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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유럽, 중국,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
과 경제개발자금 조달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시
사점을 얻는 것이다. 특히 체제전환 유형과 외자도입 방법과
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이 직면할
개발전략의 선택과 이에 따른 외자조달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2장은 본 연구의 핵심부분으로서 중국과 베트남, 그리
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의 속도와 초기조건, 재원조달
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북한에 주는 교훈을 도출하
였다. 먼저 북한은 동유럽국의 외채문제와 거시불안정 등 초
기조건에서 유사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 국가들의 급진적
이행모델을 개발전략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
인 이유는 경제사회의 발전단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폴란드
나 헝가리 등 동유럽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화의 진
전 및 성숙한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공산주의체제의 계획과
명령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주의에 줄기차게 저항해 왔
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
였고, 이러한 국민적 합의 하에 1980년대 말 IMF 등이 제시
한 급진적 체제전환 프로그램도 수용이 가능하였다. 동구의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성숙한 시민사회의 부
재와 함께 개혁·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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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가 큰 급진적 개혁을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점진
적 체제전환모델로 분류되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은 외자
도입의 속도, 유형 등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던 중국은 개혁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
금을 대부분 화교자본과 국내저축을 통하여 충당하였고, 외
자도입은 국내저축을 보충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국내저축을 통한 자본축적은 기대할 수 없고 외
자에 의하여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외채 및 거시안정화 문제, 적대적 대외환경 등 초기조건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외자조달 사
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개혁이 진행되
고 시장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베트남의 사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FDI 등 국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 및 절차 등을 살펴
보았다. 북한이 국제금융커뮤니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
저 IMF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MF의 승인은 대규모 공적
개발자금(ODA)을 북한에 지원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동시에 IMF는 이미 파리클럽에 상정 중인 북한의 외
채문제 해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외채문제의 해결
은 북한이 ODA를 동원하는 능력 외에도 투자자들에 대해
국가 신용등급과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데도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한 국가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IMF 및 세계은행 이사회의 기술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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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 대다수의 지지
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지는 정치적
상황 외에도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려
는 가입 지원국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
한은 외부 개발자금에 접근하기 전에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
조되고 있는 국제규범 즉 수용능력, 빈곤감축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의 수립, 파트너십, 이행조건 등을 준수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자금지원
을 요청할 때 국제금융기구는 실제로 어떤 형태의 자금을 얼
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에 지원될 자금
은 북한경제 자원의 극적인 재배치를 유도하여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0년대 국
제 사회가 북한을 위해 공적자원을 동원하는 경험에서 보면
원조지원국가의 정치적 이해와 북한 간에 높은 긴장이 발생
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개발과 경제적
개발 요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외부원조 제공
을 정치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았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어진 원조의 효과를 감소시키며 개
혁의 인센티브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는 향후
대북지원을 고려함에 있어 지원국가 및 지원기구의 이해관
계의 조정,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지원 분리 등을 고
수하려고 할 것이다.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규모를 가늠해 보면, 우선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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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IDA 등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이 지원의 중요한 원
천이 될 것인데, 북한이 받게 될 액수는 세계은행이 성공적
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적·제도적 개
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착수하고 실행하
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북한의 경제개혁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서 북한이 이행수준이 낮은 다른 국가
와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그 할당액은 1인당 2~3달러 수
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의 경제 이행 속도가 보다
빠르고 포괄적이라면 1인당 5달러의 할당액도 가능할 것이
다. 북한인구가 2,30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이 수치는 연간
1억 1,500만 달러가 된다. 이 정도 규모는 북한의 자금수요
에 비교해서 매우 부족하고, 또 양자 간 금융지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재정지원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적다.
그러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개선에 따른 잠재적
이익은 단지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규모로만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세계은행으로부터 두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하나는 세계은행이 직접 공급할 정책지
원과 기술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은행의 조정능력으로
다른 공적원조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세계은행그룹의
인정은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커뮤니티의 북한에 대한 민간투
자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증진을 위해 우
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검토하였다. 한국은 통일비용의 분
담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활용을 통한 북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본격적 개혁개방으로 나올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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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형태로 어떤 조직이 주체가 되어 국제지원을 추진할 것인
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이 이루
어지기 전에도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 개발전략의 수립, 원조지원의 조
정(coordination), 북한 신탁기금 설립 지원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은 개발전략 선택에 있어 내자동
원 능력이나 거시안정화 등 개혁의 초기조건에서 상대적으
로 중국보다 베트남의 경험과 더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
므로 베트남의 개혁·개방모델과 외자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외자유치의 필요성과 대
내안정화를 위해 개혁초기에는 가격자유화 등 급진적인 조
치를 단행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으로 개
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는데 성공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Ⅰ. 머리말 7

I. 머리말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
에서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떤 개발전략을 선
택하느냐에 따라 외자유치의 속도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개혁·
개방의 범위·속도, 외자유입의 속도 및 규모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
는 데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의 경험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들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외자의 도입이 이행과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외자조달의 방법 및 규모 등에서 각 국가의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서 동유럽, 중국,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과 경제개발 자금조달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체제전환 유형
과 외자도입 방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이 직면할 개발전략의 선택과 이에 따른 외자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
이다.
제2장은 본 연구의 핵심부분으로서 체제전환 국가들의 개발 경
험을 살펴보고 외자조달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
장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국제공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이 사전적으로 준비해
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국제금융기구, 특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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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지원 조건과 유형, 금융지원 수단을 분석
한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적 지원 등 비금융적 지원도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제5장은 본 연구
의 결론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부나 민간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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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 세기 동안 추진해 왔던 개도국의 다양한 개발 경험으로
부터 북한 개발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
행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은 경제개발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
여 동유럽의 사례보다는 중국과 베트남이 밟아 온 소위 점진적인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은 외자도
입의 속도, 유형 등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던 중국은 농업부문의 개혁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경제
개혁을 수행하였고, 개혁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국내저
축을 통하여 충당하였으며 외자도입은 국내저축을 보충하는 역할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경제위기 및 외채
상환 불능이라는 사태에 직면한 이후 국내저축을 통한 자본축적은
기대할 수 없고 결국은 외자에 의하여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개혁초기 외자유치를 통하여
개발에 성공한 베트남의 외자조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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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제전환 유형과 재원조달 방향
( 1) 동유럽 국가들의 외자도입 사례
1) 동유럽국의 체제전환 과정과 특징
동유럽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여 중
유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모두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는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국가들로 평가되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소위 비세그라드(Visegrad)지
역 국가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동유럽 국가들은 남미 국가
들과 같이 역사적으로 외채문제가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각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각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일
시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 들어서 경제는 침체
되기 시작하였다. 체제유지를 위하여 성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던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1970년대 서방의 오일달러 누적으로 대출자
금이 풍부해지자 이를 이용하여 차관을 공여받았다. 그러나 폴란드
와 헝가리 등의 부분적인 경제개혁 노력은 차관의 원리금을 상환하
기에 필요한 성장을 끌어내는 데 실패하였고,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80년대 초 남미의 외채위기와 거의 동시에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 국가들은 외채상환 불능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말 시작된 구소련의 몰락과 코메콘체제의 해체로 동
구 국가들은 기존의 수출시장도 상실하게 되어 외채상환과 경제개
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체제전
환비용 조달이 절실한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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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거 단절된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
는 것이었다.
구공산정권이 차례로 붕괴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IMF, IBRD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였고, 특히 IMF가 자금공여 조건
(conditionality)으로 요구하는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였
다. 충격요법(shock therapy) 혹은 big bang으로 불리었던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은 가격과 교역 등의 급속한 자유화(liberalization),
거시 안정화(stabilization), 그리고 대규모 민영화(privatization)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2) 외자도입 성과
구유고연방 국가들을 포함한 동유럽 10개국이 1988년부터
1997년까지 IMF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는 약 66억 2,000만 SDR
(약 89억 달러)에 달한다. 개별국가로는 폴란드, 헝가리 등이 가장
많은 IMF 융자를 지원받았다. 이처럼 IMF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과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권고를 수행하여 왔다.
세계은행 그룹의 IBRD차관도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8년 동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IBRD차관은 총 82억 3,000만 달러로 개도국 전체 IBRD차
관액의 7.1%를 점하였다. 국별로는 개혁선도국 가운데 비교적 경
제규모가 큰 폴란드와 헝가리가 가장 많은 차관을 도입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외자유입 형태 중 국제민간자금은 주로 FDI에
의해 이루어졌다. 동유럽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의 주요 동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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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동유럽 주요국별 IMF 융자 실적
단위：백만 SDR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누계

폴란드

-

171

427

-

-

357

283

-

- 1,237

헝가리

215

32

481

437

-

57

-

-

- 1,222

구 체코슬로
바키아1)

-

536

603

82

-

-

-

-

- 1,220

체크

-

-

-

-

70

-

-

-

-

70

슬로바키아

-

-

-

-

-

64

96

-

-

160

동유럽전체

378

268 1,899 1,522

677

640

862

108

305 6,620

자료：IMF, Annual Report, 1989~1997 각년도.
자주：1) 구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은 1993. 1. 1부로 체크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함.

<표 Ⅱ-2>

동유럽 주요국별 IBRD 차관도입 실적
단위：백만 달러
1990

폴란드
헝가리

55

1991
417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743 1,073 1,818 2,067 2,175 2,078 2,156

1,512 1,819 1,968 2,094 2,208 2,218 1,649 1,520

699

체크

-

139

220

315

367

434

439

382

380

슬로바키아

-

70

110

151

247

263

250

227

239

동유럽전체 4,000 4,657 5,381 6,083 7,708 8,376 8,249 8,358 8,230
자료：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0.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경제·지리적 입지와 지역경제권의 통합전망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유럽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동서와 남북을 연
결하는 요충지였고, 또 인접한 러시아 및 여타 CIS지역 국가들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동유럽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또다른 유인요
소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들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권장하에
체제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대적인 민영화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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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동유럽 주요국별 FDI 도입 실적
단위：억 달러
1999년말 1인당 FDI
누계 (누계기준)

1995

1996

1997

1998

1999

폴란드

36.6

44.9

49.1

63.6

75.0

300.0

7.7

헝가리

44.5

22.7

21.7

21.7

20.4

190.9

19.0

체크

25.6

14.3

13.0

27.2

51.1

162.5

15.8

루마니아

4.2

2.6

12.1

20.3

9.6

54.4

2.4

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인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동유
럽 국가들에 대한 FDI는 1980년대 말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이 본
격화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92년 이후 민영화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동유럽의 최
대 FDI 유치국인 폴란드는 1990년 이후 1999년까지 약 300억 달
러의 FDI자금을 유치하였고, 헝가리가 190억 달러, 체크가 162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외국인투
자는 폴란드, 헝가리, 체크 등 개혁선도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
고 있다

(2) 중국의 외자도입 사례
1) 중국 개혁·개방의 특징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은 지방경제의 자급적 구조에 기반을 둔
신속한 시장화와 국유기업체의 점진적 개혁, 홍콩과 대만을 적극
활용한 대외개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경제특구에서의 성공적
인 외자 및 기술유치 성과는 연안지방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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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1970년대 말 미비한 투자환경 및 체제문제
등으로 외자유치 전망이 불투명하였다. 그러나 해외의 잠재적 투자
자들로 홍콩 및 대만의 경제인과 해외 화교자본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중국의 낙후된 경제구조와 인프라,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들
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환경과 수출에 유리한 입지 제공을
위해 경제특구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중국정부가 1979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특구 건설정책은 홍
콩·대만 및 해외 화교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가져왔으며, 이는 곧
중국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주원동력이 되었다. 1993년
과 1994년 홍콩 및 대만으로부터의 투자가 중국 전체 외자도입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각각 74%, 68%에 달하였으며, 이후 50%대
를 유지하고 있다. 또, 막강한 화교 경제력도 중국의 자본 및 기술도
입, 해외시장 개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00년 현재 화교는 세
계 136개국에 2,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화교
출신지는 광동성 67%, 복건성 23% 등 두 성이 전체의 90%를 차
지하고 있다. 이들은 혈연, 지연, 방언, 직업 등의 공통점을 이용하
여 동향회, 상조회, 조합, 종친회 등 수많은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정보수집 및 교류, 자금협력, 거래알선 등 경제활동에 상부상조하
면서 대만과 중국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2) 외자도입 성과
중국정부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도입한 다자간 국
제공적자금은 1979~1998년간 약 243억 7,000만 달러로 전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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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외자 항목별 구성
단위：실행금액 기준, 억 달러, %
외국정부차관(a)
금액

(a/d)

국제금융기관(b)
금액

FDI(c)

외자총액(d)

(b/d)

금액

(c/d)

11.5

-

-

금액

1979~1982

14.8

11.9

14.4

124.6

1983

7.2

36.1

0.7

3.7

-

-

19.8

1984

7.2

26.7

1.8

6,8

14.2

52.4

27.1

1985

4.9

10.5

6.0

13.0

19.6

42.2

46.5

1986

8.4

11.6

13.4

18.5

18.7

25.8

72.6

1987

8.0

9.4

7.2

8.5

23.1

27.3

84.5

1988

11.8

11.5

11.2

11.0

31.9

31.2

102.3

1989

21.5

21.4

10.8

10.8

33.9

33.7

100.6

1990

25.2

24.5

10.7

10.4

34.9

33.9

102.9

1991

18.1

15.7

13.7

11.8

43.6

37.7

115.5

1992

25.7

13.4

13.1

6.8

110.1

57.3

192.0

1993

30.4

7.8

22.7

5.8

275.1

70.6

389.6

1994

24.0

5.6

14.7

3.4

337.6

78.1

432.1

1995

27.7

5.8

27.1

5.6

375.2

78.0

481.3

1996

34.5

6.3

30.0

5.5

417.3

76.1

548.0

1997

36.5

5.7

16.3

2.5

452.6

70.3

644.1

1998

29.0

5.0

30.0

5.1

460.0

78.6

585.6

총계

334.9

8.2

243.7

6.0 2648.0

65.1

4069.1

자료：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각 연도로부터 작성

자도입 규모의 6%에 지나지 않는다. 각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1979~1982년 기간에는 11.5%를 점하여 개방 초기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자금원이었다. 그러나 1983년 3.7%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1986년 18.5%의 비중을 나타내었는
데, 이는 중국의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최고치를 기록하
였다. 다자간 공적 차관은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
는 전체 외자도입액의 5.1%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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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받았으나 IMF가 공여하는 프로그램차관과 이에
따르는 급진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1)
다자간 국제공적차관을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세계은행그룹의
<표 Ⅱ-5>

