force, there is a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the labor force in South
Korea and that in North Korea, but this point was not reflected in the
analysis. In the full-fledged model analysis after this year research, we
t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analysis and analyze the
microscopic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To this end, we plan to
develop a supply-demand balance model that can measure the impact
of changes in agri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and demand
for agri-food, and conduct analysis on the detailed agricultural field
(food, livestock, hort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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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북한과 미국이 2018년 6월 싱
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화
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에 화답하면서다. 이와
때를 같이해 남북도 2018년에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련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기
대감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같은 해 6월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접
점을 모색했지만 이 또한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소
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화 프로세스의 종료를 최
종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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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관계도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북
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국면에서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이
다.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의 변화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핵심 기조는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 번
영’이다. 5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1)
에서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3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다. 그리
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 및 북한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호혜적 방식의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남북 간 하나의 시장 및 경제공동체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최종
적으로는 남북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남북 경제
통합은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먼저 경제협력을 확대해 경제통합의 기반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데 단기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 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논의에 기초해 먼저 통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차 남북 경
제통합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남북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제
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 부문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 경제통합 과정
에서 농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

1)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05년 제정)에 근거해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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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통합(agricultural integration)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합 단계와 농산업부문별
로 통합 로드맵을 수립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통합 과정은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을 전제로 북한 경제의 추격형
성장(economic catch-up)을 견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Lewis(1954)의 경제발전모형 등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경제체제 이행 국가
들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농업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농업 부문의 통합 로드맵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농산물 수급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상호보완성․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남북 농업통합 계획을 수립
하고 실천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남북이 경제협력 단계를 넘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제로
경제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농업 부문의 통합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해 한반도 농업통합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본 연구의 연차별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년차는 전체 연구의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주요 연구 목적은 남북 농업
통합의 상위 개념인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이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부문의 통합 추진 방향과 통합 단계
별 통합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4년차는 연구의 각론 부분에 해당한다. 1년차에 설정한 남북 경제
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통합 단계별로 상황 설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제
시된 농업 부문 통합 과제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5년차는 1~4년차 연구 결과를 종합해 한반도 농업 부문 통합의 중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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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 연구의 연차별 주요 연구 목적,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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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주요 연구 이슈별 연구 수행 정도 평가
<표 1-1>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 연구 이슈별로 연구 수행 정
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농업의 현황 및 성장 과정, 북한
의 체제이행 가능성 및 경로, 체제이행 국가들의 이행 경험과 북한에의 시사점, 세
계 경제통합 경험과 남북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급변 통일 또는 점진적 통일 상
황을 고려한 남북 경제통합 방안과 경제적 효과 등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연구 문제의 제기와 문제별 연구 수행 정도 평가
연구 문제 제기

평가

∙ 북한 농업의 성장경로와 성장 과정의 특징은?
∙ 북한 농업생산경영시스템의 변화 전망은?(집단농장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 남북한 농업(농산업부문별)의 비교우위와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은?

○
△
×

∙ 체제이행국가들의 체제이행 사례와 세계 경제통합 사례 분석은?
∙ 북한의 체제이행 가능성과 방향성은?

○
○

∙ 급변 통일 상황에서의 남북 경제통합 방안은?
∙ 점진적 통일 상황에서의 남북 경제통합 방안은?
∙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 남북 경제통합에서 농업의 위상과 역할은?

○
△
△
×

∙ 급변 통일 및 급진적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북 농업통합 방안은?
∙ 점진적 통일 및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북 농업통합 방안은?
∙ 점진적 통일 및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북 농업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 점진적 통일 및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 점진적 통일 및 경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의 농업 분야 체제이행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
×
×
×
×

주: ○은 선행연구 다수, △는 선행연구 일부, ×은 선행연구 부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남북 농업의 농산업부문별 비교우위 및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 점진
적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위상과 역할, 농업통합 방안(통합 방향 및

제1장 서론 |

7

통합 과제 추진 방안),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 수준
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남북이 점진적으로 통일 및 경
제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농업 부문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체제이행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그
동안 북한의 붕괴에 따른 급변 통일과 급진적 경제통합을 가정하고 남한의 농업
부문 법제도를 북한에 이식하는 방식의 남북 농업통합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어느 정도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있어, 급변 상황에 따른 남북 통일 시 대
응 매뉴얼로 활용할 만하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남북 경제통합 방안, 북한 개혁·개방 및 경
제통합 사례,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및 남북 농업통합 관련 선행연구를 검
토하기로 한다.

2.2. 남북 경제통합 관련 연구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본적으로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북한의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남한의 시장경제체제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행연구들이 다루
고 있는 남북 경제통합 방식은 대체로 3가지이다.
먼저, 남북이 남한 주도의 정치적 통일을 이룬 후 즉시 남한의 법제도를 북한에
이식하는 급진적인 통합 방식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남북 분단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상호 간 경제적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북이 합의하여 경제공동체
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통일도 달성하는 점진적인 통합 방식이다. 마지
막으로 남북이 남한 주도로 정치적 통일을 이룬 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운
영하고 점진적으로 남한의 법제도를 북한에 이식하는 절충형 통합 방식이다.
선 통일 후 즉시 남북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첫 번째 방식은 남북 간 경제력(소
득) 격차로 인해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자칫 공멸을 자초할 수 있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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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
한 주도로 남북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남북이 경제통합의 충격을 완화하고 북한
경제의 자생력도 강화할 수 있는 두 번째나 세 번째 통합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을 전제로 이루어진 남북 경제통합 연
구는 양문수 외(2005), 임강택(2006), 이석 편(2013), 강문성(2014), 김병연(2015),
김완기(2017), 백인주(2018)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 방식과 관련된 연구로는
안예홍·문성민(2007), 이석 편(2012), 전홍택 편(2012), 김영찬 외(2016), 김완기
(2017), 김석진 외(2017) 등이 대표적이다.
남북 경제통합은 필연적으로 남북 통일 방식(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점진
적 경제통합 방식을 채택한 연구는 대부분 점진적 통일 방식을 전제한다. 또한 남
북 경제통합은 북한의 체제이행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북이 시장을 통합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
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점진적 경제통합 방식을 채택한 연구 중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을 연계하여 논리를 전개한 연구는 비교적 소수이다.
김병연(2015), 백인주(2018) 등이 대표적이다.
남북 경제통합의 첫 번째 통합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남북 FTA 체결과 관련된 연
구도 일부 축적되었다. 남북 공동특구(개성공단)와 FTA를 활용해 역외가공 원산
지인정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다수 축적되
었다. 고준성(2007), 양용석(2007), 임수호 외(2007), 최원목 외(2008), 구해우
(2008), 김진규(2008), 손광주 외(2013), 이해정(2013), 이영달(2014), 임수호 외
(2016) 등이 대표적이다.

2.3. 북한 개혁·개방 및 경제통합 사례 관련 연구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비교적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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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졌다. 박정동(2000), 오승렬(2001), 김연철(2002), 백학순(2003), 권율
(2005), 박형중(2005), 정웅(2005), 김석진(2008), 김근식(2010), 양문수(2019) 등
이 대표적이다. 선행연구들은 북한이 체제전환(transformation) 모델보다는 사회
주의 정치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체제개혁(reform)
모델을 선호할 것이라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체제개혁 사례인 중국·베트남 모델을 중심으로 북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
가 다수를 차지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 4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도보다리 대담
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언급했다고 전해지면서 베
트남 모델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권율 외(2018), 이해정 외(2018), 원
지환 외(2018), 양문수(2019), 오영일(2019)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식도
베트남식도 아닌 북한식 모델을 창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문수(2019)는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역사에서 예를 찾기 힘들 정도
로 강력한 세습 권력이 존재하고, 핵을 가지고 있는데다 특수관계인 남한이 존재
하면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베트남 모델과 일정한 차이
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현실적으로 북한이 중국·베트남 등 아
시아형 모델을 부분적으로 원용하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북한이 초한 조건에 부합
하게 변형하여 북한식 모델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에 대한 탐색과 함께 북한을 이행기 경제로 파악하는 관
점에서 북한의 체제이행 경로를 조망하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북한 내부의
개혁과 변화에 집중하여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시장화나 사유화
등에 초점을 두고 경제체제 이행 가능성을 전망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윤인주(2013), 윤인주(2014), 이석기 외(2014), 김병연(2015), 홍제환
(2017), 이석기 외(2018), 최봉대(2019) 등이 있다.
경제통합 사례 연구는 남북 경제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흡수 통합 사례(동독-서독), 상이한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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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통합 사례(중국-홍콩, 동유럽-EU), EU 통합 사례 등 다양한 경제통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석(2005), 양운철(2006), 박제훈(2009), 양문
수(2010), 김근식(2010), 박광득(2010), 서창배(2011), 강효백(2011), 양평섭 외
(2012), 김완기(2017), 양효령(2017), 백인주(2018) 등이 있다.

2.4.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추정 관련 연구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약 20~30년의 점진적 경제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변화를 시나리오로 설정해 남북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최장호·김범환
(2017), 임수호 외(2016), 성한경(2014), 김규륜 외(2014), 김규륜 외(2013), 남궁
영 외(2013)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남북 경제통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남한보다 북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남북 경제력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임수호 외(2016)는 남북이 경제통합 과정에서 CEPA(Closer Economic Part
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
했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국제통상법상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것으
로 전망하고, 남북 CEPA 체결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북
CEPA 체결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유도·가속화할 수 있고 북한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한다.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모형으로는
주로 성장회계모형(Solow모형 등),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산업연관분석모형 등이 활용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 모형을
활용해 남북의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고, 사용 모형에 따라 성장효과 이외에 부
가적인 효과도 추정했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에는 경제제
재 완화의 효과,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효과, 북한 체제개혁의 효과, 남북 무역·투
자 자유화 효과, 대외 무역대체효과 및 무역창출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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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구축을 위한 참고 모형 예
모형

선행연구

장점

단점

성장모형

최장호·김범환(2017),
임수호 외(2016)

변수의 수가 적은 단순한 형태
다양한 정책 간 연관성 분석 가능

대외경제관계,
소비(수요) 분석 어려움

CGE 모형

성한경(2014),
김규륜 외(2014),
김규륜 외(2013)

국내 경제부문(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과 대외
경제부문(수출입 등)의 상호 결합

GTAP DB에 북한 미포함
연구자 자의적 국가 및 산업 분류
북한 관세·비관세 장벽 정보 부재

산업연관분석
모형

남궁영 외(2013)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생산, 고용, 소득 등)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 분석 가능

북한 산업연관표 부재
최종수요 변화를 가정하는 데
어려움

자료: 저자 작성.

모든 선행연구는 북한 경제 관련 연구의 특성상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
다. 따라서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추정은 불가피하게 많고 강한 가정에 의
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가정 설정에 따라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
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5. 남북 농업통합 관련 연구
그동안 한반도 차원의 남북 농업통합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남북이 남한 주도로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후 북한 농업에 한국의 농업 관련 법제
도를 이식하는 내용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권태진 외(2005), 권태진 외
(2007a, 2007b), 김영훈 외(2011), 김영훈 외(2016), 이석기 외(2017) 등이 대표적
이다.
권태진 외(2005)는 급변상황에 의한 남북 통일 후 농업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통일에 대한 상황 인식과 과제를 개괄하고, 독일
과 베트남의 통합 경험과 시사점에 기초해 통합 이후 단계별 대응 전략과 분야별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권태진 외(2007a)는 급변 상황에 의한 남북 통일 후 남북한 농업 부문의 조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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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및 새로운 농업경영체 정착･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북한의 농
업 부문 조직 및 경영체 현황, 통합 이후 농업조직 및 경영체의 당면과제, 외국의
조직 통합 및 경영체 육성 사례, 농업 관련 조직 통합 및 개편 방안, 농업부분 경영
체 정착 및 육성 방안 등이다.
권태진 외(2007b)는 급변상황에 의한 남북 통일 후 북한지역 농지의 소유 및 이
용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북한의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외
국의 농지제도 개편 사례 분석, 통합에 대한 기본 전제와 과제, 통합 이후 북한의
농지제도 개편 방안, 농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김영훈 외(2011)는 급변 상황에 의한 남북 통일 후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
농업 부문에 대한 단기 대책과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남북
경제통합과 북한지역 농업재편 비전, 남북 경제통합과정의 북한지역 농업 부문
긴급대책, 남북 경제통합 전후 북한지역 농업조사 및 농장 재편 방안 등이다.
김영훈 외(2016)는 급변 상황에 의한 남북 경제통합 후 남북 농업의 통합과 북
한지역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통일과정
과 북한지역 농업재편의 비전, 통일 후 농업통합 단기 주요 조치, 통일 후 농업통합
중기 주요 조치 등이다.
이석기 외(2017)는 남한 주도로 남북이 통일한 후 추진해야 할 단기 및 중장기
농업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단기 농정조치(북한지역 식량지원, 농식
품 수급과 거래질서 안정화 등 8대 조치), 통일 후 중장기 농업개발 및 농업투자 방
향(중장기 과제 설정, 농업지대별 시범농업개발, 농업투자 방향) 등이다.

2.6.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남북 농업통합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북한 붕괴에 따른 남한 주도의 정치
적 통일 상황을 전제로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실시할 농업 분야 대책(재편 방안)
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는 급변 통일에 대비한 남북 농업통합 매뉴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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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남북이 각자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합의를 통해 점
진적으로 경제를 통합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농업 부문 통합대비 연구는 거의 공
백 수준에 가깝다.
본 연구는 남북 간 선 정치적 통일이라는 전제조건 없이 남북이 점진적으로 경
제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농업 부문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첫 시도이
다.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농업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통합의 단계
별로 농업 부문의 통합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
이 있다. 또한 경제통합의 한 축인 농업 부문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남북 농업통합의 효과를 추정하고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
해 향후 남북 농업통합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와
의 차별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주요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농업통합
(agricultural integration) 그리고 경제체제 이행(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
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먼저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 대해 살펴보자. 경제통합은 통합의 목
적과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의를 도출하기
는 어렵다. 하지만 발라사(Balassa B.)의 경제통합이론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정의
는 내릴 수 있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경제통합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재화(상품)
와 생산 요소의 국경 이동에 대한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해 하나의 시장을 이루어
가면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심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단일경제체제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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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여기서 단일경제체제란 재화와 생산 요소 시장의 단
일화뿐만 아니라 제도·정책의 단일화까지를 포함한다. 결국 경제통합이란 국가
간 경제가 시장, 제도·정책 등의 영역에서 동질적이고 단일한 경제단위를 구축해
가는 과정(process) 또는 실현 중인 상태(state)라고 이해할 수 있다.3)
이상의 논의를 참고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합을 “2개 이상의 국가(지역)이 상
품·서비스 및 생산 요소의 국경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하나의 시장을 이루어
가면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심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공동의 경제정책을 실
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process)”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에 따른다면 남북 경제통합은 “남한과 북한이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소의 국경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해 하나의 시장을 이루어가면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심
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공동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의 모
든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통합의 핵심은 시장(상품·서비스 시장 및 생
산 요소 시장)과 경제제도·정책의 통합이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시장과 경제제도·
정책을 실현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경제통합의 범주에 포함된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과 경제통합의 개
념적 차이이다. 경제통합은 2개 이상의 국가(지역) 사이에 경제적 흐름(economic
flows)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협력은 전반적
인 합의 없이 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 따라서 2개 이상
의 국가(지역)가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 및 경제제도·정
책의 통합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는 경제협력의 범
주를 벗어나 경제통합의 범주가 된다. 다시 말해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통합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경제제도·정책의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농업통합(agricultural integration)은 경제통합
2) B. Balasa. 1961.
3) 최기춘. 2005. pp.199-229.
4) 김병연. 2019. p. 2.

제1장 서론 |

15

의 하위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상품·서비스와
생산 요소의 국경 장벽을 완화·철폐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가면서 상호 간 의존
관계를 심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농업정책을 실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
지의 모든 과정”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농업협력과 농업통합의 개념적 차이는 앞
서 살펴본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의 개념적 차이와 같다.
마지막으로 경제체제 이행(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에 대한 용어 정의
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남북 경제통합 논의와는 얼핏 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
이는 이 용어를 정의하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남북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조
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궁극
적으로 공동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의 경
제체제가 동질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남북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체제로 동질화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시장경제체제로의
동질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남북이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논의하
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대체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북한이 시장경제체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전통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이미 계
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경제체제로 변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에 기초한 경로의존성 시각에서 보면 향후 시장화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
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는 입장에 선다.
체제이행(system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를 대
상으로 정치영역에서 민주화, 경제영역에서 시장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한다.5) 이를 참고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제체제이행(economic

5) 체제이행이라는 용어는 체제전환이라는 용어와 대체 가능한데 ‘전환’은 과정보다는 결과의 의미가
강하고, ‘이행’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음(백인주 2018:
23-24). 본 연구가 경제통합과 체제이행을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과정의 연구관점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해 체제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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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ransformation)은 경제영역의 시장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사회주의국가
의 경제체제가 전통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정
의한다. 이는 아래 연구 범위에서도 밝히겠지만 본 연구가 남북 간 경제적 통합만
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북한의 체제이행이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대체된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형 경제체제이행 모델
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3.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내용적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이다.
둘째, 남북 경제통합(농업통합)의 준비 단계부터 완성 단계에 이르는 물리적 시
간 그리고 단계별로 이행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통합 시나리오에서 통합
단계별 물리적 시간 범위는 각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의
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이 현재 상황에서 출발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계기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남북 간 경제통합을 논
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데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의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북이 경제통합 논의를 시작한 후 통합의 수준에 따라 초기,
성숙, 완성의 단계를 설정하게 되면 경제통합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데 소요되
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도한 바 없던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기간 설정이 필요한데 선행 연구를 참고해 현 상황에서 출
발해 경제통합 초기 단계까지 30년을 추정 기간으로 설정했다.

제1장 서론 |

17

셋째, 내용적으로는 먼저, 남북 간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다양
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경제적 통합만 다루기로 한다. 이는 남북
경제통합도 한반도 통일의 한 과정일 수밖에 없으나 경제통합이 다른 분야, 특히
정치, 군사 분야의 통합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통합의 비용 측면을 고려하
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북 간 경제적 통합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는 남북의 경제(시장)가 분리된 현 상황에서 출발해 부분적으로(불완전한) 공
동 시장을 형성하는 경제통합 초기 단계까지의 과정을 연구 범위로 설정한다. 이
는 앞서 살펴본 대로 남북이 현 상황에서 출발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경제통합의 단계로 이행한 후 초기, 성숙, 완성의 단계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경
제통합을 완성하기까지는 장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이 완전한 공동
시장을 실현하는 경제통합 성숙단계를 거쳐 제도·정책의 통합까지 달성하는 경제
통합 완성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통합을 둘러싼 여건도 많이 변화
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계량분석, 협동
연구(위탁연구), 설문·면담조사, 현지 출장조사, 연구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 연
구 방법을 활용했다. <표 1-3>은 연구 내용별로 주요 연구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 위탁연구를 적극 활용했다. 보다 실
현 가능한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제통합 사례를 분석
해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통합 사례는 동독-서독 간 흡수 통합 이외에도
유럽연합(EU) 경제통합, 유럽연합(EU)-중동부 유럽 국가 간 경제통합 그리고 상이
한 경제체제 간 경제통합 사례인 중국-홍콩 CEPA 및 중국-대만 ECFA(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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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등 비교적 다양하다. 이들 사례에 대한 체계적
이고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남북 경제통합(농업통합) 시나리오 수립에 활용하기 위
해 이 분야의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연구를 추진했다.
앞서 남북 경제가 점진적으로 통합되려면 북한의 경제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어 경제체제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
서 북한 경제체제가 향후 어떠한 이행 경로를 밟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에 대
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의 경험을 정리하고 북한에의 적
용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헝가리, 통일 독일 등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의 이행 경험을 북한 경제체제 이행 경로를 전망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연구기관과 협동연구(위탁연구)를 추진했다.
<표 1-3>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 방법(1차년도)
목차

주요 내용

주요 연구 방법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 남북 농업부분의 성장과 구조 변화
(1) 남북 농업 부문 현황
통계분석
∙ 남북 농업 부문 법제도 현황 및 특징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
협동연구(원고 위탁)
∙ 남북 농업 부문의 상호완적 발전 가능성 검토
연구자문위원회
∙ 경제통합 사례분석
∙ 경제체제 이행 사례 분석 및 북한 경제체제 이
(2) 남북 경제통합 구상과
행 가능성 및 방향성 검토
농업 부문의 역할
∙ 남북 경제통합 구상 및 시나리오 설정
∙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협동연구(과제·원고 위탁)
설문조사(북한경제, 북한농업 및 한국
농업 전문가)
관련기관 방문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세미나

(3) 남북 농업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 남북 농업통합의 주요 쟁점 및 시나리오 설정 설문조사(북한경제, 북한농업 및 한국
∙ 남북 농업통합 추진 방향
농업 전문가)
∙ 남북 농업통합 추진과제
관련기관 방문조사
연구자문위원회

(4)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구축
협동연구(계량모형분석, 연구 위탁)
∙ 통계DB 구축
연구자문위원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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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위탁(원고)연구 추진 개요
항 목

위탁기관 및 위탁책임자

활용 내역

위탁연구

충남대학교
한석호 교수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제5장)

위탁연구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

부속보고서로 발간
남북 경제통합 구상과 농업 부문의 역할(제3장)
- 농업통합 시각에서 본 유럽연합(EU) 경제통합 및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사례와 남북 농업통합에의 시사점

원고위탁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제2장)
- 북한 집단농장시스템의 변화: 체제이행 국가와의 비교분석

원고위탁

GS&J
권태진 박사

남북 농업 부문 현황 및 상호보완적 발전 전망(제2장)
- 남북 농업 부문 법제 비교 및 시사점: 북한 법제를중심으로

원고위탁

농민신문사
김소영 차장

남북 경제통합 구상과 농업 부문의 역할(제3장)
- 북한 농업 부문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

원고위탁

Gusztáv Nemes 박사
헝가리

남북 경제통합 구상과 농업 부문의 역할(제3장)
- 헝가리의 EU 가입시 농업개혁 사례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원고위탁

Bui Quang Tuan 박사
베트남

남북 경제통합 구상과 농업 부문의 역할(제3장)
- 베트남의 경제체제 이행 성과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원고위탁

인천대학교
이명헌 교수

남북 경제통합 구상과 농업 부문의 역할(제3장)
- 통일독일 농업통합의 과제와 남북 농업통합에의 시사점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남북 경제통합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통합으로 남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첫 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의 계량
분석모형 전문가에게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추정 모형 구축 및 정책 시뮬
레이션 연구를 위탁했다. 이 위탁연구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년 차에는 Solow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해 농업통합에 따른 남북 경제 및 농
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2~5년 차에는 남한
과 북한의 농업 부문 수급균형모형(식량, 원예, 축산 등 농산업부문별 품목 또는
품목군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고 1차년도의 Solow 경제성장모형과 연계하여 보
다 현실적인 성장 효과를 추정하고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남북 농업협
력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북한 집단농장시스템의 변화 실태, 남북 농업 부문 법제 현황, 북한
농업 부문의 시장화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
위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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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도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채택했다. 북한경제
전문가, 북한농업 전문가, 한국농업 전문가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남북 경제
통합 시나리오, 북한 경제체제 이행 시나리오, 남북 농업통합의 쟁점 및 통합 시나
리오, 남북 농업통합 추진 방향 및 통합의 단계별 통합 추진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연구추진 체계
1년 차 연구의 연구추진 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연구 내용 측면에서 보면,
먼저 남북의 농업현황을 구조와 법제도 측면에서 고찰해 당면 과제를 파악한 후
농업구조 및 농산물 수급구조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어서 선행 경제통합 사례 및 체제이행 국가들의 경제체제 이행 사례를 참고해 남
북 경제통합 구상을 구체화하여 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남북 경제통합 과정
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을 정립한다. 다음으로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농업 부문 통합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통합 추진
방향과 통합 단계별로 예상되는 주요 통합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농
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추정 모형을 구축해 성장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외부 전문가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동연구가 연구 추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1년차 연구에서는 선행 경제통
합 사례 분석,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추정 모형 개발, 북한 집단농장시스템
의 변화 전망, 중국·베트남의 경제체제 이행 사례 분석, 남북 농업 부문의 법제도
비교 분석 등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해서 협동연구(과제 및 원고 위탁)를 추진한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외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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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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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시각
2장의 주요 연구 목적은 남북 농업통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남북 농업
의 현황 및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남북 농업이 분단 이후 각자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고 당면
한 문제는 무엇인가? 남북 농업 부문의 통합을 통해 상호보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분단 이후 남북 농업의 성과와 당면 문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다. 여
기서는 남북 농업 부문의 하부구조(농업구조)와 상부구조(농업 부문 법제도)의 변
화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6) 이는 농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
는 것이 상이한 국가 간 농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성장경로도 전
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 농업통합이 높은 수준의 통합
단계에 이르면 합의에 의한 법제도의 통합 과정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농업 부문
법제도의 비교 분석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6) 농산업부문별(식량, 원예, 축산) 수급 관련 현황은 2차년도 연구에서 상세하게 소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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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농업구조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구조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농업구조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산물(상품) 구성과 생
산 요소의 결합 관계’(김정호 외 2006)와 ‘광의의 의미에서 토지소유·농업경영·농
업생산·농업소득 구조, 협의의 의미에서 토지소유·농업경영 구조’(박석두·김정
호·김창호 2011)라는 두 가지 정의를 활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분단 이후 남북
농업의 성과를 농업 투입·산출 및 농업성장 경로, 농산물 수급 측면에서 비교 고찰
했다. 여기서 농업성장 경로는 Hayami & Ruttan(1985)과 Yamada(1987)가 각각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상호관계, 토지생산성과 토지/노동 비율의 상호관계
를 통해 정의한 개념을 활용해 추적했다.
남북 경제통합(농업통합)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통합이란 곧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과정인데 계획경제체제에는 시장경제체제의 토대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북한이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듯 경제체제 이행이 한순간에 전격적
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
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하다 특정한 계기에 이를 전면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필
요로 한다. 여기서 시장경제적 요소는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가 대표적인데 계획
경제체제의 법제도에 이런 요소들이 하나둘씩 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법제도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체제하 북한 농업 부문의 법제도는 집단소유에 기초한 집단농업생산
경영구조가 기본 토대이다. 북한 농업 부문에서 시장경제체제가 작동하기 위해서
는 궁극적으로 협동농장 중심의 집단생산경영시스템이 개별농가 중심의 농가생
산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성과와는 별개로 과거 김정일
정권에서부터 경제체제 개혁 및 대외 개방을 추진해온 결과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
는 경제체제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미 경제체제 이행을 시작했고 현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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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
익지 않아 과거 중국, 베트남이 경험했던 전면적인 경제체제 이행을 추진할 수 있
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여기서는 북한 농업 부문 법제도의 토대인 협동농장 중심
의 집단농업생산경영구조에 시장경제 요소가 어느 정도로 침투하였는지? 그래서
결국 어떠한 변화가 구조 변화가 나타났는지? 고찰한다. 아울러 이러한 하부구조
의 변화가 상부구조인 법제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북
한 경제체제 이행을 전망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 투입·산출 구조 및 농산물 수급 구조 측면에서
남북 농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2. 남북 농업 부문의 성장과 구조 변화
2.1. 농업 부문의 위상 변화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위상은 생산과 고용 모두 가
장 작아지게 마련이다. 남한은 1977년과 1986년에 각각 생산과 고용의 비중이 가
장 작아졌다. 2018년 현재 남한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생산과 고용의 비
중은 각각 2.0%와 5.0%까지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북한통계에 따르면 북한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위상은 남한에
비해 훨씬 높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측면에서 보면 비중이 가장
작지만,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직도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생산부문이다. 고용 측면에서는 2018년 기준 51.5%를 차
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단계로 볼 때 북한경제는 아직도 농업 부문에 대한 의존
도가 큰 저개발국 경제구조라고 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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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남북의 경제구조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DB(http://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0. 5. 20.).

2.2. 농업 투입 구조
2.2.1. 토지
남한의 경지면적은 1965년 2,256천 ha에서 2018년 1,595천 ha로 53년 동안 연
평균 0.7%의 속도로 단조 감소했다. 논과 밭을 구분해서 보면 논이 밭보다 빠르게
7) 통계청 북한통계에서 제공하는 북한 농업 부문 고용 통계는 과대 추정된 것으로 보이나 통계자료 부
족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그대로 사용하였음.

28 |

감소했다. 동 기간 밭 면적이 970천 ha에서 751천 ha로 연평균 0.5% 감소하는 동
안 논 면적은 1,286천 ha에서 844천 ha로 연평균 0.8%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남한
경지면적에서 밭의 비중이 43.0%에서 47.1%로 소폭 증가했다.
통계청의 북한통계에 따르면 남한과 달리 북한의 경지면적은 1965년 1,993천
ha에서 2018년 1,910천 ha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형조건상
경지면적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밭 면적이 같은 기간 1,443천 ha(72.4%)
에서 1,339천 ha(70.1%)로 소폭 감소했다. 논 면적은 550천 ha(27.6%)에서 571천
ha(29.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남북의 경지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DB(http://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0. 5. 20.).

2.2.2. 노동
남한의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수는 1970년 4,846천 명에서 2018년 1,340천 명으
로 연평균 2.6% 감소했다. 동 기간 농가인구는 14,422천 명에서 2,315천 명, 농가
수는 2,483천 호에서 1,021천 호로 각각 연평균 3.7%와 1.8% 감소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통계에는 산업별 취업자 수 관련 통계가 없어 북한의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유엔인구
기금(UNFPA)의 지원으로 1993년과 2008년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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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AO의 북한 인구 통계를 활용해 북한의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수를 추정했다.
북한이 2008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농촌인구 비중
은 39.4%,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비중은 36%로 나타났다. 북한에
서 도시와 농촌 간 인구이동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촌인구 중 취업자는 모두 농
림어업부문에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농촌인구 중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비중
은 47.7%이다. 무리한 시도이긴 하지만 연도별로 농촌인구 추정치에 이 비율을
적용해 북한의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수를 추정해보면 북한경제에서 농림어업부
문의 고용 비중은 약 35~40%(추정치) 범위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수치는 과거 중
국, 베트남과 비교하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많
은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는 저개발국 경제구조임을 알 수 있다.8)
<그림 2-3> 남북의 농업 부문 노동 투입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DB(http://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0. 5. 20.); FAOSTAT
DB(http://www.fao.org/faostat, 검색일: 2020. 5. 20.).

8) 중국과 베트남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을 추진한 1980년과 1986년의 농림어업부문 고용 비중 68.7%,
72.3%와 비교하면 이러한 판단은 논쟁의 여지가 있음. 북한의 초기조건이 저개발국으로서는 공업화가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체제 이행 경로가 ‘농업개혁 → 농업 부문 성장 → 농업 부문 과잉 노동력의 도시
이전 → 공업화’로 이어졌던 중국, 베트남의 경로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 주제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가 1995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
기를 겪으면서 공업화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고용구조상 농업 부문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존재하는 데다 향
후 농업생산성이 향상된다면 노동력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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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자본
남한 농업은 토지절약적 기술(또는 생물화학적 기술)과 노동절약적 기술(또는
기계공학적 기술)의 진보를 통해 자본재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급
과잉과 환경정책적 요인 등으로 대표적인 유동자본재(경상재)인 화학비료와 농약
은 각각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2-4> 남북의 농업 부문 자본 투입 변화 추이

< 화학비료 공급량(단위: 천 톤) >
연도

N*

P**

K***

합계

2008

439

7

10

456

2009

435

3

8

446

2010

475

11

12

499

2011

736

6

5

746

2012

687

22

19

727

2013

686

18

3

707

2014

727

19

3

750

2015

612

8

3

623

2016

837

12

1

850

2017

599

11

2

612

2018

624

4

3

631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DB(http://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0. 5. 20.); GIEWS
Special Alert No. 340(2017, 2018); FAO/WFP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2011, 2012,
2013); FAO/WFP 북한 식량안보 긴급 평가보고서(2019).

ha당 화학비료 시비량을 보면 1970년 162kg에서 1990년 458kg까지 증가했다.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0년 233kg까지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268kg을 기
록했다. ha 당 농약 사용량은 1980년 5.8kg에서 2008년 13.8kg으로 증가했으나 감
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8년 11.4kg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고정자본재인 농기계도
1990년대 후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농기계 보유량이 1970년 15만 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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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248만 대, 2001년 343만 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해 2010년
206만 대, 2018년 193만 대로 감소했다.
시계열 통계가 부족해 북한 농업의 자본재 투입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
만 1990년 중반 이후 내핍경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 부문의
자본재 투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FAO/WFP와 북한 농업
성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유동자본재로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BC기술인 화학비료 공급량이 연간 필요량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농업 산출 구조9)
2.3.1. 농업부가가치
남북 비교를 위해 FAO 통계를 활용해 농업부가가치 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남
한의 농업부가가치는 1960년 이후 58년 동안 연평균 2.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평균 성장률을 시기를 구분해서 보면 1960년대는 4.5%, 1970년대는 2.0%,
1980년대는 3.9%, 1990년대는 2.2%, 2000년대는 1.4%, 2010년대는 0.3%로 나타
났다.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농업부가가치는 1961년 이후 55년 동안 연평균 1.9% 성장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평균 성장률을 시기를 구분해서 보면 1960년대는 2.9%, 1970년대는
4.4%, 1980년대는 2.6%, 1990년대는 –0.9%, 2000년대는 1.5%, 2010년대는 0.6%
로 나타났다. 1990년대 마이너스 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을 회복하
기는 했지만 성장폭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통계청 북한통계는 북한의 농업부가가치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FTA 통계를 활용해 남북
을 비교함. 부가가치는 FAO 통계, 생산량은 통계청 북한통계를 활용했으므로 이용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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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남북의 농업부가가치 성장 변화 추이
< 농업부가가치 성장 추이 >

< 연도별 농업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

자료: FAOSTAT DB(http://www.fao.org/faostat, 검색일: 2020. 5. 20.).