국제금융기구 기관별 차관 추이
단위：백만 달러
IBRD

IDA

ADB

UNDP

1979

-

-

-

1.2

1980

-

-

-

11.6

1981

-

-

-

15.5

1982

-

0.9

-

18.3

1983

4.0

67.2

-

20.7

1984

72.9

123.9

-

15.4

1985

353.6

213.7

-

14.4

1986

324.3

282.0

-

17.3

1987

206.1

393.6

-

27.7

1988

514.0

552.0

5.7

31.2

1989

542.0

505.0

55.6

30.6

1990

375.0

505.0

55.0

48.5

1991

538.0

610.0

181.7

49.9

1992

356.7

789.9

180.8

44.9

1993

731.9

865.1

421.3

44.8

1994

1,065.5

671.0

480.4

25.2

1995

1,107.1

789.2

526.6

28.9

1996

943.0

790.7

663.5

22.4

1997

1,210.8

687.1

545.4

26.8

1998

1,078.0

553.8

721.6

14.4

총계

9,422.9

8,409.1

3,837.6

509.7

자료：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1) Morrow, Daniel,“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Issues and Challenges”
,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0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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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차관은 <표 Ⅱ-5>에서 보듯이 1979~1998년 기간 동안 총
94억 2,200만 달러, IDA차관은 84억 달러에 달하였다. IBRD차관
은 주로 운송 및 에너지 부문에 투자되었고, IDA차관은 농업분야에
절반 이상인 54%가 투자되었으며, 다음으로 교육·보건, 상하수도
정비 등에 투입되었다. ADB는 중국이 1983년 3월 가입한 이후
1988년 원조를 개시하여 1998년까지 총 38억 4,000만 달러를 지
원하였는데, 이 중 운송 및 통신부문에 전체의 46.1%, 에너지부문
에 19.2%, 그리고 사회설비 및 금융부문에 13.2%가 투자되었다.
UNDP가 중국에 제공한 금액은 1979~1998년까지 5억 970만 달
러로 국제금융기관 차관총액의 2%에 불과하였다. UNDP차관 공여
가 금액면에서 세계은행보다 적지만 UNDP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가장 먼저 기술훈련 및 경영기법연수 등 분야에 대중국 프
로젝트를 실시하여 왔다.
한편,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에 걸쳐 중국이 유치한 FDI
는 실행금액 기준으로 2,648억 달러에 달한다. 이 기간 중국이 도
입한 총외자 대비 다자간 공공차관이 6%인 데 비해 FDI는 무려
65%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외자도입의 가장 큰 특징은
FDI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중국 FDI 실적을 계약금액 기
준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1978년 개혁개
방이 시작된 후 FDI 유입이 본격화되기 전인 1989년까지이다. 2단
계는 1990년 이후 중국정부가 대중 투자유치를 촉진한 결과 FDI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총외자 유입의 중심이 차관으로부터
FDI로 전환되었던 시기를 포함하는 1994년까지이다. 2단계는 중
국에서 외국인투자 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이다. 중국 전체
외자도입액 중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2년 57.3%에서

18

1993년에는 70.6%로 증가하였고, 1993년에는 계약기준으로 연
간 FDI 유입금액이 1,00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FDI가 중국의
최대 외자도입원으로 부상하였다. 3단계는「外資企業投資財産 暫
定管理 條例」
의 제정으로 FDI의 규제가 강화되고 우대정책이 완화
된 결과 FDI(계약금액 기준)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1994년 이후부
터 최근까지이다.

(3) 베트남의 외자도입 사례
1) 베트남 개혁·개방의 특징
베트남은 남북통일 이후 공업화노선을 택하여 경제발전을 추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비효율이 누적됨에 따라 1980~1982년 경
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해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NEP)과 같은 부분적 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도입된 부분적인 자
유화조치는 오히려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유발하였고 결국 1983년
본래의 보수적인 계획경제노선으로 되돌아갔다. 베트남은 1986년
12월 개최된 당 대회에서 경제의 자유화 및 개방을 표방한 소위 도
이모이(Doi Moi：쇄신) 노선을 채택하고 분권화(decentralization)
를 통한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등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정부 통제하에 있는 전력, 수도, 교통, 통신, 철강, 시멘
트 등 품목 이외는 모두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이 급진적 가격자유
화 조치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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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점진적으로 가격을 자유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개혁
이 불가피했던 배경으로 1980년대 초 시도되었던 신경제정책의 후
유증과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삭감으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심
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
베트남이 개혁초기에 급진적인 개혁방식을 선택한 것은 재정의
주요 보전수단이었던 구소련의 원조중단으로 국제금융기구 및 서
방선진국의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개혁조치는 거시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
여하였고 생산증가 등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거시경제 안정화
를 이룩하기 위해 베트남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
고 재정과 금융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단행하여 대내적으로 자본축
적구조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정부는 개혁초기 가격자유화와 경제안정화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FDI를 포함한 대규모 해외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점차 개혁의 속도를 늦추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전략을 추진하였다. 민영화정책에 있어서
베트남은 동유럽에서 시도된 대규모 사유화(mass privatization)
또는 사유화증서(voucher) 매각 방식과 같은 급진적 민영화를 추
진하기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보조금 철폐 및 국영기업 정리 등
국유부문의 체질강화를 목표로 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동유럽의 빅뱅모델이나 중
국이 추진한 점진주의적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개
도국의 개발과정을 답습하고 있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IMF의
2) 권율,“베트남개혁개방모델이북한에주는시사점”,「수은북한경제」
, 2005년여름호, pp.2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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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거시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서방의
외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나 민영화과정은 매우 천천히 추진하여 동
유럽의 급진적 개혁모델(big bang)에 비하여 부분적인 급진개혁모
델(small bang)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베트남의
개혁노선은 급격한 정치개혁 없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의 점진주의적 개혁노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인구가 70%
이상에 달하는 전형적인 농업기반경제에서 제반 개혁조치는 가급
적 경제적 혼란을 피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대외의존
도가 높았던 소규모 이행경제인 베트남은 개혁초기 구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국제금융기구 등 외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에 내부자본 및 화교자본의 동원이 가능했던 중국보다는 급진적 개
혁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외자도입 성과
베트남은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초기부터 경제개발을 위한 자
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중국식의 점진적, 내향적 개
발전략보다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서방의 자금지
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요구하는 엄격한
지원조건(conditionality)을 준수하는 등 대외개방을 가속화하였
다. 베트남은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직
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투자유인정책과 제도적 환경의 개선
에 주력하였다. 베트남에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외자가 본격적으
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후부터다.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수를 계기로 아시아 주변국과 주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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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함으로써 국제금융기관과 서방의 양허성 원조가 확대되기 시
작하였다. 1980년 후반 IMF는 재정과 경제관리에 있어서 기술적
원조(technical assistance)와 함께 정책조언을 제공하였고, 중앙
은행제도와 관련 통화정책, 조세개혁과 예산관리 등 재정제도, 거
시경제 통계작성 등에 도움을 주었다. 베트남의 외자도입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대베트남 융자재개

<표 Ⅱ-6>

IMF의 지원 실적
단위：백만 SDR
승인시기

만기

승인금액

(백만 달러)

스탠바이협정

1993.10

1994.11

145.0

194.0

ESAF

1994.11

1997.11

362.4

484.0

PRGF

2001.4

2004.4

290.0

368.0

자료：UNDP

<표 Ⅱ-7>

외자도입 현황(1989~1998)
단위：집행액 기준, 백만 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양자간
274.3 381.2 259.3 279.7 166.4 268.8 344.8 365.5 507.5 695.8
ODA
다자간
ODA

44.2

78.3

68.9

66.6

NGO
지원

9.5

7.0

8.0

8.2

ODA
총계1)
FDI
총계2)

81.4 280.8 256.1 515.3 417.8 467.3
10.5

8.2

9.8

9.7

13.3

15.2

328.0 466.5 337.8 335.8 286.5 606.9 610.8 850.5 938.0 1,178.3
100

120

165

333

923 1,631 2,236 1,838

자료：1) UNDP, Development Cooperation：Viet Nam, 각년호.
자료：2) World Bank 자료

8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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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용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세계은행 주도로 원조자문그룹
(Consultative Group) 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여 베트남 경제의
구조조정이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재원
이 마련되었다. IMF 자금지원이 시작된 것은 1993년이며, 이 해에
1차로 IMF 스탠바이 협정을 통해 1억 9,4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표 Ⅱ-6> 참조). 이어서 1994년 거시경제안정 및 구조조정 프
로그램 실시를 위해 확대구조조정융자(ESAF)로 4억 8,400만 달
러가 지원되었다. 이후 외자도입액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표
Ⅱ-7>을 보면 1993년 3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원조액이 1998년
에는 12억 달러로 증가하여 국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을 보여준다.
한편, 베트남은 국제민간자본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 개방초기에는 총투자건수나 금액 면
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6월 외국인 투자
법이 개정된 이후 1991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1
년 1억 6,000만 달러에서 1993년 9억 2,000만 달러, 1995년 22
억 4,000만 달러로 증가하여 외국인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4) 체제전환 경험의 비교·평가
체제전환 국가들의 초기 조건에 따라 개혁의 추진방식과 속도,
개혁의 성과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과
정 자체의 복잡성과 각 국가들이 처한 개혁초기의 특수상황 등을
감안하면 그 연관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3)
3) 급진적 개혁론은 Lipton & Sachs(1990), Blanchard, Dornbusch, Krugman, Lay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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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및 동구 국가들의 경우 급진적인 체제이행모델로 충격요법
(shock therapy) 혹은 Big Bang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구
사회주의 혹은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 경제의 실패 원인을
계획의 실패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
장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시장의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
해 급진적인 가격 및 교역의 자유화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인플
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통화 및 재정긴축정책이 광범
위하게 실시되었다.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완성하기 위해 국
유기업의 사유화도 가급적 단기간에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가격자유화와 안정화정책, 그리고 국유기업의 대
규모 사유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체
제이행 전략은 기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예상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국
유기업의 사유화 혹은 민영화는 처음 개혁프로그램에서 예정되었
던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장기적인 과제로 남게 되었
다. 현재 러시아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등 일부 부문은 오히려
국유기업으로 환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보조금 지급의 축
소 및 철폐, 연금 지급의 재조정,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리해고 등 급
속한 국가 재정지출 삭감의 결과, 산출·고용·생활수준 등이 급속
하게 악화되었으며 영아사망률의 증가 등 비경제적인 비용도 크게
발생하였다. 이행경제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행전략에 관한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특히 체제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
Summers(1991), Fisher & Gelb(1991) 등 경제학자들과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 지지하였고, Rybczynski(1991), McKinnon(1993) 등은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비판하고
점진적인개혁을 옹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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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행비용의 적정한 규모, 사회 각 계층의 공정한 비용분담의 문
제 등을 야기시켰다.
반면, 구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이행과는 달리 국가의 통제와 상
대적으로 점진적인 이행전략을 채택한 중국 및 베트남의 경험은 체
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보다 잘 관리되었고
경제적 성과 역시 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급진
적 개혁론자인 Sachs(1994)는 충격요법(shock therapy)과 점진
주의(gradualism) 모델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면서 중국의 체제이
행의 상대적 성공을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초기 산업발전 정도에
따른 체제전환비용의 차이로 설명하였다.4)
농업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농업부문의 개혁으
로 생산자원 특히 유휴 농업인구가 값싼 임금으로 제조업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었으나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가 진전된 동구의
경우에는 중공업을 포함한 국유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기술 및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개혁요구에 격렬
히 저항하였다. 이러한 점은 구소련 및 동구의 사유화과정이 지지
부진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2. 북한의 개발전략 선택과 재원조달 방향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과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4) Sachs, Jeffrey and T. Woo,“Understanding the Reform Experience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Russia”
, Chung H. Lee and Helmut Reisen eds., From Reform to Growth: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Transition in Asi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
OECD, 1994. pp.2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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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인 개혁조치로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경제위기를 어느 정
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 및 부분적인 개혁으
로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이제 장기
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
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개발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북한이 어떤 개발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외자유치의 속도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과감한“개혁·개방을 통한 개
발전략”을 채택한다면 국제사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반
면에 북한이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부분적 개방을 통한 개발전략을
선택한다면 비록 핵문제가 타결되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게 되
더라도 외자조달은 기대하는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개혁·개방의 범위와 속도에 부응하는 외자유입의 속
도 및 규모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의 경험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들 경험이 시
사하는 바는 외자의 도입이 이행과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외자조달의 방법 및 규모 등에서 각 국가의 경험에는 차이가 있
다는 점이다.6)

5) 조동호 외,「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 한국개발연구원, 2002.；이석기「북한의 산업발
전 전략과 남북경협」
, 산업연구원, 2005.；김영윤,“북한 경제개발의 방향과 과제”
,「수은
북한경제」
, 2006년 봄호.；김석진,“개발전략 수립의 국제적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수은북한경제」
, 2006년 여름호.
6) 중국과 세계은행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Lim(2005), Bottelier(2006) 등을, 베트남과 세
계은행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World Bank OED(2001) 참조.

26

( 1) 동유럽의 경험과 북한의 개발전략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을 통하여 북한의 개발전략의 선택과 개
발자금 조달이라는 문제, 특히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동구형의 급진적 개혁·개방과 국제금
융기구 가입 및 국제공적자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를 살
펴보자. 조명철 외(2000)는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7) 먼저,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
존도는 동구 국가들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재원조달방식도 경
제특구 창설을 통한 국제민간자본 유치정책보다 국제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
은 그 속도가 보다 급진적일 때 국제개발자금이 보다 신속하게 대
규모로 유입될 수 있고, 이는 제도적 환경개선으로 이어져 국제민
간자본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자
국의 경제특성과 대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
는‘대상의 지원규모와 요구사항 등에서 개혁초기에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북
한의 경제특구에는 그러한 대규모 한민족 자본이 존재하지 않으므
로, 북한은‘국제금융기구가 제시하는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프로그램, 즉 동구형의 급진적 개혁모델을 수용하여 국제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개혁초기에 필요하다는 것이다.8)
7) 조명철·권율·이철원·김은지,「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Ⅱ. 북한의 개발전략선택과 재원조달방향 27

장형수(2000, 2007)는 남한 단독으로 북한 개발자금을 지원하
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국제사회의 공적자
금, 특히 저리의 양허성 자금을 지원받는 것임을 강조하였다.9) 국
제 공적자금의 조달에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금융질서하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적 신
인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북한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국제민간자본
을 유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덕룡(2005)은 동유럽, 중
국, 그리고 북한의 산업구조 및 정치환경 등을 비교하면서 북한은
산업구조가 동국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이고, 또 1990년대 경제위
기를 겪으면서 중국처럼 국내저축을 통한 자본축적이 불가능한 상
황이므로 북한 외자도입의 필요성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10) 또, 전통적인 경제개발계획보다 최근
국제사회의 표준적인 개발전략으로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사회부문
개발 투자가 강조되고 있는‘빈곤경감전략’(PRS: Poverty
Reduction Strategy)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는 북한에도 유
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11) 이러한 논의들은 북한이
개발전략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급진적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과 외자조달
을 통한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8) 조명철, ibid., p.194.
9) 장형수,“재원 조달방안과 추진방식,”
「통일경제」
, 2000. 9.；
“북 국제금융기구 가입‘산
넘어 산’-ADB 최대주주 일본 반대가 암초”
,「신동아」
, 2007년 8월호.
10) 윤덕룡,“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통일연구원 2005 개원 기념 학술회의
「북한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발표자료집, 2005. 4. 7.
11) 김석진,“개발전략 수립의 국제적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수은 북한경제」
, 2006년
여름호,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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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북한의 개발전략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 이유로는 첫째, 동유럽
과 북한의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북한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적 부문은 사실상 붕괴되
었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구조가 폴란드나 체크 등 동구국가들의 그
것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12) 북한은 경제위기를 거치면
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커졌을 뿐만 아니라, 동구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공적 부문의 기득권이 중앙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반대할 만큼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폴란
드나 헝가리 등 동유럽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화의 진전 및
성숙한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소련이 억지로 강요한 공산주의체제
및 국가주의에 저항해 왔으며, 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가기 위
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 가능하
게 하였으며, 이러한 국민적 합의하에 1980년대 말 IMF 등이 제시
한 급진적 체제전환 프로그램도 수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동구의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성숙한 시민사회의 부재와 함
께 개혁·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큰 급
진적 개혁을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모델 vs 베트남모델
한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개발전략에 관한 논의들은
구소련 및 동유럽이 추진한 급진적인 충격요법보다 중국·베트남의
점진적 접근에 의한 이행전략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12) 이석기,「북한의산업발전전략과 남북경협」
, 산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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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즉, 이행과 개발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추진하여 온 중국과 베
트남의 성공적인 개혁·개방 경험은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
에 체제전환모델로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의 개발 및 이행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과
거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전통적인 개발모델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14)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은 급격한 체제변화가 없이도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고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국제금융기
구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대체로 공산권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
체제를 보다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으로 경제개혁을 하지 못할 경
우에는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 되지 못했다.
세계은행의 모기구인 국제부흥개발은행이 1944년에 제2차 세계대
전 기간 중 연합국에 의해 설립되었을 때 소련도 회원으로 참가를
희망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그리고 냉전으로 세계가 양대 진영으
로 나누어짐에 따라 세계은행은 전적으로 비공산권 국가에만 가입
이 허용되었다. 첫 번째 예외는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인데, 1948년
소 연방으로부터 탈퇴하자 서구 국가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세계
은행의 차관을 허용한 바가 있다. 소 연방의 붕괴 이후 모든 동구의
옛 공산 국가와 소 연방에서 분리된 신생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세
13) 권율,“베트남 개혁·개방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 2005년 여름호,
pp.26~54；
. 오승렬,“북한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발전모델의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
2005년 여름호, pp.55~81.
14)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의 북한 적용에 대해서는 배종렬,“북한개발을 위한 경제모델의 모
색：한국의 경험”
,「수은북한경제」
, 2005년 여름호 참조.；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견해는 박형중,“중국·베트남의 경제발전: 북한을 위한 모델?”
,「평화를 위한 우
리의 한반도 정책 대구상」
, 통일문제연구협의회·경기개발연구원 광복6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2005. 이석기,「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남북경협」, 산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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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행의 회원국이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들 중 현재 지구상에서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쿠바와 북한뿐이다.
중국은 1979년 미국이 본토 정부를 승인하고 중국의 세계은행
회원국 지위를 지지함에 따라 1980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중국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은행과 좋은 관계를 발
전시켜 왔으며 은행으로부터 기술적 지원과 차관도입 등 많은 도움
을 받게 되었다. 남베트남은 오랜 기간 동안 IMF와 세계은행의 회
원국이었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회원국 지위는 하노이 정부로 넘겨
졌다. 상당한 논란과 미국의 반대도 있었지만 세계은행은 1979년
베트남 농업발전기금을 대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미국으로부터의
압력과 다른 서방국가들의 인권문제 이슈 제기로 대부가 중단되기
도 하였다. 1986년 베트남 정부는 자체적으로 경제개혁 프로그램
을 시도했으며, 1990년과 1993년 사이 세계은행과 베트남은 경제
정책에 관한 정책대화를 시작하여 1993년이 되어서야 IMF, 세계
은행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세계은행 총재인 Paul Wolfowitz가 2006년 5월 하순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체제변화가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필수조건이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세계은행이 북한에 원조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 정부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북한의 체제변화가 이
를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나는 과거 사례에서 중요한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1980년대 초반 가입했던 중국의 사례이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개혁을 했을 때 은행과 큰 거래(grand
deal)가 성사될 수 있었다. 중국이 덩샤오핑의 리더십하에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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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추진했을 때 세계은행그룹은 물질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 등
에서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선결조건은 세계은행
의 지원이 효과가 날 수 있게 하도록 일련의 경제정책 변화를 취하
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결단이었다. 세계은행그룹은 북한 주민이 남
한 국민이 성취한 것과 같은 유형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도록 돕는
15)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할 것이며, 그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Paul Wolfowitz의 이러한 발언은 세계은행과 중국 및 베트남의
관계에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일단 경제개혁을 시작하면, 중요
한 정치적 변화 없이도 은행은 회원국들이 회원 지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안보와 군사 이슈 등으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실은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 회원국 가입을 위한 충분한 정치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지위는 북한에 안보
및 군사 이슈에 관한 동의를 포함하는 대타협의 구성요소가 될 경
제 지원 패키지 중 하나로 제안될 것이다. 비공식 접촉이나 기초적
회담이 6자회담과 병행하여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원국 지
위에 대한 공식 고려와 세계은행의 북한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핵
문제에 관한 협의가 성공적일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방식이 점진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면 이 중에 어느 것이 북한에 더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Ⅱ-8>에서 체제전환국의 이
행모델과 초기조건을 간략하게 비교하여 보았다. 체제전환국들이
경제개발비용을 외자로 조달하는 방식은 각국이 상이한 양태를 보
15)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총재 인터뷰, 每日新聞, 200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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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체제전환국의 이행모델과 초기조건 비교
초기조건

이행모델
(속도)

산업구조

개혁초기
대외의존도 안정화 여부
(외채규모)

동유럽

급진적

공업 위주

대

불안정

국제공적자금
→ FDI

중국

점진적

농업 위주

소

안정

국제민간자금
(FDI 등)

베트남

급진적
→ 점진적

농업 위주

대

불안정

국제공적자금
→FDI

북한

점진적(?)

공업 위주

대

불안정

국제공적자금
→FDI(?)

재원조달방식

이고 있다. 그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자동원의 능력과 외채규
모를 포함한 대외의존도를 들 수 있다.
1) 내자 동원 및 외채 규모
중국은 개혁 초기 국내의 높은 저축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하
에서 굳이 급진적 개혁으로 해외자금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으나,
베트남과 동구의 경우 국내재원조달이 어려워 해외자본유입에 유
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제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내자동원의 어려움은 결국 외채의 누적으로 나타난
다. 북한은 1999년 현재 123억 달러의 외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는 GDP 대비 77.8%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향
후 북한이 개발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국보다 베트남의 사례를
따라 최소한 개혁초기에는 급진적인 개혁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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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체제전환국의 개혁초기 외채 현황
중국(1983)

베트남(1989)

폴란드(1991)

북한(1999)

총외채(억 달러)

19.8

28.4

132

123

GDP 대비
비율(%)

0.6

35.8

22.3

77.8

자료：
「1999년 북한 GDP 추정결과」
, 한국은행.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
IIF, Country Report, 각년호.

2) 거시경제 안정화 여부
내자동원 능력과 외채규모의 차이는 체제전환국가들이 개혁 초
기에 경험하는 거시안정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외채규모가 큰
국가는 결국 수요를 억제하여야 하고, 이는 공급측면의 애로와 중
첩되어 물가불안으로 이어진다. 중국·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드러
난 차이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이 거시경제안정화의
차이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비해 훨
씬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였고 그 성과도 좋았다. 제도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조치와 순서(sequencing)를 보여주고 있
지만 거시경제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
다.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의 초기단계(1979~1984)에서 물가·임
금체계를 재조정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는 기업이 시장의 수급상황에 맞추어 생산을 조절하고 일정한 범
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원재료가
격, 농업수매가격, 그리고 식료품소매가격의 인상 등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개혁초기 사회적 안정문제 등을 고려
하여 물가억제정책과 함께 생산증대를 통한 공급확대정책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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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84년이 되어서야 중국은 보다 본격적인 가격체계의 개
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경제개혁은 초기부터 상당히 급진적인 임
금 및 물가 인상조치와 함께 시작되었고,16) 이와 같이 임금과 물가
의 급상승으로 개혁과정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1980년대 초반 물가상승률은 120~200%대에 달하였고 1983년
에 가서야 개혁에 따른 공급증대로 어느 정도 물가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베트남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 및 가격인상에
따른 전반적 가격체계의 재조정, 그리고 재정부문에서 물가 및 임
금인상에 따른 재정지출의 팽창과 재정적자 확대, 통화증발과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 등이었다. 공급부족도 베트남에서 중요한 인플
레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의 거시안정문제
와 대비되는데, 중국의 경우 물가상승은 대체로 과도한 투자와 수
요팽창에 따른 경기과열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처럼 개혁진행 과정에서 중국은 경기호조와 제도개혁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반면 베트남에
서는의 경제개혁은 제도개혁과 함께 내부의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
형을 반영하여 초반부터 급격한 물가·임금인상 조치로 대응하였
고, 이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이러
한 경제안정화 문제는 1990년대 초반 구 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전
환과정에서의 경험과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은 1980
년대 초부터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1994년에 이르러야 안정
화가 달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16) 신경제정책의 실시와 함께 1981년 임금은 100% 인상, 필수물자를 제외한 소매물가는
600~700%의인상조치가있었다.

Ⅱ. 북한의 개발전략선택과 재원조달방향 35

북한은 개혁을 시작한 후에 경제안정의 문제에서 심각한 물가불
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북한은 베트남과 많은 유사성
을 보여 줄 것으로 판단되지만 북한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02년 임금 및 물가 조정을 포함한 7·1경제관리 개
선조치 이후에도 농업 및 공업의 생산증대라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식량생산은 정
상수요를 기준으로 연 200만 톤 이상이 부족하며 일상생활에 필요
한 공산품의 경우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연 400%에 달하는 인플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7) 이러한 7·1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전개과정을 고려할 때 향
후 북한은 경제개혁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속도의
적합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개혁초기에 북한경제는 임금 및 가격체계의 재
조정을 시작으로 물가상승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더하여 높은 중
공업 부문의 비중, 독점적 산업구조, 노동인구를 포함한 생산요소
의 비이동성 등으로 인한 공급애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북한경제의 비교
우위가 발생하기 전에는 북한 원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외환부족 현
상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개혁과정에서 필수적인 수입수요
증가는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를 야기할 것이다. 또, 개혁정책의 추
진은 산업구조조정과 가격 보조금 지출, 인센티브제도 개선 등을
위해 재정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요구될 것이지만 투자재원 및 재정
17) 박형중,“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북한을 위한 모델?”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PA05-06), 200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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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가 여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재정적자의 누적과 이로 인
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거시경제적 부담에 대해 북한은 단계적인 개혁조치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개혁의 부작
용을 최소화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더구나 체제불안으로 과감
한 개혁·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북한은 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점
진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개혁초기 단계에서 북
한은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외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소유제도의 개혁이나 국영
기업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점진적 개혁모델이
목표로 하는 미시적 조정에 의한 제도개혁이 진행됨과 동시에 국가
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북한 경제개혁의
주된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개혁으로 인한 거시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화를 달성하여 본격적인 경제개발
에 착수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점에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제금융자본의 지원 등을 통하여 북
한경제 개혁과정에서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대외여건의 차이
또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국제환경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국제금융기
구의 자금을 도입하여 결국에는 점진적인 개혁·개방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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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미·베트남 관계 주요 일정

시기
1975년 4월
1990년 8월
1991년 4월
11월
1993년 7월
1994년 2월
1995년 7월
8월
1996년 5월
5월
1997년 5월
6월
1998년 3월
9월
1999년 7월
2000년 7월
2001년 9월
10월
11월
12월

주요 사건 및내용
베트남전 종결, 미-베트남 국교단절
캄보디아문제해결을 위해 베트남과 대화재개
미국, 베트남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Road Map 제시
미, 베트남 국교정상화 교섭개시
미국, 국제금융기관의대베트남 융자재개 허용
클린턴대통령, 대베트남 엠바고 전면해제 발표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발표
미국, 국무장관 방월, 베트남과 국교정상화 조인
미-베트남 무역협정협의 개시
루빈 미재무장관 방월
주베트남 미국대사 정식취임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방월, 지적소유권보호협정 조인
미국, 잭슨-배닉조항대상국에서 베트남 제외
베트남, 캄 외무장관 방미
미, 베트남 무역협정 기본 합의
정부간무역협정 공식 합의
미 하원 무역협정비준, 베트남 인권법안 가결
미 하원 무역협정비준, 베트남 인권법안 보류
베트남국회 무역협정 비준
미-베트남 무역협정비준서 교환, 무역협정 발효

자료：권율(2001), p.30.

고 평가되는 베트남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은 1978
년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이듬해 중·월 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전비부담, 그리고 구소련의 원조지원 중단 등으로 경
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조치가 계속
되면서 국제금융기관 및 서방 주요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많은 어
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
수를 계기로 서방국가들의 베트남진출이 본격화되고 미국은 1990
년 8월부터 캄보디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 베트남과 대화를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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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대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하는 등 부분적
인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였다. 그 뒤 IMF, 세계은행, ADB 등 국
제금융기관의 지원이 시작되었고, 세계은행 주도의 원조국회의
(Donor Conference)가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2월 마침
내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하였다.

(3) 북한의 재원조달 방식
북한은 베트남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이들 기관이 권유하고 있는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프로그
램을 이행하면서 국제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자금 도입을 원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외채문제 해결이나 거시경제안정화 등을 위해 IMF 등 국제
금융기구들이 제공하는 급진적 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급격한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두 가지 시나
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동구나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조정차관을 도입하고 그 조건으로 요구하는 단기
적 거시안정화프로그램을 포함한 급진적 개혁정책을 수용하는 시
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외자도입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체
제전환과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보다는 프로젝트차관 도입에 역점
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노력하는 시나리오이다.
중국은 1981년에 IBRD와 IDA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시작하였
고,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지만 세계은행으
로부터 구조조정 자금은 빌린 적이 없으며,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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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모두 투자 프로젝트와 기술지원에 사용되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초기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금융 및 비금융지원을 받았으
나 IMF가 공여하는 프로그램차관과 이에 따르는 급진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8)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모이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하여
1990년경 세계은행과 접촉하고 경제정책에 관해 정책대화를 나누
기 시작하였다. 1993년 처음 투자 프로젝트 차관이 이루어졌고 첫
번째 구조조정 신용대출이 1994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베트남
이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었
다. 1990년대 나머지 기간 동안 투자 프로젝트는 구조조정차관보
다 국제금융기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했다.
2001년 이래로 구조조정차관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개혁
프로그램의 국제적 신인도 및 세계은행과 15년 이상 발전시켜 온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와의 초기 국면에서 단기 구조조정차관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할지도 모른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성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이들 개혁에 관해서 은행과 깊은 대화체계를 수립한다면 이러
한 형태의 금융지원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투자 프로
젝트와 기술지원을 전반적인 개발전략의 금융지원 수단으로 사용
하는 데 집중하거나 개혁 프로그램에 관한 자문을 받는 수단으로서
활발한 정책 대화를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체제전환 및 개혁·개방 경험이 북한에 주
18) Morrow, Daniel,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국제심포지엄」발표논문 200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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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개발과 원활한 체제이행을 위해서 국제사
회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9) 베트남이 개혁초기부
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해
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북미관계 개
선에 주력하여 국제금융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IMF와 세계은행, ADB 등에 가입하여 국제적 금융커뮤
니티로부터 신인도를 인정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트남이 국제금융기구와 관계정상화 3~4년 전부터 이미 다
양한 형태의 연수, 세미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지원
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개혁이 진행되고 시장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
면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FDI 등 국제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여건과 북한의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설립을 통한 국제민
간자본 유치정책을 본받아 실시한 특구정책은 실패하였다.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
제특구에는 화교자본과 같은 대규모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한민족자본이 적다. 이는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가 설립된 이
래 15년 동안 외자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
다. 중국은 개혁초기에 주로 경제특구를 통한 FDI 유치로 개발자
19) 2007년 1월 북한은 베트남에 관리를 파견해 베트남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여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형수, ibi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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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충당하였지만 국제공적자금유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여 왔다. 한편, 동유럽 국가들도 국제금융기구의 공적자금
유치에 노력하였으나 FDI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 외
에도 체제전환국가들은 양자간 국제공적자금, 포트폴리오투자, 상
업차관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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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첫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하여 갖
추어야 할 조건과 지원절차를 알아본다. 둘째, 북한이 국제금융기
구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금융자원에 접
근하기에 앞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검
토한다.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
태의 금전적·기술적 지원을 받기 전에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이 있
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국제규범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1.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 및 절차
북한은 현재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며, 북한과 이들 기구
와의 관계는 실제로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식량위
기 이후 북한과 국제금융기구는 간헐적인 접촉이 있어 왔다. 북한
은 1997년 4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한 가입을 정식으로 신
청하였는데, 당시 ADB 이사회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가입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북한은 1997년 6월에 IMF와 세
계은행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였고, IMF는 1997년 9월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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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세계은행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총재 선임자문역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2000년 한반도 정상회담 이후 비공식 접촉
에 이어, 북한을 IMF와 세계은행 2000년 연례 회의에“특별손님”
자격으로 공식 초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 초대에 불응
했고, 이어서 공식 접촉은 2002년 10월 이후 단절되었으며 핵위기
가 이어졌다.