2.3.2. 농산물 생산량
남한 농업은 수익성이 낮고 소득 비탄력적인 식량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원
예작물과 축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원예작물도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육류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품목군별로 생산량 변화 추이를 보면 식량작물은 1980년 5,324천 톤
에서 2018년 4,398천 톤으로 연평균 0.5% 감소했다. 채소류는 1980년 4,757천 톤
에서 2000년 7,715천 톤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에 6,938천 톤으로 감소했다. 과
일류도 같은 기간 558천 톤에서 983천 톤으로 증가한 후 885만 톤으로 감소했다.
육류는 1980년 424천 톤에서 2018년 1,776천 톤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우유
도 같은 기간 452천 톤에서 2,040천 톤으로 연평균 4.0% 증가했다.
통계청 북한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감소한 후 정체 상태였다가 201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품목별로 보면 북
한의 최대 생산 품목이었던 옥수수의 비중이 감소하고, 쌀과 기타 식량작물(잡곡,
맥류, 서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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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소해 1,100~1,200천 톤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과일류는 1990
년대 중반 이후 증가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사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육류 생산량
은 크게 감소해 160~180천 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낙농업 여건도 열악한 상
태여서 우유 생산량도 80~90천 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남북의 농산물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천 톤, %
1980년
구분
식량작물
-쌀
-옥수수
-기타

1990년

2000년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A/B
A/B
(A) (B)
(A) (B)
(A)

2009년

북한
남한
A/B
(B)
(A)

2018년

북한
남한 북한
A/B
A/B
(B)
(A) (B)

5,324 3,713 1.4

6,635 4,020 1.7

5,911 3,590

1.6 5,553 4,108 1.4

4,398 4,558 1.0

3,550 1,245 2.9

5,606 1,457 3.8

5,291 1,424

3.7 4,916 1,910 2.6

3,868 2,205 1.8

154 2,035 0.08

120 1,949 0.06

채소류

4,757

959 5.0

5,954 1,535 3.9

7,715 1,175

6.6 7,299 1,207 6.0

6,938 1,137 6.1

-배추

3,113

630 4.9

3,518 1,000 3.5

3,420

630

5.4 2,848

2,764

644 4.3

-조미채소 1,108

144 7.7

1,467

229 6.4

2,401

227 10.6 2,527

235 10.8 2,608

196 13.3

-기타

536

185 2.9

969

306 3.2

1,893

317

6.0 1,924

325 5.9

298 5.3

558

588 0.9

903

865 1.0

983

900

1.1 1,047

941 1.1

20

10 2.0

5

11 0.5

0.002

육류3)

424

228 1.9

775

307 2.5

1,189

우유

452

n.a.

n.a.

2,252

과일류
양잠

-

1,752

-

556

726

0.8

560

1 0.002 0.005
187

6.4 1,329

90 25.0 2,109

897 0.6

78 1,498 0.05

433 3.7

2)

614 1.5

77 1,301 0.06

1,620

1)

909

64 1,440 0.04

647 4.4

452

1,567

855 0.5

885 1,083 0.8

1 0.005 0.015 0.905 0.002
164 8.1

1,776

173 10.3

97 21.7 2,040

82 24.9

주: 1) 고추, 마늘, 파, 앙파(이상 조미채소), 호박, 오이, 토마토, 수박(이상 기타), 배추(양배추 포함) 등 9개 품목의
합. 단, 북한은 양파 제외.
2) 사과, 배, 복숭아 등 3개 품목의 합.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합.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DB(http://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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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성장 경로
2.4.1. 요소 생산성 및 요소 간 대체
1980년대 이전까지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남한 농업의 성장에 거의 같은
정도로 기여했다. 1963~1980년 기간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
이 각각 4.0%와 4.5%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생
산성이 토지생산성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격차도 확대되었
다. 1980~2000년 기간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5.5%로 토지생산성에 비해
3%p 높게 나타나 노동생산성이 농업성장에 보다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 모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2000~2016년 기간 두 요소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9%와 3.7%에 그쳤
다. 토지생산성의 정체가 뚜렷한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남한 농업의 성장
을 견인하는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
핵심적인 농업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 간 대체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노동 비
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한의 농림
어업취업자 1인당 경지이용면적을 보면 1963년 0.44ha에서 1976년 0.41ha로 감
소한 후 증가하기 시작해 1980년 0.48ha, 2000년 0.87ha, 2016년 1.34ha로 꾸준히
증가했다.
북한 농업의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모두 식량난이 시작된 1990년
대 중반 이후 정체 또는 하락하였다. 토지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961~
1991년 기간에 3.5% 증가했으나 1991~2016년 기간에 0.46% 감소했다. 노동생산
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각각 3.0% 증가, 0.84% 감소했다. 토지생산성의 증가율
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북한의 농업성장은 토지생산성이 보다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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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남북 농업의 요소 생산성 및 토지/노동 비율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DB(http://kosis.kr/bukhan/index/index.do, 검색일: 2020. 5. 20.); FAOSTAT
DB(http://www.fao.org/faostat, 검색일: 2020. 5. 20.).

북한의 토지/노동 비율은 1970년대 이후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농림어업취업자 1인당 경지이용면적이 1963년 0.35ha에서 1970년 0.36ha로 조금
늘었지만 이후 1980년 0.33ha, 1990년 0.30ha, 2000년 0.27ha, 2010년 0.27ha,
2016년 0.26ha로 꾸준히 감소했다.

2.4.2. 농업성장 경로
Hayami & Ruttan(1985)과 Yamada(1987)는 일찍이 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  )이 토지/노동 비율(  )에 토지생산성(  )을 곱한 것과 같다는 아래
의 항등식 (1)로부터 농업성장 경로를 유도하고 국가 또는 지역별 농업성장의 특
징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중 Hayami & Ruttan(1985)은 토지와 노동간 생산성의 상
호관계에 의해 유럽형, 아시아형 및 신대륙형의 농업성장 경로를 정의했다. 한편
Yamada(1987)는 토지/노동 비율과 토지생산성 간 상호관계에 의해 S자 모양의
아시아형 농업성장 경로를 정의했다<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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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농업총량,

식 (1)

는

토지투입량,

은

노동 투입량

<그림 2-7> 농업성장 경로
(a) Hayami & Ruttan 농업성장 경로

(b) Yamada 아시아형 농업성장 경로

자료: (a) Hayami & Ruttan(1985: 124); (b) Yamada(1987: 78).

<그림 2-8> 남북 농업의 성장 경로(1963~2016년)
(a) Hayami & Ruttan 농업성장 경로

(b) Yamada 아시아형 농업성장 경로

자료: FAOSTAT DB(http://www.fao.org/faostat, 검색일: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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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림 2-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농업은 Hayami &
Ruttan(1985)의 농업성장 패턴으로 볼 때 둘 다 아시아형 성장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북 간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성장 격차가 반영되
어 북한이 남한에 비해 좌하변에 위치하고 있고, 장기간의 성장 정체로 경로 자체
도 짧게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 농업은 Yamada(1987)의 아
시아형 농업성장 패턴으로 볼 때 1970년대에 2단계를 통과하고 3단계에 진입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3단계를 지나 4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계에서 우상향하는 유럽형 성장경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토
지생산성과 토지/노동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토지
생산성의 증가율이 둔화·하락하고 토지/노동 비율만 증가하여 우하향하는 성장
경로가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10)
북한 농업은 Yamada(1987)의 아시아형 농업성장 패턴으로 볼 때 1970년대에
2단계에 진입한 후 1990년대 들어 2단계 후반부 진입의 조짐이 나타났지만 1990
년대 중반 이후 경제 전반의 성장 정체로 농업 부문에서도 토지생산성과 토지/노
동 비율이 동반 하락해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토지생산성은 증가 추
세이지만 농업 부문 노동력의 도시 및 공업·서비스업부문으로의 이전이 원활치
못해 토지/노동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아직도 2단계 초입에서 배회하고 있는 상
황이다.

10) Yamada(1987)는 4단계에 진입한 후 우하향하는 성장경로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심각한
노동부족에 따른 토지생산성의 감소, 고속 경제성장과정에서 인플레이션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농지
자산의 유동화, 겸업농가의 증가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음(유영봉 외 2015: 60). 남한 농업도 이러
한 현상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하향하는 농업성장 경로가 고착화될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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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산물 수급 구조
남한의 농산물 수급 구조는 품목류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계란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는 자급률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유지류, 두류, 곡
류, 종실류, 우유류 등은 자급률이 50% 이하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품목류별 자급률 변화 추이를 보면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품목류
의 자급률이 감소했다. 곡물의 경우 1990년 43.8%에 2017년 24.0% 감소했다. 이
중 쌀이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리는
동기간 자급률이 96.1%에서 24.9%로 크게 감소했다. 밀과 옥수수는 이미 오래전
에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밀은 2017년 자급률이
0.9%에 불과한데 우리밀살리기운동 등에 힘입어 1990년 0.1%에 비해서는 증가
했다. 옥수수 자급률은 1990년 1.9%였으나 2017년 0.8%로 더욱 감소했다.
우유류는 1990년 자급률이 92.8%에 달했으나 2017년 50.8%로 감소했다. 종실
류 자급률도 동기간 86.3%에서 40.4%로 감소했다. 자급률이 가장 낮았던 두류는
24.5%에서 7.0%로 감소했는데, 이 중 대두가 20.1%에서 5.4%로 감소했다.
<그림 2-9> 남한의 주요 농산물 자급률 변화 추이
< 품목류별 자급률 변화 >

< 주요 품목의 자급률 변화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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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자급률은 1990년 92.9%로 높았다. 그러나 소득 증대로 수요가 증가하면
서 수입이 크게 증가해 2017년 72.9%까지 감소했다. 이 중 돼지고기가 100.3%에
서 68.5%, 쇠고기가 53.6%에서 41.0%, 닭고기가 100%에서 85.4%로 감소했다.
남한의 농산물 자급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급 균형을 위해서 해외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대 수입 품목류(2018~2019년 2개년 평균)는 포유가
축육류(14.2%)와 곡류(10.2%)로 수입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류는 농산물 전체를 통틀어 수입액이 가장 많은 쇠고기
(8.7%)를 포함해 3위인 돼지고기(5.1%), 닭고기(1.2%)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곡
류는 수입액 2위 품목인 옥수수(6.5%)와 밀(2.9%)이 주요 수입 품목이다.
<그림 2-10> 남한의 주요 수입액 상위 농산물 품목류 및 품목(2018~2019년 2개년 평균)
< 수입액 상위 30개 품목류 >

< 수입액 상위 30개 품목 >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 DB(http://www.kati.net, 검색일: 2020. 5. 20.).

관련 통계의 부족으로 북한의 농산물 수급 구조를 품목류별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가장 중요한 농산물인 식량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FAO/WFP가 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수급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2>는 농촌진흥청의 생산량 추정치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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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수급 상황을 추정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식
량난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도 공급량이 FAO권장 기초소요량를 안정적
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1) 국내 생산량이 2000년 약 360
만 톤에서 2018년 약 456만 톤 수준으로 약 25% 증가했지만 식량위기 이전 수준
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 국
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고 상업적 수입량이 감소해 여전히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 공급량 부족으로 북한의 공공식량배급시스템(PDS)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FAO/WFP(2019)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북한 정
부의 식량배급 목표량은 1인 1일당 550g(이전까지는 573g)이지만 실제 배급량은
400g 내외 수준으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12)
<표 2-2>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단위: 만 톤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공급량

538.7 628.5

·

·

566.0 515.3 505.5 460.7 488.5 487.0 481.5 464.0

-생산량

359.0 453.7

·

·

467.6 480.7 480.3 451.2 482.3 470.1 455.8 464.0

-수입량

60.4

59.4

34.1

45.9

62.6

34.6

25.2

9.5

6.2

16.9

25.7

·

-원조량

119.3 115.4

9.5

5.1

35.8

·

·

·

·

·

·

·

최소소요량 492.5 513.4 528.2 531.0 533.8 536.7 539.5 542.2 544.9 547.5 552.4 575.5
과부족량

△46.2 △115

·

·

△32.2 21.4

34.0

81.5

56.4

60.5

70.9 111.5

-1인당(Kg) △20.2 △48.4

·

·

△13.0

13.5

32.3

22.2

23.7

28.2

8.6

44.2

자료: 문한필 외(2018: 10)의 <표 2-3>; 전형진 외(2019: 47)의 <표 4-4>; 문한필 외(2020: 149-150)의 <표
1>를 토대로 저자 업데이트.

11) 북한의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해서는 추정 기관 또는 연구자별로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FAO/WFP가 발표하는 추정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산량을 과소 추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또한 북한의 식량난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함.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FAO 권
장 기초소요량을 충족할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해 여전히 식량난이 중요한 해결과제라고 판단함.
12) 2017년 기준 군인을 제외한 전체 인구 중 공공식량배급제도(PDS) 의존인구의 비중은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참여 인구를 제외한 약 72% 수준(FAO/WF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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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북한의 식량배급량 추이(g/1인/1일, 2014~2019년)

자료: FAO/WFP(2019. 5.); 전형진 외(2019: 49)의 <그림 4-2> 인용.

농산물 수급에서 국내 생산이 부족하면 수입을 통해 이를 보충하면 되지만 북
한은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 또한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
의 농산물 공급 부족 현상이 반영되어 북한의 전체 수입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대 후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품목류별로 수입액
을 보면 농산물이 약 83%로 비중이 가장 크고, 다름으로 축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약 11%와 약 6% 순이다. 생필품(옥수수, 쌀, 밀, 사과 등)과 산업원료(천연고무,
인삼제재, 새털 등)가 주요 수입 품목들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농산물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2016
년 기간에 북한 농산물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에서 약 82%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13) 단순히 농산물 무역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북제재국면에서 내핍경제의 활로를 중국에서 찾고 있어 경제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두고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북한 시장에서 외부
자본의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중국이 시장을 선점해 혹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이런 관점에서 북한 시장 선점을 위해서 단기적 상호주의 입장에서 벗어나
포괄적 상호주의 입장에서 대북 지원 및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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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북한의 농산물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농림축산물
(비중)

수
- 농산물
출
- 임산물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2015

76.1

101.5

56.6

57.4

35.5

57.7

176.0

118.1 103.8 118.6

(16.8)

(12.5)

(5.5)

(4.5)

(1.7)

(1.9)

(5.4)

71.0

90.5

42.0

35.7

17.9

27.6

42.3

46.3

3.5

9.7

12.2

21.0

17.4

29.7

131.4

65.1

1.6

1.3

2.4

0.7

0.2

0.4

2.2

6.7

1.5

84.3
(26.3)

275.7
(28.9)

276.8
(19.9)

490.8
(26.1)

443.6
(14.2)

739.5
(21.7)

697.3
(21.1)

529.9 418.1 549.9 737.2
(17.9) (15.6) (16.0) (31.8)

61.1

190.1

236.4

336.9

399.1

652.6

576.3

431.2 344.3 469.1 648.6

11.4

49.2

13.5

26.7

24.0

29.4

36.0

37.5

27.9

30.2

35.4

11.8

36.4

26.9

127.2

20.5

57.4

84.9

61.1

45.9

50.6

53.2

- 축산물
농림축산물
(비중)

수
- 농산물
입
- 임산물
- 축산물

(3.9)

2016 2017 2018
(3.7)

20.1

(6.1)

(6.1)

31.6

31.0

13.6

70.8

86.5

6.1

1.1

0.4

자료: 문한필 외(2018: 33)의 <표 4-1>; 전형진 외(2019: 50)의 <표 4-6>; 문한필 외(2020: 152)의 <표 2>를
토대로 저자 업데이트.

3. 남북 농업 부문 법제도 현황 및 특징
3.1. 개황
남북의 농업 부문 법령 개수를 비교하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 훨씬 적다. 남한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비롯해 6개 부문에 걸쳐 총 85개의 법률과 관
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갖추고 있다(부록 7 참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법전’(2004년 판, 2012년 판 및 2016년 판)에 따르면 「농업법」, 「농장법」 등
핵심 법률을 포함해 모두 15개에 불과하다(부록3 참조). 이는 중앙 계획의 통제에
따라 생산, 분배 및 소비가 관리되는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에 비해 다양
성과 역동성이 현저히 낮아 규율이 필요한 대상도 그만큼 적기 때문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농업 부문 법제도는 각각 시장경제체제하
개별농가경영시스템과 계획경제체제하 집단경영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와 가격기구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경제주체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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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자유(기업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의 자유 등)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유
재산권제도의 보장이 주요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의 농업 부문 법제도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요소인 시장화, 사유화, 자유
화를 담보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농업 부문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계획화, 사회화
등 계획경제체제의 핵심 요소를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북한의 경제 및 농업 부문 법률 현황
구분
사회주의경제제도 일반
농업 부문 제도 일반
농업생산 요소
농산업부문
유통·소비·식품

법률 명칭
사회주의헌법, 민법, 사회주의 상업법,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노동법
로동정량법
농업법, 농장법
토지법, 농작물종자관리법, 농약법, 작물유전자원관리법
량정법, 과수법, 축산법, 수의방역법, 수의약품관리법, 산림법, 양잠법
식료품위생법, 국경동식물검역법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04년 판, 2012년 판 및 2016년 판).

3.2. 북한 농업 부문 법제도 변화의 특징
일반적으로 한 사회(국가)의 하부구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되면 상부
구조인 법제도도 이를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다. 앞서 북한의 경제체제가 전통적
계획경제체제에서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체제로 하부구조가 변화했다는 전문가
들의 진단을 언급했다.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농업 부문
에서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집단농장 경영의 분권화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그리고 사경제 영역의 확대 및 시장화이다. 앞의 두 요인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다. 노동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적 요소인 시장화,
사유화 및 자유화가 진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이 맞다면 북한의
농업 부문 법제도에도 이러한 변화의 내용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
다. 물론 하부구조의 변화가 항상 곧바로 상부구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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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게 된 하부구조의 변화가 미처 법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
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북한 농업의 근간인 협동농장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한 「농장법」을
중심으로 농업 부문 법제도에 집단농업경영의 분권화와 노동인센티브 개선 그리고
사경제 영역 확대 및 시장화 관련 요소들이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3.2.1. 집단경영의 분권화와 노동인센티브의 개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은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했는데 그 동인은 노동인센티브의 개선, 그 방향은 청부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경영단위의 규모 축소와 경영권 이양(자율권 확대)이었다. 농업 부문
에서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집단경영시스템
→ 노동인센티브의 개선 및 분권화의 진전 → 청부시스템의 도입 및 확산 → 집단
경영시스템의 해체 및 개별농가경영시스템으로 전환’이라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
정이 필요하다.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는 결국 청부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이 관
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에서는 집단청부제, 가족청부제, 임대청부제, 중국에
서는 생산량청부제, 경영청부제, 베트남에서는 생산물계약제, 농가계약제 등이
청부시스템의 대표적인 형태로 확산되었다.
북한 농업 부문에서 청부시스템의 맹아는 1960년 도입한 작업반우대제이다.
이는 작업반에 부과된 생산계획을 90% 이상 달성한 경우 초과한 만큼을 노동일로
환산해 작업반원에게 추가로 분배하는 노동보수지불형태이다.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1965년에는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보다 강화한 분조관리제
를 도입했다. 15~20명 규모로 구성된 분조 단위로 일정한 면적의 토지와 함께 노
동력과 역축 그리고 기타 생산수단을 고정시킨 다음 연간 생산계획과 노동 및 농
자재 투입 계획을 수립한 후 연말에 생산계획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만큼을 노동
일로 환산해 가감하는 방식의 노동보수지불형태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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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중국의 농업개혁시기 청부시스템 개요
□ 생산량청부제(包产制)
○ 집단농장이 작업조, 농가, 개인 등에게 생산량을 청부하여 생산이 이루어진 후 생산
량 지표와 연계해 노동점수(分)를 부여하고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방식
○ 대표적인 생산량 청부제: 포산도호(包产到户)
- 농업합작사(생산대)가 통일적으로 계획·경영·계산·분배를 실시하는 전제하에 개별
농가에 토지와 함께 일정량의 생산임무를 청부주고, 생산 완료 후 농가는 생산량 납부
- 농업합작사(생산대)는 농가에게 생산비용을 계산해주고 생산량과 연계해 노동점수
를 주고 이에 기초해서 노동보수지불. 생산량지표를 초과한 경우 노동점수 가산하
고, 미달한 경우 삭감

□ 경영청부제(包干制)
○ 작업조 또는 농가에게 경지를 배분하여 고정시키고 농작업, 생산량, 생산비용 등의
지표를 부과하지 않고 생산·경영을 청부하는 방식
○ 대표적인 경영청부제: 포간도호(包干到户)
- 농업합작사(생산대)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경지를 농가의 식구 수 혹은 식구 수
및 노동력의 일정비율에 따라 농가에 분배하고 생산 및 경영을 청부
- 농작업, 생산량, 생산비용 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생산량에 따라 노동점수를 주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방식 폐기
- 농가는 생산 완료한 후 우선적으로 국가수매에 응하고, 농업합작사(생산대)에 공공
축적기금과 여러 항목의 비용을 납부한 후 남는 잉여생산물이나 수입은 자유 처분
○ 포간도호 방식의 경영청부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후 1984년 인민공사 폐지로 집
단농업경영시스템은 개별농가경영시스템으로 전환
자료: 전형진 외(2007: 7)의 <표 1>, 王贵宸․魏道南․秦其明(1984)의 내용에 기초해 정리.

1996년에는 이전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이른바 ‘새로운 분조관리제’이다. 분조 규모를 결속력
이 강한 가족 또는 친척으로 재구성해 5~10명으로 축소하고, 분조에 부여된 생산
계획을 초과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자유 처분을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산계획 목표치도 과거 3년(예컨대 1993∼95년) 평균 수확량과
14) 북한 협동농장의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의 구체적인 내용 및 북한 집단농장(협동농장, 국영농
장)의 노동보수지불체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훈·전형진·문순철(2001) 제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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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전 10년 평균수확량의 평균으로 정해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이 제도가 주목되는 것은 이것이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이 경험했던 집단
경영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는 단초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가 시장경제적 요소의 이용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기존 분조관리제에서는 생산계획을 초과한 경우 초
과한 양만큼을 노동일로 환산해 추가 분배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
문에 외부에 존재하는 시장(농민시장)과의 연결고리가 미약했다. 그런데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는 초과 생산물에 대한 현물 소유권을 인정해 자유처분을 허용함
에 따라 시장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져 시장의 이용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하위 생
산조직인 분조의 규모를 가족 및 친척 위주로 축소하고 초과생산물을 임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미약한 수준이지만 집단경영의 분권화가 진전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의미 부여도 가능하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노동인센티브 개선 및 집단경영의 분권화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만한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포전담
당제이다. 북한은 2002년 실시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및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포전담당제를 도입해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분조를 가족단위로
재편해 농지를 할당해 고정시키고 의무납부몫(국가수매, 공공축적기금, 생산비
등 여러항목의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산물에 대한 자유처분 권한을 부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는 집단경영시스템을 개별농가경영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중국을 실질적인 경제체제 이행의 길로 들어서게 한 개혁조치인 포간도
호(包干到户)에 준하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로 소개되기도 했다.
포전담당제는 북한 농업의 근간인 협동농장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농장법」에 최근 명시되었다. 「농장법」은 2009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김정
은 정권 출범 이후 2012~2015년 동안 모두 4차례 개정되었는데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농업 부문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표 2-5> 참조). 포전담당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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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농장법｣에 처음으로 명시된 후 2014년 개정 시 포전담당책임제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표 2-5> 북한의 농업 부문 체제 내 개혁조치의 법제화(농장법)
구분

종전 법령

2012~15년 개정 법령

농장 경영 원칙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

농장 운영 관련 제도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

분조관리제 내에서 포전담당책임제, 유상유벌제 실시
(22조)

계획 지표

언급 없음

중앙지표와 농장지표로 세분. 농장은 중앙지표 달성을
전제로 자체적인 농장지표 계획 가능(23조)

농업생산조직
노동력 배치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

여러 부업생산단위 자체 조직 가능(24조). 직종별로 노
동력배치에 대한 자율성 확대(41조)

농장 재정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

현금 보유 가능. 농장지표에 의해 획득한 자금은 농장
경영활동에 사용 가능. 농장원들의 유휴 화폐자금을 동
원해 이용 가능(43조)

결산분배

원론적 언급(현금분배 방식)

국가수매와
자유 처분
가격제정과
판매 권한

농장책임관리제 실시(4조)

현물분배 기본, 현금분배 결합하는 방식(44조)

일정한 수량을 남기고
먼저 국가 수매량을 납부한 후 남은 물량을 모두 농장이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서 수매 자율적으로 처분 가능(48조)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직매점 판매 허용

국가 수매량을 납부한 후 잔여량은 기관․이나 기업소 등
에 판매 가능. 농장지표에 따른 생산물과 부업 생산물
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 가능(50조)

주: 농장법는 2009년 제정된 후 4차례 개정(2012. 11., 2013. 7., 2014. 12., 2015. 6.).
자료: 위탁원고(양문수 2020); 양문수(2017: 84)의 <표 1> 인용.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에 분조관리제와 함께 명시됐던 작업반우대제와 독립채산
제의 실시가 삭제되고 분조관리제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를 정확히 실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22조). 이것이 작업반우대제의 폐지를 의미한다면 집단경영
의 분권화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전별 생산계획 달성 정도
에 따라 상벌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존 분조 규모보다 더 세분화된 생산
조직을 단위로 더욱 개선된 인센티브 제도가 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개인분배몫의 증가가 작업
반과 분조 등 집단 분배몫의 증가를 통해 실현되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분조 단위로 주어진 생산
계획을 달성하고 남은 생산물에 대해서 자유 처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외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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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청부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포전담당책임제가 가족(농가)
단위의 생산량 청부제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북한 집단농업생산경영시스템의 분
권화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농업 부문에서 노동인센티브 개선을 동인으로 집단경영시
스템의 분권화가 진행되었고 법제화도 이루어졌지만,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
이 경험했던 분권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권화의 진전을
청부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이라는 잣대로 본다면 북한은 아직도 그 단계에는 이르
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선행 사례들에서 보듯이 농업 부문에서 계획경제체제의 시
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농업 부문 개혁 방향성은 집단농업경영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분권화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농장법」은 경제운영주체들에게 국가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영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
제’를 관철하기 위한 협동농장 개혁조치를 법제화했다. 법률 4조에서 협동농장 경
영에서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해 농장책임관리제 시행을 명시하였
다. 그리고 협동농장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계획지표를 중앙지
표와 농장지표로 구분해 농장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23조),
농업생산조직의 설치(24조) 및 노동력 배치(41조)에서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50조).
협동농장이 국가로부터 하달되는 중앙계획지표와는 별개로 농장이 자체적으
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생산조직의 설치 및 노동력 배치에서도 자율성을 확대
한 것은 집단경영의 분권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중국의 경험에
서 보듯이 경영상의 자율성을 확보한 협동농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량이나 경
영을 청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포전담당책임제를 기본으로 하면
서 다양한 방식의 분권화와 노동인센티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
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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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경제 영역의 확대 및 시장화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시장화, 사유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행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된다.15) 북한
이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형 체제전환 모델은 결과적
으로 구소련·동유럽 모델에 비해 사유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개혁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 초기 농업 부문에서 분권화를 통한 사경제 영역의 확대가 중점
적으로 이루어져 사유화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반면 시장화는 생산계획을 초과한
생산물에 대해서만 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
며, 가격자유화도 경제체제 이행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베트남도 먼저 사
유화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개혁 초기부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가
격자유화 조치를 단행해 시장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북한은 사유화에 좀 더 비중을 둔 동아시아형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장화 측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내핍경제가 장기화되면서 전통적인 계획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서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시장화는 베트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 농업 부문에서 사경제 영역의 확대를 보자.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에
서 보듯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사경제영역이 확대되는 패턴과
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히려 분권화는 다소 미진한 채 계획경제 외부에서 기능하
고 있는 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소유제를 개혁함으로써 사경제
영역을 폭넓게 허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의 사경제영역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사적

15) 시장화에 중점을 두는 입장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는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이기 때문에 공유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을 도입하면 된다는 시각인 반
면, 사유화에 중점을 두는 입장은 사회화의 완화, 즉 부분적으로 사적경제영역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
계획경제체제의 모순을 일정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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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소토지’이다.16) 소토지는 그 범위가 넓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인 사용권을 부여한 텃밭과 기관, 기업소, 단체, 군부대 등의 부업지
이외에 주민거주지역 토지, 산업시설지역 토지, 산림지역 토지, 수역 토지 중 조건
에 맞는 일부 토지가 소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소토지 농사는 개인이 기관, 기업
소, 단체, 개인 등과 계약을 체결해 토지사용료(현금 또는 현물)를 지불하고 임차
해 경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7)
소토지 농사는 1990년대 들어 심화된 경제난으로 계획경제체제의 핵심인 공공
배급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자력갱생 차원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점
차 확산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사경지의 확대를 금지하는 대신 제도화해 관리하
는 방법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북한 집
단농업생산경영시스템의 근간인 협동농장도 소유 농지의 일부를 활용해 농장원
들에게 분배하거나 인근 기관, 기업소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소토지 경영에 참
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소토지 농사가 활성화된 것은 2002년 7월 공표한 「토지사용료 납부
규정」(내각결정 제53호)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이 규정
제3조는 토지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 군부대 이외에 개인을 명
시했다. 이는 그동안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경작해 농산물을 생산하던 현
상을 제도화해 개인들이 합법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법률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사유화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또한 제5조에서는 토지를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및 개인이 이용 토지를 시·군
의 농업지도기관 및 토지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이는 개인의 토지사용권
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북한에서
소토지 사용권은 가격이 형성되어 양도,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16) 북한은 전국의 토지를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구분함(「토
지법」 7조).
17)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토지 중 수역토지의 거래비중이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림토지 20%, 산업토지 15%, 부업지 10%, 텃밭 5% 순으로 나타남(김병욱 201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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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쟁(특히 불법거래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소토지 농사 그리고 소토지의 거래는 나름대로 법률의 뒷받침을 받아
제도화되긴 했지만 제도의 불안정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토지 농사와 거래에 대해서 통제나 묵인 또는 승인을
반복하고 있는데 통제가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만간 소토지 농사와 거래를 구
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토지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18)
북한 농업 부문에서 사경제영역의 확대는 계획경제 외부에 존재하는 시장과 상
호작용을 통해 진전되는 측면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2002년 ‘7.1 경
제관리개선조치 및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계획경제 외부의 시장을 공식적
으로 허용한 바 있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해 존재해왔던 농민시장(중
국의 농촌지역 集市贸易에 해당)을 2003년 5월 내각지시 제24호에 의해 공간·건
물이 고정된 합법적 시장인 종합시장으로 개편했다. 2000년대 후반 반시장화 조
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2010년 5월 이후 시장 통제·억제 정책을 철회하고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다.19) 종합시장 이외에도 경제운영주체 간 자재를 유통할 수 있는
생산재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도 공식 허용해 계획의 실행 단계에서 시
장 기능을 활용하도록 했다.

4. 소결: 남북 농업 부문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 검토
이상에서 분단 이후 남북 농업의 성과를 농업구조 측면과 법제도 측면에서 비
교 고찰했다. 여기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남북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18) 김병욱. 2018. p. 83.
19) 종합시장 허용조치 이후 2004년 개정된 「사회주의상업법」 제86조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
권기관이 시장을 꾸리고 잘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나, 2010년 개정 법률에서는 시장 설치에 대한 규
정을 삭제하고 시장을 사회주의경제의 보조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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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하고 향후 남북 농업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먼저 농업구조 측면에서 남북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으로 한반도 단일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남북 농업은 상이한 체제하
에서 각자의 발전 경로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남한 농업은 고소득국가의 성장 정
체 문제에 직면해있고, 북한 농업은 저소득국가의 저성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남
한 농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고속 성장했지만 생산과 고용 모두 위상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산성이 정체·하락하는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반면 북
한 농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제재 등에 의한 경제난으로 장기
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농업구조 측면에서 남한 농업은 노동 투입 부족이 문제인 반면, 북한 농업
은 농업 부문에 존재하는 과잉 노동력이 문제이다. 남한 농업은 Yamada의 아시아
형 농업성장 경로의 3단계를 지나 4단계에서 유럽형으로 이행할 것인지 우하향하
는 성장 경로로 이행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20). 최근 상황은 우하향하는 성장
경로 진입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 농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경제난으로 경제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농업 부문에 아직도 많은 노동력이 존
재하여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어렵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으로의 인구이동도
제약되어 저성장의 함정에 갇힌 상황이다.
셋째, 남한 농업은 자본재 투입이 감소 추세로 전환된 반면 북한 농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경제순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본재(유동자본재와 고정자
본재) 생산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농업은 자본 투입 부족으
로 토지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생물화학적(BC) 기술진보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계공학적(M) 기술진보를 통한 농업생산성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넷째, 남한은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자급률이 하락해 농산물 수급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반면 북한은 국내 생산 부족 및 수입 여력의 약화로 농산물의 안정

20) Yamada는 우하향하는 성장경로 진입은 1) 심각한 노동부족에 의한 토지생산성 감소, 2) 인플레이
션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농지자산 유동화, 3) 겸업농가 증가 영향이라고 주장(유영봉 외 201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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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다. 남한은 유지류, 두류, 곡류의 자급률이 낮은 편이
며, 곡류인 옥수수, 밀과 두류인 대두의 수입액 비중이 약 11% 수준을 차지한다.
다섯째, 북한도 농업 부문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혁(분권화, 인
센티브제도 개선, 사경제 영역 확대)을 실시하고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서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경제체제 이행의 가능성이 존
재한다. 다만 법제도적으로는 이러한 개혁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정도, 특히 집
단농업경영시스템의 개별농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는 이르
지 못해 선행 사례로 보면 향후 보다 진일보한 개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남북 농업 부문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을 농업구조 측면에서 검토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경제통합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상호 간 생
산 요소의 이동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경우 북한 농업 부문 과잉 노
동력의 일부를 노동 투입 부족이 심각한 남한 농업 부문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다.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북한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
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3차산업이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구조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차산업부문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21) 이 과정에서 1차산업부문에서 유출되는 노동력과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유출 노동력, 군에서 방출되는 노동력이 증가하지만 성장 초기에
는 2, 3차산업의 노동력 흡수가 용이하지 않아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22) 이
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과잉 노동력을 남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21) 1차산업 고용비중을 보면 동아시아형 모델인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68.7%(’80년)와 72.3%(’86
년), 동유럽형 모델인 체코가 1992년 12.3%에서 2002년 4.6%, 헝가리가 1992년 11.4%에서
2002년 6.3%, 폴란드가 1992년 25.0%에서 2002년 19.3%로 감소함(금재호 2012: 21-32).
22)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경제체제 이행 과정에서 초기에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었는데 산업 및 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실업이 증가함. 폴란드는 1994년 실업률이 14.4%로 높아졌고 체코는 2000년
8.9%를 기록함. 동아시아형 모델인 중국은 경기불황을 겪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과
정에서 실업률이 1992년 2.3%에서 1995년 2.9%로 증가했음(금재호 20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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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남한 농업이 당면한 최대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이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과잉 노동력 또는 실업
인력을 남한의 농림어업 생산 및 전후방 관련 산업·서비스업, 농식품 관련 서비스
업에 활용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3)
이를 통해 남한 농업은 Yamada의 농업성장 경로상 4단계에서 우하향 경로를 우
상향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농업은 과잉 노동력 감소를
통한 토지/노동 비율 증가와 토지생산성 증대로 노동생산성 증대를 촉진해 Yamada
의 농업성장 경로상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농업의 저성장은 자본(유동자본재, 고정자본재) 투입의 부족이 커다
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비해 종자·비료·농약·농기계 등의 투입재
산업이 발전한 남한 농업이 북한의 농업 후방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북한의 농
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농업은 생물화학적 기술진보(화학
비료, 농약 등)와 기계공학적 기술진보(농기계 등)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크게 향
상시킬 수 있다.
현재 남한의 농자재산업은 포화 상태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
문에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북 농자재 지원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현재
는 중국, 신남방·신북방국가 등으로의 수출확대나 투자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
다. 남북 경제통합(농업통합) 과정에서 농업 후방 관련 산업·서비스업분야에서 북
한에 대한 투자/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북한 농업의 생산
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한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효
과가 있을 것이고 향후 북한 시장을 두고 경쟁하게 될 중국, 미국 등과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수급구조 측면에서도 남북 농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남북 농산물 교역에서 북한은 비교우위의 1차 농산물 반출(수출) 확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남한은 수입 농산물의 수입선을 가까운 거리의 북한으

23) 금재호. 2012. pp.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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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해 반입(수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이 가
능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통합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 경제협력
을 확대하는 단계에서부터 농산물 교역은 통합의 마중물로 활용 가능하다.
1990년 이후 2010년 5.24조치 이전까지 남북 사이에는 농산물 교역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으며 북한은 주로 호도, 버섯, 고사리, 한약재 등 임산물과 들깨 등 채유종실,
과실, 채소 등을 주로 반출했다. 북한의 농산물 생산능력이 낙후한 상황에서 남한의
농산물 수입선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북한으로 대체할 수 없지만 북한의 생산능
력 회복과 함께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표 2-6>, 부록 4 참조).24)
<표 2-6> 북한의 시기별 주요 수출 농림축산물
단위: 백만 달러
시기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구분

주요 품목

농산물

양송이273.6, 짚193.2, 생사54.9, 인삼종자27.4, 감초23.0, 혼합조제식료품17.7, 견웨이
스트14.0, 당근8.8, 기타식물성유지7.3, 골풀제품5.8, 인삼제제3.9, 땅콩3.3, 검3.2, 강남
콩3.0, 브랜디3.0

임산물

침엽수원목66.2, 열대산원목27.1, 잣10.8, 화강암9.6, 톱밥5.7, 궤도용침목3.4, 침엽수제
재목3.1, 화강암제품1.9, 기타원목1.6, 건축용목제품1.3, 열대산제재목1.1

축산물

새털3.7,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2.0, 토끼생모피2.0, 개1.8, 버터1.0

농산물

영지버섯59.2, 각종 종실39.5, 양송이31.4, 혼합조제식료품28.7, 궐련23.7, 감초22.4, 생
사12.5, 인삼제제11.0, 인삼종자10.3, 검9.4, 감자8.2, 견웨이스트8.0, 기타식물성유지
5.8, 당근5.3, 짚4.3

임산물

잣55.6, 침엽수원목54.1, 궤도용침목19.0, 침엽수제재목13.1, 기타제재목12.8, 기타원목
12.2,열대산원목11.6, 열대산제재목6.3, 톱밥3.9, 책상3.0, 건축용목제품2.2, 보빈1.6, 젓
가락1.4,기타편조물1.2, 화강암1.0,

축산물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3.9

농산물

각종 종실47.2, 궐련30.9, 인삼종자24.7, 검20.5, 강남콩16.7, 감초13.6, 팥12.7, 혼합조
제식료품12.4, 인삼제제12.2, 영지버섯7.4, 생사7.2, 감자전분7.1, 당근5.8, 감자4.0, 기타
식물성유지3.6

임산물

잣298.0, 침엽수원목46.9, 보빈23.4, 침엽수제재목10.5, 열대산원목5.4, 기타원목4.3, 건
축용목제품2.8, 기타제재목2.7, 젓가락2.7, 궤도용침목2.4, 펄프2.4, 기타원석2.2, 섬유판
2.1, 열대산제재목1.3, 책상1.0

축산물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7.5, 기타동물성유지2.6, 새털1.5

주: 표 안의 수치는 해당 상품의 수출액.
자료: 김영훈 외(2018: 45)의 <표 3-3> 인용.