( 1)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
북한이 세계은행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 정부로부
터 충분히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이 관건이다. 한 국가의 회원가입
여부는 IMF 및 세계은행 이사회의 기술적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 대다수의 지지를 얻
는 것이 필요하며,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지는 정치적 상황 외에도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려는 가입 지원국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적성국교역법에 대해 살펴보자. 1950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20) 적성국교역법은 주로 미국
과 교전 중인 국가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주목적으로 하나, 미국의
안전과 효과적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 적성국교역법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교전 중인 국가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
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대통령에게 교역과 투자, 금융거래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과 실시, 수정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이다. 김정만,“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절차와 해제에 따른 영향”
,「수은북한경제」
, 2007년 가을호, pp.8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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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포고에 의해 적성국(enemy)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과다하다는 우려가 제
기되어 1976년 미 의회는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을 공포하여 비상사태의 선포와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적성국교역법은 1977년 이후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형
성된 리비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정권에 적용되
었고 현재는 북한과 쿠바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해제는 북한에 대한 적성관계가 종료되어 대통령의 포고 또는 의회
의 상하원 공동결의안, 또는 행정명령으로 종료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스트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 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
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고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
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이 향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남북한 정상
회담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의 경우 북한은 UN 회원
국이며 ESCAP 회원국으로 ADB의 가입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
고, ADB 내 미국의 입지도 IMF, 세계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
서 여타 국제금융기구에 비하면 가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절차는 간단하다. 대통령은, 첫째, 해당국가가
최근 6개월 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향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둘째, 해당국 지도부나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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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테러행위
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경우에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45
일 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의회의 이의제기가 없으
면 해제는 발효된다. 의회의 이의제기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
실상 성사되기 힘들다. 물론 의회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백악관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정치적 결단에 의해
매년 4월과 10월에 있는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해
제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의회보다는 일본의 태도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임기 내에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성과를 목표로 하
는 부시 행정부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는 최우선 조건에 해당한
다. 이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여건이 성숙되면 미국은 일본을 적
극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더라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실제로 가입해서
자금지원을 받기까지는 난관이 많다는 논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
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향후 6자회담에서 협상력을 유지
할 수 있는 미국, 일본의 주요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국제테러의 확산 방지를 위해 테러지원국과 단체를
지정하고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을 포함하여 쿠
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북한은 1988년
1월 KAL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추가
적인 테러는 없었으나 일본인 납치, 일본 적군파 보호 등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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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단에 남아 있다. 테러지정국의 해제는 형식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나, 실질적으로는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21)

(2) IMF 가입신청 심의절차
6자회담의 성공적인 해결과 국제금융기구에서 북한의 회원국 지
위를 위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가 있을 경우 북한은 공식적으로 회
원국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관행상 IMF와 세계은행 회원국이 되
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병행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세계은행
협정문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IMF 회
원국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IMF에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IMF 상임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북한 가입 심사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북한 경제에 관한 데이터
를 수집하고, IMF에서 적정한 규모의 쿼터와 IBRD의 자본 납입액
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세계은행그룹의 다른 기관의 가
입에 앞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과거보다 자유롭
게 경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회
원국이 되어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 문제에 관해 개방
성과 투명성을 견지하는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동유럽 국가와 구
소련의 경험을 참고하면, 정보 공개 과정, 쿼터와 자본 납입 협상 등
을 포함하여 공식 회원국으로 인준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1~2년
정도 걸릴 것이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서로 차이가 있
21) 김정만, ibid.,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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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은 북한은 개방·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할 의사
가 전혀 없고, 아직 자국민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핵무기
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IMF 가입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신속
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IMF 규정에 따르면 시장경제제도
도입과 핵무기 포기는 IMF 가입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국제통화
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가에 가입이 허용되어
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북한과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모색해
온 EU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EU가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북
한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가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보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와 자료가 필요하다. IMF는 실태조사와 협상을 담당할 팀을 북한
에 파견하여 국민소득, 재정 및 예산, 외환 및 국제수지, 협동농장
등 기초적인 경제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계획경제체제에
익숙한 북한 관리들이 이러한 통계개념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도
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통계수치 작성이 북한이 IMF
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한 국가의 통계작성능력은
단시간에 향상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북한을 IMF에 가입시킨 후
통계작성능력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실제로 1991년 구 소련 해체로 소련의 일부
였던 체제 전환국들이 IMF에 가입할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
다.22)
IMF 가입 여부는 총회의 투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IMF 협정문은
22) 장형수,“북 국제금융기구 가입 산 넘어 산：ADB 최대주주 일본 반대가 암초”
,「신동아」
,
200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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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주주국가 정부의 투표권 중 85%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권은 엄격히 각 국가의 경제력
크기에 비례하며, IMF 내에는 그에 따른 쿼터가 있다. 미국은 현재
17%의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회원국의 가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나머지 투표권은 많은 국가들 간에 널
리 분포되어 있다. 일본이 6.13%, 독일이 5.99%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 8개 대주주 국가는 2%에서 5% 가량의 투표권을 보유하
고 있다. 15%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하는 어떤 국가나 그룹도 신회
원국의 가입을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85%의 다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외에도 여타 대국 대부분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
하다.
ADB에 가입하기 전에 IMF에 가입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법적
요건이 아니지만 ADB 이사회는 IMF 멤버가 아닌 신청국에 회원국
승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은행의 IBRD, IDA 가입요건과 절
차는 ADB의 OCR(공적자본 자원)과 ADF(아시아 개발 기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2. 개발지원 수용을 위한 사전 준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금융자원에 접근하기에 앞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초
기에는 비금융 측면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데, 특히 훈련 및 능력 배
양, 개발 전략과 정책대화 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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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훈련 및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수혜국이 적절한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물적 지원은 제한적 효과밖에 거둘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물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
상국인 북한의 역량 강화, 즉 사람의 지식과 기술수준의 향상, 그리
고 안정적 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른바 북한의 원조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훈련 및 능력배양을 위해
서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개발지원 국제기구들이 제공하는 여러
지원수단 중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활용할 수 있다.23) 이에는 전문가가 개혁 프로그램
과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훈련 및 능력개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24) 프로
젝트 원조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개발을 위한 전문
성 제공이 목적이며, 프로그램 원조의 경우 보다 광범위한 경제개
발을 위한 정책기획, 수행 및 평가와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역량강
화를 위한 지원 등이 목적이다.
기술적 지원을 위한 자금은 투자나 개발정책 대출보다 규모는 훨
23) 현재 북한의 포괄적 경제개발전략 작성을 위한 능력배양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한 논의는 많지 않다. 임을출,“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의 연계”
,「통일정책연구」
, 14권 2호, pp.49~77 참조. 한편, EU에서 펴
낸 북한전략보고서는 향후 4년(2001~2004) 동안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담고 있다. EU,
The EC-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
24) IMF와 세계은행은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다. James Wolfensohn 세계은행 총재도 2000년 4월 IBRD/IMF 합동 춘계 총회에서 북
한이 요청한다면 세계은행과 IMF의 정해진 지원 원칙에 따라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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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작지만 투자 프로젝트와 개혁 프로그램의 질에 실질적으로 영향
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원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기술지
원은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자문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
고 수혜국정부 및 민간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지원은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다양한 원조
활동 중 지원국과 수혜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
에 북한의 경우 금융지원에 앞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포
괄적인 훈련과 능력 배양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한데, 국제금융기
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세계은행은 세미나와 강연의 준비 및 개최, 지식네트워크
의 향상, 기술적, 정치적 자문 제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25) IMF도 거시경제 및 재정시스템에 관한 정
책프로그램, 모니터링, 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고, ADB는
개발모델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정책 토론과 학습 기회 등을 제공
할 것이다.
기술지원의 효과와 관련하여 기술지원과 수혜의 주체, 그리고 내
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술지원 그 자체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
해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26) 기술지원은 수혜국이 강
력한 개혁의지하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하지만 내부역량
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수혜국 내부
25) 이와 관련 Babson은 세계은행의 GDLN(글로벌 개발 학습 네트워크) 혁신프로그램을 활
용하는 것도 유력한 방법이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만약 북한정부가 국제정보 네트워
크와 연결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GDLN과 인터넷은 정부관료, 대학생, 사업가들에게 학
습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Babson, Bradley,“Visualizing a North
Korean Bold Switchover: International Financial Developemnt in the DPRK”, Asia
Policy, No. 2, July 2006. p.16 참조.
26) IMF, Evaluation of the Technical Assista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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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 그에 더한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외부의 기술지원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개혁 과정에서 세무행정과 통계에서부터
거시경제부문, 재정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술지원을 적절히 활용하
고 내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비용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
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기술적 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인식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
원회(ESCAP)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환경, 수자원, 교통, 통계,
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도움을 받는 등 부분적으로 국제기구들과
함께 기술지원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진행하고 있
다.27) 이 밖에도 국내외에서 북한의 기술관료와 전문가, 학자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이 제한적이나마 제공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선
진 지식과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지식과 기술의 전수는 수혜국 내부
의 기술 필요성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과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욕
구가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2) 개발전략 수립과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관계 개선은 초기부터 북한의 특수한 경
제사회 조건에 관한 상호 이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상호 이해는 어떤 정책이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가장 적합하
27) 김학수 ESCAP 사무총장인터뷰,「자유아시아방송」
, 200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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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개발 전략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하다. 정책대화는 북한의 개발
지원을 수행하는 국제금융기구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 대화가 이루어지는 한 가지 방식은 관련 토픽을 공동 연구하
는 것이다. 이 토픽은 개발계획 및 관리와 관련된 수요 평가, 공적
투자와 재정지출 산정, 산업부문별 연구,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이
렇게 개발계획과 관련한 주제는 광범위하므로 정책이슈와 관련하
여 북한은 다양한 레벨에서 전문가 집단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북
한이 국제금융기구와 효과적인 정책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 내
부에 존재하는 주요 그룹들 간에 의사결정을 위한 분명한 메커니즘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규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금전
적·기술적 지원을 받기 전에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이 있다. 이에는
핵문제나 인권문제 등과 같이 개발협력이 가사화되기 이전에 대두
되는 포괄적이고 이념적인 규범이 있고, 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는 시점에서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강조되는 보다 실천적
인 규범이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인도적 지원과 달리 개발지원은 체계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
어 집행하지 못하면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자금의 낭비, 부패 등으로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을 왜곡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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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 주도로 구조조정이나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수혜국측
의 주인의식(ownership)이 결여됨으로써 원조효과가 기대한 것보
다 낮게 나타났다는 반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개발지
원은 오너십, 파트너십, 양질의 통치구조 등을 제고하여 지원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제사회는 OECD를 중심으로 개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규범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지난 1996년 개최된
회의에서‘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
는 국제개발목
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 혹은 원칙으로서 수혜국의
주인의식(ownership), 파트너십, 성과중시접근(PBA：performance
based approach) 등을 제시한 바 있다.28) 또, 1998년 당시 세계은
행 총재인 울펀슨이 제기한 개발전략 수립 시 폭넓은 시민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포괄적 개발틀(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CDF)과 빈곤경감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PRSP)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국제금
융기구, UN, OECD 등이‘파리선언’
을 통해 개발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의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29)

( 1) 수용능력(capacity)
수혜국이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문제는 원조지원국이나 국제금융기구의
28) OECD/DAC, Shaping the 21st Century：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May 1996.
29) OECD,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Marc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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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원래 수혜국이 담당하여야 할 일을 대신해 온 관행이 오
히려 수혜국의 인적 능력의 개발을 저해하고 기술협력에의 의존을
심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이는 수용능력의 개발은 외부에서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혜국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길러져야 한다
는 점을 망각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여 현재 세계은행,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는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의 형태로 개도국의 인적·제도적 수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
력한다. 북한의 경우 UNDP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
기구는 북한의 핵심부처와 기관의 직원들을 훈련시켜 이들이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집행하고 나중에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개발계획의 수립：빈곤 감축 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빈곤감축전략 보고서(PRSP)는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규범 중에
서 수혜국의 주인의식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로서 국가적인 수준에
서 분야별 개발계획을 담은 종합개발전략을 담고 있다. 세계은행과
IMF는 2000년 이후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모든 저소득국가들에
대해서 빈곤경감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PRSP)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반적인 국
가 개발전략으로서 평균적으로 3~5년에 걸쳐 빈곤감축 목표 및 광
범위한 경제성장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요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
모든 주요 경제개혁과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망라하고, 체제이행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나 발생 가능한 사회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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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하여야 한다.30)
수혜국에 빈곤감축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도는 수혜국 자신
이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원조 제공자가 지원발전 프로그램을 계획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감축전략을 준비
하는 것은 수혜국정부의 책임이며, 정부 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NGO와의 협의도 거쳐서 준비되기를 기대한다. 수혜국의 빈곤감축
전략이 수립되면 세계은행은 내부 규칙에 따라 향후 3년에 걸쳐 지
원할 대출 및 비대출 서비스에 관한 원조계획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은행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이 수혜
국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이다.31)
빈곤감축전략은 중채무 및 빈곤국가(Highly Indebted and Poor
Countries, HIPCs)들에 대한 부채경감의 조건으로 부채경감에 따
른 자원을 어떻게 빈곤감소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수혜국이 세계
은행과 IMF의 자문을 받아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작성
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빈곤감축전략 보고서의 작
성은 IMF에 의한 조정차관(adjustment lending)과 세계은행의 양
허성 차관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가 되었으며, 그 실행을 위해 IMF
는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PRGF)를, 세계은행
(IBRD/IDA)은 Poverty Reduction Support Credit(PRSC)32)를
도입하였다.33)
30) Morrow, Daniel,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한국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심
포지엄」발표논문 2006.
31) Morrow, Daniel,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 한국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32) 세계은행의 PRSC는 IDA 원조해당국의 빈곤감소를 유도하기 위한정책과 제도개혁을 지
원하기 위한 신용지원 프로그램으로해당국의재정지원에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다.
33) 빈곤감축전략 보고서는 2000년 도입 이후 45개국이 작성하였는데, 이 중 가장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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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빈곤감축전략의 도입은 원조기구 자신들의 지원 체계 및
구조를 개선토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1999년 세계은행
총재였던 울펀슨(James Wolfenson)에 의해 처음 제기된‘포괄적
개발틀(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CDF)’은 빈
곤감소 개발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당시 부총재 역시 PRSP의 이론적, 실천적 논거를 구체적
으로 제공하는 데 그 핵심이 바로 수혜국이 주도하고, 각 이해 당사
자(수혜국, 지원국(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
발전략의 작성이었다. 스티글리츠는 포괄적 개발전략의 필요성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금융기구에서 당연시되었던 이른
바‘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에 대한 비판을 바
탕으로, 경제개발은 단지‘기술적’
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
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는 개인과
사회 스스로가 주도권을 쥐고 실천해야 한다는 새로운 개발패러다
임을 주장했다.34)

(3) 파트너십(partnership)
개발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원국과 수혜국 간의 의사소통과 파트너십의 수립이 될 것이다.
관계 개선을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할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
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국가로는 베트남을 들고 있다.「포괄적 빈곤 감소 및
성장전략」
(The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이라
고 명명한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기존의 국가개발전략을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마련할 수
있었으며,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
었다.
34) Joseph E. Stiglitz,“Towards a New Paradigm for Development：Strategies, Policies,
and Processes”
, 1998 Prebisch Lecture at UNCTAD, Geneva, October 19, 1998.