24) 남한이 수입하는 주요 농식품의 수입대상국을 보면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을 북한산으로 수입대체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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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농산물 교역은 초기에는 비교우위에 의한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 농업이 분업구조를 형성하
면서 점차적으로 분업관계에 의한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비교우위가 있는 원료 농산물을 수출하고, 남한은
북한산 농산물을 원료로 심층가공 농식품을 제조해 북한의 고급농식품 수요를 충
족하는 방식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2> 남한의 주요 농작물 주산지 변화 및 재배적지 변화 전망
<온난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전망>

< 주요 농작물 주산지 변화 >

1981~2010

2030년대

2060년대

사과

고랭지
배추

인삼

자료: 문한필 외(2018: 84)의 <그림 6-7> 인용.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호냉성(생육 시 월평균 기온 15~18℃)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적지가 북상해 남한 내 재배적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수급에서 북한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2-12> 참조). 재배적지가 북상 중인 대표적인 호냉성 작물은 사과, 고랭지 배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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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등으로 우리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남북 경제통합과 농업통합
을 통해 남북 자유무역지대 및 공동 시장이 형성된다면 한반도 차원의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농업정책의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식량안보와 안정적 공급사슬 체계 구
축 측면에서 남북 농업협력 및 통합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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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통합 구상과 농업 부문의 역할

1. 연구 시각
이 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는 3가지이다. 첫째,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남북 농업통합의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통합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
이다. 둘째, 본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과 관련해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행 경로를 전망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 경제통합과정에서 농업 부문
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남북 경제통합 구상, 어떻게 실
현할 것인가?’, ‘남북이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시장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가능성은 얼마이고 이행한다면 어떠한 이행 경
로를 보일 것인가?’,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
가?’라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한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선행 경제통합 사례를 비교 검토
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 상황에서 출발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점진적 방식의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시나리오는 연구자
에 따라 다양하게 수립될 수 있다. 시나리오의 논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북한경제, 북한 농업 및 한국농업 전문가그룹으로 세분해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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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먼저 선행 경제체제 이행
사례를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북한 경제체제의 이행 가능성을 가늠
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서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이행 경로를
전망해본다.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수립 과정과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체제 이
행 시나리오의 논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
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제기는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이 뭔가 특
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는 EU 통합 사
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통합 초기부터 농업 부문의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특정 농정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농업정책(CAP)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론과 경험에 근거해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농업 부
문의 통합이 남북 경제통합을 촉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경제통합 사례 및 남북 경제통합에의 시사점
2.1. 경제통합 사례
남북 경제통합을 논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동독-서독, EU, EU-중동
부 유럽, 중국-홍콩, 중국-대만이다. <표 3-1>은 이들 경제통합 사례의 개요이다. 이
들 사례 이외에도 세계 통상질서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변화하면서 많은 국가
들이 지역 간·양자 간 체결한 다수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도 보편화 된 경제통합 형태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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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 경제통합 사례 개요
사례

주요 내용

동독-서독

∙ 동독과 서독의 선 정치적 통일 후 동독이 서독의 제도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급진적으로 추진
∙ 통일 독일의 경제성장 둔화 및 재정부담 가중

EU

∙ 반복된 대립·갈등, 전쟁의 역사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유럽통합 추진
∙ 선 점진적 경제통합 추진: 유럽 정치통합은 경제통합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2년), 유럽경제공동체(EEC, 1958년), 유럽원자력공동체
(EAEC, 1958) → 유럽공동체(EC, 1967년) → 유럽연합(EU, 1994년)
∙ 경제통합 측면에서 완전한 공동 시장(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소) 형성, 역외 공동관세지대 형
성, 경제동맹(공동경제정책 실시), 완전한 경제통합(초국가적기구 설치) 실현한 유일 사례
∙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예외적 특성(대부분 국가에서 독립 부처가 있는 유일 산업, 농
업은 식량안보 등 국가유지에 필수 산업 등)과 , 국가 간 농업구조의 격차를 고려해 특별 취급
→ 유럽통합 선도, 경제통합 초기부터 공동농업정책(CAP) 추진

∙ 경제체제 이행을 완료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1997~1998년 EU 가입 신청 후 주종관계하에
서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통합 추진
∙ EU가 코펜하겐조건(Copenhagen Criteria)을 제시하고 기준 총족 시 가입 허용
-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운용했던 가입 희망 국가들이 경제체제 이행을 완료하도록 준비
기간 설정
① 정치적 조건: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집단의 존중과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정치제제와
기구 완비
② 경제적 조건: EU 내에서의 경제적 경쟁력과 시장의 원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유시장과 시장경제 기능 구비
EU-중동부유럽
③ EU규정준수요건: 정치동맹, 경제동맹, 통화동맹 등 EU 관련 조약과 공동체법규들에서 규
정한 의무 이행
∙ EU 가입 전 지원 프로그램 실시
- 가입후보국가들의 코펜하겐 기준 적응을 돕고 미래 시행될 EU 정책에 대비 목적
- 농업농촌개발 지원(SAPARD), 투자 및 제도 수립 지원(PHARE 2000+), 교통인프라 구축
및 환경보호 지원(ISPA)
∙ 2004년 5월(체코,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항가리, 말타, 폴란드, 슬로
베니아, 슬로바키아), 2007년 1월( 불가리아, 루마니아) EU 가입 완료
- EU 가입 완료 후 완전한 경제통합 달성. 단, 공동농업정책(CAP) 통합은 10년 유예

중국-홍콩

∙ 선 점진적 경제통합 후 정치통합을 이룬다는 이행전략으로 추진
∙ 2003년 6월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경제협력강화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체결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 및 투자 진흥 등의 내용 포함하며 매년 1회씩 보충협정 체결

중국-대만

∙ 중국과 대만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기초해 상호 간 경제적 이익 공유 목적으로 2010년 6월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체결
-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해 경제통합 여건을 갖추
는 한편 친중적인 마잉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정 체결 추진
- ECFA는 기본협정 성격으로 발효 이후 6개월내에 분야별로 확대 협상을 개시해 조속히 완
료할 것을 규정
∙ ECFA는 당사국 사이에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해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했다
는 점에서 FTA에 해당. 또한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등 교역과 관련된 대부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포괄적 FTA에 해당(최세균 외 2010: 56-60; 어명근 외 2010: 52-58)

자료: 위탁연구과제(김태연 2020); 최세균 외(2010); 어명근 외(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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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경제통합 사례 평가
사례

통합
방식

통합 수준

통합
수단

동독-서독

급진적

∙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
소 시장 완전 통합
∙ 정책 완전 통합

정치적
통일

∙ 분단된 민족 간 통합
동독지역 농업의 시장체계
∙ 막대한 재정 소요
안착이 초점
∙ 통일독일 성장 제약

점진적

∙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
소 시장 완전 통합
∙ 정책 완전 통합

조약

∙ 농업 부문의 예외적 특
∙ 하나의 유럽 실현
성 인정, 유럽통합 선도
∙ 시장경제 체제 간 경
∙ 초기부터 공동농업정책
제통합의 전형
추진

EU-중동
부유럽

점진적

∙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
소 시장 완전 통합
∙ 정책 완전 통합

조약

∙ 하나의 유럽 실현
농업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 ∙ 주종관계 명확
(SAPARD) 실시
∙ 조건 충족 요구 및 특별
배려(지원)

중국-홍콩

점진적

∙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 FTA
소 시장 부분
(CEPA)

중국-대만

점진적

∙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 FTA
농업협력 활성화
소 시장 부분
(ECFA)

EU

농업통합

-

기타

∙ 일국 양체제 간 통합
∙ 선 경제통합 후 정치
통합 전략
∙ 민족 간 특수관계
∙ 특별 배려
(조기수확프로그램)

자료: 저자 작성.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의 성격·목적, 방식, 수준 및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는 이러한 기준별로 선행 경제통합 사례들의 특
성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경제통합의 성격 측면에서 보면 동독-서독은 분단되었던 민족 간 통합, 중
국-홍콩은 일국 양체제 간 통합, 중국-대만은 특수관계인 민족 간 통합이라는 특성
이 있다. EU 및 EU-중동부유럽은 하나의 유럽, 즉 유럽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제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목적을 보면 모든 사례가 경제적 후생 증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통합
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홍콩은
일국 양체제하에서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전략적으로 먼
저 경제통합을 추진했다. 경제통합이 순수하게 경제적 동기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 것이다. EU 사례에서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 된 유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먼저 경제통합부터 추진했다. EU는 경제통합을 선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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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결국 유럽공동체에 이은 유럽연합을 결성해 하나의 유럽을 실현했다.
다음으로 통합의 방식에서 보면 동독-서독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했다. 동독-서독의 경우 급작스럽게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준비
된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서독의 경제 관련 법제도를 동독에 이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결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었
고 통일독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통합의 수준에서 보면 동독-서독, EU, EU-중동부유럽은 단일한 공동 시장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소 시장)을 형성하고 경제정책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완전
한 의미의 경제통합을 실현했다. 반면, 중국-홍콩, 중국-대만은 부분적으로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수준의 통합을 실현했다.
경제통합의 수단 측면에서 보면 동독-서독은 정치적 통일이 경제통합의 수단이
된 사례이다. EU와 EU-중동부유럽은 통합의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통해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달성했다. 중국-홍콩, 중국-대만은 상호 간 경제적 이
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인 FTA를 수단으로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합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통합 측면에서 보면 EU는 농업 부
문의 통합이 전체 경제통합을 선도한 사례이다. EU-중동부유럽의 경우 농업 부문
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SAPARD)
을 실시하고, 통합 후 공동농업정책(CAP)의 적용을 10년간 유예한 것이 특징
이다.

2.2. 남북 경제통합에의 시사점
2.2.1. 경제통합의 목적과 방식
선행 경제통합 사례로부터 경제통합이 오로지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추진되
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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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만 경제통합을 추진하려는 주요 목적이 정치적 통합
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후생 증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목
적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남북 경제통합은 동독-서독 사례와 같이 분단된 민족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상
호 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을 위한 과
정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EU의 사례에서 보듯 선후관
계로 보면 경제통합의 성과를 토대로 정치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타당
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이 정치적 목적에 우선하는 통합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남북 경제통합은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쩌면 한 세
대를 넘어선 장기의 과정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통합의 본질적인 목적을 정치적 통일로 설정하되 통합의 단계를 세
분해서 통합 초기 단계에서는 정치적 요인들을 가능한 배제하고 경제적 이익 공유
의 목적이 좀 더 두드러지는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3> 남북한과 동서독의 경제상황 비교(2016년)
구분

동서독(1989년)

남북한(2018년)

서독(A)

동독(B)

A/B

남한(A)

북한(B)

A/B

인구(천 명)

62,063

16,614

3.74

51,606

25,132

2.05

취업자(동서독, 천 명)
경제활동인구(남북한, 천 명)

29,353

9,747

3.01

27,895

14,192

1.97

6.73

1,906

36

53.1

GDP(동서독. 백만 유로)
명목GNI(남북한, 조 원)

1,399,500 207,944

취업자당 GDP(동서독, 유로)
경제활동인구당 GNI(남북한, 만 원)

47,678

21,334

2.23

6,832

253

27.0

GDP 중 농림업 비율(동서독, %)
산업 중 농림어업 비율(남북한, %)

1.2

2.1

-

1.7

23.3

-

취업자 중 농림어업 비율(%)

3.8

9.0

-

5.0

35.8

-

주 1) 동서독의 경우 서독 인구의 독일통계청 수치는 6,268만 명임. GDP 및 취업자당 GDP는 1995년 가치임.
2) 남북한의 경우 북한의 취업자 중 농림어업 비율은 2008년도 전체 인구(2,393만 명) 중 농가인구 비율을
적용한 것임.
자료: 위탁원고(이명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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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독-서독 사례는 남북 경제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
일 직전 동서독의 경제력(GDP) 격차는 6.7배 정도였는데 급진적 통일에 따른 재
정 비용이 약 3,0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2018년 기준 남북한 경제
력 격차를 보면 명목 GNI로 측정한 북한의 경제 규모가 남한의 2%에도 미치지 못
하고, 경제활동 인구당 GNI도 4%에 미치지 못하는 극단적인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남북 경제가 완전히 통합된다면 생산성 격차로 인해
북한의 경제조직들이 받게 될 충격이 동독에 비해서 훨씬 클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통합된 경제 내에서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생산성과 복지를 누리도
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막대
한 재정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통일 한국의 성장 정체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설사 남한이 주도해서 남북 간 정치적 통합을 최종 목적지로 경제통합을 추진
하고자 해도 현재와 같이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의 경제
체제가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곧바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이 경제통합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하기까지는
상호간 경제협력과 대북 개발협력을 좀 더 확대해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가능한
축소하고,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고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
고 지원하는 통합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2.2.2. 경제통합의 수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통합을 상정하면 통합을 위한 조
건의 형성 정도를 고려하여 시장(상품 및 생산 요소)과 제도·정책을 어느 수준으
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다양하게 구상해 볼 수 있다.
동독-서독은 서독의 정치체제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 후 곧바로 서독의 경
제 관련 제도를 동독에 이식할 목적으로 시장 및 정책 통합을 일시에 달성한 사례
25) 위탁원고(이명헌 2020); 김병연(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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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U는 유럽통합을 촉진할 목적으로 먼저 완전한 의미의 경제통합을 실현한
다는 목표를 설정하고26) 점진적으로 완전한 의미의 시장 및 제도·정책 통합을 달
성한 유일한 사례이다. EU-중동부유럽은 EU 가입을 희망하는 중동부유럽 국가
들과의 완전한 의미의 경제통합을 실현할 목적으로 먼저 가입의 적합성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인 코펜하겐기준(Copenhagen criteria)의 충족을 요구하고 기준을 충
족해 가입이 승인된 후 EU와 가입국 간 시장 및 정책 통합이 일시에 이루어졌다.
다만, 공동농업정책(CAP)의 적용은 10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중국-홍
콩, 중국-대만은 중국이 일국양제(一国两制) 관계인 홍콩 특별행정구역과 남북 관
계처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간 특수관계인 대만과 비경제적 요인을 배제하고 상
호 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FTA를 체결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상품·용
역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통합을 달성한 사례이다.
EU 경제통합 사례는 시장경제체제 국가 간 경제통합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이
지만 남북 경제통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남북의 경제체제
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을 가정하더라도 경제력 격차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경제통합은 EU 사례와 같이 낮은 수
준의 통합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단선적인 발전 과정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 다시 말해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EU와 같이 초기부터 완전
한 의미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나 역외공동관세 동맹 실현 더 나가 완전한 공동
시장 형성을 통합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통합주체 간 정치적 관계, 경제체제의 동질성 여부 등을 고려해볼 때 남북 경제
통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는 EU보다는 중국-홍콩과 중국-대만 사례일 것이
다. 남북 경제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도 중국처럼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
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통합 초기 단계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
입한 초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을뿐더러 남
26) 로마조약(1957.3) 제2조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목표를 △공동 시
장의 형성, △회원국 경제정책의 점진적인 통합·조정으로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 도모, △
궁극적으로 유럽통합 촉진이라고 명시함(김태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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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간 경제력 격차도 여전히 큰 상황에서 남북이 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려면
남북 상호 간 경제적 이익 공유라는 경제적 동기에 기초해 가능한 범위에서 낮은 수
준의 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통합이란 시장과 제도·정책의
통합 과정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통합 초기 단계에서는 통합의 수단을 결정하고 제
한적인 범위에서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후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통합 수준을 조금씩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경제통합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남북 경제통합이 실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통합을 주도하는 입장인 남한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이다. 앞서 한반도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통합
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는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북한
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
한 과정은 전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해서 추진하
려는 남북 경제통합 과정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하는 유인장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인장치는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견인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성격의 경
제협력보다도 개발협력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개발협력 및 지원
에 집중하는 목적의식적 경제협력을 경제통합 준비 단계에서부터 경제통합 논의
를 시작한 이후까지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EU-중동부유럽 사례는 참고할 만한데 EU는 가입을 희망한 국가
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는 했지만, 기존 회원국들과의 격차가 크다고 판단
하고 가입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통합을 설
계하고 주도하는 측에서 통합에 응하는 측에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통합
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국-대만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
램(Early Harvest Programme: EHP)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남북 경제통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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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이러한 점에 유의해 통합을 주도하는 남한 측에서 북한 측에 다양한 방
식으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2> 중국-대만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EHP)
○ ECFA는 중국이 중화경제권(中華經濟圈)을 형성해 차이완(Chiwan) 경제통합을 실
현한다는 장기적인 구상하에 체결한 FTA
- 중국은 일반적으로 통상협상에서 경제대국이 소국을 배려할 때 활용하는 조기수
확프로그램(EHP)을 도입해 대만이 FTA를 통해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정
분야의 중국 시장을 빠르게 개방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
- 기본협정문 제4장 제7조에서 조기수확프로그램을 규정. 중국은 대만이 농수산물
을 양허하도록 허용한 반면 대만이 주로 수출하는 과일, 차 등 18개 품목을 양허
○ 중국-대만 ECFA에서 중국이 구사한 조기수확프로그램은 협상 초기에 대만이 협상
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누리
도록 배려해 장기적으로 차이완(Chiwan) 경제통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전략으로 평가
자료: 최세균 외(2010: 56-60); 어명근 외(2010: 52-5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남북 경제통합은 시장 및 제도·정책 통합과 관련된
본연의 프로세스를 한 축으로 하고 개발협력 프로세스를 또 다른 축으로 하는 투
트랙의 통합 시나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통합의 수준
을 생각해본다면 먼저 시장 및 제도·정책 통합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
한 대로 통합 초기 단계에 북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부분적인 공동 시장 형성
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협력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 준
비 단계에서부터 남북 당국 간 기합의한 개발협력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별 사
업 위주로 확대하고 통합 초기 단계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
업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의 수요에 기초해 남북이 공동으로 종합적인
북한농업농촌개발지원사업을 구상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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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경제통합의 수단
선행 경제통합 사례를 보면 통합주체 일방의 경제 관련 법제도를 타방에 이식하는
급진적 방식의 경제통합을 배제하면 통합주체 간 조약(treaty)이나 협정(agreement)
체결이 주요 통합 수단임을 알 수 있다. EU 및 EU-중동부유럽 경제통합은 일련의 조
약 체결, 중국-홍콩, 중국-대만 경제통합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통합을 추진했다.
남북이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면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까? 통합 수단 선택
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마도 북한의 수용성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남한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남북 경제통합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이 높은 유인기제는 경제협력, 특히 비상업적 개발협력이다. 그동안 북한
이 남한과의 경제적 거래를 받아들인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경제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상호 간 경제적 이익을 공
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편적인 경제통합 수단으
로 활용되는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합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선행
경제통합 사례 중 중국-홍콩간 CEPA와 중국-대만 간 ECFA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남북 경제통합을 시장 및 제도·정책 통합과 개발협력의 투 트랙으로 추진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런데 다수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주로 상품무역의 자
유화에 초점을 둔 자유무역협정(FTA)이어서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소 시장의 통
합 더 나아가 개발협력을 논의하는 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최근 체결되는 FTA는 상품양허분야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규범, 인력
이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포괄적 협정이 대세이고 경우에 따라
서는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FTA가 국가 간 경제통합의 첫 단계인 자유
무역지대 형성에 초점을 둔 협정이라고 해도 당사국 간 합의 여부에 따라 상품·서
비스 및 생산 요소 시장의 통합 더 나아가 제도·정책 통합과 관련된 의제 설정이 충
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차례의 협정 체결에 그치지 않고 후속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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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통합의 수준을 높여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협력 또는 개발협력에 관한 의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7)

<참고 3>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 1958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455건
- 시기별로 보면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전체의 89%인 405건)
- 이중 상품무역에 관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많은 254건이고, 경제통합협정
(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개도국
간 특혜협정(Partial scope agreement)이 각각 150건, 30건, 21건 순
<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추이 >

○ RTA 유형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주로 상품무역협정
- 경제통합협정(EIA :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주로 서비스무역협정
- 개도국간협정(PSA : Partial Scope Agreement): 개도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
- 관세동맹(CU : Customs Union): 회원국 간 자유무역 및 역외국에 대한 공동 관세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 1-2).

27) WTO는 국가 간 무역협정에 관해 ‘지역무역협정(RTA) 구축’을 전제할 뿐, 협정의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예를 들어 EU는 이스라엘·이집트·칠레 등과 무역 외에 사회·문화·정치
적 발전을 돕는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AA)을 체결했으며, 캐나다와는 ‘경제통합협
정’(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EIA)을 체결함.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외에 다
른 용어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며 큰 문제가 없는 한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용어를 수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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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통합의 수단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을 활용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
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남북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상품무역에서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적
으로 남북 간 거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아니라
민족 간 거래로써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규범에서 이를 인정한 것
은 아니어서 WTO 회원국들이 남한에 대해 기본의무에 해당하는 최혜국(MFN)대
우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남한은 북한에 대해 무관세거래
혜택을 철회하든지 WTO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만
약 남북 간 거래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제협력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 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경제협력
에 대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WTO에 보고되고 북한도 WTO 규
범의 준수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향후 북한이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되
기 위해서는 WTO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체결 당사국은 ‘실
체적 요건’28)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북한이 협정 체결을 꺼릴 수 있는 문
제가 있다. 또는 북한이 남북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동의한다고 해도 체결 시기는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제체를 도입한 초기로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이 완료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높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GATT/WTO의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 규정을 활용해 회
피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10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충분한 설명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1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29)

28) GATT 제24조 5항은 FTA 체결 이전에 비해 대외 무역장벽이 증가하지 않아야 하고, 체결국간 무
역장벽을 실질적으로 모두 철폐할 것을 요구함.
29) 김병규. 2016.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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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체제 이행 사례 및 북한 경제체제 이행 전망
3.1. 경제체제 이행 사례의 시사점30)
3.1.1. 경제체제 이행 사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국가들의 유형은 일반적
으로 구소련·동유럽형 모델과 아시아형 모델(또는 중국·베트남 모델)로 구분한
다. 구소련·동유럽형 모델은 경제체제와 함께 정치체제도 이행했지만 아시아형
모델은 사회주의 정치제체의 변화 없이 경제체제만 이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행의 속도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급진적이었고, 후자는 점진적이었다.
<표 3-4> 주요 경제체제 이행 국가의 사례
구분

베트남

중국

구소련

시기

1986년 12월 도이머이

1978년 개혁개방 정책

1985년 5월 페레스트로이카

방식

점진주의+부분적 급진주의

철저한 점진주의

급진주의

중점개혁 과제

농업개혁 → 공업화

농업개혁 → 공업화

국영기업 민영화

국영기업 개혁

대형 국영기업 구조조정
중소형 국영기업 민영화 병행

대형 국영기업 구조조정
중소형 국영기업 민영화 병행

소유권 전환 → 민영화

시장자유화

개혁 초기부터 전면적으로 신속 추진

점진적 추진

개혁 초기부터 전면적 추진

투자재원 조달

초기 IMF 자금 지원
적극적 FDI 유치

내부 자본축적
경제특구 FDI 유치

국제금융기구(IMF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존

주도세력

공산당(자율적. 단, 자금유입 위해
IMF, 세계은행 등의 요구 수용)

공산당(자율적)

미국, IMF자문단(타율적)

경제상황

거시경제상황 악화
고물가(1986년 587%)
외환부족, 소련의 경제원조 급감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전반적 경제상황 악화

생산성 저하
극심한 물자 부족

정치시스템

공산당 1당 체제 유지

공산당 1당 체제 유지

공산당 1당 체제 붕괴
다당제 등장

기득권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자료: 허장 외(2019: 260)의 <부표 7-1>; 전형진 외(2019: 116)의 <표 6-3> 인용.

30) 허장 외(2019)의 2장 2절 및 <부록 7>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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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베트남의 농업개혁
○ ‘신경제정책’하의 농업개혁(1979~1985년)
- 계획경제체제 내 개혁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핵심
- 농업 부문: 농산물 수매 가격 인상 및 수매량 고정(1981~1985년). 개별농가(또
는 분조)별로 일정한 양의 농산물 생산을 계약하는 내용의 농업생산책임제 도입
- 농업생산책임제: 집단농장의 기본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별농가나 분조
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합작사-생산대-농가에 이르는 생산조직체계를 유지
하는 가운데 생산대가 개별농가나 분조를 대상으로 토지를 배분한 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산량을 청부하는 계약을 체결. 수확 후 계약된 생산량을 생산대에 납
부하고 받은 노등점수로 생산물을 분배받고, 계약량을 초과한 물량은 농가(분조)
의 자유처분 허용. 중국의 경험과 비교하면 생산량청부제인 포산도호(包产到户),
포산도조(包产到组)에 해당
○ 도이머이(Doi Moi) 정책에서의 농업개혁(1986년~ )
- 농가계약제 및 농산물유통 자유화 실시(1988년), 농지이용법 제정(농민들의 농지사용권
보장; 1993년) 등
- 농가계약제: 합작사 등이 먼저 가족 수에 비례해 개별 농가에게 농지를 배분하고
나머지 농지는 자금동원력을 갖춘 농민 또는 농업경영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입
찰을 통해 배분하고 농업경영을 청부. 개별농가와의 청부계약은 자율적으로 하
되 농가가 분배몫이 40% 이상 되도록 보장. 농업경영 전반을 청부하는 농가계약
제는 생산량을 청부하는 농업생산책임제에 비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개
선된 전면적인 탈집단화 조치로서 중국의 경험과 비교하면 포간도호(包干到户)
에 해당. 농가계약제는 개별농가가 독립적인 생산 및 회계 단위가 됨으로써 농업
경영제도가 집단농업경영시스템에서 개별농가경영시스템으로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농업집단화 조직은 해체. 베트남의 농업개혁 과정은 중국
의 농업개혁 과정에서 경험한 포산도호(包产到户)·포산도조(包产到组) 실시 →
포간도호(包干到户) 실시 → 인민공사 해체(1984년)의 탈집단화 경로와 유사
- 농산물 유통의 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농산물 의무수매가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 공공배급체계(PDS)는 와해
자료: 허장 외(2019: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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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 이행은 구소련·동유럽형 모델보다는 아시아형 모델에 근접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아시아형 모델을 대표하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는
많은 점에서 닮아 있지만 차이점 또한 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자.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초기부터 농업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효율성 향상
을 위한 국영기업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했다. 그
리고 오랜 기간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전쟁도 치렀던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체
제 개혁에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양국 모두 공산당 내부적으로도
개혁파가 득세해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차이점은 크게 보아 가격자유화와 대외 개방 방식에서 나타난다. 먼저 가격자
유화 측면에서 베트남이 중국보다 빨랐다. 베트남은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실시한 직후인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가격자유화를 실시했다(단, 교통·수도·시
멘트·전력·철강·통신 품목은 제외). 이와 함께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에서의 가
격결정에서도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구축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도 이중가격제를 유지한 채 점
진적으로 가격자유화를 실시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은 모두 포괄
적·점진적 모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격자유화 추진 방식의 차이에 따라 베
트남은 점진주의에 부분적으로 급진주의가 추가된 부분적 급진주의 모델로 분류
할 수 있다.
대외 개방 방식을 보면 베트남은 개혁 초기부터 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주력했는데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 저축률이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
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선진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런 탓에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가 요구하는 급진적인 방식의 개혁정
책을 수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가 해제되
고 베트남과 미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
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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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베트남과 달리 개혁 초기에 저축률이 높았고 대규모 내수시장도 보유하
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원조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
다. 중국은 대신에 경제특구 등의 방식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3.1.2. 북한 경제체제 이행에 대한 시사점
선행 경제체제 이행 사례는 이행의 초기조건이 이행 경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른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형 모델인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조건은 분권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
고, 전체 산업에서 농업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였다. 구소련·동유럽의
초기조건은 반대로 집권화(국유화) 정도가 강했고, 경제구조도 중공업 위주였다.
이러한 초기조건의 차이로 인해 중국·베트남은 농업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국유기업의 민영화보다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면
서 서서히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했다.
경로의존성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초기조건이 집권화가 강하고 저개발국으로
서는 공업화가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이행 경로가 아시아형보다는 구소련·동유럽
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1980년에 농업 부
문의 생산 비중은 29.9%, 고용 비중은 68.7%에 달했다. 2018년 기준 북한 농업 부
문의 비중은 각각 23.3%, 약 35~40%이다. 중국에 비해 농업 부문의 고용 비중이
크게 낮다.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을 발표했던 1986년 농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72.3%로 중국보다도 높았다. 이런 조건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면 농업 부문에서 공업부문과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잉여노동력이 상대적으
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농업개혁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공업화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고용
구조상 농업 부문의 비중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존재하고(약 40%), 북한의 지도자들이 체제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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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공개적으로 구소련·동유럽형의 경제체제 이행 방식
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경제체제의 이행
을 추진한 중국·베트남의 경제체제 이행 경로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으로 경제체제 이행에서 대외관계가 이행의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
다. 중국·베트남의 경제체제에 이행 사례는 자체적인 경제체제 이행 로드맵이 성
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외관계의 개선 및 정상화(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정상
화)가 무엇보다도 주요한 결정 변수임을 시사한다.
대외 개방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초기조건은 저축률이 낮고 국가리스크가 높아
해외직접투자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중국보다는 베트남의 초기조건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중국은 바로 옆에 자본이 풍부한 홍콩
이 존재했고, 이외에도 대만과 동남아시아에도 화교 자본이 풍부해 자본 조달이
비교적 용이했고, 미국과도 국교를 수립해 대외관계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
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경제체제 이행을 추진하던 시기에 미국이 주도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서 대외관계를 개선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그림 3-1>.
<그림 3-1> 베트남의 경제체제 이행 프로세스

자료: 최장호 외(2019: 132)의 <그림 4-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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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UN 안보리와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체제 이행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베트남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남한이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벅
차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 5> 미국의 대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사례
○ 미국은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전에 무역제한, 원조제한, 고립화정책 등
의 경제제재 실시
- 베트남이 경제제재를 벗어나 실제적으로 미국과 교역을 실시하고 국제사회로 편입
되려면 외교 정상화와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를 위해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 미국은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 양국 간의 정치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양자
간 무역협상에서도 베트남에 상당한 정도의 개방을 요구
○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 방식은 북미 간 논의되고 있는 비핵화 방
식과 비교할 때 프런트로딩(front loading) 방식과 단계적·동시적 방식이 결합
- 베트남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초기에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을 철수했고, 미군
유해 송환과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의 외교관
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상응해 4단계의 경제제재 해제 로드맵 제시
- 제재 효과가 약하고 해제가 쉬운 것부터 해제하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크고 해제하기도 어려운 제재를 해제하는 순서대로 진행
○ 베트남은 경제제재의 해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 획득
- 명목 GDP: ’80년 278.4만 달러 → ’17년 2,204억 달러(약 8배 증가)
- 해외직접투자(FDI): ’90년 1.2억 달러 → ’16년 158억 달러(약 132배 증가)
- 공적개발원조(ODA): ’89년 1.2억 달러 → ’16년 28.9억 달러(약 23배 증가)
- 최종적으로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받았
고 이를 통해 WTO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상국가로 인정
자료: 정형곤 외(2018: 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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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경제체제 이행 모델 중 중국·베트남 사례는 농업 부문이 경제체제 이행 과
정과 이후의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
혁의 순서 측면에서 보면 중국·베트남은 농업개혁부터 착수해 그 성공을 도시부
문과 비농업 부문으로 확산했다. 이는 집단농업경영을 개별농가경영으로 전환하
는 농업 부문의 개혁이 비농업 부문의 개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해 생산 증대
효과를 비교적 쉽게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중국·베트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 부문은 경제체제 이행 과정과 이후
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경제통합 논의
에서 북한 농업 부문의 개혁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다. 만약 북한 경제체제가 이행하게 되면 직면하는 문제는 저개발국의 성장 정체 문
제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부문 생산성이 향상돼 과잉
노동력이 도시·공업부문으로 이전해 공업화(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전망
3.2.1. 북한 경제체제의 현황: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중앙집권적 계획화와 통제
기능이 이완된 틈을 타 시장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계획경제체제가
붕괴되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체제로 변화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
이다. 경제난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국가의 생산 자재 공급체계와 배급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계획경제 외부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확
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계획과 시장의 공존은 계획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작동
체계인 계획의 수립·집행·평가와 관련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계획경제의 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시
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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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에서는 시장의 확대가 계획경제체제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
식하에 경제위기 이후 형성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목적으
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관련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김정은 정권은 앞선 개
혁조치의 경험을 토대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을 추구하는 ‘우리식 경제관
리방법’을 체계화했는데 분권화(경영상 자율권 확대)와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및
시장기능 확대가 골자이다. 계획경제 외부에 활성화된 시장과 연계해 이익 추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북한경제의 주요 주체들인 기업소, 기관, 협동단체(협동농장
등) 등에게 국가(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영권한을 이전에 비해 대폭 분산해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고 명명된 이러한 분권화 및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조치는 경제운영주체들에게 국가계획 이외에 자체적으로 계획 수
립을 허용해 생산량, 품질, 가격, 임금 및 노동력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부분적으
로 권한을 주고, 초과 생산물은 자유 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31)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 이후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했다.32) 2015년 개정
된 「인민경제계획법」은 기존 중앙계획경제부문의 계획화 및 통제 기능을 유지하
는 가운데 기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정된 「기
업소법」은 기업책임관리제와 기업의 실제적인 경영권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농업 부문에서도 2014년 개정된 「농장법」에서 농장책임관리제를 명문화하였다
(4조). 기업책임관리제는 최종적으로 2019년 개정 헌법 33조에 명시되었다. 분권
화 수준이 과거 체제 내 개혁과정에서는 독립채산제 또는 상대적 경영의 독자성으
로 표현되었던 것과 비교해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실제적인 경영 권한과 함께 법
적으로도 제도화된 수준으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33)

31) 통일부. 2018. p. 137.
32) ‘2016년 북한 법전(증보판)’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2~2015년 동안 31개의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187개 법률 중 43.3%에 달하는 81개를 개정해 법제를 정비했음(박정원
2017: 443).
33) 박기찬. 2019.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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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적 관점에서 시장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적소유제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질서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아직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 원칙,
사회주의 공공재산보장 원칙, 중앙집권제 원칙, 국가와 사회 이익 우선 원칙”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34) 다만, 소유 주체와 품목의 확대 등 사적소유권의 행
사 범위을 확대해 시장화가 더욱 진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시장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도 일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5)

3.2.2. 북한 경제체제 이행 전망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본격적인 경제체제 이행은
계획경제체제 내 개혁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도입한 일련
의 개혁·개방 조치는 김정일 정권에 비해 진일보했으며, 성과가 제한적이기는 하
지만 중국·베트남의 개혁 초기 조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가능성은 보다 정밀한 평가체계를 통해 분석되어야 하겠지만 경로의존성 시각에
서 보면 향후 경제체제 이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고찰한 바
와 같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북한은 이미 경제체제 이행 1단계에 진입했
다고 평가할 만하다.
경제체제의 이행은 배경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도 이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
할 수 있다.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난으로 민생경제가 피폐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개혁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후 선행
경제체제 이행 경험에서 나타나는 분권화가 더욱 진전된 개혁조치를 실시했고 이
는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시장화와 연계하여 시장기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34) 이준섭. 2019. p. 142.
35) 2007년 개정 「민법」은 제58조에서 개인 소유의 범위를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를 통해 생산된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이 외 법적 근거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규정함. 그리고 제60조에서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이용,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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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국가발전전략을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2018년 4월 경제집중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의 경험을 학습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서 무리없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
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북한도 향후 국제무역기구나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개
혁개방의 확대가 필요하고, 만약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여러 가지의
지원과 특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6)
<그림 3-2>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가능성: 시장과 계획과의 관계

자료: 선슬기(2019: 133) 재구성.

36) 북한은 1997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ADB 가입 신청을 했고, 1997년에는 IMF 사절단을 공식
초청해 가입 의사를 천명했음. 또한 2005년에 WTO 옵서버 가입을 시도하고, 2015년에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타진함(최장호 외 201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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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사례에서 보듯
이 대외관계 개선,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북한 비핵화 이슈를 두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
로세스를 시작했지만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현재는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보상(대북제재 완화‧해제, 외교관계 수립 등)하는 내용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는 경우 북한이 선
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보아 네가지이다.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체제를 고수하면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북제재가 완화‧
해제됨에 따라 북한 경제(농업)가 회복되는 경우 시장 기능을 억제하고 공공배급체
계(PDS)를 재가동해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면서를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
째는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이 경험했던 경로를 참고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당이 주도해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네 번째 옵션은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이 경험했던 경로를 참고해 정치
체제와 경제체제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대외 개방도 확대하는 것이다.
이상의 4가지 옵션 중에서 향후 북미 협상 등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
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완화‧해제되면
큰 흐름에서 보아 북한은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형 모델을 참고해 세 번째 옵션을 선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 시
각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경로는 크게 보아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칠 것으
로 전망된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하는 현 단계이다. 김정일 정권에서부터 김
정은 정권에 이르는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북한경제는 이미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경제체제 이행의 1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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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이다. 현재 추진 중
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이어 베트남의 도이머이(Doi Moi) 정책과 같은 시장
경제 요소를 보다 강화하고 대외 개방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이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화가 추진되는 단계이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이 시장경제체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1단계에 이미 대외관계
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2단계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
건이면서 촉진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북미 간 비핵화 협
상이 어떤 식으로든 타결되어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이행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단계는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단계이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제도화가 진전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및 무역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무
역질서에 정식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WTO 가입을 비롯해 국제금융기구
등에 가입하게 되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3>은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3> 북한 경제체제 이행 경로 전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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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북한경제체제 이행 시나리오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논리성) 논리적 56.2%, 보통 29.2%, 매우 논리적 10.4%, 비논리적 4.2%. 논리적·
매우 논리적이 66.7%로 논리성을 높게 평가
- 북한경제그룹: 보통 40.0%, 논리적 40.0%, 매우 논리적 13.3%, 비논리적 6.7%
- 북한농업그룹: 논리적 63.6%, 보통 36.4%
- 한국농업그룹: 논리적 63.6%, 보통 18.2%, 매우 논리적 13.6%, 비논리적 4.6%

○ (실현가능성) 낮음 33.3%, 보통 31.3%, 높음 31.3%, 매우높음 2.1%, 매우 낮음
2.1%. 보통 이상이 64.6% 이지만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의견도 35.4%
- 북한경제그룹이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낮음 46.7, 보통 46.7, 높음 6.7%)
- 북한농업그룹은 보통 36.4%, 낮음 36.4%, 높음 27.3% 순

자료: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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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농업 부문의 역할
4.1. 남북 경제통합 기본 구상
남한과 북한은 분단 후 38년 만인 1991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이는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불안정한 관계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남북은 그동안 각자
의 통일방안을 제시해왔지만, 남북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방안을 도출하
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이 서로 대립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쌍
방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치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화해협력 단계로부터 출발해 남북연합단계 그리
고 통일국가완성단계에 이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구체화했는데 이중 남
북연합단계는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잠정적으로 연합을 실현해 평화를 제도화
하고 사회·문화·경제방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기다.37) 이에 기초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경제적으로 남북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제통합 구상을 밝혀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
일 구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여기서 경제통일의 구현은 곧 남북경제
공동체 또는 남북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평화경제 구상으로 그 로
드맵을 제시했다. 즉,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북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으로 평화를 정착하는 한편 평화와 경제협력
이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남한 경제의 미
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경제를 통일, 즉 경제통합을 실현
한다는 구상이다.

37) 통일원. 1995.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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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통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인 남
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통합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의 경제통합과는 다
소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남북 경제통합은 경제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을 모두 가
지는 이중적 성격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목적은 경제적 동기에서 출발
해 남북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은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
해 경제통합을 통해 정치통합(정치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남북 경제통합의 두 가지 목적은 현실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상호 간 조화보
다는 충돌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경제통합 과정을 설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적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
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남북 경제통합 구상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합과정을 설계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
치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는 경제통합과정이라면 북한의 수용성이 낮을 것이라
는 것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 내재된 남북 경제통합을 추
진하지만, 경제적 후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적 목적을 우선하는
경제통합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의 협력은 정치경제체제의 차이도 초월하는 특
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용성도 높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남북 간 정치경제체제의 차이가 존재하고 경제력
격차도 큰 현 상황에서 출발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대
로 경제적 후생 증대를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통
합과정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남북 경제통합의 설계자 입장
에서 다음과 같이 남북 경제통합 함수식을 설정하였다.

       
 남북 경제통합,   시간,   외생변수
  남한 정부의 통합 의지,   북한 정부의 통합의 의지
  북한 경제체제 이행 정도,   북한 대외관계 개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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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남북 경제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최대한 많은
요인들을 함수식에 반영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합과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통합과정을 설계하는 우리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들까
지 고려한다면 통합 시나리오는 아마도 수십 개라도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이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들이 있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가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러
한 조건들과 관련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당연히 이러한 조건들이 현
실적으로 충족된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서 남북 경제통합의 함수식은 새롭게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함수식의 가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첫째,             이다. 현실적으로 국제사회
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남북 경제협력의 최대 제약요인이다. 남북 경제통
합은 경제협력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경제통합 논
의는 진행될 수 없다. 대북제재의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관계가 결
정변수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간 대화 프로세스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남북 경제협력 더 나아가 경제통
합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만 한다.
앞서 경제통합의 개념을 시장 및 제도·정책 통합으로 정의한 바 있다. 남북이 실
제로 경제통합을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적어도 시장경제적 요소가 대표적인 경제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변수값은 양(+)의 값을 가져
야만 한다. 앞서 북한 경제체제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했듯이 김정은 정권이 출범
한 후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과 시장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경제상황 등 이행에 긍
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면 실제 실
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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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논의하는 남북 경제통합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합과정을 설계하고 북
한이 이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수용 여부가 통합 추진 여부
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이 제안하는 경제통합 과정을 북한이 수용
해야만 실제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값은 양(+)의 값을 가져
야만 한다. 그동안 수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나 실제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
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는 확인된 바 있다. 다만, 경제통합은 남북 간 시장통
합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북한의 경제
적 후생이 증대되는 내용으로 통합과정을 설계한다면 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긍정
적으로 마무리되어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관계도 개선되면
서 경제체제 이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이 경제통합의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경제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4개 변수 가운데 어
느 하나라도 음(-)의 값을 가지면 시장(상품·서비스, 생산 요소) 및 경제정책 통합
이 핵심 내용인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고, 경제협
력(economic cooperation) 논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남북은 경제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당 기간 경제협력의 범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
이다.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기는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4개 독립변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져 남북 경제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4개 변수 각각의 크기에 따라 경제통합 시나리
오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둘째, 4개 핵심 독립변수 외에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ceteris paribus). 즉,

  이다. 남북 간 통합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할 수 있
는데 본 연구는 경제적 통합만을 연구 범위로 설정한다. 이는 국가 간 정치, 군사
등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상이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호 간 이익을 공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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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건이라면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의 불
확실성, 체제이행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제약요인을 뛰어넘어 멀지 않은 미래에 남북이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가능성
이 있는 상황의 출현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개의 핵심변수 외에 남북 경제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은 외
생적으로 주어지며 양(+)의 값을 가져 통합 추진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는 제 요인을 모두 고
려하여 현 상황에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 도달하기까지의 실현 가능한 시
나리오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셋째, 남북 경제통합에서 남한 정부의 의지가 북한 정부의 의지보다 강하다. 즉,

  이다. 남북 경제통합에서 남한 정부는 통합과정의 설계자이자 추
진자이고 북한은 통합과정에 대한 득실을 따져 참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
에 없다.
최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일관되게 지향해왔던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구체화한 평화경제 구상을
제시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가 간 경제협력이나 경제통합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를 주도하는 측이 전
략적으로 수동적인 상대방을 배려해 성과를 도출한다는 점에 유의해 남북 경제통
합에서도 남한 정부가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고 가정한다.
넷째, 시간(  )은 남북 경제통합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며, 남북 경제통합에
소요되는 시간은 북한 대외관계 개선 정도(  )와 북한경제체제 이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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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남북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 정부도 통합의 의지가 있
다고 가정하면 북한 대외관계 개선 정도(  ), 북한경제체제 이행 정도(  )
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남북 경제통합의 속도는 이들 두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   이라면 경제통합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남북 간 경
제협력단계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라면 경제통
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값이 커질수록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통합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4.2.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이상에서 살펴본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기본구상에 기초하고 선행 경제통합 사
례의 시사점을 참고해 다음과 같이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하기로 한다.
첫째, 통합의 단계를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단계와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단계로 구분한다. 경제협력 단계는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단계로 설정
한다.
남북 경제통합은 경제통합에 관한 개념적 정의와 통합 추진 조건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현 상황에서 곧바로 추진될 수는 없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영
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이고, 북한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설사    ,    이라고 하더라도    ,

   로 남북 경제통합 함수식의 제1가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부터 4개 변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져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통합 준비 단계도 단계 구분이 필요하다. 대북제재가 엄
연히 존재하는 현 상황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없는 환경으로 현황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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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남북 경제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최소한 완화되어야 한다. 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제협력 단계에서 경제통합 단계로의 이행은 조건의 충족 여부가 관건이다.

  ,    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 단계에서부터 충족하고 있는 것으
로 가정하기 때문에 핵심은      조건의 충족이다. 이 조건이 충족
된다면 남북이 경제체제가 시장에 기반한 체제로서 동질성을 확보해 시장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단계는 초기 → 성숙 → 완성 3단계로 세분
한다. 경제통합은 두 국가 간 상품·서비스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통합 더 나아가
정책 통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단기간에 완성한다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 EU-중동부유럽 경제통합의 예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최종적으로 통합을 완료하
게 된다. 남북 경제통합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의 단계 구분이 필요하다.
두 국가 간 경제통합은 일반적으로 먼저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상품·서비스
시장 통합으로부터 시작해 생산 요소 시장까지 통합해 공동 시장을 형성한 후 경제
정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책 통합의 과정을 통해 실현한다. 북한이 시장경제체
제를 도입해 통합의 조건이 총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발전 수준은 저개발국 상
태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추진되는 남북 경제통합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경
제통합이어서 곧바로 높은 수준의 시장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북한 입장에서
통합을 통한 경제적 후생 증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통합 프로세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의 통합 수준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상품·서비스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합하는 부분적인 공동 시장 형성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남북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공동 시장을 형성한 이후에는 조건의 성숙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전한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경제통합 성숙 단계로 이행하고 최종적
으로 정책 통합을 논의하는 경제통합 완성 단계로 이행한다고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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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초기 단계에서부터 완료 단계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다. 현 상황에서 경제통합 초기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초기 이후 성숙, 완성에 이르는 시간을 포함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합 초기 단계까지만 연
구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다. 시간 범위가 너무 넓어 남북 시장의 실질적 통합을 위
한 프로세스는 추가적인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경제통합 수단인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RTA)을 경
제통합 초기의 통합 수단으로 활용한다. 남한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남북 경제통
합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이 높은 유인기제는 경제적 이익이
다.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RTA)은 비경제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상호
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용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해 국내법적으로만 효력이 지닌 남북 사이의 무관세거래를 국
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고, 향후 북한이 세계 경제질서에 공식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RTA)을 제안한다.
다만, 지역무역협정 체결 당사국이 부담하는 의무인 ‘실체적 요건’ 충족 규정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정 체결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10년간 의무를 유예
할 수 있는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지역무역협정(RTA)은 반드시 자유무역협정(FTA)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체
결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시장 및 정책 통합의 수준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앞
서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는 부분적인 공동 시장 형성을 통합 목표로 설정했으
므로 FTA에 가까운 협정 체결을 고려한다. 명칭은 한반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KPCEPA)
을 제안한다. 단, KPCEPA는 ‘실체적 요건’ 충족 의무를 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잠정협정으로 체결한다.
다섯째, 남북 경제통합은 경제통합 본연의 시장 및 정책 통합을 한 축으로 하고,
개발협력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남북 경제통합은 남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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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시장 형성 및 정책 통합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으로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남북이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런데 남북 간 경제통합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경제통합의 성격이 강해 북
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남북 경
제통합은 남한이 주도해서 통합과정을 설계하고 북한이 이에 동참할 때만이 가능
하다.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일 비용 절감이라는 장기적 포석하에 남
북 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견인하
고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개발협력 및
지원에 집중하는 목적의식적 경제협력을 경제통합 준비 단계에서부터 경제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까지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남북 경제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를 시장통합과 개발협력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통합 측면에서 보면 경제통합 준비 단계의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는
현상유지에 주력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국면에서 무역 및 투자 확대 그리고 남
북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가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통합 초기 KPCEPA 1단계에서는 상품 시장의 통합을 위한 상품무역분야
주요 의제에 관한 합의 도출이 주요 과제이다. 그리고 2단계의 협정 체결을 고려
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투자(직간접적 자본 이동), 규범 및 인력이동 분야에 대해
서도 기본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후속협상의 근거를 마련한다. KPCEPA 2단계는
후속협상(보충협상)으로써 서비스, 투자(직간접적 자본 이동), 규범 및 인력이동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다음으로 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경제통합 준비 단계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다.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서는 남북이 기합의한 개
발협력사업 추진, 남북 경제협력(농업협력) 관련 추가 합의 확대, 북한의 국제기
구 가입 협력 등이 주요 과제이다.
경제통합 초기의 KPCEPA 1, 2단계에서는 개발협력분야의 주요 어젠다에 대
한 합의를 도출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3-4>
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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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참고 7>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논리성) 논리적 75.0%, 매우 논리적 16.7%, 보통 8.3%. 논리적·매우 논리적이
91.7%로 논리성을 매우 높게 평가
- 북한경제그룹: 논리적 73.3%, 매우 논리적 13.3%, 보통 13.3%
- 북한농업그룹: 논리적 90.9%, 매우 논리적 9.1%
- 한국농업그룹: 논리적 68.2%, 매우 논리적 22.7%, 보통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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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가능성) 보통 35.4%, 높음 33.3%, 낮음 20.8%, 매우 낮음 6.3%. 매우 높음
4.2%, 보통 이상이 72.9%로 높지만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의견도 27.1%
- 북한경제그룹이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보통 46.7%, 낮음 33.3%, 높음 13.3%)
- 북한농업그룹은 보통 45.5%, 높음 36.4%, 매우 높음 9.1%, 매우 낮음 9.1%

○ 설문조사 및 자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시나리오를 <그림 3-4>와 같이 조정
자료: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4.3. 남북 경제통합과 농업 부문의 역할
선행 경제통합 사례는 농업 부문이 경제통합 과정에서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특별 취급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EU는 농업 부문의 통합이 전체 경제통합을 선도·촉진한 사례이다. 이는
타 산업부문과 비교해 농업 부문이 예외적 특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결
과이다. 농업 부문의 통합이 진전되지 않으면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농업통합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동농
업정책(CAP) 추진으로 귀결되었으며 전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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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EU 통합과 공동농업정책(CAP)의 역할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복된 대립·갈등, 전쟁의 역사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유럽통합 추진
- 경제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정치통합 실현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2년), 유럽경제공동체(EEC, 1958년), 유럽원자
력공동체(EAEC, 1958) → 유럽공동체(EC, 1967년) → 유럽연합(EU, 1994년)
○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추구했던 공동 시장의 형성 및 유럽공동체 건설을 추진하
는 데 가장 큰 난관이 농업 부문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돌(특히 프랑스와 서독)이었
으나 공동농업정책(CAP)의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공동 시장 형성 촉진
○ 유럽에서 농업 부문 통합(농산물시장 통합)은 1950년대 초반 그린풀(Green Pool)
논의(1950~1955년)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실패하고 전체적인 패키지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럽경제통합의 일부분으로 추진
- 농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별 통합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교훈
- 다만, 초기 유럽통합 논의 과정에서 농업통합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유지
○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1957년)에서 공동농업정책(CAP) 구
상이 명시되었고, 1960년 농업장관이사회에서 ‘Green Europe’ 원칙에 합의
- 단일시장 형성, 역내 회원국 우선의 원칙, 연대재정 원칙 등
- 농업 부문은 로마조약에 유일하게 독립적인 장(title 2)을 차지
○ 공동농업정책(CAP)은 EU 회원국이 농업 관련 모든 정책을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의 농정에 대해서 공통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
- 시기별 CAP의 내용을 보면 △시장가격지지, 농산물 수입통제(1960년 농업장관
이사회), △조건불리지역 지원(1975년), △농업구조 효율성 개선(농장투자 보
조, 조건불리지역 지원, 농림조림화 지원, 직업교육 지원; 1985년), △농업구조
정책 개혁(직불제 도입, 농업환경 관련 소득보조조치; 1992년) 등
○ 유럽통합과 관련해서 공동농업정책(CAP)은 제도적·기능적 통합의 본보기로서 유
럽경제통합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했으며, 유럽공동체에서 농업 부문의 특별한 지
위는 지속적으로 유지
- CAP이 없었다면 유럽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
- CAP은 전반적인 통합의 시험대로 간주되었으며, 통합에 대한 법적인 모형을 제
시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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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공동체 법안의 대부분이 CAP과 관련되며, 1970년대 농업 부문 예산은 전
체 유럽공동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오늘날에도 CAP 예산이 전체 EU
예산의 40% 이상 차지
○ 유럽통합과정에서 농업 부문 통합(공동농업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유
- 역사적인 식량부족의 경험으로부터 타 산업부문과는 다른 농업의 역할 및 가치
에 대한 인정. 농민이 전체 사회를 위해서 정부개입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광범
위한 임무를 담당한다는 인식 공유
- 회원국 간 농업구조 및 농업경영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관한 공동정책
이 실시되지 않고서는 다른 부문의 공동 시장 형성뿐만 아니라 유럽통합의 진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농업구조조정의 진행과 농업소득 악화. 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공동 시장의 형성 필요. 또한 농산물 가격지지에 따른
예산부담을 유럽위원회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예산부담 완화
- 농업 부문의 에외적 특성에 대한 고려. 대부분 국가에서 농업 부문은 독립적인 부
서를 형성하는 유일한 산업부문이며 각국에서 농업 관련 압력단체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 농업 부문은 국가 유지에 매우 필수적이라는 인식(특히 식량안보). 농업
생산성 향상이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자료: 위탁연구과제(김태연 2020)의 내용에 기초해 정리.

다음으로 EU-중동부유럽의 경우 가입 희망국들을 대상으로 가입 이전에 지원
하는 프로그램(Pre-accession Assistance)을 가동했다.38) 이는 가입 희망국들이 사
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국가들이어서 EU 시장에 안정
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
기 때문이다. 가입 전 지원프로그램에는 농업 부문이 포함되었는데 SAPARD 프
로그램(Special Accession Program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이 그
것이다. 그리고 EU 가입이 승인된 이후에도 이들 신규 가입국들에게는 공동농업
정책(CAP)의 적용을 10년간 유예했다. 이는 경제통합과정에서 농업 부문을 특별
취급한 사례에 해당한다.

38) EU가 가입 후보국들에게 제공한 가입 전 지원프로그램은 SAPARD(농업농촌개발 지원), ‘PHARE
2000+’(투자와 제도 설립 지원), ISPA(교통인프라 구축 및 환경보호 지원) 등 3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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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SAPARD 프로그램 개요 및 헝가리 사례
○ EU는 중동부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전 지원프로그램(Preaccession Assistance)의 하나로 농업 부문에서 SAPARD 프로그램(Special
Accession Program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실행
○ SAPARD 프로그램의 주요 프로젝트
-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 농업생산자 조직의 육성, 토양개량 및 경지정리
- 농업용수관리, 친환경적 농업생산방식과 조림,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
- 직업교육, 농외소득 개발, 마을구조개선 및 농촌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
- 농촌지역 인프라 개선, 식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역 및 방역
- 농촌지역 삼림녹화, 토지등기 업무의 근대화
- 농가 구제 및 농가경영 서비스 지원 등
○ 헝가리의 SAPARD 프로그램 사례
- 중동부유럽 10개국(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
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을 지원하는 SAPARD의 연간 총예산은
520백만 유로. 이 중 헝가리는 전체 예산의 7.3%인 38.1백만 유로(폴란드 32.5%
(169백만 유로), 루마니아 29%(151백만 유로), 불가리아 10%(52백만 유로)
- 3대 전략적 우선 과제: △농업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환경 보호, △농
촌지역의 적응능력 향상
- 7대 세부 목적: △농업 생산의 시장 효율성 증대, △식품 안전, 위생, 환경 보호,
동물 복지 등을 위한 환경 조성, △고품질 요건을 준수하는 상품 비율 증대, 고품
질 가공으로 제조한 상품 비율 증대, △환경 부담 완화, △생산자가 더 좋은 환경
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자 집단 조직, △농촌지역 일자리 보
전 및 창출, △인구 유지를 위한 농촌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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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ARD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추진 정책 분류(아래 표 참조)
정책의 부문별 분류

농업정책

농촌개발정책

정책 명칭
농업 경영체 투자
직업 훈련 개선
농수산물 가공 및 마케팅 개선
농업환경
생산자 집단 조직
소계

정책 비율(%)
28.5
1.8
20.5
4.3
7.4
62.4

마을 재개발

9.1

대안적 수입을 제공하는 경제 활동
농촌 인프라 개선
소계
기술 지원
합계

15.5
12.0
36.5
1.1
100.0

자료: 이광석(2007); Gusztáv Nemes(2020 위탁원고).

마지막으로 중국-대만 ECFA에서는 통합의 주도자인 중국이 협상에 임하는 동
기가 부족한 대만에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기수확프
로그램(EHP)을 도입했다. 대만이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하도록 허용한 반면 중국
은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조기에 관세를 철폐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대만 간 경제통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했다.

<참고 10> 중국-대만 ECFA 조기수확프로그램(중국의 대대만농산물 양허안)
○ 대만은 농수산물 양허 제외. 중국은 대만이 주로 수출하는 과일·차 등 18개 품목 양허
- 중국은 18개 양허 품목 가운데 16개(88.9%)를 조기수확프로그램 발효 후 2년 이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2개 품목은 3년내에 철폐하는 것을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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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 대만 농산물 양허안(아래 표 참조)
HS코드
03류
04류
06류
07류

EHP 발효 시점 기준
2년 철폐
3년 철폐
4
1
1
1

합계
4
1
1
1

08류

4

1

5

09류
합계
비중(%)

6
16
88.9

2
11.1

6
18
100.0

주요 품목

신선 란화
신선·건조 팽이버섯
신선·건조 바나나, 신선·건조 오렌지, 신선·건조
레몬, 신선 하미과, 신선 화룡과
녹차, 우롱차, 발효·반발표 홍차, 발효차

자료: 최세균 외(2010: 58); 어명근 외(2010: 53)의 <표 2-23> 인용.
자료: 최세균 외(2010: 56-60); 어명근 외(2010: 52-58).

EU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 통합이 선도적·시범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는
남북 경제통합에서도 농업통합이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사한다. 남북 경제통합 환경은 EU 경제통합 환경과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타 산업
부문과 구별되는 농업 부문의 특성으로 인해 농업통합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는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또한 EU-중동부유럽 경제통합과 중국-대만 ECFA 사례는 경제통합이 무리 없
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측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경제통합에 소극적인 상대방이 통합과정에 참여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통합을 제약할 수 있는 상호 간 경제력 격차나 제도적 격
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논의하는 남북 경제통합 구상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
합 과정을 설계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더욱이 남북 간 경제
통합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경제통합의 성격이 강해 북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역설적으로 성장잠재력은
크기 때문에 북한도 성장잠재력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저개발국인 북한이 지
향하는 추격형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농업이 저성장을 극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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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 경제성장과 관련한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인 루이스(A.Lewis)의 이
중구조 모델에 따르면 저개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은 노동력과 노동력
을 부양하는 식량의 공급을 통해 기여하게 된다. 만약 농업 부문이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수입이 충분하지 않는 한 식량가격 상승 → 공업부문 임금 상승 →
공업부문의 이윤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농업 부문의 부진은 공업부문 더 나
아가 전체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게 된다. 39)

<참고 11> 루이스(A.Lewis)의 이중구조 모델
○ 경제는 전통부문(a)과 근대부문(i)으로 구성
- 전통부문(a)은 평균원리로 분배하고, 공동체의 원리가 작용하여 모든 노동력에
게 균등하게 생존임금을 지급
- 근대부문( i)은 한계원리로 분배하고, 신고전파적 메커니즘이 작용해 고용자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노동임금(w)은 노동의 한계생산성(MPL)과 같게 지급
- 전통부문에서는 대규모의 과잉 노동력(노동의 한계생산력<임금)이 존재해 생존
임금으로 무한탄력적인 노동력을 공급
- 이 중 일부 노동력은 조금 많은 생활비와 이동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지급하면, 근
대부문에서 생존 임금으로 고용 가능

<노동의 한계생산성 (MPL)>

노동량(L)

39) 나카가네카츠지. 2001. 이일영·양문수(번역). pp.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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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부문은 전통부문으로부터 이동해 온 노동력 Li로 생산해서 얻은 이윤을 저축
(투자)해 생산 확대 → 저축률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고용(노동수요) 증가
○ 근대부문이 전통부문으로부터 노동을 공급받아 성장하면 언젠가 전통부문의 과잉
노동 공급능력(Li(0) - L(t))이 사라지는 시점(P)에 도달 → 이것이 루이스 전환점 P
- 전환점을 통과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임금이 상승하
기 시작해 근대부문과 전통부문의 임금이 같아지게 되면 한계원리에 의해 노동
고용
- 결과적으로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하게 되면 근대부문과 전통부문으로 구분된 이
중구조는 소멸
○ 루이스의 이중구조 모델에서 전통부문은 식량을 생산해 근대부문 노동자들에게 공
급하며 근대부문은 자본을 축적. 근대부문에서 생산한 자본재가 전통부문에 공급
되면 전통부문의 생산이 확대되어 성장
- 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전통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근대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며
결국 경제는 구조보너스로 인해 성장률이 증가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hope8718, 검색일: 2020. 11. 20.).

중국의 경험은 루이스 이중구조 모델의 실증 사례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식량생산량이 1978년 30,477만 톤에서 1984년 40,731만 톤으로 연평균 4.95% 증
가했다. 이 중 쌀, 밀, 옥수수, 대두의 생산은 각각 30.2%, 63.1%, 31.2%, 28.1% 증
가했다. 특히 1982∼1983년에 연평균 9% 이상 증가하였으며, 1984년엔 4억 톤이
라는 역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신중국 성립 당시 식량생산은 1억
1,000만 톤이었으며 2억 톤으로 증가하는 데 17년이 소요되어 1966년에 2억 톤으
로 증가하였다. 3억 톤을 달성한 시기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78년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1억 톤이 증가한 것은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실적이었다.
농업총생산액도 1978년을 계기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1975∼1980년 동안
농업총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3.2%에 그쳤지만, 농업개혁이 활발하게 전개된
1980∼1985년 동안에는 8.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농업 부문 개혁의 성과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어 식량 공급이 증가하고 과잉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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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점진적으로 도시로 이전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세계은행(1996)의 분석
에 따르면 1985~1994년 기간 중국경제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해 성장요인을 분해한
결과 전기간 GDP 성장률 10.2% 중 농업 부문으로부터의 노동력 이전이 1.0%p 기여
했다. 시기를 구분해서 보면 1985~89년 GDP 성장률 9.8% 중 1.3%p, 1990~1994년
GDP 성장률 12.5% 중 0.6%p 기여했다.
<표 3-5> 중국 경제성장의 요인 분해
단위: %
성장의 원천

1985~1994년

1985~1989년

1990~1994년

GDP 성장률(%)

10.2

9.8

12.5

요소의 축적(요소투입 증대)

(6.6)

(7.1)

(6.1)

농업 부문으로부터 노동력 이전

(1.0)

(1.3)

(0.6)

국유부문으로부터 노동력 이전

(0.4)

(0.0)

(2.9)

총요소생산성(TFP) 성장

(2.2)

(1.4)

(2.9)

자료: 나카가네카츠지. 이일영·양문수(번역)(2001: 150)의 <표 3-12> 인용.

북한이 농업 부문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업개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중국·베트남의 경험처럼 농
업 분야가 경제개혁을 선도하는 분야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북한 경제체제가 이행하
게 되면 직면하는 문제는 저개발국의 성장 정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과잉 노동력이 도시지역이나 공업부문으로 이전해 산업
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부문이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과정과 이후의 성장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경제통합 논의에
서 농업 부문의 선도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특별 취급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통합과정에서 농업 부문을 특별 취급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통
합 초기 단계에 북한 농업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농업농촌개발지원프
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경제통합 준비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남
북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농정 이슈를 중심으로 통합 초기 단계부터 한반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나리오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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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북 농업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남북 농업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

1. 연구 시각
이 장의 주요 연구과제는 3가지이다. 첫째, 제3장에서 검토한 남북 경제통합 시
나리오에 상응하는 농업 부문의 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 농
업통합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통합
단계별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제인 남북 농업 부문 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하기에 앞서 먼저 농업통
합의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한다.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하
는 기본적인 시각은 농업통합이 경제통합의 하위 범주라는 것이다. 이는 농업통
합 시나리오가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완전히 차별화된 별도의 시나리오가 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산업부문 중 농업이라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남북 경
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위상과 경제성장에서 농업의 역할 등을 감안해 경제통합
시나리오 내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이 강조된 농업통합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과제인 남북 농업통합의 방향 설정은 통합의 목표(Goals), 전략(Strategies)
및 원칙(Principles)에 관한 것이다.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농업통합 시나리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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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위상과 역할, 남북 농업통합 관련 주요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농업통합의 2대 목표, 4대 전략, 2대 원칙을 제
시한다.
세 번째 과제는 남북 경제통합이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때 단계별로 농업 부문의 통합 과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1년차에 제시된
통합 과제들의 추진 방안은 2~4년차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3장에서 남북 경제통합의 단계를 준비 단계와 초기 단계로 구분하
고, 초기 단계의 통합 수단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인 ‘한반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KPCEPA)’을 제안했다. 그리고 여타 국가의 경제통합과 구별되는 남북 경제통
합의 특수성을 감안해 통합을 시장 및 정책의 통합과 개발협력 두 트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통합 준비 단계와 초기 단계의
농업 부문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 제시한 남북 농업통합 관련 주요 쟁점 및 통합 시나리오, 남북 농업통
합 추진 방향, 남북 경제통합 단계별 농업 부문 통합 과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전문가(북한경제·북한농업·한국농업 전문가 총 48명)의 평가를 받았다.