Ⅲ. 국제금융기구가입 조건 및절차 57

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조 제공자측은 수원국에 대해, 수혜
국은 지원하는 기관의 역량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정부내 개별기관들 또한 각자의 책임을 맡을 필요가 있다.
주된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담당기관이 금융기구라는
것 외에는 고정된 규범은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IMF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재정부처가 세계은행 등
다자 개발은행을 담당한다. 북한 정부와 국제금융기구가 초기에 관
계를 수립하는 시기에 의사소통의 왜곡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
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입안자, 중간
급 관료, 기술 스태프진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양측 간 행동규
범에 있어서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와 고위층의 승인도 마
찬가지로 중요하다.

(4) 이행조건(conditionality)
이행조건의 문제는 북한에 제공될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이행조건’
이란 수혜국이 개발지원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할 제반 조건을 가리킨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
정된 자금의 집행(disbursement)이 중단되거나 취소된다. IMF의
경우 창립 후 일찍부터 금융지원에 대한 이행조건이 부가되었는데,
주로 수혜국의 거시경제안정과 물가조절이 초점이었다. 이에 반해
세계은행의 경우 1980년에 들어서 지원에 대한 이행조건이 도입되
었고, 초기에는 주로 구조조정차관을 통해 수혜국의 구조조정을 유
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구조조정차관은 2000년‘개발정책
차관’
(Development Policy Lending)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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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건도 수정되었다. 즉, 과거 구조조정차관이 단기적 안정과 재
정의 건전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의 개발정책차관은 수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여건의 향상, 빈곤축소 등 보다 제도적이
고 구조적인 개혁을 유도하는 중장기 전략의 수단으로 부과되고 있
다.35) 이러한 변화는 국제금융기구의 전반적 대출정책 변화를 반영
하는 것이다. 일정한 개혁정책 채택을 이행조건으로 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혜국 정부가 개혁 프로그램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
고 개혁실행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하게 된다.

4. 국제규범의 북한에 대한 함의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은 북한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
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함의는 세계은행과 잠재적 지원국가는 금
융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체계적인 접
근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전반적인 개발전
략 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
원을 제공하기를 꺼릴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건전한 논리적 토
대하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이 주도하여 열성
적으로 개발전략을 준비하고 시행한다면, 세계은행과 여타 지원국
가들은 그렇게 준비된 전략의 기본틀 안에서 지원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주인의식 혹은 리더십을 발휘하
지 않을 경우, 국제금융기구 및 지원국가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미
35) http://worldbank.org. Development Policy Lending-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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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못하는 그 차이만큼 자신의 전략대로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세계은행의 2002년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궁극적으로 개발 경제정책은 지원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광범위한 참여 채널과 정책분석 능력이 부
족한 긴장상태하의 저소득국가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라면 개발원조
기구의 입장에서 통상적으로는 요구되지 않는 리더십이 필요함을
36)
인식하고 있다.”

( 1) 북한의 수용능력
북한 정부는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은행 및 여타 지원가
들과 상호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빈곤감축전략의
표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빈곤감축전략의 목적은 수혜
국정부가 지원국과의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증해 주
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몇 가지
점에서 행동과 관행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경제 및 사회 상황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북한은 시장지향 경제로 나아가는 전환 과정에서
계획을 공식화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빈곤감축전략
은 세계은행과 기타 잠재적 원조 제공자들에게 단순한 준비문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 자체의 정책이자 프로그램의 표출이 되어
야 하며, 중기 자본투자 프로그램 및 예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소비와 공공섹터 투자에만 국한된 전통
36) World Bank,“World Bank Group Work in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A
Task Force Report,”www.worldbank.or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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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5개년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보다 시장 지향적인
경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공식화하고 세
밀화하는 수단으로서 빈곤감축전략과 같은 보고서가 필요하다. 그
경우 빈곤감축전략은 미래 경제에 관한 북한의 사고를 넓혀 주는
주된 수단이자 잠재적 원조 지원가와의 관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주도하여 자신의 개발전략과 개발지원 수요를 수립한다
면 세계은행과 여타 잠재적 원조 지원국가들도 환영할 것이다. 왜
냐하면 북한의 경제사회에 관한 정확한 지식은 외부에 매우 제한적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북한 자신이 마련한 개발계획은 이러한 내부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전략이 북한
자체적으로 마련되면 정부 내 주요 파워그룹들 간의 타협을 반영하
여 이들 그룹의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주인의식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은행, UNDP, 양자 원조기구 등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북한정부가
다른 지역에서 보다 개방된 시장지향 경제 개발전략이 어떻게 수립
되었고 추진되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기구의
스태프들은 남북한간 그리고 지역협력의 기회에 관한 정보와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정책의 주요 분야에서 그들의 아이
디어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 또, 북한이 자신의 체제에 대해 가지
고 있는 개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외부인들에게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계획은 단지‘계획’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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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의 역량 강화, 각종 경제통계
에 대한 이해와 수집, 그리고 분석 능력,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
망을 할 수 있는 능력, 제도적 인프라, 나아가서는 국내정치적 지지
확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이는 초기 세계은행과 IMF가 공동
으로 작성한 빈곤감축전략 중간 보고서의 주요 결론 중 하나, 즉 취
약한 국가역량이 보고서 작성과 집행의 최대 장애라는 지적과 부합
한다.37) 현실적으로는 현재 북한을 둘러싼 비우호적인 국제정세와
내부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면 국제규범과 원칙들을 기계적으로 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990년대 초 구소련 및 동유럽의 체제전
환과정에서 급진적 개혁모델을 전파하고 폴란드와 러시아의 정책
자문을 담당하였던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북한처럼 통치
수준이 낮은(poorly governed) 빈곤국가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제
원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38) 주인의식, 수용능력, 이
행조건, 개발전략 수립, 파트너십은 물론 건전한 통치구조의 북한
적용은 비현실적 요구로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발
지원을 추진할 때에도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국제규범의 적용이 불
가피함을 시사한다.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
를 요구하지 않고 중국처럼 점진적인 개혁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37) World Bank and IMF, Review of the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Approach：
Early Experience with Interim PRSPs and Full PRSPs (Washington D.C.：World Bank
and IMF, 2002); World Bank and IMF,“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World
Bank and IMF, Detailed Analysis of Progress in Implementa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and IMF, 2003)；Ruth Driscoll & Alison Evans, Second Generation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RSP Monitoring & Synthesis Project(London: ODI, 2004)
38) UN Millenium Project,“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United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Janua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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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득력이 있다.39) 개발지원의 성공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들이 초기에는 효과성을 기대할 만한 국가능
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발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제금융기구 등이 본격적인 개발지원에 나선 사례는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이 경제개혁의지가 확고하다는 것
을 보인다면 국제사회는 개발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다. 점진적인 개발지원 과정을 통해 국제규범이나 원칙이 북한에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특히 취약국가
원조모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규범이나 원
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북한의 현실에 맞게 변형
된‘맞춤형 지원’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빈곤감축전략’
에 대한 대안전략의 가능성
현재 북한은 핵문제 등으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빈곤축소나 경제개발 목표는 체제유지라는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
다. 현 단계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규범이나 원칙은 오히려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규범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북한이 개발지원을 받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은 주인의식, 파트너십, 건전
한 통치구조 등 원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취약국가
(fragile state)에 대한 원조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약국가
39)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 인터뷰, 每日新聞, 200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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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SAID가 규정한 개념으로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적 서비스와
안보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국가를 가리킨다. 취약국가의
개념은 세계은행이 분류한‘저소득긴장국가(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LICUS)’나 OECD DAC가 정의한‘관계구축이 어
려운 국가(difficult partners)’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러한 나라
들에 대해서 최근 권장하고 있는 이상적인 국제규범이나 원칙은 적
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공적원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반대로 이들 취약국가들에 대한 개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세계은행은‘저소득긴
장국가’
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정치·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전
략을 수립하고, 취약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탄
력적인 전략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40) 또, 개발지원과 정치·
안보상황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할 것, 자금지원보다는 지식 및 기술
지원에 보다 역점을 둘 것 등 현실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몇몇 국가에서, 특히 내부 분쟁에서
벗어나려는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빈곤감축전략을 준비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왔다. 특히 소위 말하
는 긴장 상태하의 저소득 국가(LICUS)에서 원조제공자는 수혜국
에 어떤 개발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해 수혜국가 자체의 개발전략에
의존하기보다 제공자 자신의 관점에 의존하여 왔다. 최근 몇 년간
세계은행은 UNDP와 공동으로 취약국가(fragile state)에서 개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접
근방법은 이행성과 매트릭스(TRM：Transition Results Matrix)
40) World Bank, World Bank Group Work in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A Task
Force Report, 2002: World Bank, The Role of the World Bank in Conflict and
Development: An Evolving Agenda, World Ban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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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개발계획과 조정, 그리고 관리기법이 포함
된다. 이행성과 매트릭스는 원조지원국들이 수혜국이 포괄적인 빈
곤감축전략을 준비하여 실행할 능력이 없을 때에도 단계적 방식으
로 지원국이 제공하는 활동과 원조계획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다.41) TRM은 현재 아이티, 동티모르, 리베리아, 수단, 중앙아프리
카에서 사용되고 있다. TRM은 다음 네 가지의 달성 목적을 가지고
있다.42)
·수혜국가가 개발계획 중 주요 부문에 집중하도록 연간 계획의
관리기법 제공
·정치-안보에 관한 이슈와 경제-사회 이슈 간 연계를 명확하
게 설정
·정부와 일반국민 간 합의를 분명히 하고 체제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표현하는 틀을 제공
·지원국들 간 조화의 촉진, 지원조정 메커니즘의 개선, 수혜국
과 지원국 간 분명한 합의 설정
여기에서 북한 정부가 경제개발과 국제원조를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몇몇 관측
자들의 예측으로는 잘 교육된 정부 관료가 있지만 경제정책을 만들
기 위한 제도적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고 한다.43) 이에 따라 TRM접
41)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and World Bank. 2005.“An Operational Note on
Transitional Results Matrices: Using Results-Based Frameworks in Fragile States”
,
January 2005.
42) Babson, Bradley,“Visualizing a North Korean“Bold Switchover”
: International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DPRK,”Asia Policy, No. 2, July 2006. pp.23~24.
43) Eberstadt는 이 능력 부족이 지난 30년간 북한경제의 붕괴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북한경제 계획시스템은 그 정책집행이 1970년대 초반부터 점차 파편화되
고, 불규칙적이며 즉흥적으로 되었다는 조짐이 나타났으며, 1993년 경제개발계획이 최
후로 공표된 후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양상으로 작동이 정지되어 버린 상황이다.”
Eberstadt, Nicholas.“Economic Implications of a‘Bold Switchover’in DRP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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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북한의 개발전략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
다.44)

(3) 특별신탁기금의 활용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의 작성이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부채 경감 및 양허성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 필요조건이 됨에 따라
저개발국가들은 보고서 작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의 경우 최근 핵 협상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핵문제 해결
이 처음 예상보다 앞당겨서 합의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 경우 북
한은 대규모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빈곤감축전략
보고서 작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Eberstadt가 위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스스
로 작성하기 위한 북한의 전문기술관료나 정책결정자들의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 문제를 도와 주기 위해 2001년 일본과
네덜란드가 주축이 되어 PRSP Trust Fund(PRSPTF)를 조성한
적이 있다.45) 펀드는 두 나라가 1,000만 달러씩을 기부해 조성되었
Policy：Potentialities for A Still-Socialist DPRK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Financial Assistance, and North Korean Economic Performance,”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n“The Reg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Security
Behavior-The‘Bold Switchover’Concept,”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March, www.nbr.org. 2006. p.13.
44) Babson, Bradley O.“Implications of a‘Bold Switchover’in Security Policy for Involv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Financing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n “The Reg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Security Behavior-The‘Bold Switchover’Concept,”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March, www.nbr.org. 2006. p.64.
45) PRSPTF의 주요 지원국 및 지원액은 World Bank, Progress Report on th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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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RSP의 작성과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데,
세분화시킨 집행내역을 보면 수혜국의 역량강화와 이를 위한‘기
술지원’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46) 북한도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공적자금 지원과 현재 12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탕감을 받기 위
해서는 우선 PRSP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PRSP Trust Fund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실용적인 대안으로 기존의 PRSP Trust Fund를 응용하여 한국이
일본 등과 함께 펀드를 조성하고, 제3의 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duction Strategies Trust Fund：November 2001-February 2003, PRMPR & TFO
(World Bank, March 2003), pp.6～11.
46) PRSPTF는 크게 세가지 활동을 위해 중점적으로지원된다. 첫째, 저소득국가의 PRSP 작
성과 집행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활동, 둘째, 국가역량의 지속적 확대를 돕는 활
동, 셋째, PRSP 작성과관련된 국내외 관련참가자와파트너의활동 지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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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금융기구의 대북한 지원 전망(세계
은행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지원될 자금은 북한경제 자원의
극적인 재배치를 유도하여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
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나 외국인투자는 이러한 투자에 상
응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북한의
지원요청에 대해 국제금융기구가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될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과거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구가 자금지원을 결정할 때 부과하는
지원 조건 및 규모, 그리고 지원수단 등을 검토한다.