2. 남북 농업통합의 쟁점과 추진 방향
2.1. 개념 및 관련 쟁점 검토
앞서 1장 용어 정의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농업통합은 경제통합의
하위 개념이다. 이는 남북 농업통합 프로세스가 전체 경제통합 프로세스의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농업통합은 남북이 경제통합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에서 상품·서비스 및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하나의 공
동 시장을 형성하면서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제도·정책을 통합

110 |

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부문의 통합과정을 설계하는 데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이는 타 산업부문과 비교해 농업 부문이 가지고 있는
예외적 특성, 남북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부문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서 통합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경제통합 프로세스에 따라 협력의 단계를 넘어 시장통합을 추진한다고
할 때 농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남북 농업통합 과정에서 남북 농업의 민감성을 각자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
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 경제통합의 수단으로 지역무역협정(RTA)
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가까운 ‘한반도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KPCEPA)’을 제안했다.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제시된 의제에
대해서 남북이 협상을 진행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본래 FTA 협상은 당사국들이
각자 국내 산업은 최대한 보호하고 상대방 시장은 최대한 개방해 이익을 극대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도 각자 경제성장과 각 산업부문별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
로 협상을 끌고가고 싶어 할 것이다.
남북 간 이질적 체제 및 경제력 격차로 인해 남북이 FTA를 추진한다면 우리가 그
동안 체결했던 FTA 협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 경제통합과정을 설계
하고 추진하는 남한의 입장에서 단기의 경제적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통합효과에
비중을 두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설계한 남북 경제통합과정에 참
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수단으로 체결하는 FTA 협상에서 북한을 배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 FTA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FTA라는 점에
서도 북한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해
통합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 전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 부문은 국가 간 FTA 체결 시 타 산업부문에 비해 민감성 보호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분야이다. 우리가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도 정부는 농업 분
야의 민감성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여타 FTA와 구별되는 남
북 FTA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와 관련해 어떤 협상전략을 선택할지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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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시각의 차이에 의해 협상전략은 단기적 상호주의 전략
과 포괄적 상호주의 전략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 농업통합 과정에서 한반도 차원의 상호보완적 농업구조조정을 추진
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단으로 한반도 단일경
제권이 붕괴된 이후 남한과 북한은 상이한 정치경제체제하에서 각자의 농업발전
경로를 형성하였다.
농업생산여건으로 보면 2016년 기준 북한은 논(29.9%)에 비해 밭(70.1%)이 많
고, 남한은 밭(45.5%)에 비해 논(54.5%)이 많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급에서 남한은
주식인 쌀 수급에 어려움이 없지만 북한은 쌀 공급이 충분치 않아 밭작물인 옥수수
를 주식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주요 농업 투입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식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남한은 쌀
은 자급하고 있지만 곡물 전체 자급률은 2017년 24%에 불과하다. 밭작물인 밀과 옥
수수는 타 밭작물과의 경합에서 밀려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수입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
남한의 주요 수입 농산물인 밀, 옥수수 등은 밭작물로서 북한의 생산여건이 우리
에 비해 양호해 향후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내 반입의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로서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양념채
소인 고추, 마늘, 양파, 파와 김치도 밭작물에 비교우위가 있는 북한으로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로 호냉성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적지가 북상해 남한 내 재배적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한산 활용도 기
대해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농업의 저성장은 자본 투입 부족이 주요한 원인인데 남한은 북한에 비
해서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이 발전해 북한의 농업 후방산업에 투
자한다면 북한의 농업 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이 농업 부문의 통합을 추진한다면 남북 농업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과 자연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한반도 차원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상
호보완적 농업구조 형성을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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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농정 이슈에 대해서 공동의 정책을 실시하는 상황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
나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남북이 형성한 농업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자 비교우
위에 기초해 상호 간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서 거시적 차원에서 한반도 차원의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공동농업정책을 실
시할지 여부는 남북 농업 부문 통합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통합 시나리오
가 필요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본 연구는 농업통합
을 경제통합의 하위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통합 과정은 기본적으
로 경제통합 과정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남북 농업
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 등을 고려해 통합의 단
계별로 농업 부문의 통합 과제들이 별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경제통합 과
정에서 통합 단계별로 제시한 농업 부문의 통합 과제를 조합하면 이것이 농업 부문
의 통합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과 달리 전체 경제통합 프로세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궤적의
농업 부문 통합과정을 설계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북 농업
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의 통합 수단으로 제안한
‘한반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PCEP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농업 부문을 아예
시장통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협력 의제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경제통합 프로세스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별도의 농업 부문
통합 과정을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경제통합 과정내에서 각 단계에서 제시된
농업 부문의 통합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넷째, 남북 농업통합 과정에서 식량, 채소, 과일, 축산, 임산 등 농산업부문별 특성
을 감안한 별도의 통합 시나리오가 필요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본래
농업 부문은 크게 재배업과 축산업, 임산업으로 세분되며, 재배업은 다시 식량, 원
예(채소·과일)로 세분된다. 축산업도 중·대가축과 소가축으로 세분할 수 있다. 따라
서 농산업부문별로 세분해서 보면 남북의 비교우위 관계와 당면 문제도 서로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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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련이다. 여기에 각 농산업별 생산뿐만 아니라 관련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농산업부문별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식량산업, 채소산업, 원예산업, 축산업, 임산업별로 각각
의 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통합의 단계별로 통합 과제와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농산업부문별로 각자의 통합과정을 설계하는 것보
다 전체 농업 부문의 통합 방향이 설정된 가운데 통합 단계별로 통합 과제를 도출
할 때 각 농산업부문별로 접근해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로 농산업부문별 통합 시나리오 수립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참고 12> 남북 경제통합 시 농업 부문 통합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주요 쟁점
(쟁점1) 남북 농업을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가?(상호주의 적용 범위)
(쟁점2) 농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통합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쟁점3) 농산업부문별로 별도의 통합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쟁점4) 한반도 차원의 상호보완적 농업구조형성을 지향할 것인가?(공동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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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체 응답자의 쟁점1~쟁점4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3.9,
3.9, 3.6, 3.7로 4가지 쟁점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
- 쟁점 간 중요도는 질문하지 않았으나 응답 결과를 보면 농업 부문의 민감성 보호
문제(쟁점1)와 농업 부문 별도 시나리오(쟁점2)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북공동농업정책 수립(쟁점4), 농산업부문별 시나리오 수립(쟁점3)
- 북한경제전문가그룹이 쟁점1의 중요도를 3.7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쟁점3의 중
요도를 3.3으로 가장 낮게 평가
○ 향후 남북이 실질적으로 경제통합을 시작하는 단계의 농업 부문 통합 과제를 도출
하고 과제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게 될 3~4년차 연구 추진 시 각 쟁점별로 대안을 제
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 의견을 파악해 활용할 계획
자료: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2.2. 남북 농업통합 추진 방향
2.2.1. 2대 목표
남북 농업통합의 첫 번째 목표는 남북 농업의 상생 발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북한경제에서 농업 부문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만
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경제난으로 계획경
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농업생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자
본 투입재의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집단농업경영시스
템의 비효율성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한몫을 하고 있다. 현재 북한 농업은 토
지, 노동 등 전통적인 투입재 증투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이 남북 경제통합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자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은 그 언젠가의 정치적 통일에 대비해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
에서 점진적으로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남북 경제통합 과정은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배려하는 원칙에서 시장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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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뿐더러 북한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부문의 통합도 이러한 시각에서 농업 부문의 시장통합 프로세스와 개발협력 프로
세스를 통해 북한 농업의 성장을 촉진해 남북 농업 부문의 성장 격차를 축소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북한 농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의 한 축인 개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남북 간 농업 부문 통합 과정이 북한
농업에 대한 일방적인 배려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적어도 시장통합의
프로세스에서는 남북 농업이 경제적 이익 공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이 농업 부문 시장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비교우위
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배분되기 때문에 남한 농업의 입장에서 비교열위인 분야에
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비교우위인 분야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
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북한 농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너무 강조되어 남한 농업의 피해가 확대된다면 남북 농업 간 갈등이 극대화되어 통
합 프로세스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농업의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경쟁 관계는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통합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농업의 성장을 촉진해 남북 농업의 성장 격차가 축소된다면 장기적으로 상호
간 경제적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의 수준을 높여 상생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 차원에서 분업화에 기초한 상호보완적인 농업구조를 형
성해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 농
업이 각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분업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단으로 단일경제권이 붕괴됨으로써 남북 농업 간에 노
정되었던 경제적 모순관계가 해소되어 전체적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남북 농업이 상생 발전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목표는 남북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역설적으로 성장잠재력은 크다는 점에서 북한의 성장잠재력도 비교적 큰 편이다.
북한이 지향하는 추격형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북 간 경
제력 격차를 축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농업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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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자원배분이 농업 부문에
우선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발전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농업 부문이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북한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농업 부문의 성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농업개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중국·베트남의 경험처럼 농업 분야가 경제개혁을 선도하
는 분야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농업 부문 통합 과정에서 농업개발협력 프로세
스로 북한농업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농업개혁을 측면에
서 지원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 성공적인 농업개혁
을 통해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기본 식생활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개혁의 안정
적 추진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결국 농업 부문의 통합이 북한 농업
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것은 다시 경제개혁과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아 경제통
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2. 4대 전략
이상에서 제시한 농업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의 4가지
를 설정하였다.
첫째, 단계적 접근 전략이다. 북한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
면 무리하게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북한의 준비된 상황
에 맞추되 개혁을 촉진해서 격차를 축소해가면서 북한의 조건이 총족되는 상황에
맞게 통합의 수준을 상향 조정해 가는 방식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협력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 농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개혁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북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남한 내 협력거버넌스가 중요하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간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농업통합을
추진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농업통합을 추진할 수 있고 목표에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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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포괄적 상호주의 전략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통합은 경제적 목
적과 정치적 목적이 혼재된 이중적 성격의 경제통합이다. 따라서 여타 국가 간 경
제통합과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남북 경제통합은 이질적 체제 간 통합이면서 경
제 규모·수준에서 차이가 커 사실상 선진국과 개도국 간 통합인 남-북국가 간 경제
통합이라는 점에서 통합과정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북한경제의 성장을 배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40) 이런 점에서 남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단기적 상
호주의 전략으로 임한다면 준비가 덜 되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남한이 설계한 통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통합 프로세스 전체
가 결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구동존이의 입장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전략을 견지
해야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을 국
제규범인 FTA를 활용하는 것은 남북 당국 간 협상의 틀이 고정화되지 않은 상황에
서 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는 기제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요인의 개입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으로 진행된다면 통합의 룰을 북한
과 일일이 협의해 확정해야 하고, 정치적 요인에 의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적 규범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고 향후 북한이 시장경제체
제로 이행한 후 정식적으로 국제무역질서에 편입하기 전에 학습효과도 충분히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2.3. 2대 원칙
남북이 농업 부문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설정했다.
첫 번째 원칙은 경제·실리와 인도·지원의 조화이다. 남북 경제통합은 정치적 목
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지닌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에
40) 김완기. 201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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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해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규
모에서 보면 남북 경제통합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경제통합의 성격이 강해 북한
이 남한이 주도하는 경제통합 과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유인장치로써 북한을 배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통합 과정에는 북한의 경제개혁(농업개혁)과 성장
을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경제통합(농업통
합)이 이루어진다면 남한 경제 입장에서는 통합의 경제적 동기가 상실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전체 경제통합이든 농업 부문의 통합이든 경제·실리와 인도·지원이 조
화를 이루는 원칙에서 통합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원칙은 갈등 관리 및 최소화이다.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시장통합은 기
본적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모두
산업구조의 조정이 수반되고 농업 부문에서도 농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남북 농업부분은 경쟁관계가 되고 각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적 동기에 의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양
측 모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회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간 충돌이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하에 접점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구상하는 남북 경제통합
은 현실적으로 남한이 설계자이자 추진자이고 북한은 수동적인 참여자이다.
따라서 우리가 설계한 통합 과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
익 배분을 둘러싸고 나타나게 될 갈등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
는 남북이 공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 통합과정에서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통합 추진을 위한 4대 전략 중 포괄적 상호주의 전략과 남북 협력거버넌스
구축은 바로 원칙을 반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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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 남북 경제통합 시 농업 부문 통합 추진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3대 목표, 4대 전략, 4대 원칙

○ (결과) 적절 58.3%, 매우 적절 22.9%, 보통 14.6%. 적절·매우 적절이 81.2%로 적절
성을 매우 높게 평가
- 북한경제그룹: 적절 60%, 매우 적절 20%, 보통 20%
- 북한농업그룹: 적절 72.7%, 매우 적절 18.2%, 보통 9.1%
- 한국농업그룹: 적절 50%, 매우 적절 27.2%, 보통 13.6%, 미응답 9.1%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2대 목표, 4대 전략, 2대 원칙으로 조정
자료: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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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와 주요 추진과제
3.1.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농업통합은 경제통합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통합 시나리오는 통합의 단계, 수준, 수단에서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동일
해야 한다. 다만, 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는 남북 농업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경제통
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 등을 고려해 차별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남북 농업
통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통합 과정을 농업 부문의 시장·정책 통합 프로세스와 농업개발협력 프
로세스 2개의 축으로 설계한다.
둘째, 농업통합의 단계는 농업협력(agricultural cooperation) 단계와 농업통합
(agricultural integration) 단계로 크게 구분한다. 농업협력 단계는 농업 부문의 시장
통합을 실제로 추진하기 전 농업통합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셋째, 농업협력 단계는 대북제재 유지 단계와 대북제재 완화 단계로 세분하고,
농업통합 단계는 초기 → 성숙 → 완성 3단계로 세분한다. 본 연구는 농업협력 준비
단계에서부터 농업통합 초기 단계까지의 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넷째, 농업통합 초기 단계의 통합 수준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농업 부문의 상품·
서비스 및 생산 요소의 이동이 허용되는 부분적 공동 시장 형성으로 설정한다. 이후
성숙 단계에서는 완전한 공동 시장을 형성하고, 완성 단계에서는 농업 부문 정책이
통합되는 것을 가정한다.
다섯째, 농업통합 초기 단계의 통합 수단은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RTA)이다.
협정의 성격은 FTA이며 명칭은 한반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KPCEPA)으로 한다. KPCEPA
는 ‘실체적 요건’ 충족 의무를 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잠정협정으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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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남북 농업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를 시장통합과 개발협력 측
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통합 측면에서 보면 농업통합 준비 단계의 대북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현상유지에 주력하고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서 농산물 무역 및 농림업 부문 투자 확
대, 남북 농업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협력이 중요한 과제이다.
농업통합 초기 KPCEPA 1단계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한 상품무역 분야
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주요 과제이다. 다만, 농업 부문 서비스·투자(직간
접적 자본 이동)·규범·인력이동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후속협상의
근거를 마련한다. KPCEPA 2단계에서는 후속협상(보충협상)으로서 농업 부문 서비
스·투자(직간접적 자본 이동)·규범·인력이동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다음으로 농업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통합 준비 단계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식
량 및 농자재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다.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서는 북한 농업개혁 지
원이 주요 과제이다.
<그림 4-1>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

자료: 저자 작성.

122 |

농업통합 초기 KPCEPA 1단계에서는 잠정협정 의무유예 기간인 10년을 목표로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농업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KPCEPA 2
단계 후속협상에서는 남북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농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협력적 농정체계 구축을 의제로 상정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그림 4-1>은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도식화한 것이다.

3.2. 남북 농업통합 추진과제41)
3.2.1. 통합 준비 단계
□ 대북제재 유지 국면
UN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고 이 결의안에 근거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의 1718제재위원회를 설
치했다. 북한이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UN 안보리는 대북제
재의 강도를 대폭 강화한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으며, 이후 북한의 추가적인 도
발에 대응해 점차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인 결의안들을 추가로 채택했다.42)
미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제재를 위한 맞춤형 제재 법령을 제정하
면서 독자제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43) 미국의 대북제재는 제3국인을 포함해 직
41) 5개년 연구의 총론에 해당하는 1년차 연구에서는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통합 단계별 주
요 통합 과제 도출에 주력하였음. 향후 2~4년차에 통합 단계별 연구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1년차 연
구에서 도출한 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농산업부문별로 제시할 계획임.
42) 1718호(’06.10), 1874호(’09.6), 2087호(’13.1), 2094호(’13.3), 2270호(’16.3), 2321호
(’16.11), 2356호(’17.6), 2371호(’17.8), 2375호(’17.9), 2397호(’17.12) 등 10개 결의안이
북한 제재의 근간임(전형진 외 2019: 9).
43) 미국의 북한 맞춤형 제재 법령인 ‘북한제재정책강화법(2016년)’, ‘미국의적국제재법(2017년)’과 재
무부 소관의 행정명령 E.O.13722호(’16. 3. 15.,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의 자산 동결 및 북한과 관
련된 특정 거래 금지), E.O.13810호(’17. 9. 25., 북한과 관련된 추가 제재 시행) 그리고 상무부 소
관의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이 대북제재의 근간임(전형진 외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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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대북 거래 관련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제재
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로 인
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다자제재에 준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 14> 미국의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개요
○ 제3국인을 포함해 직간접적인 대북 거래 관련자(개인·단체·기업)의 범위
- 북한의 건설·에너지·금융·어업·정보기술·제조·의료·광업·섬유·운송산업 관련자
- 북한의 항구·공항·육로출입구에 대한 소유·통제·운영 관련자 / 북한 정부나 노동
당을 위한 수익 창출 활동 관련자
- 북한과의 재화·서비스·기술 수출입 관련자 및 북한 노동자 송출 관련자
- 제재 대상을 위해 금융·물품·기술·서비스 지원·후원·조력 관련자
- 북한 기항 선박·항공기의 180일간 미국 입항·기착 금지
- 제재 대상자를 대신해서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 제재
※ 행정부의 권한으로 의무적 제재대상 이외에도 제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범위와 대상이 국제사회(UN 안보리)의 제재보다 광범위하고, 제재대상과 연
루된 제3국인도 동일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을 적용
※ 주요 제재 조치 사항: 외환거래 금지, 금융기관의 대금 이체·지급 금지, 자산 봉쇄,
금융거래 인허가 금지, 재산 몰수 등
자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전략물자관리원(2018: 16-17); 전형진 외(2019: 14)의 <글상자 1> 인용.

○ 제 3국인 제재 →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자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전략물자관리원(2018: 18)의 <Secondary Sanction의 개념> 그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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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
함 사건을 계기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조치(5.24조치)를 실시해 개성공단을 제
외한 모든 남북 협력을 중단했다. 개성공단 사업도 2016년에 이르러 전면 중단되
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표 4-1>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 농업협력 추진 가능성 및 협력 가능 사업 검토
구분

추진 가능성 및 협력 가능 사업 검토

인도적
지원

∙ 추진 가능성 검토
- UN 안보리 결의안이 명시한 제재대상 품목이 아니면 별도 절차 없이 통일부 승인을 거쳐 지원
가능
- 제재대상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품목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품목리
스트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지원 가능
∙ 협력 가능 사업 검토
- 북한 농업의 당면과제가 식량부족 해소 및 농자재공급 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라는 점
을 감안하여 식량 및 농자재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
- 남한에서 일부 농축산물이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과 산지 폐기되는 상황에서 공급과잉 농산물 지원

비경제적
교류

∙ 추진 가능성 검토
- 교류분야의 제재는 WMD와 관련된 인사와의 접촉 금지에 초점이 있어 제재대상자가 아닌 경우 비경제
적 교류(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공동 조사·연구 등)는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기본적으로 추진 가능
- 단, 북한 방문을 통한 교류 시 물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물품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물품이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협력 가능 사업 검토
-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재 해제 또는 유연
화 조치 등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의 대외 농업협력 수요가 크고 기합의한 농업협력사업인 농
업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고려
- 북한의 수용성을 이끌어내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남북 한식(음식문화) 교류협
력과 같은 농업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진도 고려할 필요

교역
·투자

∙ 추진 가능성 검토
- HS 07류(채소류), HS 08(과일류), HS 12류(채유종실), HS 44류(목재) 등 4개 품목군을 제외
한 북한산 농림산물 반입과 한국산 농림산물의 반출이 가능하지만, UN 안보리 결의안이나 미국
의 독자제재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대북 교역과 투자는 사실상 추진 불가능
∙ 협력 가능 사업 검토
- 정부 차원에서 금융거래를 회피하는 바터무역(barter trade) 방식을 활용해 대북 농림산물 교역
추진 검토 가능

당국 간
개발협력

∙ 추진 가능성 검토
- 제재대상 품목이 포함되지 않고 금융거래도 동반되지 않는 농업개발협력사업인 경우에만 추진
가능. 단,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인프라사업에 해당하는 농업개발협력사업은
사안별로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 가능
∙ 협력 가능 사업 검토
-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국면에서는 남북 당국자 간 신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보류

자료: 전형진 외(2019)의 내용을 인용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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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남북 농업협력 공간이 매
우 제한적이다. <표 4-1>은 대북제재 내용을 토대로 남북 농업협력 유형별 협력
추진 가능성 및 협력 가능 사업을 검토한 것이다.
먼저, 시장통합 측면에서 보면 남북 농업통합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는 무
역과 투자의 확대이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UN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만 고려하면 채소, 과일, 채유종실, 목재 등을
제외한 농림산물은 남북 간 교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UN 안보리의 다자제재와 미
국의 독자제재 모두 대북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교역과 투자는 모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 간 바터무역(barter trade)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또한 미국과
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농업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과
제는 농업 관련 인도적 지원이다. UN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제재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면제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 지원을 허용하고 있
다. 현재 북한 농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식량 생산 부족과 농자재 공
급 부족이라는 점에서 식량과 농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 산지 폐기되고 있는 남한의 공급 과잉 농축
산물 가운데 북한의 수요가 있는 품목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대북제재 완화 국면
남북 경제통합 함수식에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이 이루어져 양(+)의 값을 가
지게 되면 대북제재 완화 단계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북제재 완화, 더
나아가 해제는 언제쯤 가능할까? 대북제재의 당사자들인 북한, 미국, UN 안보리
1718제재위원회와 남북관계가 대북제재의 완화‧해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
수들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이며, UN 안보리제재
위원회와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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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5> 대북제재 완화·해제 가능성 검토
□ UN 안보리
○ (대북제재 완화·해제 조건과 절차)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한 UN 안보리의
명확한 규정 부재.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UN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 필요
○ (대북제재 완화·해제 전망)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때만
이 가시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해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5개 결의안(2016년 이후 채택된 2270호, 2321
호, 2371호, 2375호, 2397호)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 5개 결
의안에 포함된 경제제재가 순차적으로 또는 일시에 완화․해제될 가능성 존재
□ 미국
○ (대북제재 완화·해제 전망)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결과에 의해 좌우
○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실시한 제재의 부과·해제 사례를 통해서 본 대북 경제재
완화․해제에 대한 시사점
- 첫째, 점진적․단계적 제재 해제. 일부 제재 적용 유예→ 일부 제재 해제 → 모든 분
야 제재 해제 및 외교관계(국교) 수립. 미국이 제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곧바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한 사례가 없어 대북제재 완화·해제도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둘째,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면 제재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도 제재 해제 가
능. 북미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일부 제재의 유예․해제 가능성도 존재
- 셋째, 미국의 제재 해제 조치는 가역적.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미준수하는 경우
경제제재를 그대로 복원(스냅백 snap-back). ex) 대이란 제재 해제의 경우 참조
○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1단계: 현재의 제재 내용 중 일부를 예외로 인정하거나 사안별(예를 든다면 개성
공단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로 제재 면제 조치 실시
- 2단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는 조치 실시
- 3단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이에 맞춰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외교관계(국교) 수립
자료: 서보혁 외(2018); 전형진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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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는 북한이 취하는 조치와 UN 안보리의 수용 여
부가 관건이다. 북한과 적대관계인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UN 안보리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북
제재 완화·해제의 핵심적인 변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서 주요 통합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통합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 무역 및 농림업분야 투자 확대, 남북 농업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협력이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 간 농산물 무역 및 농림업 부문 투자 확대는 일종의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에 해당한다. 시장의 역할을 통해서 남북 농업 간 연관관계와 상호 보완
관계를 구축해 경제적 결속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시장통합에 대비해 국내 법제도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남북
간 농업 부문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합의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것도 중
요한 과제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남북 경제협력
의 규범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감
안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분권화되고 시장친화적인 남
북 경제협력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남북 간 합의와 국제적 스탠다드(규범)에
기초한 남북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제도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 농업 부문 통합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 농업
현황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남북 농업현황 공동조사 사업 추진
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업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대북제재 완화 국면의 중요 과제는 북한
의 농업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이 기합의한 농업개
발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민간이 추진하는 농업개발협력 사업
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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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은 2005년 이후 수차례 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합의했지만 매번 남북
관계 경색으로 실제 추진되지는 못했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 당국은
협동농장 협력, 농업과학기술협력, 종자분야 협력, 산림분야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의
협력 추진을 약속한 상태이다.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표 4-2> 남북 당국 간 농업협력사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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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학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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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농업협력

축산·과수·채소·잠업·특용작물 협력

산림분야 협력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복구녹화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산림과학기술협력

투자 장려

수출·투자확대 위한 협력방안 협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의 투자협력)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총리회담(2007)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200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총리회담
남북경협공동위원회(2007)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총리회담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차, 2차, 2018)
10.4선언(2007)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자료: 김영훈 외(2018: 86)의 <표 5-2>; 전형진 외(2019: 56)의 <표 4-9> 인용 및 저자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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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6> 남북 농업통합 준비 단계의 주요 통합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남북 농업통합 준비 단계의 주요 통합 과제
(과제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과제2) 농업개발협력 추진
(과제3) 농업 부문 경제협력사업 추진
(과제4)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5) 남북 간 농업개발협력·경제협력 관련 합의 확대
(과제6) 대북 농업협력 거버넌스 구축
○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제1~과제6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3.8,
4.4, 4.3, 4.1, 4.1, 4.2로 6개 과제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
- 과제간 중요도는 질문하지 않았으나 응답 결과를 보면 농업개발협력 추진(과제
2)와 농업 부문 경제협력사업 추진(과제3)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대북 인도적 지
원(과제1)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남북 농업부문 주요 통합 과제의 중요성
5.0

4.4 4.5 4.4 4.3

4.5

3.9 3.9
4.0 3.8 3.7

4.5
4.3
4.1 4.2 4.1 4.1 4.1
3.9

4.1 4.2 4.2 4.2
3.9

4.34.2
4.1

3.5
3.0
2.5
2.0
1.5
1.0
0.5
0.0

과제1
전체응답자

과제2

과제3

북한경제전문가

과제4
북한농업전문가

과제5

과제6

한국농업전문가

○ 향후 남북 농업통합 준비 단계(2년차) 연구 추진 시 통합 과제를 시장통합 측면과 농
업개발협력 측면으로 구분해 각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계획
자료: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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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통합 초기 단계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의 기본적인 통합 과제는 남북 간 지역무역협정인 한반
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PCEPA)을 잠정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농업 부문
에서는 특히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수준을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최대공약수보다는 최
소공배수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장통합의 측면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단계로 나누어 협
상을 추진하되 1단계에서는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축적된 각종 합의 내용
을 제도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상품무역분야의 의제에 집중하도록 한다. 다만, 서비
스·투자(직간접적 자본 이동)·규범·인력이동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 원칙에 합의함
으로써 2단계 후속협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개발협력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산업부문별 협력을 별도의 의제로 상
정해 협정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의 협력을 반드시 포함해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찾아내 합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의 농업개혁과 성장
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북한농업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단계 경제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남북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특정 경제정책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경제
정책체계 구축에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한반도 차원의 협력
적 농정체계 구축을 의제로 상정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 1단계 KPCEPA
먼저, 시장통합 측면에서 보면 농업통합 초기 1단계 KPCEPA 체결에서는 농산
물시장 개방과 관련한 상품무역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주요 과제
이다. 다만, 농업 부문 서비스·투자(직간접적 자본 이동)·규범·인력이동 분야에 대
해서도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후속협상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KPCEPA의 농업 분야 주요 의제인 무관세거래 원칙 제도화, 무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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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산지 및 역외가공 규정, SPS(식물 및 식물위생조치), TBT(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수출보조, 수입 및 수출 제한, 통관,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
는 것이 중요 과제이다.
다음으로 농업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농업통합 초기 1단계 KPCEPA 체결 시
농업협력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해 경제통합과정에서 농업협력의 위상과 역할,
농업협력 추진 방향과 중점 협력분야, 북한농업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 실시, 남북
농업 부문의 민감성 보호 조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
이 주요 과제이다. 특히 잠정협정 의무유예 기간인 10년을 목표로 남북이 공동으
로 북한농업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북한 농업 부문의 개혁 성과를 극대화하여 농업성장을 촉진해 경제
체제 개혁을 선도하는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생
산성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구체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고 17> 남북 농업통합 1단계 KPCEPA 체결 시 주요 통합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단계 KPCEPA 체결 시 포함 분야
(분야1) 상품무역 / (분야2) 경제협력 / (분야3) 농업협력
○ (결과) 전체 응답자의 분야1~분야3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4.3,
4.3, 4.4로 3개 분야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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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무역분야 주요 의제
(의제1) 무관세거래 원칙 제도화
(의제2) 무역구제
(의제3) 원산지 및 역외가공 규정(OP)
(의제4) SPS(식물 및 식물위생조치)
(의제5)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의제6) 수출보조
(의제7) 수입 및 수출 제한
(의제8) 통관
○ (결과) 전체 응답자의 의제1~의제8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4.0,
3.7, 4.3, 4.4, 3.7, 3.2, 3.6, 4.2로 8개 의제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
- 의제 간 중요도는 질문하지 않았으나 응답 결과를 보면 SPS(의제4), 원산지 및 역
외가공(의제3), 통관(의제8), 무관세거래 원칙 제도화(의제1)의 중요도를 상대적
으로 높게 평가

농산물 무역 측면에서 상품무역분야 의제들의 중요성

5.0
4.5
4.0
3.5

4.3
4.3
4.0 4.0 3.9
3.73.7 3.8
3.3

4.6
4.5
4.4
4.34.3 4.4
4.1

3.7
3.7 3.73.6

3.0

4.4
4.2 4.3
4.0

3.8
3.63.6 3.5
3.53.5
3.2
2.9

2.5
2.0
1.5
1.0
0.5
0.0

의제1

의제2

전체응답자

의제3

의제4

북한경제전문가

의제5

의제6

북한농업전문가

의제7

의제8

한국농업전문가

○ 농업협력 분야 주요 의제
(의제1) 남북 농업협력의 위상과 역할
(의제2) 남북 농업협력 추진 방향과 중점 협력분야
(의제3) 북한 농업농촌개발지원 프로그램 실시
(의제4) 남북 농업 부문의 민감성 보호 조치 / (의제5) 식량안보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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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체 응답자의 의제1~의제5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3.9,
4.4, 4.2, 3.7, 4.0으로 5개 의제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
- 의제 간 중요도는 질문하지 않았으나 응답 결과를 보면 남북 농업협력 추진 방향
과 중점 협력분야(의제2), 북한 농업농촌개발지원 프로그램 실시(의제3)의 중요
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향후 남북 농업통합 초기 1단계(3년차) 연구 추진 시 통합 과제를 시장통합 측면과
농업개발협력 측면으로 구분해 각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계획
자료: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 KPCEPA 2단계
먼저, 시장통합 측면에서 보면 KPCEPA 2단계에서는 후속협상(보충협상)으로
서 농업 부문 서비스·투자(직간접적 자본 이동)·규범·인력이동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분야별 주요 의제로는 먼저 서비스/투자분야(직간접 자본 이동)에서 시장접근
(개방) 분야 및 일정, 우대 및 특혜 조치 등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투
자 편리화 조치, 손실보상, 분쟁해결, 송금 등도 주요하게 합의를 도출해야 할 의제
이다. 규범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지리적표시제, 전자상거래 등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 내국민대우, 정부조달, 경쟁, 투명성, 환경, 친환경인증제도, 농산물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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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도 등도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쿼터량, 고용허
용분야, 인사·노무관리 등의 제반 조치가 매우 중요하며, 이동인력에 대한 사회안전
망 구축, 농업협력 전문인력 육성 등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농업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KPCEPA 2단계 후속협상에서는 남북
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농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협력적 농정체계
구축을 의제로 상정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공
동농업정책(KCAP)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반도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논의 중심에는 식량안보체계 구축, 안정적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생태환경 보호 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산물
표준과 규격 통합, 남북농업공동정보DB 구축, 농업인력 양성 및 교육, 4차산업혁
명 대응, 식품안전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참고 18> 남북 농업통합 2단계 KPCEPA 체결 시 주요 통합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단계 KPCEPA 체결 시 포함 분야
(분야1) 서비스·투자(직간접적 자본 이동) / (분야2) 규범
(분야3) 인력이동 / (분야4) 한반도공동농업정책(KCAP)
○ (결과) 전체 응답자의 분야1~분야4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4.4,
4.1, 4.3, 4.1로 4개 분야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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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투자 분야 농업 부문 주요 의제
(의제1) 시장접근 / (의제2) 우대 및 특혜조치
○ (결과) 전체 응답자의 의제1~의제2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4.3,
4.1로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

○ 규범 분야 농업 부문 주요 의제
(의제1) 농림어업 관련 지적재산권 / (의제2)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의제3) 농산물 전자상거래
○ (결과) 전체 응답자의 의제1~의제3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3.8,
3.6, 3.6로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 단 서비스/투자 분야나 인력이동 분야의 의제
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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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이동 분야 농업 부문 주요 의제
(의제1) 인력이동에 관한 제반 조치 사항
○ (결과) 전체 응답자의 의제1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4.3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
인력이동에 관한 제반 조치 사항
5.0

4.3

4.5

4.2

4.4

4.4

4.0
3.5
3.0
2.5
2.0
1.5
1.0
0.5
0.0

전체응답자

북한경제전문가

북한농업전문가

한국농업전문가

○ 한반도공동농업정책(K-CAP) 구상 관련 주요 의제
(의제1) 식량안보체계 구축 / (의제2) 안정적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의제3) 기후변화 대응 / (의제4) 농업생태환경 보호
○ (결과) 전체 응답자의 의제1~의제4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점 만점에 각각 4.2,
4.1, 4.1, 4.1로 모두 중요도를 높게 평가

○ 향후 남북 농업통합 초기 2단계(4년차) 연구 추진시 통합 과제를 시장통합 측면과
농업개발협력 측면으로 구분해 각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계획
자료: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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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44)

1. 연구 시각
본 연구과제가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 있어서 농업통합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남
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
출되는 결과와 그 시사점은 남북 농업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설정한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추진 방향에
따라 단계별로 그리고 농산업부문별로 농업통합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5년에 걸쳐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적 효과의 규모를 파악해보고 남북 농업통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
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5년에 걸쳐 수행할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계획은 다음과 같
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모형 분석에 앞서 시범적으로, 가장 단순한 거
시 모형을 통하여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적용해 본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향
후 본격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비한 기본모형을 개략적으로 설계해 보는 등

44) 본 제5장은 충남대(협동연구 참여기관) 한석호 교수가 수행한 위탁연구과제(한석호 2020)의 내용
을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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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향을 설정한다. 2~4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분석 작업을 기초로 단계
별 그리고 농산업부문별(식량, 축산, 원예) 남북 농업통합의 효과를 보다 세밀하
게 계측한다. 남북 농업통합이 밟아가는 단계의 내용과 세부 농산업 분야의 특성
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1차년도 분석을 토대로 세분
화한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 5차년도에서는 1~4차년도 분석을 모두 연계한 총
량 모형을 완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종합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5-1>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연차별 분석 계획
구분

본 연구과제 목적

1차 ∙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 수립
년도 ∙ 남북 농업통합 추진 방향 제시

경제적 효과 분석 목적

모형 및 세부 효과

∙ DB 구축, 통합 시나리오 ∙ 거시 성장모형
구상·적용, 기본모형 설계 ∙ 성장 효과

비고
거시 분석

2차
년도

∙ 남북 농업통합 준비 단계의 통
∙ 농업 부문 수급균형모형
∙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
∙ 남북농업교류협력의 효과, 식량산업
합 추진 방향과 통합 과제 추진
는 경제적 효과 분석
북한 농업개혁의 효과
방안 제시

3차
년도

∙ 남북 농업통합 KPCEPA 1단계
∙ 농업 부문 수급균형모형
∙ KPCEPA 1단계에서 발
∙ 농산물 남북교역 증대 효과,
의 통합 추진 방향과 통합 과제
생하는 경제적 효과 분석
농업투자 활성화 효과
추진 방안 제시

4차
년도

∙ 남북 농업통합 KPCEPA 2단계
∙ 농업 부문 수급균형모형
∙ KPCEPA 2단계에서 발
∙ 생산 요소 이동 효과, 농산 원예산업
의 통합 추진 방향과 통합 과제
생하는 경제적 효과 분석
물시장 확대 효과
추진 방안 제시

5차
년도

∙ 남북 농업통합의 통합 추진 방향
∙ 경제적 효과 종합
과 통합 과제 추진 방안 정리
∙ 정책 제언
∙ 중장기 농업통합 로드맵 제시

∙ 남북 농업총량모형 완성
∙ 정책 시뮬레이션

축산업

1~4년차
개발모형
연계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큰 틀 속에서 1차년도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 농업과 관련한 연구에서 경제모형을 통한 경제적 효과 추정
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북한 농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수행해 왔지만 필
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경제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시도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
다. 본 1차년도 분석은 자료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거시 모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둘째, 본 1차년도 경제적 효과 분석은 경제 전체가 아닌 농업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 전체에 대한 남북 통합의 효과는 소수의 연구에서 추정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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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전체 경제를 세분화하여 산업별로 접근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본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의의가 크다. 남북 경
제통합이 한반도 경제 전체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중요하지만 경제
분야를 구성하는 각 산업이 창출되는 총 경제적 효과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중요
한 연구주제이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각 산업별 정
책과 예산투입의 우선순위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업은 가장 기초적
인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부문이라는 점에서 남북 농업통합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
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1차년도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향후 2~5차년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제모형에 적용할 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있다. 1차년도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후차년도 모형 분석에서도 활
용되며 설정된 통합 시나리오도 향후 모형 분석에 기본이 될 것이다. 본 1차년도 분
석의 역할에 따라 도출된 추정결과보다도 데이터 구축 및 한계에 대한 경험과 통합
시나리오 설정 및 적용에 더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1차년도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
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다. 먼저, 북한 통계자료의 부재와 신뢰
성 부족 문제이다. 이는 북한 연구를 수행할 때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로, 이용 가능
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불가피하게 많고 강한 가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가정의 설정에 따라 분석 결
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본 연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
문에 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경제적 효과의 규모보다도 방향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설정한 가정의 변화에 따라 도출된 결과가 나타내는 차이
를 검토하여 이 문제를 조금은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분석 모형 선정에 따라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각 연구마다 분석 목적을 달성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경제모형을 선정하는데, 경제모형은 각 모형마다 나름의 장점
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점은 경우에 따라서 분석 결과
의 지나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본 연구도 이러한 점에 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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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래를 전망하는 분석이 가지는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남북 경제통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변수들의 미래 변화 추세는
베이스라인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 경제통합이 일어났을 때 가해진 충격에 따
라 각 변수들과 최종 경제적 효과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베이스라인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커다란 불확실성이 있어 이 베이스라
인 추정 자체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불필요
한 가정의 도입을 줄이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2. 남북 농업통합의 성장 효과 분석
2.1. 분석 모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1차년도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목적은 2
차년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분석에 대비해 가장 단순한 거시 모형을 통하여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의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접근법을 이용한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연립
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 기반으로 남
한과 북한 그리고 농업과 비농업으로 세분화된 성장회계식을 구성하였다.45) 솔로우
성장모형은 모형이 단순하고 필요로 하는 변수가 타 모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분석이 용이하며, 남북 농업통합을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될 수 있는 다
양한 시나리오별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46)
45) 농업 부문도 예를 들어 식량, 축산, 원예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세분화한 분석은 2~4
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함.
46)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솔로우 성장모형 이외
에도 CGE모형, 산업연관분석모형 등을 활용하고 있음. 본 분석을 위하여 CGE모형이나 산업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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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서는 인프라를 고려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Infrastructure-augmented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를 가정하였다.

       ×    ×    ×  
여기서     는 국가의 총소득이며, ∈ : (S는 남한, N은 북한),
∈ : (ag는 농업, non은 비농업),  는 연도를 의미한다.  는 생산기술을

포함한 총요소생산성을,  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노동자 수)를
나타낸다.  은 물적자본으로 사회자본과 건물, 생산설비 등(이하 자본)을 나타
내며,  는 철도·도로·공항·항만 등 물류에 기반한 사회자본(이하 인프라)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장호·김범환(2017)에서와 같이 북한과 남한의 생산함수에 차
이를 두고 있다. 북한의 생산함수를 설정함에 있어 자본과 인프라를 구분하였는
데, 이는 북한 (농업)인프라의 노후성이 농업경제 성장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며,
향후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의 경우, 인프라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인
프라 개발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본과 인프라를 별
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식 (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식 (5-1)

     ×   ×   × 
  는 식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고려한
뒤 추정한다.
분석모형의 활용을 검토하였음. 분석의 목적과 자료의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솔로우
성장모형을 선정함(<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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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5-2)

×   

노동(   )은 노동가능인구(    )에 고용률(   )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노동가능인구는 남북한 모두 15∼64세의 인구를 말한다. 남한 고용
률과 관련하여 1990년∼2019년까지의 고용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
제값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이후 고용률은 한국은행 전망치를 이용하여 60.0%
를 사용하였다. 북한 고용률은 통계청의 주제별 국가통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추세를 반영하여 2020년 이후 0.25%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식 (5-3)

자본(   )은 감가상각율( =0.05)을 적용한 전년 자본과 신규 자본투자
(   )의 합으로 추정하였다.

     ×       

식 (5-4)
총고정자본형성
국내총생산지출

자본투자(   )는 전년 총생산에 한계저축률(  =  )과
자본투자비중(   )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한계저축률은 2019년까지 실제
치를 사용하였고, 2020년 이후는 2019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30.0%로 가정하였
다. 북한의 한계저축률은 연도와 상관없이 최장호·김범환(2017)의 20.0%를 사용
하였다. 자본투자비중은 최장호·김범환(2017)과 같이 통계청 국내통계의 국내총
생산 지출 중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비중인 0.36(자본)을 사용하였다.

    ×   ×    

식 (5-5)

인프라(   )는 자본과 동일한 결정구조이나 인프라투자(   )의 영향을
받는 차이가 있다. 인프라투자(   )는 전년 총생산에 한계저축률(  )과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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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자비중(   )을 적용해 산출했고, 인프라투자비중은 0.64를 사용했다.

      ×       

식 (5-6)

    ×   ×    

식 (5-7)

총요소생산성(   )의 동태적 변화는 최장호·김범환(2017)의 방식을 차용
하였다.

 는 평균 생산성 성장률을 말하며 남북한의 생산성이 미국 생산성의 장

기성장률 1.3%로 수렴한다고 가정했다(최장호·김범환, 2017). 또한  는 미국과
남북한의 1인당 경제 규모 격차가 미국의 생산성 장기성장률에 수렴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수렴 팩터를 나타내는데 남한은 0.015, 북한은 0.00348을 사용했다(최
장호·김범환, 2017).






    
       ×       × ln  
     


식 (5-8)

2.2. 변수 및 자료
본 연구의 남북 경제통합 과정인 분석 기간은 2021~2050년으로 총 30년이다. 남
북 경제통합의 준비 단계는 2021년부터 시작하며, 2021년은 각종 남북 경제통합 및
농업 부문 교류협력에 대한 협상기간으로 실제 사업들은 2022년부터 시작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의 1단계 KPCEPA 체결은 2031~2040년이
며,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의 2단계 KPCEPA 체결은 2041~2050년이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1990~2018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9년 이부
터 2050년까지는 기관별 전망치를 사용하거나 분석모형을 통해 추정 및 전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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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망방법은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파라미터(계수값)를 외생으로 취급하
여 활용하는 방법(synthetic approach)으로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단일
방정식이 항등식 형태로 구성되므로 통계적 추정은 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변수로 국민총소득 지표인 GNI(Gross National Income)를
사용하였다. GDP(국내총생산)가 아닌 GNI를 사용한 이유는 남북통합 시나리오 분
석에서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자가 이루어지
게 되면 자본은 대부분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할 것인데, 이때 GDP 개념으로 계산
하면 남한의 경제 수준은 북한에 투자한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남북
경제통합이 활성화될수록 남한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결과는 실제 통합의 효과와 맞
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개성공단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 농업통합의 효과성 해석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GNI를 총
생산함수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최장호·김범환(2017)의 연구와 동일하다.
국민총소득(GNI)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남북한 실질 GNI를 사용하였
다.47) 통계청 북한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원화로 표시되어 남한 경제와의 비교가 수월하며, 환율에 대한 고려 없이 남북한 경
제통합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분석 모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자료의
신뢰성과 이용의 원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최장호·김범환 2017).
노동(Labor)은 남북한 모두 UN의 인구통계(총인구, 노동가능인구) 및 전망치
(World population prospect)48)를 사용하였다. 남한의 농업인구는 통계청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북한의 농업인구는 UN이 발표한 인구통계의 농촌인구에 88%(FAO
statistical yearbook 2014)를 적용하여 추정 및 전망하였다.
남한의 총자본(Capital)과 농업자본은 통계청의 국내통계 총자본형성(원계열)자료
를 사용하였고, 북한의 자본은 임철재(2004)49)를 이용하여 시계열을 추정하였으며,

47)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자문의견 중 하나로 경제적 효과는 실질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분석 결과를 실질 기준으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48) United Nations(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Probabilistic/Population/,
검색일: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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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본은 FAO(2014) 자료를 이용하였다. 북한의 총자본 중에서 자본과 인프라를
구분하기 위하여 최장호·김범환(2017)과 같이 통계청 국내통계의 국내총생산의 지출
중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비중인 0.36(자본)과 0.64(인프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표 5-2> 성장회계모형 분석의 변수와 자료
남한

북한

통계 출처 또는 가정

통계 출처 또는 가정

국내총생산의
대리변수(실질 기준)

통계청 국내통계

통계청 북한통계

노동의 파라미터

0.67(비농업), 0.57(농업)

0.67



자본의 파라미터

0.33(비농업), 0.43(농업)

0.185

선행연구



인프라의 파라미터

-

0.205

선행연구

  

총요소생산성

계산값

계산값

변수

변수설명

  


비고

  

노동

UN 인구통계

UN 인구통계

   

노동가능인구

UN 인구통계

UN 인구통계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국제통계

  

자본

통계청 국내통계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정



감가상각률

5%

5%

  

자본투자

계산값

계산값



한계저축률

총고정정본형성/당해
gni 대비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0.0%

선행연구

 

자본투자비중

36.0%

36.0%

선행연구

 

인프라

-

계산값

 

인프라투자

-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정

 

인프라투자비중

-

64.0%

선행연구

자료: 저자 작성.

생산함수의 각 변수에 대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노동의 파라
미터 는 2/3로, 자본의 파라미터  는 남한의 경우 1/3, 북한의 경우는 0.185로 가
정하였다. 북한의 생산함수에 고려되는 인프라의 파라미터 는 0.205를 사용하였
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인 최장호·김범환(2017)을 따른 것이다. 이때 는 통계청
49) 임철재. 2004. 「북한의 산업현황과 남북한 경제의 보완성 분석」. 금융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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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계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2008년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간 비중
을 참고하여 구분하였고,  와 는 Innui and Kwon(2015)을 참고하였다.

2.3. 분석 결과
지금까지 설명한 솔로우 성장모형의 주요 변수인 남북한 각각의 농업 부문 노
동, 자본, 생산성, 총소득(GNI)의 장기적 추세를 정리하면 <그림 5-1>과 같다. 이
는 남북 경제통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전망으로 본 분석에서 베이스라
인 결과에 해당한다.
<그림 5-1> 남북한 농업 부문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총소득의 장기 추이
<농업 부문 노동>

<농업 부문 자본>

<농업 부문 생산성(TFP)>

<농업 부문 총소득(GNI)>

자료: 저자 작성.

남한의 농업 부문 노동은 2022년 213만 명에서 매년 2.1%씩 감소하여 2050년
119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경우 2022년 872만 명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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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0.4%씩 감소하여 2050년 779만 명으로 감소한다. 남한의 농업 부문 자본은
2022년 23조 원에서 매년 2.5%씩 증가하여 2050년 47조 원으로 증가하며, 북한의
농업 부문 자본은 2022년 8조 원에서 매년 0.3%씩 증가하여 2050년 9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부문 생산성은 남한의 경우 2022년 0.12에서 2050
년 0.22로 연평균 2.3%씩 상승하며, 북한의 경우 2022년 0.004에서 2050년 0.039
로 연평균 1.4%씩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농업 부문 총소득(GNI)은
2022년 35조 원에서 매년 2.4%씩 증가하여 2050년 66조 원으로 나타나며, 북한의
농업 부문 총소득(GNI)은 2022년 5조 원에서 매년 1.2%씩 증가하여 2050년 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본 연구에서 앞서 설정한 남북 경제통합의 시나리오를 경제성장모형 분석
에 적용한다. 남북 경제통합의 시나리오는 총 3단계로 구성되며, 대북제재가 완화
된 준비 단계, 1단계 KPCEPA 체결된 단계, 2단계 KPCEPA 체결된 단계로 전개
된다고 가정한다.
<표 5-3> 본 연구에서 적용한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와 주요 가정
통합단계

시나리오 핵심 내용

주요 가정

준비 단계

∙ 농업개발협력으로는 철도·도로사업, 농업 부문의 공동영농단
∙ 대북 인도적 지원·개발협력, 경 지사업 추진을 가정
제협력 재개, 점진적으로 심화· ∙ 준비 단계 2년차에 철도·도로사업, 공동영농단지사업을 각각
1개씩 시행하고 2년마다 각각 1개씩 누적으로 추가(준비 단계
확대
10년 차에는 사업별 5개씩 추진 중)

KPCEPA
1단계

∙ 철도·도로사업, 공동영농단지사업이 2년마다 각각 1개씩 누적
으로 추가
∙ 준비 단계에서의 대표사업이 점 ∙ 농산물 상품무역에 따른 남북 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가정. 임
진적으로 심화·확대
수호 외(2016)에 의거하여 노동 이동은 1% 증가하고 자본은 5
∙ 남북 상품무역 재개 및 활성화 년 평균의 1%가 북한에 투자되며 인프라도 2020년 남한 SOC
투자의 1%가 북한에 투자. 농산물 상품무역 활성화에 따라 노
동, 자본, 인프라에 있어서 매년 1%씩 증가하는 것을 가정

KPCEPA
2단계

∙ 준비 단계에서의 대표사업 및 ∙ 철도·도로사업, 공동영농단지사업이 2년마다 각각 1개씩 누적
남북 상품교역이 점진적으로 심 으로 추가
∙ 농산물 무역 활성화에 따라 노동, 자본, 인프라에 있어서 지속
화·확대
∙ 생산 요소인 노동력과 자본이 적으로 매년 1%씩 증가하는 것을 가정
남북 합의에 따라 제한적 범위 ∙ 농업노동력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5%, 농업자본은 남한에서 북
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한으로 남한 총 자본투자의 20% 수준으로 하여 KPCEPA 2단
계 10년차에 달성하는 것으로 남북이 합의한 것을 가정.
이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

자료: 저자 작성.

제5장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

151

단계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단순화한 시나리오를 모형에 반영하였으
며, 각 단계는 10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준비 단계(2021~2030년)에서
는 본격적인 통합을 대비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경제협력이 점진적으로
심화·확대된다. 1단계 KPCEPA 체결 단계(2031~2040년)는 준비 단계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KPCEPA 1단계 체결에 따라 상품무역이 점진적으로
심화·확대된다. 2단계 KPCEPA 체결 단계(2041~2050년)는 이전 단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상품무역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남북 합의에 따라 생산 요소(노동력
과 자본)의 남북 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북제재가 완화된 준비 단계의
가장 핵심 내용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점진적으로
심화·확대되는 것으로 이를 단순화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준비 단계 초기에 일시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남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
미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경제 전체에 대한 개발협력으로는 철
도·도로사업50)이, 경제협력으로는 비농업 부문의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며, 농
업 부문의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으로는 공동영농단지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가정
한다. 준비 단계 2년차51)에 철도·도로사업, 개성공단사업, 공동영농단지사업이
각각 1개씩 시행되고 2년마다 각각 1개씩 누적으로 추가되어 준비 단계 10년 차에
는 사업별로 5개씩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3개 사업은 1단계
KPCEPA 체결 단계와 2단계 KPCEPA 체결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
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1단계 KPCEPA 체결 단계 2년차(2031년)에는 사업별 6개
사업이 추진되며, 이후에도 일정하게 사업 개수가 증가하여 2단계 KPCEPA 체결
단계 10년차에는 사업별로 15개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서 농업 부문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의 사업으로 공동영농단지사업을 가정하였다.
이 공동영농단지사업은 여러 선행연구52)에서 미래 남북농업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50) 이 경제 전체에 대한 개발협력 유형인 철도·도로사업은 모형 분석 내 북한의 농업 부문 인프라 향상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침.
51) 앞서 설정한 바와 같이 준비 단계 1년차(2021년)에는 남북 당국 간 협상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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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꼽고 있다.53) 이 사업의 기본 구상은 북한과 합의한 거점 지역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영농단지를 개발하고 농림분야 여러 단위사업을 연계·융복합하여 집중 추진함으로써 시
너지 효과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을 통하여 가시적 성과인 경제적 수익을 창
출하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의 방식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1단계 KPCEPA 체결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에서의 대표사업 3개가 점진
적으로 심화·확대되면서 농산물을 포함한 남북한 간 상품무역이 시작되고 활성화하
는 상황을 가정한다. 본 솔로우 성장모형에는 변수가 노동, 자본, 인프라만이 포함되
어 있어 남북교역 규모 변화가 미치는 경제성장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과거 남북교역 관련 사업에 투입되었던 노동,
자본, 인프라 규모를 산출하여 이 남북교역을 위해 발생한 생산 요소 변화에 따라 경
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 과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분석에
서는 남북 농산물 교역에 따라 농업 부문 남한 총 자본투자 5년 평균의 1% 수준이 북
한에 투자되며, 농업 부문 인프라 투자는 남한 SOC 투자 5년 평균의 1%가 북한에 투
자가 되고 노동력의 경우 1%가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이들 모두는 남북교
역 규모 확대에 따라 매년 1%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단계 KPCEPA 체결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와 1단계 KPCEPA 체결
단계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심화·확대되는 한편, 생산 요소인 노동력과 자본이 남북
합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
정한다. 중요한 점은 남북 합의에 따른 노동력과 자본의 자유 이동에 대한 규모를 합
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로선 알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
라서 여기에서는 임수호 외(2016)에서 설정한 규모 등을 참조하여, 남북 합의에 따라
노동력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54) 자본은 남한에서 북

52)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김영훈 외(2012), 최용호 외(2020) 등이 있음.
53) 남북 공동 영농단지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54) 본 연구 세미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대규모 노동력 이동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동 여부는 경제 및 농업통합의 진전에 따라 가능하다고 가정해야 본 연구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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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 일방적인 이동을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노동력 이동은
북한 노동가능인구의 5% 수준이 성숙단계 마지막 연도에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55)
하여 2단계 KPCEPA 체결 1차년도부터 매년 2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자본 이동은 남한 총 자본투자의 20% 수준이 KPCEPA 2단계
마지막 년도에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차년도에 남한 총 자본투자의 10% 수준
에서 시작해서 매년 1%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
저 준비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 노동력이 각 남
북협력사업에 고용되고 자본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남한의 경
우 농업 부문 노동력은 연평균 4만 5,800명(4.0%) 증가하며 농업 부문 자본은 연
평균 500억 원(△0.2%) 감소하여 농업 부문 총소득(GNI)이 연평균 5,000억 원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농업 부문 노동은 연평균 4만
7,300명(△0.9%) 감소하나 농업 부문 자본이 연평균 6천억 원(11.6%) 증가하며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인프라 투자는 연평균 3.2조 원(9.2%) 증가하여 농업 부문
총소득은 연평균 8.8조 원(27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 KPCEPA 체결 단계에서는 남북한 간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규모가 지속
적으로 커지고 상품무역에 따른 영향도 더해지면서 남한을 기준으로 북한 노동력 고
용과 자본 유출이 더욱 활발해진다. 이에 따라 남한의 경우, 농업 부문 노동은 연평균
36만 6천 명(37.9%) 증가하며 농업 부문 자본은 연평균 2천억 원(△0.8%) 감소하여
농업 부문 총소득은 연평균 5.9조 원(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
농업 부문 노동력은 연평균 39만 2천 명(△7.8%) 감소하나 농업 부문 자본이 연평균
3.9조 원(73.6%)으로 증가하며 북한 내 인프라 투자는 연평균 22조 원(64.7%) 증가하
여 농업 부문 총소득(GNI)이 연평균 22.5조 원(63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KPCEPA 체결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와 1단계 KPCEPA 체결 단계의 내용이 지
속적으로 심화·확대되는 가운데, 남북 합의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됨에 따

55) 뒤에 민감도 분석에서는 이 이동 규모의 절반 수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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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한을 기준으로 노동력 증가와 자본 감소가 더욱 가속화한다. 그 결과, 남한의 경우
농업 부문 노동은 연평균 121만 8천 명(154.0%) 증가하나 농업 부문 자본은 연평균 1.9
조 원(△7.1%) 감소하여 농업 부문 총소득은 연평균 24조 원(63.4%)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북한의 경우, 농업 부문 노동력은 연평균 135만 7,400명(△28%) 감소하지만, 농
업 부문 자본이 12.4조 원(224.2%) 증가하며 북한 내 인프라 투자는 53.5조 원(153.1%)
증가하여 농업 부문 총소득은 연평균 31.2조 원(77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2>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한 농업 부문 노동 변화 추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한 농업 부문 자본 변화 추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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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한 농업 부문 총소득 변화 추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농업 부문 성장효과를 종합한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지표를 고려한다. 첫 번째 지표는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추진했을 때(경제통합 시나리오 적용)와 추진하지 않았을 때(베이스라인)의 농업
부문 총소득 차이를 각 연도별로 나타낸 것으로, 남북 농업통합의 성장효과로 부
르기로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5-9)와 같다.

  
     
 


식 (5-9)

여기서  
는 남북 경제통합을 추진할 때의 농업 부문(  =  ) 총소
 
는 추진하지 않을 때의 농업 부문(  =
득이며,  

<그림 5-5> 남북 농업통합의 성장효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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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소득이다.

남북 농업통합의 성장효과는 그 추세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간에 차이가 발견된
다. 남한의 경우 통합과정이 진행될수록 농업 총소득 증가세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공동영농단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농업 부문으로의 노동력 유입
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에도 단계가 거듭될수록 농업
총소득이 성장하지만, 증가세가 2단계 KPCEPA 체결 단계에서 완만해진다. 이는
남한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본과 투자의 유입으로 농업 총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나
2단계 KPCEPA 체결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감소는 성장세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
된다.
두 번째 지표는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추진한 총 30년의 농업 부문 총소득 성장
효과를 합쳐 이를 현재가치로 나타낸 것으로, 이를 남북 농업통합의 총 성장효과
로 부르기로 하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5-10)과 같다. 여기서  는 할인율로 5%
로 가정하였다.

    


 
 
 
 


  





식 (5-10)

남북 농업통합의 총 성장효과를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 약 79.5조 원으로 추정
되며, 북한의 경우에는 약 153.8조 원으로 나타나 남북한 농업경제 모두에 긍정적
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준비 단계보다 KPCEPA가 체결됨에 따라, 즉 통합이 진
전할수록 총 성장효과 규모도 남북한 모두 확대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남북통
합이 진전할수록 남한에는 부족한 노동력이, 북한에는 부족한 자본과 투자가 상
호보완적으로 채워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남북 농업통합의 총 성장효과에서도 남북한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
다. 첫째, 거의 모든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총 성장효과가 남한에 비해 크며, 30년
의 총 성장효과 크기를 비교하면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 결과는 남북 농업
통합이 남북 간 격차를 축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남한의
경우 준비 단계와 KPCEPA 1단계의 총 성장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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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EPA 2단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북한의 경우 KPCEPA 2단계의 효과
가 가장 크지만 준비 단계와 KPCEPA 1단계의 총 성장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지 않
다. 남한 입장에서는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적 효과가 초기에 가시
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표 5-4> 남북 농업통합의 총 성장효과
단위: 조 원
구분

단계별 총 성장효과
준비 단계

KPCEPA 1단계

KPCEPA 2단계

총 성장효과

남한 농업 부문 GNI

4.4

44.3

152.4

79.5

북한 농업 부문 GNI

70.7

150.7

170.7

153.8

주: 단계별 총 성장효과는 각 단계 10년의 농업 부문 총소득 성장효과를 합쳐 이를 현재가치로 나타낸 것이며,
총 성장효과는 30년에 대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2.4. 민감도 분석
여기에서는 앞서 설정한 통합 단계별 기본 시나리오에 변화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총 성장효과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 시나리오
를 설정하는 과정은 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가정으로 구성된 것이며, 미
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가정이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현재로서
는 판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가정들에 있어 변화를 고려보고 이에 따라 총 성장
효과의 변화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가정의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다양
하다. 모형에 내재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 베이스라인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각 변
수의 규모와 추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부터 통합 시나리오 단계별 내용 구성, 남
북 협력과 합의의 규모 등에 대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모든 가정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서 남북한이 합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정
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총 성장효과 규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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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한 가정들의 상당수는 모형의 구조 등 정책적 요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가
정으로,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나 남북 경제통합과 관련한 정책적 변화에 의해 경제
적 효과가 달라지는 것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기본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로부터 남북 합의에 대한 여러 가
정에 변화를 실험하였다. 다양한 실험의 검토 결과를 모두 제시하기에는 지면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3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다. 첫 번째로, 남북한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협력과 경제협력 사업의 활성화
가 지체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철도·도로사업, 개성공단
사업, 공동영농단지사업 각각 1개 사업이 대북제재가 완화된 준비 단계 1년차에
시작하여 시간이 가고 단계가 진전될수록(2년에 각 사업이 1개씩) 심화·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모든 통합단계에서 2년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
는 당초 계획이 지체되어 5년마다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도출되는
농업 부문 총 성장효과를 기존 시나리오의 농업 부문 총 성장효과와 비교한다.
<표 5-5>에 제시한 기존 시나리오 결과와 ①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남북 교류협
력사업의 활성화가 지체됨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남북한 모두에 대한 농업
부문 성장효과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농업 부문 성장효과의 축소 규
모는 통합 단계가 진전할수록 커지며, KPCEPA 2단계에서는 북한보다 남한에 대
한 농업 부문 성장효과의 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2배가량이나 된다. 따라서 남
북 교류협력사업은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농업 부문 소득 증
대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남북한이 합의한 KPCEPA 체결 내용에 있어서 그 규모를 축소한 상
황을 가정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남북 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 규모를
KPCEPA 1, 2단계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는 당초 시
나리오에서보다 남북 상품교역의 물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KPCEPA 2단계에서
남북한 당국이 허용한 생산 요소 이동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 것에 해당한다. 결
과적으로 북한 노동력이 남한으로 편입되는 증가 규모와 남한에서 북한으로 투자
되는 자본의 규모가 동시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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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조 원
단계별 총 성장효과
준비 단계

KPCEPA 1단계

KPCEPA 2단계

총 성장효과

기존 시나리오 결과
남한 농업 부문 GNI

4.4

44.3

152.4

79.5

북한 농업 부문 GNI

70.7

150.7

170.7

153.8

①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 사업 축소
남한 농업 부문 GNI

2.9

26.0

88.5

46.4

북한 농업 부문 GNI

41.3

107.0

141.0

113.7

② CEPA 1·2단계 생산 요소 이동 활성화 축소
남한 농업 부문 GNI

4.4

44.3

152.4

79.5

북한 농업 부문 GNI

70.7

150.2

165.8

151.7

③ 동시 축소(①과 ②를 동시에 가정)
남한 농업 부문 GNI

2.9

26.0

91.9

47.8

북한 농업 부문 GNI

41.3

106.9

137.2

112.2

자료: 저자 작성.

이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표 5-5>의 ②에서 볼 수 있다. 기존 시나리오 결과와 ②
의 결과를 비교하면, 농업 부문 총 성장효과에서 남북한 모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입장에서 남한 실질 노동력 증가폭 감소가 산출
하는 농업 부문 총 성장효과 감소 규모와 남한의 대북 투자 축소에 기인한 농업 부문
총 성장효과 증가 규모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검토 결과는 위의 두 가지 상황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
다. 즉, 기본 시나리오에서보다 남북 교류협력의 모든 사업의 활성화가 지체되며,
남북 상품교역과 생산 요소 이동의 규모도 축소된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결과(<표 5-5>의 ③)는 위에서 살펴본 ①과 ②의 결과
에 따라 유추가 가능하다. 기존 시나리오의 결과와 비교하여,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모든 사업의 활성화가 지체됨에 따라 ①의 결과에서 나타난 수준으로 모든 단계에
서 남북한의 농업 부문 총 성장효과는 감소할 것이며, 남북 상품교역과 생산 요소
이동의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②의 결과에 따라 KPCEPA 1, 2단계에서 남북한의 농
업 부문 총 성장효과는 ①에서의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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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한계 및 향후 분석 계획
3.1. 경제성장모형 분석의 한계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솔로우 경제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남북 경제통합과정에
서 농업 부문 통합에 의해 발생하는 총소득 성장의 효과를 계측해 보았다. 솔로우
성장모형은 모형이 단순하여 포함된 변수(총요소생산성(TFP), 자본, 노동)가 타 모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통계자료의 가용성이 적은 북한에 대한 분석
에 활용성이 높아 최장호·김범환(2017), 임수호 외(2016)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솔
로우 성장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있지만, 적용한 남북 경제통
합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구체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처음 시도되는 농업 부문 남북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개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보았다. 최장호·김범환(2017)에서는 과
거 구상되거나 실제 추진된 경제협력사업만을 경제통합의 시나리오에 반영한 반면,
본 연구는 경제통합의 단계를 구분하고 남북 간 상품교역과 생산 요소의 이동까지도
경제통합의 시나리오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전체 경제에 대한 분석을 한 단계 세분화하여 농업 부문에 초점
을 두고 있는 점도 본 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일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솔로우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
은 한계점을 경험하였다. 첫째,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의 변수만으로 성장효과
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단적인 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
합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KPCEPA 1단계 체결에 따른 남북교역을 모형
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솔로우 성장모형은 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
역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가정에 의한 간접
적인 방법으로 남북교역에 의한 성장효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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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 전체에 대한 분석에는 조금 덜할 수 있으나 농업 부문에 초점을 둔 본 연
구와 같이 산업별 연구를 위해서는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요구하는 해당 산업에 대한 파
라미터 값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북한에 대하여 산업별 통계자료와 기초연구
가 부족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파라미터 값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농업 부문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도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솔로우 성장모형에 포함된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의 변수들의 양적인 분석
만이 수행된 문제도 있다. 특히 노동력의 경우 남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노동력 간 질적인
차이가 현실에서는 있으나 이 점이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노동력이 남
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고용되어 남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어 있는데, 남한의 노
동력과 북한의 노동력에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남한의 성장효과를 과대평
가하게 된다.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장효과의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2차년도 분석부터는 추정된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적 분석뿐
만 아니라 질적인 분석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2. 2~5차 년도 분석 계획
향후 2차년도부터 수행될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본 1차년도
에서 제기된 모형 분석에서의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는 한편, 농업 부문도 세부산
업별로 세분화한 분석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남북교역과 수
요 변화에 따른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수급균형
모형 형태로 새로운 분석 모형을 남한과 북한 각각에 대하여 구축하고 이를 연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 세부 분야별(식량, 축산, 원예)로도
뚜렷한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각 세부분야의 미시적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각각
개발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때
북한 통계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품목 세분화 수준을 결정하고 북한에 대한 모형을
먼저 개발한 후 이에 맞춰 남한의 모형을 구축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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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남북한 농업 부문 수급균형모형의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북한 농업의 수급균형모형에 필요한 자료는 국내외 기관의 발표자료와 자체 추
정을 통하여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총공급량과 총수요량에
관한 기본 데이터는 통계청의 북한통계, FAO, WFP 등 국제기구의 북한 농업통계
및 보고서 등에서 발표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KREI 북한농업동
향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한 시장가격 자료, 중국세관,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북한 무역자료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농산물 특정 품목
에 대하여 특정 자료는 부족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를 생성하여 활
용하고자 한다.
2~4차년도에 구축할 계획인 남한과 북한 농업의 수급균형모형은 농업 부문에 국
한한 동태적 부분균형(dynamic partial equilibrium)모형으로, 국제 농산물시장과 비
농업 부문 시장은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생으로 취급된다. 품목 상호 간
에 생산과 소비 대체로 연계되어 있는 계량경제학적 연립방정식체계(simultaneous
equation system)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분석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남북한 농산물 무역에 대
한 경험과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KPCEPA를 체결하는 경우, 역

56) 모형 분석에 요구되는 자료는 품목별로 총공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사육두수) 및 단수, 생산량, 수
입량, 이월재고량과 총수요에 해당하는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시장균형가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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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관세거래로 취급되므로 관세율 설정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얼마만큼 농산
물이 거래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대두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 농산물 무역규모는 북한의 품목별 수요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
로, 모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 북한에 부족한 수요량 규모를 남한에서 수출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 특히, 현재의 북한 소비량과 남한의 소비량을 비교하고 북한의 1
인당 소비량이 남한의 일정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그 차이를 북한
의 부족분으로 설정하고, 그 규모만큼 남한에서 수출을 한다고 가정하여 분석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무역거래의 기간(period)과 남북한 1인당 소비량
의 차이가 좁혀지는 정도(비율)에 대한 가정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품목별 소비
량이 남한 소비량의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는 내용에 대한 가정은 과거 체제전환국
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림 5-7> 남북한 KP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농산물 무역규모 설정

자료: 저자 작성.