1. 국제기구의 대북한 원조 경험과 교훈
국제금융기구들은 경제개발의 필요성에 직면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IMF는 지원국가와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는 데 필수적인 북한의 금융상황과 경제실적에 관한 통
계 및 정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이 거시경제와
재정·금융분야에 관한 투명한 기초적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사항
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정치적 개발지원과

68

민간투자의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원조지원 국가들에게
양자간 이행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거시경제
틀을 필요로 하며, 이 틀에 대한 IMF의 승인은 대규모 공적개발자
금(ODA)을 북한에 지원하는 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이는 이
미 파리클럽에 상정 중인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에도 결정적 역할
을 할 것이다. 외채문제의 해결은 북한이 ODA를 동원하는 능력 외
에도 투자자들에 대해 국가 신용등급과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은행그룹도 북한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세계은행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원하는 분야 외에 분쟁
종결 후 인도주의적 원조에서 개발 원조로의 재건과 전환을 지원
하는 분야에서도 국제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은행은
과거 남한, 중국, 러시아와 차관공여자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
고, 미국, 일본과도 양대 주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세계은
행은 6자회담 당사자 국가와 밀접한 위치에 있으며, 미래에 북한
이 과감한 개혁정책을 시작한다면 이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에 필
요한 지식과 경험이 준비되어 있다. 자문그룹을 통하여 세계은행
은 북한과의 정책대화, 원조 동원과 실현에 효과적인 협력을 수행
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또한 북한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ADB는 양자 간 혹은 세계은행을 통
한 투자자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DB는 이미 TRADP(두만강유역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연구의
참여를 통하여 동북아지역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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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참여하고 있다.47)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커뮤니티의 개발지원을 고려하기 전에 과
거 북한에 대한 원조경험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1990년대 국제 사회가 북한을 위해 공적자원을 동원하는 경험에
서 보면 원조지원국가의 정치적 이해와 북한의 리더십 간에서 높
은 긴장이 발생하였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개발과
경제적 개발 요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외부원조 제
공을 정치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았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의 삶
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어진 원조의 효과를 감소시키며 개혁의 인
센티브를 왜곡하였다.

( 1) KEDO의 경험
1990년대 초반 벼랑끝 전술과 1990년대 중반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북한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공적자금 원
조가 시작되었다. KEDO는 1994년 미국과 북한의 합의를 통해
KEDO 회원국(미국, 일본, 한국)과 EU가 공적자원으로 중유 500
만 톤을 매년 북한에 제공하고 2기의 경수로 핵발전소를 건설해 주
는 기구로서 발족하였다. 2002년 10월 북한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발견으로 중유 공급이 중단되고 경수로 프로젝트가 연
기되었지만, 1995년과 2003년 간 KEDO가 제공한 자원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KEDO 프
47) ADB는 또 두만강유역개발 프로그램과 유사한 메콩강 지역개발(Greater Mekong SubRegion：GMS)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서 지역개발 전문기구를 발족시킨 바 있다.
Babson, Bradley,“Visualizing a North Korean “Bold Switchover”：International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DPRK,”Asia Policy, No. 2, July 200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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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북한의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을 방지하였고, 이 기간 동
안 KEDO 회원국과 북한 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협상을 이끌
어냈다. 이러한 안정화 요인은 북한이 외국 파트너들과의 협조과
정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평화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원유 공급은
1992년 소련 붕괴로 야기된 무역 쇼크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
었다.
그러나 경수로 프로젝트는 북한의 전기 에너지 부족을 극복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은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프로젝트
가 진행되면서 발전소와 송전망을 연결하는 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현실
적인 이슈들이 제기되었지만 이런 것들은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
다. 경수로 프로젝트의 중단이나 취소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중요
한 자원이 실체적인 경제적 자산 형성 없이 낭비되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대부분의 북한에 공개적으로 제공된 인도적 지원, 남북간 경제
협력(국경 도로와 철도 연결), 중국과 구소련의 보조 무역, KEDO
의 중유와 경수로 건설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현물 지불로 이
루어졌다. 현금보다 현물 지불을 선호하는 것은 외부 지원가들이
공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북한 정권이 이 자금을 의도된 바대로 사용하지 않고 군사적
이나 혹은 선택 소비로 전환할 것을 의심한다. 북한에 대규모 인프
라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경우 토목작업, 장비, 기술서비스 계약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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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향후 다자간·양자간 지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KEDO의 경험은 이 논의에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KEDO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공적 지원이 핵 프
로그램의 봉쇄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고 경
제적 혹은 상업적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경제적 원조로 제공될 때 정
치적 효과는 지속되지 못하고 자원이 필연적으로 낭비된다는 사실
이다. KEDO 경수로 사업은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발견이
라는 사실로 중단되었지만, KEDO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필요한 보조투자의 제공이 무시되어 결국에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교훈은 KEDO는 상호 다른 이해관
계를 가진 지원 국가들로부터 공적자원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
리고 자원의 관리와 운영 관계에 관해 북한 당국과 정책조정을 수
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자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 아래 북한에 자원을 동원하
는 데 있어서 장래에 KEDO와 유사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이 기구가 경제적·정치적 기능을 보다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2) 인도적 지원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기근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도 많은 교
훈을 얻을 수 있다. UN의 리더십 아래 중요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
어졌다. 당시 UN은 WFP와 FAO, WHO와 UNICEF의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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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인도적 필요에 따라 수행된 곡물 생산과 식량 타당성에 대
한 상세한 검사에 근거하여 지원을 호소하였다. 미국·한국·일본·
EU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지원국들의 노력은 국제공조하
에 북한을 협상에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북한이 외국 파트너와 협력하기 위해 국제 지원을 요
구하고 관리 메커니즘을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은 보다 비즈니스에
기반을 둔 거래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수혜자 집단
에 식량원조가 정확히 배부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 북한 내
다른 지역에 대한 접근 가능성,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인에 부과된
제한 등에 우려가 있어 왔지만, 상호 신뢰와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
는 학습효과로 인해 여러 해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적 자원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원조 피로 현상이다. 7년간 지속된 식량지원으로 국
제사회가 북한의 식량 부족을 메우려는 노력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데 요구되는 근본적
인 장애가 극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과 원
조 경쟁을 하는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새로운 국가들
이 나타났다는 것을 반영한다. 둘째는 대부분의 지원국들이 정치안
보적 이슈의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개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는 데 있다. 세 번째는 몇몇 지원 국가
들이 인도적 지원을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2002년 핵위기의 재발생 이후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인도적
지원을 여타 이슈와 분리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식량부족분에 대한 UN의 호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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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호응하지 않았다. 최근의 인도적 지원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북한을 위한 공적 자원의 동원은 결정적으로 정치적 의지
에 달려 있다는 것과, 따라서 인도적 지원이 항상 안정적으로 이루
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인도적 요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3) 중국의 원조
1990년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원조 경험 또한 중요한 교훈
을 포함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은 보조무역이나 직접적 원
조의 형식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가장 큰 양허
성 원조 공급국이었다. 중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지원은 북한 정부
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내부 불안정을 극복하고 정권을 유지하
는 데 결정적이었다. 중국은 UN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대신에 양자 간 채널에 의존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은 자신의 원조를 독자적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식량원조는 주로 군부에 대해 이루어
졌으나 WFP 식량원조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되었다.
중국의 원조 사례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 다자간 협조가 아닌 양자간 지원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이는
때로는 다자간 원조가 목표로 하는 이해관계와 긴장을 불러올 수
도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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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조건 및 지원규모
( 1) 자금지원 조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회원국으로서
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국민소득, 국가재정, 국제수
지 등에 관한 통계 제출과 IMF 협정문 제4조에 따른 정책협의는
모든 회원국의 기본 의무사항이다. IMF와 회원국은 정책협의 과정
을 통하여 경제정책을 조율하며‘정책권고’
의 형태를 통해 회원국
의 정책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정책권고’는
IMF 협정문상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IMF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는 회원국은 이를 상당부분 수용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이 IMF로부터 긴급자금지원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 대표적인 경우다.
세계은행, ADB로부터의 차관에도 IMF만큼 까다롭지는 않지만
일정한 자금지원조건이 설정된다. 국제사회는 IMF와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정책협의 및 자금지원 조건을 통해 지
속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
한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국제사회의 요구를 전면 거
부하면 비록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란, 시리아, 수단처럼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입절차를 마치게 되면 IMF와 세계은행은 실태조사 팀
을 북한에 파견하여 거시경제통계, 외환, 재정, 무역, 조선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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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등을 작성하고 세계은행은 농업, 교육, 보건, 교통, 통신, 전력
등 부문별 실태보고서를 작성한다. 실태조사보고서는 북한에서 통
계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북한통계 작성에 대한 훈련프로
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IMF와 세계은행의 각
상임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이 자국의 통계를 산정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충분한 기술적 지원
을 제공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불충분한 통계도 수용하는‘유예기
간’
을 두게 될 것이다.48)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구 체제전
환 국가들도 IMF 가입 이래 5~7년이 지난 후까지 이자율, 통합재
정수지, 중앙은행 통화계정 등에 대한 개념교육과 통계표 작성을
지도받은 바 있다.
통계작성과 제출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남아 있다. 회원국이 양허성 차관
공여를 희망한다면 IMF, 세계은행과 정책협의를 거쳐 빈곤감축
전략보고서, 국가지원전략, 기본정책문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최
소한 1~3년간 이행한 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호한 평가를 받
아야 한다.

(2) 자금지원의 유형
자금지원은 우선 인프라건설 등 자금집행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 차관’
과 단기간에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는‘프로그램 차
관’
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이 회원국이 된 후 세계은행그룹으로부터 받게 될
48) 장형수,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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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과 유형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개발국에 저금
리차관을 가장 많이 공여하는 세계은행 그룹은 4개의 주요 기관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기관은 IBRD이다. IBRD는 기본적으
로 은행이기 때문에 충분한 신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국가에만
대부를 한다. 바꿔 말하면 IBRD 차관의 이자율은 5~7% 수준으로
상업이자율과 근접해 있어서 이러한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
로 충분히 강한 경제적 지위를 갖추었다고 여겨지는 국가에만 제
공된다. 북한은 매우 취약한 금융 상황에 처해 있고 외채 이행불능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1인당 소득이 매우 낮아 IBRD로부
터 자금을 빌릴 정도의 신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은행 그룹 내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장 중요한
금융적 실체는 IDA인데, 가입 후 최소 5~10년간은 무이자로 지
원하는 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BRD와 IDA는 동
일한 위원회와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으로 세계은행의 위
원회와 이사로 불린다.49) IDA 자금 외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양허성 차관은 IMF로부터는 빈곤감소 및 성장
지원제도(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자
금을,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는 아시아개발기금(ADF：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이 있다.
IDA 차관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보면 차관액수의 60~70%를 공
짜로 주는 것과 같은 매우 양허(讓許)적인 조건이다. 즉, 지원금의
49) 세계은행 그룹에는 다른 두 기관이 있다. 국제금융공사(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 자격을 갖춘 국가의 사기업에 대부와 주식을 제공한다.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I F C와 유사하게 국제투자보증기구 ( M I G A：M u l t i l a t e r a 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는 중·저 소득국가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비
하여 민간투자자에 보험을 제공한다. 만약 북한이 세계은행 그룹의 회원이 된다면, IFC와
MIGA가 북한에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데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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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기준으로 볼 때 무상지원
을 하는 것과 같다. IDA는 1인당 GNP가 1,025달러 미만이거나,
IBRD 대부를 하기에 신용이 부족한 국가에 금융적 혹은 비금융적
지원을 한다. IDA 금융지원의 대부분은 매우 유연한 조건 - 40년
상환기간에 10년 유예기간, 3~4%의 서비스 비용 - 으로 대부를
받는다. 앞으로 약 30%의 지원이 증여 형태로 지불될 것이며, 이
는 채무 리스크가 매우 높은 IDA 적합국가들에만 사용된다. 북한
의 1인당 소득이 정확히 측정되지는 않지만 회원이 되는 과정에서
추정치가 조사되더라도 북한의 1인당 소득은 IDA 경제지원을 받
는 수준보다 낮을 것이다.

(3) 지원 규모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 특히 IDA로부터 얼마의 지
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을 처음 타진하던 10여 년 전에는 1인당 소득이 낮을수록 차관액
수가 컸지만, 현재는 저개발국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IDA,
ADB 등에서도‘실적기준배분제도’(PBA：performance based
allocation)에 의거해 1인당 소득이 낮은 국가보다 국제금융기구의
실적 평가 등급이 높은 국가에 자금을 더 배분하고 있다.50) 이러한
기준은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IDA 지원 중에는 저소득국가에 할당되는 고정 금융자원이 있다.
이 자금은 지원국 정부의 기부와 이전의 대부에 대한 상환금에서
50) 장형수,“북 국제금융기구 가입‘산 넘어 산’
：ADB 최대주주 일본 반대가 암초”
,「신동
아」, 2007년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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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의 자금은 3년마다 보충된다.
2006~2008 회계 연도에 해당하는 제14차 보충 기간 중 IDA는
81개국에 배분하기 위해 약 330억 달러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
다.51) 이 고정 자금이 저렴한 양허성 자금을 원하는 국가들 간에 배
분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I D A는“실적기준배분”
(performance based allocation：PBA) 방식을 따른다. 자금의 배
분에는 기본원칙이 있는데, 우수한 정책과 제도적 환경을 갖춘 나
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우수한 정책을 통해 스스로 최
선의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다
는 원칙이다. 보다 상세히 보면, IDA는 각 국가의 정책과 제도적
환경의 질, 특히 경제 지배구조의 질과 과거 IDA 프로젝트 이행 기
록의 성과에 큰 비중을 두는 배분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공식에
따르면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는 낮은 가치를 두게 되며, 이
는 자금 배분방식이 필요보다는 실적에 보다 근거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적기준배분 시스템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세계은행은
각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평가하는데, 이것은 국가정책 및 제도평
가(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로 불
린다. 이 CPIA 점수는 경제지배구조 평가 및 진행 중인 IDA 프로
젝트평가와 결합하여 전반적인 국가실적순위를 정하게 된다. 그리
고 나서 국가실적순위, 인구수, 1인당 GNP를 고려하여 각 국가의
IDA 자금 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도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2006년 기준 4억
6,500만 달러 정도가 전망된다.52)
51) Morrow, Daniel,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p.6.
52) 장형수,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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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실적에 근거를 둔 자금배분시스템의 결과에 따라,
각 국가 간에는 IDA로부터 받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상당한 편차
가 있게 된다. IDA 자격을 갖춘 국가는 인구 크기 면에서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자금배분은 1인당 국민소득에 따른 배분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PBA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
가는 평균 배분액으로 1인당 12달러를 받았지만 하위 20% 국가
는 평균 배분액으로 1인당 2.4달러를 받았다.53)
이러한 자금 배분방식은 북한에 대해 어떤 함의를 주는가?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자격이 북한에 일정한 금융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받게 될
액수는 IDA가 적용할 일반적인 기준을 전제로 하면 세계은행이 성
공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적·제도적 개
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착수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은행은 북한이 특정한 이행·
개혁 모델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간, 그리고
지역경제 협력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
면, 북한에 특정한 경제성장 청사진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사결정 분야에서 시장 범위를 급속히
확대시키고, 거시경제 조정에서 이와 비례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
신중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최근에
그래 왔던 것처럼 경제개혁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서 이행수준이 낮은 다른 국가와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그 할당액
은 1인당 2~3달러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의 경제 이
행 속도가 보다 빠르고 포괄적이라면, 1인당 5달러의 할당액도 가
53) Morrow,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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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것이다. 북한인구가 2,30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이 수치는
연간 4,600만~1억 5,600만 달러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상황이
보다 우호적이라면 할당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IDA 할당액이 시
간이 지나면서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경제개혁의 속도와 IDA 재정
지원 프로젝트의 이행 성과에 달려 있다.
북한의 자금수요 및 양자 간 금융지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
재적 재정지원과 비교해 보면 IDA를 통해 지원받게 되는 자금규모
는 매우 작을 것이다. 대체로 저소득국가에 대한 세계은행의 자금
지원은 양자 간 지원규모보다 훨씬 작다. 북한의 경우 6자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은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Eberstadt는 성공적으로 6자회담 협상이
마무리 될 경우 남한과 일본이 결합한 자금지원은 1년에 30억 달
러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54)
지원규모가 작다고 해서 세계은행이 북한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잠재적
이익은 단지 직접적 자금 공여로만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세계은행으로부터 두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하나는 세계은행이 직접 공급할 정책지원과 기술지원이고, 다른 하
나는 세계은행의 조정능력으로 다른 공적원조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세계은행그룹의 인정은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커뮤니티
에의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54) Eberstadt, Nicholas,“Pyongyang's Option：Ordinary Stalinism,”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68, No. 3, 2005,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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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은행의 금융지원 수단
차관성 자금지원은 투자차관(Investment Lending)과 개발정책
차관(Development Policy Lend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수혜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로 물리적, 사
회적 인프라건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으로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은행 차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후자는 기존의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ending)을 대체하는 차관으로, 각국 정부와 시민·사
회단체, 학계와 민간의 자문을 거쳐 2004년 새로 도입된 개념이
다. 지원이 필요한 나라의 특정부문 혹은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해 신속히 지원되는 금융지원으로, 지속적이고 균등한 발전을 위
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제도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
다. 보통 1～3년 정도 소요되는 단기정책금융 지원이며 세계은행
전체 차관의 20～25%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차관성 지원으로 기술적 지원이 있다. 기술적 지
원은 정부에 정책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에 사용되거
나 훈련 등 기술적 활동에 사용된다. 세계은행의 세 가지 지원수단
가운데에서, 북한과 세계은행 간의 초기단계의 관계에서는 투자 프
로젝트와 기술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정책대출의 경우, 북한이 경제개혁을 시도하여 신중하고 지속
적인 노력을 보여 줄 때까지 세계은행은 지원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82