전술한 모형 구축 등 분석 계획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계측할 수 있고 농업
부문 세부 분야별 분석도 가능하며 특히 북한의 생산성 증대 관련 효과도 분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본 1차년도에서 설정한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농
산물 품목별 성장효과, 교역 창출·대체효과, 후생효과 등 다양한 효과의 정량적 추정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축산부문 남한의 대북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성 증가가 가져오는 생산 및 수요 변화, 교역 변화 등을 추정·분
석하여 대북투자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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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차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남북이 한반도 차원의 단일경제권(Common Econo
mic Space) 회복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 부문의 대응 메
뉴얼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의도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실제로 경제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답하기 어렵지만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적어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시
간 요인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
면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남북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
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해 경제적으로 남북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동
안 남북 경제통합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남북이 서로의 체제
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를 통합해가는 방식이 실현 가능성과 비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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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바람직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남북 경제통합 논의를 농업 부문과 연계하는 첫 시도이다. 남북
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제로 농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농업
통합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남북이 현 상황에서 출발해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장기의 시간이 필요하고 통합의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과제들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5개년에 걸친 장기 과제로 기획하였다.
올해 수행한 1년차 연구는 전체 연구의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주요 연구 목적은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이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
고,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부문의 통합 추진 방향과 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를 제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주요한 문
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1년차 연구의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남북 농업은 분단 이후 각자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통합을 통해 상호보
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남북 농업은 분단으로 한반도 단일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상이한 체제하에서 각
자의 발전 경로를 형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남한 농업은 고소득국가의 성장 정체 문
제, 북한 농업은 저소득국가의 저성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 투입구조 측면에서
남한 농업은 노동 투입 부족이 최대의 당면 문제인 반면, 북한 농업은 과잉 노동력
과 자본재 투입 부족이 문제이다. 농산물 수급에서도 남한 농업은 자급률이 하락해
수입 의존도가 높고, 북한 농업은 국내 생산 부족 및 수입 여력의 약화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제약을 받고 있다.
남북이 점진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상호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이 부분적 또
는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농업 부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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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 농업 부문 과잉 노동력과 실업 인력의 일부를 노동 투입 부족이 심각
한 남한 농업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 농업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이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의 과잉 노동력 또는 실업 인력을 남한의 농림어업 생산 및 전후방 관련 산업·서비
스업, 농식품 관련 서비스업에 활용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농업의 저성장은 자본(유동자본재, 고정자본재) 투입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현재 남한의 농자재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상
황에서 북한의 농업생산 관련 후방산업·서비스 분야에 투자/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새로운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향후 북한이 이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농산물 수급 측면에서 남북 간 교역을 통해 북한은 비교우위의 1차 농산
물 반출(수출) 확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남한은 수입 농산물의 수입선
을 가까운 거리의 북한으로 대체해 반입(수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통합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단계에서부터 농산물 교역은 통합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남북 농산물 교역은 초기에는 비교우위에 의한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
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북 농업의 분업구조가 형성되면 점차 분업
관계에 의한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남한은 북한산 농산물을 원료로 심층
가공 농식품을 제조해 북한의 고급농식품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호냉
성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적지가 북상해 남한 내 재배적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수급에서 북한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농업통합의 효과를 정량적으로도 제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계량모형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도했다. 1년차 연구에서는 남북 농업통합
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솔로우(Solow)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해 남북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169

농업통합에 따른 성장 효과를 시범적으로 추정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합 준비 단계(농업협력단계) → 통합 초기 1단계(남
북이 지역무역협정인 ‘한반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PCEPA) 체결) → 통합 초기 2
단계(KPCEPA 후속 협정 체결)의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 남북 농업통합
이 30년에 걸쳐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할 때 남북 농업통합은 남북 농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장 효과가 있으며, 특히 저개발국인 북한 농업에 더욱 큰 성장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남한의 경우 46.4조 원~79.5조 원, 북한의 경우
112.2조 원~153.8조 원가량 농업총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 통계자료의 미비와 솔로우 성장회계모형의 한계(특히 직접적인 교역
효과 분석 불가)로 인해 많은 가정을 설정하고 추정했다는 점에서 추정액을 절대적
으로 신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4년
차 연구에서는 1차년도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북 농업수급모형을 개발해
보다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 남북 경제통합 구상,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남북 경제통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에 있는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통합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의 경제통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제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을 모두 가지는 이중적 성격의 통합이
기 때문이다.
남북 경제통합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목적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논의하는 남북 경제통합 구상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
합과정을 설계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정치적 목적 실현
을 우선시하는 경제통합 과정이라면 북한의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통합의 실
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내재하되 경제적 후생을 실
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제적 목적을 우선하는 경제통합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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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남북 간 정치경제체제의 차이가 존재하고 경제력 격
차도 큰 현 상황에서 출발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경제적 후생 증대를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
과 같이 통합과정을 설계하였다.
첫째, 통합의 단계를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단계와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단계로 구분하였다. 경제협력 단계에서 경제통합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 및 대외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
제체제 도입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
지 상당 기간 경제협력의 범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경제통
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기는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
실적으로 경제통합 준비 단계도 단계 구분이 필요하다.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현 상
황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현황 유지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남북 경제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최소한
완화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초기 → 성숙 → 완성의 3단계를 거쳐 점
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통합은 두 국가 간 상품·서비스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통합 더 나아가 정책 통합이 핵심인데 이 과정을 단기간에 완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통합의 조건이 총족되었더라도 남북
경제통합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경제통합이어서 곧바로 높은 수준의 시장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의 통합 수준은 제한적인 범위
에서 상품·서비스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합하는 부분적인 공동 시장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남북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공동 시장을 형성한 이후에는 조건의 성숙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전한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경제통합 성숙 단계로 이행
하고, 최종적으로 정책 통합을 논의하는 경제통합 완성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남북 경제통합 수단으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
(RTA)을 제안했다. RTA는 비경제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상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용성을 기대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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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해 국내법적으로만 효력을 지닌 남북 사이의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고, 향후 북한이 세계 경제질서에 공식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수용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RTA)은 반드시 자유무역협정(FTA)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체
결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시장 및 정책 통합의 수준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앞서
남북 경제통합 초기 단계는 부분적인 공동 시장 형성을 통합 목표로 설정했으므로
FTA에 가까운 협정 체결을 고려하고, 명칭은 ‘한반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KPCEPA)’을
제안한다. 다만, 지역무역협정 체결 당사국이 부담하는 의무인 ‘실체적 요건’ 충족
규정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정 체결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10년간 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으로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남북 경제통합은 경제통합 본연의 시장 및 정책 통합을 한 축으로 하고, 개
발협력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남북 경제통합은 남북 간 공
동 시장 형성 및 정책 통합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으로서 주어진 조건
에 맞게 남북이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런데 남북 간 경제통합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북한
의 경제성장을 위한 배려가 필수적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남북 경제통합은 남
한이 주도해서 통합과정을 설계하고 북한이 이에 동참할 때만이 가능하다.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일 비용 절감이라는 장기적 포석하에 남북 간 경제력 격
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견인하고 성장을 촉진하
는 개발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개별협력 및 지원에 집중하는 목
적의식적 경제협력을 경제통합 준비 단계에서부터 경제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까
지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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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남북 경제통합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부단히 축
소해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는 남북
경제통합 구상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합 과정을 설계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의 두 축
인 시장통합의 측면에서나 개발협력의 측면에서나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 중요한데 북한이 지향하는 추격형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
한 농업이 저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농업 부문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업개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중국·베트남
의 경험처럼 농업 분야가 경제개혁을 선도하는 분야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북
한 경제체제가 이행하게 되면 직면하는 문제는 저개발국의 성장 정체 문제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과잉 노동력이 도시지역
이나 공업부문으로 이전해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부문이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과정과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경제통합 논의에서 농업 부문의 선도자·촉진자로서의 역
할을 부여하고 특별 취급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통합과정에서 농업 부문을 특별 취급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
통합 초기 단계에 북한 농업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농업농촌개발지
원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경제통
합 준비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남북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농정 이슈를 중심으로 통합 초기 단계
부터 한반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나리오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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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와 통합 단계별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농업통합은 경제통합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통합 시나리오는 통합의 단계, 수준, 수단에서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동일
해야 한다. 다만, 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는 남북 농업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경제통
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역할 등을 고려해 개발협력 측면에서 다소간 차별화할
수 있다.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농업 부문의 통합 시나리오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농업통합 과정을 농업 부문의 시장통합 프로세스와 농업개발협력 프로세
스 2개의 축으로 설계한다.
둘째, 농업통합의 단계는 농업협력(agricultural cooperation) 단계와 농업통합
(agricultural integration) 단계로 크게 구분한다. 농업협력 단계는 농업 부문의 시
장통합을 실제로 추진하기 전 농업통합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셋째, 농업협력 단계는 대북제재 유지 단계와 대북제재 완화 단계로 세분하고,
농업통합 단계는 초기 → 성숙 → 완성 3단계로 세분한다. 본 연구는 농업협력 준
비 단계에서부터 농업통합 초기 단계까지의 통합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넷째, 농업통합 초기 단계의 통합 수준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농업 부문의 상품·
서비스 및 생산 요소의 이동이 허용되는 부분적 공동 시장 형성으로 설정한다. 이
후 성숙 단계에서는 완전한 공동 시장을 형성하고, 완성 단계에서는 농업 부문 정
책이 통합되는 것을 가정한다.
다섯째, 농업통합 초기 단계의 통합 수단은 양자 간 지역무역협정(RTA)이다. 협
정의 성격은 FTA이며 명칭은 ‘한반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PCEPA,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한다. KPCEPA
는 ‘실체적 요건’ 충족 의무를 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잠정협정으로 체결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남북 농업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를 시장통합과 개발협력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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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장통합 측면에서 보면 농업통합 준비 단계의 대북제재 유지 국면에서
는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서 농산물 무역 및 농림업 부문 투
자 확대, 남북 농업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협력, 남북 농업
현황 공동조사 사업 추진이 중요한 과제이다.
<표 6-1> 남북 농업통합 시나리오와 단계별 통합 과제 목록
통합 단계
목표

농업통합 준비 단계(농업협력 단계)
대북제재 유지 단계

대북제재 완화 단계

농업협력 모색

농업협력 재개·확대

현상 유지

시장
통합
측면 과제

목표 농업개발협력 모색

농업통합 초기 단계
초기 1단계

초기 2단계

농업 부문 부분적 공동 시장 형성

한반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PCEPA) 체결
∙ 농산물 무역 및 농림업
부문 투자 확대
∙ 기본협정 체결
∙ 후속 협정 체결
∙ 남북 농업협력 관련 법 ∙ 농업 부문 협정문 설계 ∙ 농업 부문 협정문 설계
제도 정비
∙ 농산물무역분야 주요 의제 ∙ 농업 부문 서비스·투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 무관세거래 원칙 제도화 자분야 주요 의제
지원 협력
- 무역구제
- 시장접근
∙ 남북 농업현황 공동조 - 원산지 및 역외가공규 - 우대 및 특혜 조치
사 사업 추진
∙ 농업 부문 규범분야 주
정(OP)
- SPS(식물 및 식물위생 요 의제
- 농림어업관련 지적
조치)
재산권
- TBT(무역에 대한 기술
-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장벽)
- 농산물 전자상거래
- 수출보조
∙ 농업 부문 인력이동분
- 수입 및 수출 제한
야 주요 의제
- 통관
- 농업인력 이동에 관한
제반 조치 사항
농업개발협력
재개·확대

농업개발협력의 제도화

식량 및 농자재 지원 ∙ 기합의 농업개발협력 ∙ 농업협력 의제 협정문 설계
사업 추진
- 남북 농업협력의 위상
∙
지자체·민간이
추진하
과 역할
개발
는
농업개발협력사업
남북
농업협력 추진 방
협력
지원
향과 중점 협력분야
측면 과제
- 북한 농업농촌개발지
원프로그램 수립
- 남북 농업 부문의 민감
성보호 조치
- 식량안보 협력방안

∙ 한반도 협력적 농정체계
구축 협정문 설계
- 식량안보체계 구축
- 안정적 농산물 수급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 농업생태환경 보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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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합 초기 KPCEPA 1단계에서는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한 상품무역 분
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주요 과제이다. 다만, 농업 부문 서비스·투자
(직간접적 자본 이동)·규범·인력이동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후속
협상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KPCEPA 2단계에서는 후속협상(보충협상)으로써 농업 부문 서비스·투자(직
간접적 자본 이동)·규범·인력이동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다음으로 농업개발협력 측면에서 보면 통합 준비 단계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식량 및 농자재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다.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서는 북한 농업개
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이 주요 과제이다. 남북이 기합
의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자체·민간이 추진하는 농업개발협력
사업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통합 초기 KPCEPA 1단계에서는 농업협력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해 잠정
협정 의무유예 기간인 10년을 목표로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 농업의 성장에 실질
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북한농업농촌개발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KPCEPA 2단계 후속협상에서는 남북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농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협력적 농정체계 구축을 의제로 상정해 한반도공동농업
정책(KCAP)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표 6-1>은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농업통합 시나리오와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통합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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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 방향
연구 총론에 해당하는 1년차 연구에서는 경제통합, 농업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개해 향후 연구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연구
계획에 따라 2년차부터는 설계된 농업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된 통
합 과제에 대해서 보다 전문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각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연차별로 보면 2년차는 남북 농업통
합 준비 단계, 3년차는 남북 농업통합 초기 1단계, 4년차는 남북 농업통합 초기 2
단계의 통합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3년차 연구에서는 1년차에
서 살펴본 남북 농업통합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년차에 설계한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미세 조정을 통해 시나리오의 논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
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농업통합의 경제성장효과 분석은 남북 농업통합의 효과 계측을 최초로 시
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여러 한계를 노정하였다. 첫째, 솔로우
성장모형은 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가정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남북교역에 의한 성
장효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농업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이 별도로 요
구되나 선행연구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노동력의 경우 남한의 노동력
과 북한의 노동력 간 질적인 차이가 현실에서는 있으나 이 점이 분석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2차년도부터의 본격적인 모형 분석에서는 1차년도 분석의 한계를 최대
한 극복하며 농업의 미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농산물 교
역과 농식품 수요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측할 수 있는 수급균형모형을 개발하고,
농업 세부 분야별(식량, 축산, 원예)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177

부록 1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0. 9. 23.~10. 23.
- 조사 대상: 북한경제, 북한농업, 한국농업 전문가 53명(응답자 48명)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서면조사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단위: 명
전체 의뢰자
총계

53

응답자
합계

북한경제

북한농업

한국농업

48

15

11

22

미응답자

5

주: 문항 4-1과 7-1의 경우 한국농업 전문가 22명 중 1명 미응답, 문항 7-3, 7-4, 7-5의 경우 북한경제 전문
가 15명 중 1명 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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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 결과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1/5차년도)”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남북이 합의하에 점진적으로 한반도 차원의 경제통합을 추진하
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통합의 단계별로 예상되는 농업 부문의 쟁점과 통합 과제를
파악해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과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
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
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 전형진(☎ 061-820-2020 / hjchon@krei.re.kr)
◾ 연구참여자 : 최용호(☎ 061-820-2191 / yonghochoi@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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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북한의 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지배적인 경제체제로 이행
할 가능성을 전제로 남북이 합의와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상황 가정
-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남북한 경제 전반에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경제통합 과정을 예측해보고 경제 각 부문별로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연구 목적
-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통합을 위한 단계별･농산업부문별 과제와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농업통합의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연구의 전제 및 주요 개념
○ 2대 전제조건
- 남북이 합의와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한다.
∙ 남북 경제통합 방식 3가지
① 先 정치적 통일 후, 남한의 경제관련 법제도를 북한에 이식하는 급진적 경제통합
② 先 정치적 통일 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해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절충형 경제통합
③ 先 정치적 통일을 전제하지 않고, 남북이 현 상황에서 출발해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점진적
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와 조정을 통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점진적 경제통합
∙ ③ 점진적 경제통합 방식이 현실적이고 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

- 북한 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지배적인 경제체제로 이행한다.
∙ 남북 간 경제협력의 확대를 넘어 경제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남북의 경제체제가 동질화되는 과정 필요
∙ 북한 경제가 이미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경제체제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시장경
제적 요소가 지배적인 경제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주요 개념 정의
∙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남북 간 합의와 조정을 통해 법제도를 통합하는 것
∙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법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산업간 연
관관계와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해 경제적 결속도를 강화하는 것

- (남북 경제통합) 남북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조정을 통해 생산물(재화, 용역)과 생산 요소
(노동, 자본 등)의 이동이 자유로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가는 과정
- (남북 농업통합) 남북 경제통합의 하위 개념으로서 농업 부문에서 생산물과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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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설정
∙ (통합 모델 설정) Balassa의 경제통합 이론 및 EU의 경제통합 경험에 근거한 경제통합 프로세스
[참고]
경제
통합
과정

∙ (개요) Balassa이론 및 EU경제통합 경험에 근거해 남북이 합의·조정을 통해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면
그 경로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공동관세지대 형성→ 공동 시장 형성→ 경제연합 실현→ 완전 경제통
합 실현 ’이라고 가정
- 단, 남북이 지향할 최종적인 경제통합의 수준은 남북이 합의·조정을 통해 설정할 문제이므로 남북 경
제통합 시나리오 수립에서는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 (통합 시나리오) 본 연구는 남북관계 특수성, 선행 경제통합사례의 경험 등을 종합해 남북이 일정한 조건
하에 생산 요소의 이동을 보장하는 수준의 부분적 공동 시장 형성까지는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
고 현 상황에서 출발해 부분적으로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까지의 3단계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설정
* ‘완전한 공동 시장 형성 → 경제연합 실현 → 완전한 경제통합 실현’에 이르는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 필요
남북
경제
통합
시나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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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실현 수단) 본 연구는 남북이 현 상황에서 출발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통합의 여건을 조성한
후 2단계의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통해
‘자유무역지대 및 공동관세지대 형성 → 부분적 공동 시장 형성’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

[그림 1]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 북한 경제체제 이행 시나리오 설정
∙ (이행 모델 설정)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 경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체
제로 이행을 추진했던 베트남 모델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
- 베트남의 사례는 자체적인 경제체제 이행 로드맵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의 개선 및 정상
화(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정상화)가 주요한 결정 변수임을 시사(아래 그림 참조)

[참고]
경제
체제
이행
모델

자료: 최장호 외. 2019.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KIEP. p. 132
<그림 4-2> 인용.

북한
경제
체제
이행
시나
리오

∙ (개요) 본 연구는 남북이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나 적어도 시
장경제적 요소가 지배적인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전제(필요조건)
- 북한이 경제체제 이행을 추진한다면 선행 경제체제 이행 국가들의 경험에 근거해 그 경로는 ‘계획과
시장의 병존 → 시장경제체제 도입 → 시장경제체제 이행 → 시장경제체제 전환’이라고 가정
∙ (이행 시나리오) 본 연구는 3단계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북한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이행/전환을 실현하는 단계까지의 3단계 북한 경제체제
이행 시나리오 설정
- (주의) 남북 경제통합 단계별로 제시된 북한 경제체제 이행 수준은 각 통합단계에 맞추어 해당하는 이
행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 통합 단계별로 통합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
한 최소한의 이행 수준 의미
- 단, 북한의 경제체제 이행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계획과 시장
이 공존하는 현 단계에서부터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대외 관계가 개선되면
서 대북 경제제재도 완화된다고 가정.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 본격적으로 이행/전환하는 단계에 이
르면 미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및 대북제재 완전 해제 수준의 대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
-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도입뿐만 아니라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남북 경제통합의 준비 단계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림 2] 남북 경제통합 단계와 북한 경제체제 이행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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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1-1) 앞의 [그림 1]에 제시된 3단계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논리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
가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비논리적

비논리적

보통

논리적

매우 논리적

논리성

1

2

3

4

5

(설문문항 1-2) 앞의 [그림 1]에 제시된 3단계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실현가능성
매우 낮음

실현가능성
낮음

실현가능성
보통

실현가능성
높음

실현가능성
매우 높음

실현가능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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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2-1) 앞의 [그림 2]에 제시된 3단계 북한 경제체제 이행 시나리오를 ‘논리성’ 측면에서 어떻
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비논리적

비논리적

보통

논리적

매우 논리적

논리성

1

2

3

4

5

(설문문항 2-2) 앞의 [그림 2]에 제시된 3단계 북한 경제체제 이행 시나리오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실현가능성
매우 낮음

실현가능성
낮음

실현가능성
보통

실현가능성
높음

실현가능성
매우 높음

실현가능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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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3) 제시된 농업 부문 관련 주요 쟁점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상호주의 적용 범위

1

2

3

4

5

1

2

3

4

5

농산업부문별 통합시나리오 수립 여부

1

2

3

4

5

공동농업정책 수립 여부

1

2

3

4

5

농업 부문 별도의 통합시나리오 수립
여부

쟁점1: 상호주의 적용범위 / 쟁점2: 농업 부문 별도 통합시나리오 수립 여부 / 쟁점3: 농산업부문별 통합시나리
오 수립 여부 / 쟁점4: 공동농업정책 수립 여부

(설문문항 4) 제시된 농업 부문 통합 목표와 전략, 원칙의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비적절

비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적절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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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5) 준비 단계에 제시된 농업 부문 주요 통합 과제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1

2

3

4

5

농업개발협력 추진

1

2

3

4

5

농업 부문 경제협력사업 추진

1

2

3

4

5

교류협력관련 법제도 개선

1

2

3

4

5

남북 간 농업개발협력/경제협력 관련 합의 확대

1

2

3

4

5

대북 농업협력거버넌스 구축

1

2

3

4

5

(설문문항 6-1) 제시된 1단계 남북 CEPA 체결 시 포함 분야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상품무역

1

2

3

4

5

경제협력

1

2

3

4

5

농업협력

1

2

3

4

5

부록 |

187

(설문문항 6-2) 1단계 남북 CEPA 체결 시 농산물 무역측면에서 제시된 상품무역분야 의제들의 중요성
을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무관세거래 원칙 제도화
무역구제
원산지 및 역외가공(OP) 규정
SPS(식물 및 식물위생조치)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수출보조
수입 및 수출 제한
통관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1
1
1
1
1
1
1

중요하지
않음
2
2
2
2
2
2
2
2

보통

중요함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매우
중요함
5
5
5
5
5
5
5
5

의제1: 무관세거래 원칙 제도화 / 의제2: 무역구제 / 의제3: 원산지 및 역외가공(OP) 규정 / 의제4: SPS(식물 및 식물
위생조치) / 의제5: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의제6: 수출보조 / 의제7: 수입 및 수출 제한 / 의제8: 통관

(설문문항 6-3) 1단계 남북 CEPA 체결 시 남한 농업 부문이 우선시해야 할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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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6-4) 1단계 남북 CEPA 체결 시 제시된 농업협력분야의 의제의 중요성을 남북 농업통합의 관
점에서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남북 농업협력의 위상과 역할

1

2

3

4

5

남북 농업협력 추진 방향과 중점 협력분야

1

2

3

4

5

북한 농업·농촌개발지원 프로그램 실시

1

2

3

4

5

남북 농업 부문의 민감성 보호 조치

1

2

3

4

5

식량안보 협력 방안

1

2

3

4

5

의제1: 남북 농업협력의 위상과 역할 / 의제2: 남북 농업협력 추진 방향과 중점 협력분야 / 의제3: 북한 농업·
농촌개발지원 프로그램 실시 / 의제4: 남북 농업 부문의 민감성 보호 조치 / 의제5: 식량안보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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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7-1) 제시된 남북 간 2단계 CEPA 체결 시 포함 분야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서비스/투자(직간접 자본 이동)

1

2

3

4

5

규범

1

2

3

4

5

인력이동

1

2

3

4

5

한반도공동농업정책 구상

1

2

3

4

5

(설문문항 7-2) 본 연구에서는 2단계 CEPA 체결 시 서비스/투자분야의 농업 부문 주요 의제로 농림어
업 생산 및 전후방 관련 산업·서비스업, 농식품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① 시장접근, ② 우대 및 특혜 조치
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의제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시장 접근

1

2

3

4

5

우대 및 특혜 조치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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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7-3) 본 연구에서는 2단계 CEPA 체결 시 규범분야의 농업 부문 주요 의제로 ① 농림어업 관
련 지적재산권, ②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③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들 의제들의 중요
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농림어업 관련 지적재산권

1

2

3

4

5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1

2

3

4

5

농산물 전자상거래

1

2

3

4

5

(설문문항 7-4) 본 연구에서는 2단계 CEPA 체결 시 인력이동분야의 농업 부문 주요 의제로 농림어업 생
산 및 전후방 관련 산업·서비스업, 농식품 관련 서비스업과 관련된 인력 이동에 관한 제반 조치 사항(쿼터
량, 고용허용분야, 인사·노무 관리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들 의제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인력이동에 관한 제반 조치 사항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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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7-5) 본 연구에서는 2단계 CEPA 체결 시 한반도공동농업정책(KCAP)분야와 관련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주요 의제로 한반도 차원의 ①식량안보체계 구축, ②안정적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③기후변화 대응, ④농업생태환경 보호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들 의제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식량안보체계 구축

1

2

3

4

5

안정적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1

2

3

4

5

기후변화 대응

1

2

3

4

5

농업생태환경 보호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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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북한 농업 부문의 계획과 시장
1. 개황
○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농업 부문 제도의 핵심은 집단(협동) 소유에 기초한 집
단농업경영시스템임. 북한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단위는 협동농장, 국영
농장, 종합농장이 있음.
- 협동농장은 군(郡) 하부의 리(里) 행정구역별로 조직되었으며 농촌 지역 최하
위의 행정단위이면서 농업 생산단위이기도 함. 농촌주민들의 정치·경제·사
회·문화 관련 생활 단위로서 북한 농업·농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음.
- 통계청(2019) 북한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북한의 군과 리 행정구역 수는
각각 145개,57) 3,218개로 북한 전역에 적어도 3,000개 이상의 협동농장이 분
포할 것으로 추정되며,58) 북한 경지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협동
농장은 집단농업경영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단위임.
- 종합농장은 군 소재 모든 협동농장과 농업 관련 기관·기업소를 통합해 설립한
일종의 국영 농기업임. 협동농장에 속한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연간 자신이 획
득한 노동일59)에 따라 현물·현금을 분배받지만, 국영농장 또는 종합농장에서

57) 평양직할시 2, 남포특별시 2, 평안남도 14, 평안북도 22, 함경남도 15, 함경북도 12, 황해남도 19, 황
해북도 18, 강원도 15, 자강도 15, 양강도 11(통계청 2019)
58) FAO/WFP(2019)는 북한의 중앙통계국 자료에 근거해 254만 명의 농민이 전국의 2,513개 협동농
장에 속해 있고, 약 800만 명의 농업노동자가 전국의 707개 국영농장에 고용되어 있다고 소개함.
59)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일이라는 개념을 노동의 양과 노동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범주로
서 도입했는데 구소련, 중국, 북한에서 각각 Trododen, 分, 노력일로 지칭하였음(김영훈 외
20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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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을 담당하는 농민들은 임금노동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음.
○ 북한은 1958년에 리 행정구역 내 존재하는 다수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때 확립한 협동농장 관리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의 협동농장 관리 및 조직체계는 위로부터 농업성 → 도농촌경리위원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 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에 이르는 4단계의 중앙
집권적·계통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부도 2-1> 참조).
<부도 2-1> 북한 협동농장의 관리 및 조직 체계도
농업성

기타 중앙 부처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농기구공장
종자관리소
관개관리소
농기계사업소
가축방역소
배합사료공장
비닐박막재생공장
농촌건물관리소 등

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
협동농장

생산조직

작업반
농산작업반
남새작업반
과수작업반
축산작업반
기계화작업반 등
작업분조
포전담당

관리조직

기사장
부기장
창고장
기술지도원
부기원
통계원
창고원

생산부위원장

생활부위원장

생산지도원
계획지도원
축산지도원
관개지도원
과수지도원

탁아유치원
문화센터
진료소
상점

정량원

자료: 김영훈 외(2011)의 <그림 3-1>과 <그림 4-2>를 참고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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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장, 종묘장
원종장, 종란장
채종농장
양정사업소
상업관리소
산림경영소
농촌자재공급소
중앙은행지점 등

○ 계획경제체제하 북한 집단농업경영시스템이 작동되는 핵심 기제(메카니즘)는
계획이며, 생산과 유통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생산측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에 농산물 생산 목표와 농자재
공급 계획을 하달하고, 협동농장에서는 하달된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
업반과 작업분조별로 생산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근거로 노동 및 농자재 투입
계획을 수립해 생산을 진행함.
- (유통측면)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연간 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농산물은
국가의 계획수매를 통해 국영상업유통망을 거쳐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계획된 양만큼 배급되며, 협동농장원에 대한 현물 분배몫 중 일부와
분조 등이 연간 계획을 초과해 생산한 생산물은 보완적인 시장을 통해 유통됨.

2. 계획과 시장의 공존60)
2.1. 협동농장 계획화체계 측면
○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직후 북한 협동농장의 운영여건이 크게 나빠졌음에도
현재까지 협동농장 계획화체계의 전체적인 골격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
고 있으며, 계획수행 3단계 중 계획수립과 계획평가 단계에서는 미시적인 변화
가 나타났으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계획수립 단계는 상급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국과 상급기관은 협
동농장에 자기 요구를 비교적 강하게 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계획(국가알곡생산
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현물지표 중심으로 여전히 강제 할당되고 있음.
- 계획평가 단계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으나, 군량미 납부 등 특정 계획만을 집

60) 김소영(2017), 권태진‧김소영‧김하은‧우가영(2019), 위탁원고(김소영. 2020. 「북한 농업 부문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의 내용을 인용해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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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으로 평가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농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본
보기식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쪽으로 변화했으며, 평가기준이 현실성 있게
바뀌고 보상 내용이 심리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변화한 것이 특징임.
○ 협동농장 계획화체계는 과거 경제위기 이전만큼 탄탄하지는 않은 상태로 곳곳
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계획실행 단계에서는 상당히 와해된 모습이
발견됨.
- 계획수립과 계획평가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명령식 계획경제의 틀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으나, 계획실행의 단계에서는 시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크게 늘어
났으며, 이 같은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협동농장은 자금·자재·노동력 등 투입재(생산 요소)를 조달하고, 농산물을 생
산하며, 생산물을 처분하는 등의 계획실행 단계에서 계획경제 외부의 시장과
다양한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함.
<부도 2-2> 북한 농업 부문 계획화체계의 부분적 와해

자료: 위탁원고(김소영 2020).