( 1) 프로젝트 차관
세계은행 프로젝트 차관은 초기에는 주로 물리적인 인프라 건설
을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
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개발, 공공정책개발 등의 제도적 인프라
건설에도 투자되고 있으며, 비교적 장기간(5～10년)이 소요되는
활동을 주요 영역으로 한다. 북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세계은행 투
자 프로젝트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규범이 있다.
·첫째, 세계은행은 공공섹터가 맡기에 적합한 경제활동에만 재
정지원을 하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는 기초 인프라, 사회 서비
스 설비, 그리고 민간섹터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포함한
다. 이것은 이윤을 추구해서 상업적인 이윤 목적으로 운영되
는 민간회사나 공공기업에 적합한 생산부문이나 농업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사전에 잘 다듬어지고
준비되어 정부와 세계은행 모두가 이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프로젝트는 기술적,
경제적, 금융적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견지에서 사전
에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투자를 위한 엔지니어링 작
업과 관련하여 비용 측정이 자금지원이 승인되기 전에 완결되
어야 한다.
·셋째,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가 자본재 건설을 위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새롭게 창출된 자본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 보증되는 정책적·제도적 개혁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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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것을 기대한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이 관개 시스템의
재생이나 확장에 자금을 지원하면, 세계은행은 이 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제도적 조정에 관해서, 그리고 농업섹터정책, 특
히 관개 시스템이 유효하게 사용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가격
정책에 관해서 수혜국정부와 협의를 기대한다.
·넷째,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처리과정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줄 것을 요구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거의 모
든 재화와 서비스가 가격을 낮추고 잠재적 부패를 줄이는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서 구매되기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프로젝트의 집행과정이 철저히 투명하고,
자금 사용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데, 이에는
정규 감사와 프로젝트의 영향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합리적
인 노력을 포함한다.
초기에는 이러한 규범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제무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왔고 폐쇄적인
사회였음을 고려하면 북한은 이 세계은행의 규범을 간섭적이거나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여길 것이다. 사실, 지난 기간 동안 식량원조
제공 등 외부의 많은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어도 북한과의 관계
에 관한 평가를 보면 매우 비관적이다. Haggard와 Noland가 지적
한 것처럼 모든 측면에서 북한 정부는 기부 사회의 방식을 방해하
였고, 10년 이상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인도적 구호 노력은 투
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기준 이하였다. 원조 제공의 절반 이
상이 수용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55)
55) Haggard, Stephen. and Marcus Noland,“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 US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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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행에 관해서 세계은
행과 함께 일하는 것이 유용한 학습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
다. 세계은행 프로젝트는 수혜국 내부의 계획 경험을 향상시켰고,
정책과 제도 등 이슈에 새로운 통찰력을 부여하였으며, 특히 조달
과 재정적합도의 부문에서 정부관행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북한은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와 시행에서 세계은행과 협력하는 것을 위협
이 아니라 기회로서, 그리고 여타 활동에서 학습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개발정책 자금 대출
개발정책 자금 대출이 초기 국면에서 세계은행의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소위 말하는“개발정책대
출”
에 관해서 주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조조정 대출에 대한 은행
의 새로운 명칭으로서, 199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에 대규모 세계
은행 자금이 대출되었던 예가 있다. 이것은“조건부 제약성”의 개
념과 밀접히 연관된 대출 형태이다. 실제로 개발정책대출의 기본
아이디어는 은행이 특정된 투자 프로젝트 지출과 관련되지 않은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이 대출은 합의된 정책과 제도
개혁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간단히 얘기해서 개발정
책자금은 정책개혁을 조건으로 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자금 대출과 관련된 조건
부 제약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조건부 제약을 세계은
행과 IMF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혜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공공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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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이자 심지어 비합법적 활동이라고 간주한다. 세계은행은 북한
의 정치적 변화를 독려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대출에 부가되는 조
건부 제약을 이용하는 대신 이미 언급한 실적근거할당(PBA) 시스
템을 통해서 경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세계은행이 자금지원의 규모를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개혁 속
도에 따라 조절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개혁을 실행하
는 데 급진적이고 양호한 실적을 보여 준다면, 세계은행으로부터
개발정책 대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이 경우
“사후 이행조건”
(ex post conditionality), 즉 협의된 개혁이 실시
된 직후 자금지불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제시할지도 모른다.56)
이와 관련해서 IMF가 북한에 대한 자금대출에서 조건부제약을
적용하는 방법이 상황에 매우 의존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만
약 북한이 IMF 회원국이 되었을 때 빠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면
IMF 대출은 적정한 재정, 통화 그리고 환율정책을 통해 인플레를
낮추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IMF가
자금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러한 정책변
화가 이루어지고 지속되기를 기대하는지 여부는 당시의 북한 상황
에 달려 있다.
세계은행의 북한에 대한 개발정책대출의 가능성에 관해 고려할
때 베트남과 중국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1981년에 IBRD와 IDA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시작했지만 곧 세계
에서 가장 큰 채권국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또한 적극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은행으로부
터 구조조정 자금은 빌린 적이 없다.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
56) Morrow,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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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투자 프로젝트와 기술지원에 사용되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에는 1986년 소위 도이모이라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실시되
기 시작했다. 1990년경 베트남정부와 세계은행은 경제정책에 관
한 강도 높은 협의를 시작하였고, 1993년 투자프로젝트 대출이 개
시되었다. 구조조정 신용대출이 1994년에 처음 지원되었는데, 이
때는 베트남이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을 강하게 시작한 시점이었다.
1990년대 나머지 기간 동안 투자 프로젝트는 개발정책대출보다
자금지원 프로그램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했다. 2001년 이래로
개발정책대출의 역할(빈곤감축 신용지원으로 불림.)이 증가하였
다. 이는 정부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및 베트남정부가 세계은
행과 15년 이상 구축한 돈독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세계은행과의
관계에서 초기에는 개발정책대출을 기대하지 않아야 할지도 모른
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성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들
개혁에 관해서 은행과 깊은 대화체계를 수립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자금 지원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초기에는 전반적인 개
발전략의 자금지원 수단으로 투자 프로젝트와 기술지원을 사용하
는 데 집중하고, 개혁 프로그램에 관한 자문을 받는 수단으로서 활
발한 정책대화를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3) 비금융서비스
세계은행의 북한에 대한 지원 가능한 규모가 북한의 자본에 대
한 수요와 양자 간 원조기구로부터의 가능한 금융지원과 비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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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경제개혁을 실
시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시장
지향 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국제 사회와 보다 공식적인 업
무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세계은행은 북한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세계은행의 정책 조언과 다른 원조 공여자 간의 잠재적 조
정과 촉매역할 등 세계은행이 수행하는 비금융서비스는 자금지원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정책조언
북한정부는 초기에는 주로 프로젝트 대출이나 보조금 등 금융지
원의 차원에서 개발지원과 원조를 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개발지원
은 자금과 아이디어의 결합품이다. 원조 과정에서 창출되고 이전되
는 아이디어와 지식은 실제로 이들 아이디어와 지식이 단지 재정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의 물적자본과 인적자
본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자금보다 더 중요할 수 있
다. 원조과정에서 자금보다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특히
체제전환 과정의 국가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새로
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체제 전환의 열쇠는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올바른 곳에 적용하는 데 있지, 가능한 많은 원조 자
금을 끌어들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은행 및
다른 국제 개발금융기구와 건설적인 관계로부터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각 국가의 상황과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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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로부터 좋은 정책조언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제 전문가들이 다른 전환 경제에서 아무리 많은 경
험과 지식을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북한에 와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개혁 패키지를 처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북한은 독특한
정책과 제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적용되어 성공
하였던 정책이 북한에서도 똑같이 성공할 것이라고 단순히 가정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세계은행이나 다른 개발기구 전문가
들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몰
아붙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개혁에 관한 정책조언은
상호 이해를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대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정부 내에서 새로운 사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외부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문가들에게 전환경제의 다양한 경
험을 전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어떻게 자신의 전환을 설계
하는지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외부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토론에서 짜낸 아이디어를 외부 지원기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이나 어휘로 옮길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협력과
통합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은 건설적인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 대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화가 되도록 이
끌어야 한다. 북한정부는 대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정부
기관을 선정하고 일차적 책임을 지는 확실한 공무원 그룹을 구성
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은행과 다른 원조기구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북한에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북한의 경제, 사
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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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학습 효과를 개선하고 회담을
활성화할 인적 네트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평양에 사무소를 설립해
야 한다. 한민족간 지역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 세계은행은
남한과 다른 지역경제 파트너와 깊은 대화를 교환하기 위한 준비
가 필요하다.
이 대화는 두 가지 이유에서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체제전환의 초기국면에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동유럽과 구소련의
초기 10년간의 전환과정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
고 있다.“전환의 경험에서 초기 10년간의 사건이나 결정이 결정
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시
간이 걸리는 재정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정책자문
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건설적이고 내실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다. 이 관계는 경제 문제에 관한 상호 학습효과뿐 아니라 사적인
신뢰관계 수립 문제도 걸려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정부와 세
계은행의 초기 대화는 상호이해와 신뢰의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초기 긴장관계를 극복하고 성숙된 관계를 창출하는 데 몇 년이 걸
렸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북한 및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는 그
과정을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과 세계은행 혹은 다른 공적 조직간
공식 대화가 허용되기 이전이라도 비정부기구와 학술단체가 대화
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비공식적 접촉은
북한정부가 경제개발 전략에 관한 대화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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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적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은 정보와 아이디어
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북한정부 관리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
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타 원조지원의 조정(coordination)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또다른 중요한 서비스는 여타 지원국가들
과의 협조 역할이다. 만약 북한이 외부세계와 공식적 관계를 발전
시킨다면 양자 혹은 다자 조직으로부터 개발 원조를 받기를 기대
할 것이다. 이들 잠재적 지원가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협력을 이끌
어내는가는 일차적으로 북한정부 자신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정부는 정부 내 어떤 기관이 협조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그 기관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
러나 개발원조의 기록을 보면 지원 협조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
준다. 개별 지원기구는 내부 의제에 의해 끌려가는 인센티브를 가
지고 있다. 그들은 종종 중앙 조정기구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혜 정
부 내의 다양한 기관들과 독립적 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그들은
원칙상 협력을 좋아하지만 실제 관행상으로는 협조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 이는 여러 방식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데, 예
를 들면 수혜국 정부에 부과되는 높은 거래비용, 지원이 유발하는
정부기구의 분할화,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조언, 투자 간 시너지 효
과의 결핍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북한정부는 지원
협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한 국제조직 중 하나와 연합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이런 역할은 세계은행이나 UNDP가 수행
하여 왔다. 북한 정부는 궁극적으로 어떤 국제기구 조직이 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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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로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개별
원조제공자들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세계은행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
다면 6자회담 당사자를 포함해서 세계은행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
는 안보와 군사 문제를 포함하는 전체 일괄타결 부분 중 일부이기
때문에 이들 정부는 이 패키지 중 다양한 요소를 병행하여 시행하
기를 바란다. 그들은 북한에 주어지는 원조 수단 중 핵심 분야를 통
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개발원조 요소가 원조 기구의 편협한
이해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익이 무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전체 패키지 중 일부인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원 조정의 역할을 세계은행이 떠
맡는 것이 바람직한 또하나의 이유가 있다.“큰 거래”
는 정치적 지
원으로 여겨지는 재정지원을 포함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개발지
원에서 강조되는 경제적 논리와 엄격한 절차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원조의 과거 경
험을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많은 자원이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고안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세계은행이 원조의 지원 협조 및 조정의 역할을 맡아 원조에 대한
모든 제안에 관해 검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치적 동기로 유
발된 프로젝트의 경제적 합리성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
이다.
세계은행은 다른 지원가로부터 개발원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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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세계은행이 관여하여 많은 원조 수혜국
이 다른 지원가와 연계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세계은행의 활동은 이
따금 공동투자 프로젝트나 개발정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
였다. 따라서, 세계은행 자체의 자금공여가 한정되어 있을 때에도,
이는 종종 몇 배나 더 큰 다른 경제적 지원의 촉진제가 되곤 한다.