2.2. 생산 요소(자금·자재·노동력) 조달 측면
○ 경제위기 이후 계획을 통한 생산 요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자금조달, 농
자재조달, 노동력 조달 과정에서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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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 부문 계획화체계가 계획수행의 세부 단계별로 흐트러져 부분적으로 와
해되기 시작함(<부도 2-3> 참조).
○ (자금조달 측면) 계획화체계가 와해되면서 협동농장은 필요 자금 마련 수단으
로 단기 사금융, 생산물 판매, 농장 토지 활용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단기 사금융 활용) 협동농장은 유통기간 1년 이하의 단기 사금융을 통해 필
요자금을 조달함. 다양한 상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개인이나 기관·기업소
에서 봄철 영농기에 자금을 빌려 농업생산 활동이나 농장 운영 등에 사용하고
가을철에 현물(곡물)이나 현금(곡물을 판매액)으로 청산하는 방식이 대표적
임. 시장화 진전에 따라 직접생산단위의 의사결정 권한이 커지면서 단기 사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
- (생산물 판매)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도시민의 구
매력이 커지면서 물리적 처분공간이 늘어난 것에 따라 나타난 현상임. 국정
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이가 큰 곡물, 채소 등을 시장에 처분하거나 농자재를
주변의 농장이나 타 지역 상인에게 이윤을 더해 되파는 방법이 일반적임.
- (농장 토지 활용) 농장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농장 토지 중 등록은 되어
있으나 생산성이 너무 낮아 국가생산계획을 부여하지 않는 비경지를 몰래 임
대해 현물 또는 현금을 받거나, 협동농장이 개인 경작을 허용하는 대가로 돈
을 조달하는 방식임.
○ (농자재 조달 측면) 국가공급체계를 통해 농자재를 조달하기보다는 외상구입,
물물교환 등의 시장경제적 요소가 활용되고 있음.
- 표면적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도농촌경리위원회 자재상사에
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자재공급소 그리고 협동농장으로 이어지는 자재공
급체계를 통해 계통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협동농장의 독자적 활동공간이 커지면서 도농촌경리
위원회와 협동농장 간 직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임.
- 국가공급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다 보니 협동농장에서는 필요한 농자
재를 봄철에 농자재 상인에게 외상으로 구입하고 가을 수확철에 이자를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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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상환하는 외상구입 방식이나 물물교환, 협동농장
토지 불법 임대 등 시장경제적 방식을 통해 농자재를 조달하고 있음.
- 농자재 구입 등 의사결정 권한이 작업반이나 분조 등 농장의 직접적인 생산단
위로 이전되었음. 이는 협동농장 내부의 계획 수립은 분권화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고 있지만, 자금이나 농자재 조달 등 계획 실행 과정에서는 분권화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노동력 조달 측면) 최근 북한은 외부인 위탁영농 방식을 통해 부족한 농업노동
력을 충당하고 부대수익도 얻고 있음.
- 북한의 농촌인구는 전체의 약 38~40% 수준으로 농업노동력이 크게 부족하
지 않아 보이나, 경제위기 이후 농업기계화가 대폭 후퇴하고 고령자 또는 여
성 비중이 높아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태임.
- 부족한 노동력 조달을 위해 외부인 위탁영농을 도입하고 있음. 농자재와 노동
력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협동농장 내 일부 경지를 외부인(도시 하층민)에
게 임대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으로, 경작자는 파종이나 수확 또는 제초 등
특정한 작업이 필요한 계절에 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식사 또는 하루 소비분
의 곡물(강냉이 5㎏ 정도)을 받음.
- 축산업 분야에서도 농장이 사육해야 할 소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농장 구성원 이외의 개인에게 위탁해 사육시키는
경우 해당 위탁 사육자에게 농장원 신분을 부여하기도 함.
○ (생산물 처분 측면) 협동조합의 생산물 처분 방법으로는 국가수매가 일순위이
나 과거에 비하여 일정 부분 약화됐으며, 계획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도 생산
물을 처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군량미 납부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책임자가 해임되기도 하므로 군량미 납
부는 여전히 농산물 처분 순위 중 가장 우선순위기는 하나, 군부대 또는 기관·
기업소가 농장에 직접 수령해야 한다든지, 인계기관의 권력에 따라 물량과 품
질을 차등화하거나 시간을 지체하기도 하는 등 열세이기만 했던 농장의 지위
가 식량난 장기화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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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의 경우 고품질은 시장에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고, 저품질은 국영상점(채
과도매소 등)에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협동농장은 계획되지 않은 경로,
즉 시장을 통해서도 생산물을 광범위하게 처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부
문이 점진적으로 와해되고 있음.
<부도 2-3> 경제위기 이후 협동농장의 계획실행 단계
<생산요소 확보>

<농산물 생산>

<생산물 처분>

계획을 통한 조달 대폭 축소
시장을 통한 조달 대폭 확대

생산기술의 다각화
경작주체의 다양화

국가수매체계 약화
계획 외 처분 확대

시장

자금

·사금융 시장으로부터 융통
·자체 농업생산수단 처분 및
유용
·다양한 외부주체와의 연계
확대

농장의 생산활동

생산 기술
·우수품종 및
신기술 도입

·군량미 납부 및 기관
기업소 공급의 시장
경제적 질서 적용

시장
계획
·국가 농업금융서비스 망실

시장

자재

계획

·민간 영농자재시장 통한 유상
구입
·자체 농업생산수단 처분·유용
·외부주체와 적극 연대

경작 주체

·시장의 다양한 경제
주체와 연계 및 판로
다각화

·집단영농방식
약화
·개인영농방식
강화

계획
·국가자재공급체계의 작동원리
이원화(형식은 계획경제, 내용
은 시장경제)
시장
·외부 노동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노동력
계획
·농장원 노력일평가 및 근태관리
악화

자료: 위탁원고(김소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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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식품 관련 시장의 형성61)
3.1. 농산물 소비재 시장
○ 농산물 소비재 시장으로는 곡물시장, 채소시장, 축산물시장, 과일시장이 형성
돼있음.
○ 곡물시장의 주요 공급자는 협동농장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개인도 곡물시장
의 중요한 공급자로 등장함.
- 협동농장은 국가가 정한 양곡 생산단위로서 농장원들에게 분배할 물량을 제
외하고 나머지는 전량 국가수매에 응해야 함.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협동농장
운영 여건이 크게 악회되어 수확한 곡물 중 일정한 물량을 국가 수매에 응하
지 않고 시장에 처분하여 유용하고 있음.
- 경제위기 이후 개인들은 소토지라는 사적인 경작공간에서 옥수수, 콩, 팥, 조,
기장 등 곡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음. 최근에는 정식 수입했거
나 밀수한 중국산 곡물, 기관 및 기업소의 부업지에서 생산된 곡물, 군부대 등
에 단체 배급한 곡물, 2호미 등 전쟁예비물자 취급기관에서 방출한 곡물 그리
고 국제사회가 지원한 곡물도 곡물시장에 공급되고 있음.
- 시장에 구곡이 많이 풀려 정미(精米)시장이 활발해졌으며, 곡물 도소매를 위
해 업자들이 개인 집, 양정기관, 군부대 창고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
나면서 보관창고시장 등 관련 서비스 시장도 새롭게 등장함.
○ 시장화가 진전되어 구매력이 있는 도시민들이 채소를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면
서 채소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
- 채소시장에 공급되는 채소는 주로 개인 텃밭에서 제공됨. 북한에서 개인 텃밭
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합법적인 사적 경작지로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시
61) 김소영(2017), 권태진‧김소영‧김하은‧우가영(2019), 위탁원고(김소영. 2020. 「북한 농업 부문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의 내용을 인용해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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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 추세와 맞물려 자급용이 아닌 상업용 채소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급기
지로 자리매김되었음.
- 2000년대 이후 도시 주민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텃밭이 상업용 채소의 전문
경작지가 되었음. 생산자들은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실재배 및 비
닐 멀칭 기술을 도입해 고추, 마늘, 양파, 피망 등 고급 채소들을 시장에 공급
하고 있음. 겨울철에도 오이, 시금치 등을 온실재배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시장과 근접해 있고 인구도 밀집된 도시 근교에 위치한 텃밭일수록 상업용 채
소 재배가 더욱 활발함. 온실 채소 및 겨울철 고급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면서 농업용 비닐시장, 온실난방용 에너지시장, 모종시장 등의 파생시장도 성
장하는 추세임.
○ 축산물 시장에서 공급은 개인부업축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화 진
전 이후 돼지고기 수요가 늘면서 돼지사육이 규모화, 현대화되는 추세임.
- 축산물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유통 단계 및 유통 주체가 굉장히 빠르게 분업
화한 것임. 시장화 초기의 유통 단계는 생산자에서 판매자, 판매자에서 소비
자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였음. 그러나 점차 판매자가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세분되고 소매 판매도 중요해지면서 일부 소매상인이 대형 독점상인으로 성
장하는 경우도 나타남.
- 가정에서 술 또는 두부를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을 활용해 돼지사육을 규모화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일부 가정에서는 사료 배합기를 자체로 구비하는 등
사육시설 현대화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상설시장인 종합시장에서 축산물을 구입하고 있음. 축
산물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염소젖 배달, 돼지 교배, 단기 냉장보관 등 관련 시
장과 서비스업도 형성되고 있음.
○ 과일시장은 기호식품의 성격이 매우 강해 수요기반이 적고 공급기반도 부족했
기 때문에 농산물 소비재시장 가운데 가장 늦게 발전함.
- 최근 중국산 과일 반입 등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
인 텃밭에서 딸기를 하우스 재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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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식품관련 전후방 산업·서비스 시장
○ 국가자재공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소토지와 텃밭 등 개인 사경
지의 상업적 영농 추세가 심화되면서 농자재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기본적인 농업 투입재인 비료, 박막(농업용비닐), 기름 등이 주요 거래 품목이
나, 상업적 영농 추세에 따라 상품성을 개선하고 보관 및 수송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종자와 포장재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겨울철 온실재배가 늘고 개인 식품제조업이 활성화하면서 온실난방, 설비연
료용으로 석탄 수요가 증가했으며, 소토지 경작용 소형 운수기재나 식품 제조
용 발동기 가동을 위해 농업용 석유 수요도 새롭게 창출되고 있으며, 살초제
(농약)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농자재 거래시장은 종합시장과 기관 및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 집의 창고, 부
두 및 국경지대 등이며, 농자재 시장 공급에서 중국산이 큰 비중을 차지해왔으
나, 최근 들어 북한산의 경쟁력이 커지는 추세임.
- 종합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농자재(비료, 비닐 박막, 농약, 종자 등)거 유
통되고 있음. 그러나 농자재별로 공급 경로에 따라 특정한 시장에서 주로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존재함.
- 예를 들면 비료는 생산공장이나 협동농장, 석유는 광산 등 기관‧기업소나 주
유소 또는 개인 집에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짐. 박막, 비료 등 중국산이 많은 농
자재는 해상, 항만, 국경지역 등에서 밀수품으로 거래되기도 함.
- 농기계는 임대(대여) 시장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 들어서
는 자금 동원력을 갖춘 개인이 중국산 농기계(트랙터 등)를 구입해 기관 및 기
업소에 등록시켜 놓은 뒤 개인 영업활동을 하기도 함.
○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가공용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품제조업과 음식서
비스업 분야에서 개인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영 식품 가
공공장과 국영 음식봉사망(요식업소)이 많이 생겨나면서 더욱 수요가 증가하
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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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은 옥수수로, 옥수수를 제분
하고 국수를 제조해주는 민간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이 다양해 옥수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콩을 원료로 한 식품(두부, 두부밥, 인조고기, 콩기름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
서 콩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떡과 빵의 소비가 늘면서 쌀과 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국수 제조용 밀가
루와 떡 제조용 쌀은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국수 제조에 사용되는 감자도 중
국산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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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북한의 경제 및 농업 부문 법률 현황

구분

법률 명칭

주요 내용

∙ 1972년 제정 /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9년 개정
사회주의 ∙ (목적) 사회주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범
헌법
- 서문, 정치(1장), 경제(2장), 문화(3장), 국방(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5장), 국가
기구(6장), 국장·국기·국가·수도(7장)

민법

∙ 1990년 제정 / 1993년, 1999년, 2007년 개정
∙ (목적)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및
인민들의 자주적·창조적 생활 보장
- 1편 일반제도: 민법의 기본(1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2장), 민사벌률행위(3장)
- 2편 소유권제도: 일반규정(1장), 국가소유권(2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3장), 개인소유권(4장)
- 3편 채권채무제도: 일반규정(1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2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3
장), 부당리득행위(4장)
- 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민사책임(1장), 민사시효(2장)

∙ 1992년 제정 / 1999년, 2002년, 2004년, 2008년, 2010년 개정
∙ (목적) 상업 활동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해 상품 유통과 봉사사업의 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
사회주의
-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1장), 상품공급(2장), 수매(3장), 사회급양(4장), 편의봉사(5장),
상업법
상품보관관리(6장), 상업의 문화성·봉사성(7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8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9장)
사회주의
경제일반
∙ 1999년 제정 / 2001년, 2009년, 2010년, 2015년 개정
∙ (목적) 경제계획의 작성, 비준, 시달, 실행, 평가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의 계획
인민경제 적 발전 촉진
-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1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2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3장),
계획법
인민경제계획의 실행(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5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6장)
∙ 1978년 제정 / 1986년, 1999년, 2015년 개정
∙ (목적) 생산과 노동에서 사회주의 이념 관철
사회주의
-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원칙(1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2장), 사회주의 노동조직(3장),
노동법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4장), 노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5장), 노동보
호(6장), 노동과 휴식(7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8장)

로동
정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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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제정 / 2015년 개정
∙ (목적)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주의에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기준인
노동정량(norma)의 제정과 적용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해 노동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노동의 효과성 제고
- 로동정량법의 기본(1장), 로동정량의 제정(2장), 로동정량의 적용(3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4장)

(계속)
구분

법률 명칭

주요 내용

농업법

∙ 1998년 제정 / 2002년, 2009년 개정
∙ (목적) 농업 생산 및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농업자원 보호, 농산물 관리에 관한 제도·질서 확
립을 통해 농업 발전 및 사회주의 농업경영제도 공고화
- 농업법의 기본(1장), 농업생산(2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3장), 농업자원의 보호
(4장), 농업생산물의 관리(5장), 농업 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6장)

농장법

∙ 2009년 제정 / 2012년, 22013년, 2014년, 2015년 개정
- 농장법의 기본(1장), 농장의 조직(2장), 농장의 경영활동(3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장)
∙ (목적)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해 농장사업의 개선·강화 및 사
회주의 농업경영제도 공고화

토지법

∙ 1977년 제정 / 1999년 개정
∙ (목적)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 국토건설계획, 토지 보호·건설·관리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1장), 토지소유권(2장), 국토
건설총계획(3장), 토지보호(4장), 토지건설(5장), 토지관리(6장)

농작물
종자
관리법

∙ 2011년 제정
∙ (목적) 농작물 종자의 등록, 생산, 보관, 이용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해 농작물 종자관리
사업의 개선 및 농업생산 증대
-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1장), 농작물종자의 등록(2장), 농작물종자의 생산(3장), 농
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4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5장)

농약법

∙ 2006년 제정
∙ (목적) 농약의 검정, 등록, 생산, 공급, 보관, 이용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해 농약 생산
을 보장하고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 농약법의 기본(1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2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3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4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5장)

작물
유전
자원
관리법

∙ 2013년 제정
∙ (목적)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보존, 이용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한 작물유전관리사업
개선 및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작물유전자원 확보
- 작물유전자원의 등록,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총 37조)

농업
일반

농업
생산
요소

∙ 1997년 제정 / 1998년, 2005년, 2009년, 2015년 개정
∙ (목적) 양곡 수매·보관, 가공, 공급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해 양정사업의 발전, 사회주
의 경제건설 촉진, 인민생활 향상
량정법
- 량정법의 기본(1장), 량곡수매(2장), 량곡보관(3장), 량곡가공(4장), 량곡 수급과 공급(5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6장)

농산업
부문

∙ 2002년 제정 / 2010년, 2014년 개정
∙ (목적) 과일 묘목의 생산, 과수원 조성 및 관리, 과일 수확 및 처리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과수법
통한 과일 생산 증대
- 과수법의 기본(1장), 과일 나무목의 생산(2장), 과수원의 조성(3장), 과수원의 관리(4장),
과일 수확과 처리(5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6장)
∙ 2006년 제정 / 2011년, 2012년, 2015년 개정
∙ (목적) 종축 확보, 사료 보장, 사육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한 축산물 생산 증대 및 인민
생활 향상
축산법
- 축산법의 기본(1장), 종자집짐승의 확보(2장), 집짐승의 먹이 보장(3장), 집짐승의 사육
(4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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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농산업
부문

법률 명칭

주요 내용

수의
방역법

∙ 1997년 제정 / 1998년, 2013년 개정
∙ (목적) 수의 방역 관련 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질병의 발생, 전파를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 촉
진 및 인민 건강 보호
- 수의방역법의 기본(1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2장), 동물전염성 질병의 전파 방지(3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4장)

∙ 1998년 제정 / 1998년 개정
∙ (목적)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보관, 이용, 검정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 질병의
수의
진단, 예방 및 치료사업 보장
약품
-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1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2장), 수의약품의 보관, 이용(3
관리법
장), 수의약품의 검정(4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5장)
∙ 1992년 제정 / 1999년(2회), 2001년, 2005년, 2008년(2회),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정
∙ (목적) 산림 조성 및 보호, 산림자원 이용에 관한 규율·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의 산림정책
산림법
관철
- 산림법의 기본(1장), 산림조성(2장), 산림보호(3장), 산림자원의 이용(4장), 산림경영사
업에 대한 지도통제(5장)
∙ 2013년 제정
∙ (목적) 상전의 조성과 비배관리, 누에고치의 생산과 수매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한 경
공업 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
양잠법
- 잠업법의 기본(1장), 뽕밭의 조성과 비배관리(2장), 누에고치의 생산과 수매(3장), 잠업
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4장)

유통
소비
식품

∙ 1998년 제정 / 1998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3년 개정
식료품 ∙ (목적) 식품위생사업에 관한 제도·질서 확립을 통해 식품 위생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건강
보호·증진
위생법
-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의 위생 관련 사항 및 형사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총 32조)
국경
동식물
검역법

∙ 1997년 제정 / 1998년, 2007년, 2008년 개정
∙ (목적) 국경에서 동식물 검역 질서 확립을 통한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
고 인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자원 보호
- 동식물 검역 관련 제반 사항 규정(총 36조)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04년 판, 2012년 판 및 2016년 판)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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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중국산 수입 농산물의 북한산으로의 수입 대체 가능 품목

구분

농
산
물

품목류

비중
금액
(%) (백만 달러)

세부 품목(217개)

채소류 23.0

668.3

기타채소(135.4)***, 김치(125.1)***, 고추(115.4)**/***, 마늘(95.3)*/**/***,
당근(46.7)***, 양파(35.6)**, 채소종자(15.9), 토마토(15.3), 파(10.8), 기타근채
(10.3)***, 꽃양배추(9.7), 딸기(8.3), 양배추(6.9), 결구상치(6.9), 생강(5.1)
**/***, 채소혼합물(4.3)*/***, 무(3.6)***, 기타파속채소(3.6), 오이(3.5) ***, 채
소쥬스(2.7), 상치(2.5), 염교(1.6), 시금치(1.6), 호박(1.3)***, 고구마줄기(0.5)***, 스
위트콘(0.4), 쪽파(0.2), 부추(0.2), 식용의 채소·뿌리·괴경(0.2), 배추(0.1), 멜론(0.1)

기타
조제
농산품

9.5

276.3

혼합조제식료품(241.8)*/***, 기타단백질농축물(10.9), 향미용조제품(10.6), 차,
마태조제품(3.9)***, 기타조제식료품(3.7)***, 치커리조제품(3.7), 두부(0.7), 유
아용조제식료품(0.6), 식초(0.3), 수우프브로드(0.2), 기타빙과(0.1)

채유
종실

5.3

153.6

참깨(46.3)**/***, 땅콩(45.2)*/**/***, 들깨(35.5)***, 기타채유종실(24.8)*/ ***,
해바라기씨(1.5), 아마인(0.2), 유채(0.1), 잇꽃씨(0.1), 겨자씨(0.1)

곡류

5.1

149.7

쌀(139.0), 밀리트(6.9)***, 수수(1.6)***, 보리(1.1)**/***, 메밀(0.9)**/***,
옥수수(0.2)**, 기타곡물(0.1)**

사료

4.0

115.4

개사료(54.1)***, 배합사료(23.2)**, 기타사료용조제품(17.5), 기타사료(13.7)
*/***, 사료첨가제(3.9), 보조사료(2.5)**, 짚(0.6)***, 알팔파(0.1)

두류

3.1

91.6

팥(40.3)*/**/***, 대두(38.6)**/***, 녹두(4.3)**/***, 강낭콩(3.5)*/***,
기타콩(2.9), 비그니파세러스콩(1.4), 완두(0.6)***

소오스
류

2.9

85.1

기타소오스제품(63.1)***, 혼합조미료(12.3)***, 메주(3.8)***, 간장(3.1)***,
된장(2.3)***, 겨자(0.2), 춘장(0.2), 고추장(0.2)***

과실류

2.5

74.0

기타과실(64.9)*/***, 사과(3.6)***, 기타감귤류(2.1), 복숭아(1.9)***, 버찌
(0.5), 단일과실조제품(0.5), 포도(0.2), 배(0.1), 나무딸기(0.1), 캐슈넛
(0.1), 파인애플(0.1), 레몬(0.1), 과실혼합물(0.1)***

주류

1.7

49.6

맥주(32.1)*/***, 고량주(9.7)*/***, 알코올성합성조제품(3.5), 에틸알코올
(2.7), 위스키(0.9), 기타주(0.6)*/***, 리큐르(0.3)***, 포도주(0.1)***

한약재

1.4

40.3

기타 한약재(28.3)*/***, 구기자(2.6)*, 감초(2.6), 황련(1.6), 원지(0.9), 두
충(0.7), 산조인(0.7), 계피(0.6), 패모(0.5), 사인(0.5), 산사자(0.5), 부자
(0.4), 오미자(0.3), 커민씨(0.2), 박하(0.1), 하수오(0.1), 회향씨(0.1)***

전분
버섯류

1.2
1.1

34.4
33.1

고구마전분(24.7)**/***, 옥수수전분(6.1), 기타전분(3.1)**/***
기타버섯(24.4)*/***, 양송이(8.0)*, 영지버섯(0.7)***

기타
곡실류

1.1

32.4

화분(12.7)***, 구약구(7.2), 기타식물성산물(7.2), 화초종자(2.5)*, 기타사
료식물종자(1.4), 기타종자(1.0), 과실의핵(0.4)*/***, 과수목종자(0.2)

잠사류

0.8

22.0

생사(14.5)*/**/***, 견사(3.5)***, 견웨이스트(3.1)*/***, 견방사(1.0)

부록 |

207

(계속)
구분

품목류

비중
금액
(%) (백만달러)

화훼류

0.6

17.5

국화(8.6), 난초(5.1), 기타화초(2.0), 카네이션(0.7), 기타절화(0.6), 선인장(0.2),
장미(0.2), 기타구근(0.2), 구즈마니아(0.1)

식물성
유지

0.4

10.7

들기름(2.8)***, 대두유(1.9)***, 기타비휘발성유지(1.9)***, 기타식물성유지
(1.4)*/***, 참기름(1.2)**/***, 동유(1.1), 동백유(0.4), 감귤유(0.2)

연초류 0.3
9.6
서류 0.2
6.0
기타
농
농산부
0.1
4.2
산
산물
물
기타
0.1
3.7
산식물
차류 0.1
3.5
인삼류 0.1
3.4
식물성
0.0
1.0
섬유
소 계 64.8 1,884.7
모·
3.1
90.0
수모류
난류 0.2
5.6
원피류 0.1
4.1
축
포유가
0.1
3.4
산
축류
물
한약재 0.1
1.6
가죽류 0.0
1.2
파충류 0.0
0.4
소 계 3.6
106.2
버섯류 1.7
50.1
산채류 1.6
45.3
과실
0.9
27.4
견과류
임
산
임산물
0.8
22.7
물
기타
수목류 0.1
3.6
종자류 0.0
0.2
소 계 5.1
149.2
농림축산물
73.5 2,140.1
합계

세부 품목(217개)

잎담배(8.0)***, 잎담배부산물(1.5), 궐련(0.2)*/***
감자(3.9)**/***, 기타서류(1.6)**/***, 고구마(0.3)*/**/***
기타농세공품(1.9)***, 조물제품(1.4)***, 골풀제품(0.5)***, 과실껍질(0.4), 식물잎
(0.1)*
기타산식물(3.4)*, 과수목(0.3)
홍차(3.2)***, 녹차(0.3)**
백삼정(2.9)**/***, 백삼분(0.2)**/***, 인삼액즙(0.2)**, 인삼부산물(0.1)**/***
면(0.8), 아마(0.2)*, 대마(0.1)
기타양모·섬수모·조수모 등(88.1)***, 돼지털(1.4), 기타 동물의 털(0.2), 인모
(0.1)***, 염소털(0.1), 마모(0.1)
조란(4.9)**, 난황(0.7)
소원피(3.8), 면양원피(0.3)
개(2.5)***, 영장류(0.7), 친칠라(0.1), 말(0.1), 토끼(0.1)
녹용(1.6)***, 오령지(0.1)
가죽(1.2)
자라(0.4)
표고버섯(38.1)***, 송이버섯(7.3)*/***, 건조목이버섯(4.7)*
도라지(27.0)***, 고사리(11.6)*/***, 죽순(3.9)***, 더덕(1.7)***
밤(23.9)**/***, 감(3.0)***, 잣(0.4)*/**/***, 대추(0.2)**. 호도(0.1)*/***
기타임산물(12.2)*/***, 도토리(9.6)***, 칡뿌리(0.8)***, 벽지(0.2)
기타수목류(3.3), 유실수(0.2), 삽수접수(0.1)***
산림수종자(0.1)***, 잔디종자(0.1)

주 1) 금액은 2016~2017년 2년간 대중국 평균 수입액, 비중은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
타냄. 또한 세부 품목의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품목의 2016~2017년 2년간 대중국 평균 수입액을 나타냄.
2) *: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 **: TRQ 관리 품목, ***: 대북한 반입 경험 품목(1990~2009년).
자료: 김영훈 외(2018: 93-94)의 <표 5-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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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중국의 농업개혁 시기 생산량청부제와 경영청부제의
주요 유형 및 특징
구분

주요 유형

주요 내용

∙ 농업합작사(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 경영, 분배를 실시하는 전제하에 생산항목의 특징과 규
모, 개별 사원이 보유한 기술의 특성과 노동력의 강약에 따라 专业队, 专业组, 专业户, 专
业工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전문 생산항목(특정작물의 생산, 가축사육 등)의 생산임무를 청부
전항포산제
주고, 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량과 연계하여 노동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 지불
专项包产制
- 일부 지역에서는 전업대, 전업조, 전업호, 전업공을 조직하고 생산량과 연계하여 노동보
(=专业承包,
수를 계산한다고 하여 ‘四专一联’ 생산책임제로도 지칭
联产计酬)
∙ 이 방식을 도입한 농업합작사(혹은 생산대)에서는 많은 생산경영항목들에 대해서 생산량이
아닌 생산액과 이윤에 의해 노동보수를 계산

생
산
량
청
부
제
︵
包
产
制
︶

∙ 농업합작사(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경영·분배를 실시하는 전제하에 내부적으로 작업조
를 조직하고 동시에 일정 면적의 경지, 역축, 일부 농기구를 고정
∙ 농업합작사(생산대)의 통일적인 계획하에 작업조에 일정한 생산항목을 청부주고, 생산이
포산도조
완료된 후 생산량 지표와 연계하여 노동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 지불
包产到组
(=联产到组)
- 농작업, 생산량, 생산비용을 함께 묶어 청부 주고, 최종성과물인 생산량과 연계하여 노동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지불 / 생산량지표를 초과한 경우 노동점수를 가
산하고, 미달한 경우 삭감(三包一奖, 以产计酬)
포산도로
∙ 청부주는 방식과 노동보수 지불방식은 包产到组와 동일하지만 청부대상이 개인 노동
包产到劳
∙ 모든 생산항목을 개인 노동에 청부 주거나 생산항목의 규모에 따라 부분적인 생산만 청부
(=联产到劳)
∙ 농업합작사(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 경영, 계산, 분배를 실시하는 전제하에 토지와 함께
개별농가에 일정량의 생산임무를 청부 주고, 생산이 완료된 후 청부 맡은 농가는 생산량을
납부
- 농업합작사(생산대)는 농가에게 생산비용을 계산해주고 생산량과 연계하여 노동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지불 / 생산량지표를 초과한 경우 노동점수 가산하고, 미
달한 경우 삭감
∙ 包产到户의 종류
포산도호
- 전문생산 包产到户: 전문 기술을 가진 농가에게 특정 생산항목(양어, 오리사양, 돼지사
包产到户
육 사양 등)의 생산 청부
(=联产到户)
- 부분작물 包产到户: 소량의 경제작물, 벼, 밭작물(고구마, 옥수수, 땅콩, 면화 등)의 생산
청부
- 작물전체 包产到户: 농가의 식구 수 혹은 식구 수와 노동력의 일정 비율에 따라 토지를 농
가에 분배한 후 각종 농산물의 생산임무를 청부 주고, 생산완료 후 농가 단위로 각종 생산항
목의 지표를 계산하여 노동점수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 지불 / 각 농가는 청부 맡
기 전에 합의하에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定产到田，责任到户’로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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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주요 유형

주요 내용

∙ 농업합작사(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 경영, 분배를 실시하는 전제하에 생산항목의 특징과 규
모, 개별 사원이 보유한 기술의 특성과 노동력의 강약에 따라 专业队, 专业组, 专业户, 专业
전항포산제
工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전문 생산항목(특정작물의 생산, 가축사육 등)의 생산임무를 청부 주
专项包产制
고, 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량과 연계하여 노동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 지불
- 일부 지역에서는 전업대, 전업조, 전업호, 전업공을 조직하고 생산량과 연계하여 노동보
(=专业承包,
수를 계산한다고 하여 ‘四专一联’ 생산책임제로도 지칭
联产计酬)
∙ 이 방식을 도입한 농업합작사(혹은 생산대)에서는 많은 생산경영항목들에 대해서 생산량이
아닌 생산액과 이윤에 의해 노동보수를 계산

생
산
량
청
부
제
︵
包
产
制
︶

경
영
청
부
제
︵
包
干
制
︶

∙ 농업합작사(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경영·분배를 실시하는 전제하에 내부적으로 작업조
를 조직하고 동시에 일정 면적의 경지, 역축, 일부 농기구를 고정
포산도조 ∙ 농업합작사(생산대)의 통일적인 계획하에 작업조에 일정한 생산항목을 청부 주고, 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량 지표와 연계하여 노동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 지불
包产到组
- 농작업, 생산량, 생산비용을 함께 묶어 청부 주고, 최종성과물인 생산량과 연계하여 노동
(=联产到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지불 / 생산량지표를 초과한 경우 노동점수를 가
산하고, 미달한 경우 삭감(三包一奖, 以产计酬)

포산도로
∙ 청부 주는 방식과 노동보수 지불방식은 包产到组와 동일하지만 청부대상이 개인 노동
包产到劳
∙ 모든 생산항목을 개인 노동에 청부 주거나 생산항목의 규모에 따라 부분적인 생산만 청부
(=联产到劳)
∙ 농업합작사(생산대)가 통일적인 계획, 경영, 계산, 분배를 실시하는 전제하에 토지와 함께 개
별농가에 일정량의 생산임무를 청부 주고, 생산이 완료된 후 청부 맡은 농가는 생산량을 납부
- 농업합작사(생산대)는 농가에게 생산비용을 계산해주고 생산량과 연계하여 노동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지불 / 생산량지표를 초과한 경우 노동점수 가산하고, 미
달한 경우 삭감
포산도호 ∙ 包产到户의 종류
- 전문생산 包产到户: 전문 기술을 가진 농가에게 특정 생산항목(양어, 오리사양, 돼지사
包产到户
육 사양 등)의 생산 청부
(=联产到户)
- 부분작물 包产到户: 소량의 경제작물, 벼, 밭작물(고구마, 옥수수, 땅콩, 면화 등)의 생산 청부
- 작물전체 包产到户: 농가의 식구 수 혹은 식구 수와 노동력의 일정 비율에 따라 토지를 농
가에 분배한 후 각종 농산물의 생산임무를 청부 주고, 생산완료 후 농가 단위로 각종 생산항
목의 지표를 계산하여 노동점수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 지불 / 각 농가는 청부 맡
기 전에 합의하에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定产到田，责任到户’로도 지칭

포간도조
包干到组

∙ 包产到组 방식에서 파생되었으며 농업합작사(생산대)는 작업조에게 경지를 분배한 후 생
산 및 경영을 청부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농작업, 생산량, 생산비용 지표를 부과하지 않고
생산량에 따라 노동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도 폐기
- 작업조는 생산 완료 후 먼저 국가수매에 응하여 생산물을 판매하고, 농업합작사(생산대)에
공공축적기금과 여러 항목의 비용을 납부한 후 남는 잉여생산물이나 수입을 자유 처분

포간도호
包干到户

∙ 작물전체 包产到户 방식과 마찬가지로 농업합작사(생산대)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경지를 농
가의 식구수 혹은 식구수 및 노동력의 일정비율에 따라 농가에 분배하고 생산 및 경영을 청부
- 더 이상 농작업, 생산량, 생산비용 지표를 부과하지 않으며, 생산량에 따라 노동점수를 부
여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방식(三包一奖’, 以产计工) 폐기
∙ 농가는 생산을 완료한 후 우선적으로 국가수매에 응하고, 농업합작사(생산대)에 공공축적
기금과 여러 항목의 비용을 납부한 후 남는 잉여생산물이나 수입은 자유스럽게 처분
∙ 包干到户를 실시하는 농업합작사(생산대)에서 토지는 여전히 집단소유이며, 일부 대형농
기구와 수리시설 등도 집단소유로서 통일적으로 사용.
- 생산측면에서 개별농가경영, 농가가 독립적인 채산단위,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

자료: 전형진 외(2007: 7)의 <표 1>; 王贵宸․魏道南․秦其明(1984: 5-10)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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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개요62)

□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기본 구상과 목표
○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은 선행연구에서 복합농촌단지, 평화농업협력단지 등
으로 불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구상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음.
○ 북한과 합의한 거점 지역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영농단지를 개발하고 농림분야
여러 단위사업을 연계·융복합하여 집중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남북이 공유함.

□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추진 방향
○ (수용성 제고) 북한의 농림정책과 대외경제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추진
하여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임.
○ (지속가능성 확보) 북한 농업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확대재생산을 촉발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함.
○ (남남갈등 해소)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남북협력의 국민적 공감
대 형성을 통하여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함.
○ (국제사회 지향 방향과 부합) 사업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등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를 추구함.

62) 본 예시적인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개요는 최용호 외(2020)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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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입지
○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은 모두 북한이 지정한 경
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인근의 배후지로, 이들 지역은 북한의 특구 중심 발전계
획과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 사업 입지 선정을 위하여 접근성, 생산 요소 조달 용이성, 북한의 수용성과 발전
계획 및 우리 대북 정책과의 부합 여부, 지리적 조건, 수요처와의 연계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용호 외(2020)에서는 개성공단 인근 지역과 금강산관광특구 인근 지역을 가
장 적정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음.
< (예시) 남북 공동영농단지 조감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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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프로그램
○ 농림부문 세부 분야가 연계되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융복합
프로그램화하여 사업을 추진함.
○ 경축순환농업, 친환경농업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작물재배와 축산, 산림과 축
산 등을 연계함.
○ 북한 농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능력배양 프로젝트, 개발협력 프로젝트,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결합함.
< (예시) 평화농업협력단지사업의 프로그램 >

자료: 최용호 외(2020).

□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추진방식
○ 인도적 지원·개발협력 유형의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유무상지원 방식
으로 추진하며, 경제협력사업(계약재배 및 투자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업
적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법인이 추진함.

□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의 추진체계
○ 대북 농림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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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평화농업협력단지사업의 추진주체 >

자료: 최용호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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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한국의 농업·농촌 관련 법령63)

1. 농업·농촌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시행령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63) 위탁원고(권태진. 2020. 「남북 농업 부문 법제 비교 및 시사점 -북한 법제를 중심으로 -」.)의 내용
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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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법시행규칙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

-

농촌진흥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2. 식량·농자재·식품
법률
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령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방조제관리법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식산업 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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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소비과학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한 법률 시행령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부록 |

217

4. 축산/동물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 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 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진돗개 보호·육성법

-

-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 시행령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초지법

초지법 시행령

초지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말산업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의사법

5. 산림(산림청)
법률

시행령

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 시행령

-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218 |

농림축산식품부령

(계속)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6. 행정 및 기타
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안전행정부와 공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과
(안전행정부와 공동)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안전행정부와 공동)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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