4. 정식회원국이 되기 이전의 지원：신용기금의 이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6자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세계은행에서
북한의 회원국 지위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있더라도 회원국 지위
가 완결되는 과정에는 대략 1~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기
간 동안 세계은행은 비회원국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이는 세계은행이 북한당국과 정책 대화를 개시하거나 다른 투자프
로젝트의 사전적 준비를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일각에서 북한과의 초기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이 관
리하고 양자 간 원조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신용기금의 창출을
제안한 바 있다.
신용기금은 일종의 세계은행과 외부 지원국가들 간의 재정적·
협정하에서 지원국이 세계은행에 특정 개발 관련 활동의 지원을
하기 위해 자금을 맡기는 제도이다. 신용기금은 세계은행 활동에
중요한 재정 수단이 되었는데, 투자 프로젝트, 훈련 및 능력 배양,
여타 기술지원 준비 등에 사용되었다.
공식 회원국 지위를 얻는 과정에 있거나 회원국 부적격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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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국가나 정치적 실체에 대해 세계은행이 신용기금을 지
원한 사례가 있다：구소련(1991), 가자지구(1993), 보스니아 헤
르체고비나(1995), 코소보(1999), 동티모르(1999).57) 세계은행
협정문은 은행의 자원과 시설은“전적으로 회원국의 이익을 위한
것”
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은행의 집행부는 비회원국에 대한 지
원이 회원국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지원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경우 신용기금은 외부 지원가로부터의 자금지원으
로 성립되며, 세계은행의 순수입으로 전환되어 비회원국 영역 내에
서 긴급건설, 기술지원, 경제발전에 지원하도록 사용된다. 최근에
세계은행은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직
면한 회원국을 위해서도 특별 신용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특별 신
용기금은 세계은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되며, 각 국가의 상
황에 따라 제정되는 규범과 절차에 따라 운용된다. 신용기금은 참
여하는 지원가들로부터 재정 출원을 받아 주로 보조금 형식으로
57)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특별신탁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은
이미 네 차례의 전례가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신탁기금
‘Trust
(
Fund for West Bank and Gaza’
) 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
레스타인이 미국의 정치 및 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에 버금가
는 혜택을 받게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57) 동티모르의 경우 세계은행과 United Nations Administration in East Timor(UNTAET)의
주최하에 1999년 12월에 열린 동티모르에 대한 동경원조국회의에서 NGO들을 포함한
국제기관들과 50여개국 200명의 대표들로부터 동티모르의 재건을 위해 향후 3년간 5억
2,000만 달러상당의 자금지원을약정받은바 있다.
57) 보스니아(Bosnia and Herzrgovina)도 세계은행이 긴급 복구작업을 위해 1996년 4월 이
익잉여금 1억 5,000만 달러로 조성한 신탁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더
욱이 1995년 12월 평화조약( Dayton Peace Accords)이 체결된 직후 세계은행과 EU는
원조조정그룹을 구성하여 주요 원조국으로부터 1996년 1/4분기에 6억 달러의 자금지원
을 약속받았고, 보스니아가 세계은행에 가입한 이후에도 1996년 4월 제2차 원조그룹회
의를통하여 12억 달러의 추가자금을 지원 약속받은바 있다.
57) 코소보( Kosovo)의경우에도 경제재건을 위해 세계은행이 1999년 11월 2,500만 달러의
이익잉여금으로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 for Kosovo)을 조성한 바 있으며, 세계
은행의 Special Post-Conflict Trust Fund로부터도 코소보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한 무상
공여와 Community Development Fund Project 등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00만달러의 자금지원이 약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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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된다. 세계은행이 자금의 수탁인으로 지명될 경우 자금 사용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동티모르 기금의 경우, 세계은행과 제휴한
ADB가 수행 기관의 역할을 맡았다.
북한의 경우 사용목적이란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신용기
금은 정책 대화, 전략개발, 개혁프로그램, 프로젝트 준비, 훈련 및
능력함양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신용기금은 여러 해 동안 회원국
에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가장 규
모가 큰 장기신용기금 중 하나는 일본이 1990년부터 지원하고 있
는‘정책과 인적자본 개발자금’(Polic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PHRD)이다. 이들 신용자금은 대부분 세계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사용되었다. 빈곤감축
전략을 준비하는 저소득국가에의 능력배양을 지원하는 다자 지원
신용기금도 있다. 2004년 세계은행은‘긴장상태하의 저소득국가’
(LICUS)를 위해 2,500만 달러의 신용기금을 설립하였는데, 이 자
금은 초기에 세계은행의 정치적 개입과 제도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이러한 신용기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북한을
위한 신용기금은 궁극적으로 북한과 세계은행, 그리고 여타 잠재
원조지원가 사이의 건설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북한을 위해 특별히 책정되는
신용기금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새로운 기금이 설립
되면 합법적 협약을 통해 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목적과 자금에 대
한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분쟁 후(postconflict) 특별 신용기금의 장점은 이 기금이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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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전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경제 재건과 개발
을 위한 원조 시작을 통하여 이 기금은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정치
적 목적의 원조로부터 평화적 체제전환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한
다. 특히 체제전환을 활성화하기에 적절한 순간에 북한을 위한 특
별 신용기금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는 매우 호소력이 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 등 대담한 안보정책의 전환을 채택하겠다는
결정만으로도 지원국가들은 기꺼이 북한을 위해 이러한 기금을 설
립할 것이다. 이 기금을 둘러싼 특정 역할과 절차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에 맞추어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
는 아닐 것이다. 기금의 관리는 이 목적을 위해 창립된 새로운 실체
나 혹은 분쟁 후 상황에서 특별 원조를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
는 UN, UNDP,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기구가 맡을 것이다. 세계은
행이 여타 분쟁 후 상황을 위해 특별 신용기금을 설립한 경험이 있
다는 사실은 북한을 위해 설립될 기금의 관리, 모니터링, 보고체계
등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기금을 설립하려면,
이사회가 세계은행이 책임을 지고 북한과 업무 관계를 진행한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특별신탁기
금(
‘Trust Fund for DRPK’) 설립은, 첫째, 단기간 내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힘들다는 점과, 둘째, 국제금융기구 가
입이 주요 관계국 간에 합의되더라도 그 실현에 있어 상당한 시차
가 필요하므로 과도기에 시급한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셋째, 국제금융기구 가입 시와 비교하여 자료제출 의무조항과 정
책협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
다는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

96

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동반된 특별신탁기금 설
립도 역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

5.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 개발자금 조달
북한이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빌
리지 않고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 절차상의 문제로 낙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도 북한의 핵문제 해
결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과 실제 자금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
이 걸릴 것이므로 현재 절박하게 필요한 북한의 개발자금수요에
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근본적
인 문제로, 북한이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확고한 개혁·개방
을 주저하고, 국제금융기구가 강조하고 있는‘워싱턴 컨센서스’
에
입각한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개방이라는 요구를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 개발의 재
원조달과 관련하여 다른 대안들이 검토되었다.

( 1) 동북아개발은행(NEADB)
‘동북아 개발은행’에 대한 논의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협력의
차원에서 북한개발을 접근하자는 논의로 확산되었다.58) 동북아에
58) 추원서·곽경탁(2004), Katz, Stanley,“Financing the Unfrastructure Investment”
,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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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 통합 확대를 위해 인프라투자를 지원할 새로운 지역개발
은행을 설립한다는 아이디어는 여러 해 동안 이 지역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금융지원 기구가 창출된다면 이 기구는 북
한의 재건과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자금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 제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
다. 첫째, 이 기구가 지원하는 자금은 세계은행과 ADB를 통해 동
원되는 자금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NEADB 운영 시스템
은 현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대출 기준과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NEADB은 북한과 같은 정치리스크를 커버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NEADB는 세계은행이나 ADB처럼 민간섹터가 스스로는 맡으
려 하지 않는 민간자본시장에 공적자금 공급을 위해 중개역할을
할 수 있다. 첫 단계 설립 멤버는 중국, 북한, 일본, 몽골, 한국 그
리고 러시아 등이 될 것이다. 이들 국가가 은행 납입자본의 40%
를 담당하고, 나머지 20%는 그 외 아시아 국가가 그리고 나머지
40%는 미국, 유럽, 기타 국가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만
약 NEADB가 설립되면 세계 다른 지역과 달리 국제협력 경험이
전무하였던 동북아지역에서 국가간 지역협력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금융적·행정적 이유로 NEADB가 실제 설립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첫 번째 정치적 문제는 미국과 유
럽이 과연 새로운 은행설립에 수반하는 비용에 비해서 이 은행이
세계은행과 ADB의 기능에 추가하여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
Vision for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ed. Cho
Lee-Jay, Kim Yoon-hyung, and Lee Chung H. KDI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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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아이디어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안은 현존 기
구들이 역량을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개발과 북한 경제 재건을 내
부기구 조정과 인력 충원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치적 문제는 NEADB를 6자회담의 타결로
조성될 대북지원 핵심국가그룹의 틀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
는 문제다. 원칙적으로, NEADB는 6자회담의 정치적 틀 속에서 경
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설계될 수가 있지만, 이 경우 미국은
첫 단계 가입 멤버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동
북아 지역 경제협력체로 고려되고 있는 NEDBA 설립 아이디어와
는 일치하지 않는다.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자본 조달 방식과 투표권 배분방식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한 누가 차용국이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있다.
특히 동북아개발은행이 설립되어도 일반융자조건이 연 이자가 약
7~8%로 북한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59) 북한과 같은 저소득국에는
개발은행의 일반융자를 공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또, 동북아지역 중심의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국가인
북한에 대한 지원 부담을 전적으로 동북아국가, 특히 한국이 부담
할 용의가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주게 되는 역효과
를 가져올 수 도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얼마나 신속하게 NEADB가 운영정책과 절
차를 세워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런 이유로 NEADB의 설립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단기
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로
59) 장형수,“재원조달 방안과추진방식”,「통일경제」
, 2000년 9월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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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자금동원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NEADB 설립을 검
토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2) 동북아 투자공사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대
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동북아
개발은행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동북아투자공사를 설립하자는 것
이다.60) 한·중·일의 공공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투자공사 형태
로 모회사를 만들어 이를 근간으로 동북아 개발금융 수요에 부응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여유자본이 충분하고 최근에는 중국
도 넘치는 외화자금을 축적하고 있어 3국의 과잉된 자본을 활용하
여 공사를 설립, 사업초기에는 중국동북지방 등 투자수요가 높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점차 북한
등 여타 지역에도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를 확대
하여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투자공사는 투자자금의 상당부
분을 채권 발행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동북아지
역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 꾸준히 발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0) Moon, Woo-Sik and Deok-Ryong Yoon, “Promoting Development Financing for
Northeast Asia,”Presented at the Conferences on the Road to Prosperity,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Seoul, Korea, December 15, 2004.; 윤덕룡,「북한 경제 발전을 위
한 국제기구의역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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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북한-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한국은 통일비용의 분담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활용을 통한 북
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및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제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하여 실무적 준
비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 타결과 핵문제 해소 등 정치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타결 시 어떤 형태로 어떤 조
직이 주체가 되어 국제지원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국제금
융기구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
록 섬세한 대비가 필요하다.

1. 개발전략 수립 지원
지금까지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여 왔으나 최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북한 초청 등 개혁·
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
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개혁·개방을 확대·심화시키는 것만이 북
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설득하여야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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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
와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국제금융커뮤니티의 조직,
규범과 원칙 등에 대해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
한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하도록 설득하고 지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개발전략 수립
과 본격화될 대북지원에 있어 국제규범의 준수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장래의 지원 프로그
램도 투명한 국제 규범에 맞춰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지원국
가나 기구들 간에 일관된 정책 협조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

2.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
한국으로서는 남북한 경협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자금수요
가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북한 개발을 위
해서는 대규모 해외자금 유치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베이스에 의한 재원조달은 국제공적 부문의 개발 성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본격화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국의 역할은 개발 초기에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
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
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
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조정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북핵문제를 계기로 형성된 6자회담이 자연스럽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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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대북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국제기구 시스템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기
구의 지원은 미국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
라 북한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정치적 타결이 이루
어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
자 간 지원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물론 양자 간
지원도 가급적이면 전체 협의체(Consultative Group)를 통해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원조지원의 조정(coordination)
6자회담의 타결과 북핵문제가 해소되면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정치적 동
기에 의한 지원이 북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원조의 주된 공급자
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이지만, EU와 호주, 캐나다 역시
참가할 것이다. 이들 국가는 향후 양자 간, 혹은 세계은행이나
ADB와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북핵문제 타결로 인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대북한 원조와 경제적 동기에 의한 개발 원조의 상호관계를 적절
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에 주어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살펴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제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자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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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북한경제의 경제 인센티브 구조를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왜
곡시켜 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원조와 개발원조가 북한에 유입되는 시나리오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지원은 북한이 경제개
혁을 추구하고 북한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개발정책을 수행할
인센티브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치적 원조나 개발 원조는
첫 단계에서 6자회담 타결을 이끌어 내었던 정치적 의지를 약화해
서는 안 된다. 즉, 원조가 제공되고 관리되는 방식은 북한의 정치
적,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이유
로 제공되는 원조와 국제 규범에 근거한 개발 원조를 통해 제공되
는 원조 사이에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야 한다. 끝으로 양자 혹
은 다자간 원조는 잘 조정하여야 하며, 외부 자원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원조이든 경제적 목적에 의한 개발 지원이든지 간에 일관성
을 가지고 북한으로 유입되고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신탁기금 설립 지원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능한 지원은 인도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은
단기적이고 임시처방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북한에게 근본적
인 경제적 활로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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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국제기구의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북한 특별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신용기금 설립 문제
와 관련하여 지난 2000년 5월 IBRD 상임이사회가 IBRD 회원국
이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
용기금 지원을 결정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의
지 표명과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성 홍보가 긴요하다. 대북 지원에
대한‘특별신탁기금’
설립에 대해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북핵 폐
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관이 변화하면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설립된 신탁기금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훈련 및 능력배양에 사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은 중국·베트남 등 체제전환국들이 개
혁·개방과정에서 국제금융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이들로부터 경제개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 속에서 개혁·개방·개발의 추진이라는 미묘하고 어려운 과제
를 앞두고 있는 북한은 공산당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성
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남한은 체제전환국가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을 보
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가능하다면 국제기구 전문가, 북한의 개발
담당 파트너와 함께 세미나, 학습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연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혹은 별도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북한 및 동북아
문제전문가, 국내외 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기금 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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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교육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은 시장경제교육에 대
한 열의가 매우 강하며, UNDP 등 UN기구 주도의 시장경제교육
및 기술습득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 왔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변화된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대
들어 시장경제이론과 국제통상, 회사법 등을 학습하기 위한 연수생
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약 50%씩 증가추세에 있
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더욱 진전된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정부인원과 경제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시 각종 경제통계 작성
과 북한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문 및 실행계획 작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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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서 동유럽, 중국,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과 경제개발자금 조달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북한의 개발전략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의 개발전략으로 동유럽모델을 선호
하는 견해는 동유럽과 북한의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
지만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적 부문은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매우 커졌을 뿐만 아니라, 동구의 경
험에서 보는 것처럼 공적 부문의 기득권이 중앙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에 반대할 만큼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둘
째, 폴란드나 헝가리 등 동유럽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화의
진전 및 성숙한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공산주의체제 및 국가주의에
저항해 왔으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폴
란드 자유노조와 같은 시민사회의 등장과 이후 역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말 구소련의 해체가 시작되자 동유럽의 시민사회는
IMF 등이 제시한 급진적 체제전환 프로그램도 적극 수용하였다. 동
구의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에 비하여 시민사회의 형성이 일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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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혁·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큰 급
진적 개혁을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경제개발모델 선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상당히 많
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논의는 남북한에 주어진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과 베트남이 밟아 온 점진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있
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은 외자도입의 속도, 유형 등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자동원의 능력
과 외채규모를 포함한 대외의존도를 들 수 있다. 중국은 개혁 초기
국내의 높은 저축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굳이 급진적 개
혁으로 해외자금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으나, 베트남과 동구의 경우
국내재원조달이 어려워 해외자본유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제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내자동원
의 어려움은 결국 외채의 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막대한
외채를 지니고 있는 북한이 개발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국보다
베트남의 사례를 따라 최소한 개혁초기에는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내자동원 능력과 외채규모의 크기는 체제전환국가들이 개혁 초
기에 경험하는 거시안정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외채규모가 큰
국가는 결국 수요를 억제하여야 하고, 이는 공급측면의 애로와 중
첩되어 물가불안으로 이어진다. 중국·베트남의 개혁과정에서 드
러난 차이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이 거시경제안정화
의 차이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개혁초기 사회적 안정문제 등을 고
려하여 물가억제정책과 함께 생산증대를 통한 공급확대정책을 병
행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경제개혁은 초기부터 상당히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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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임금 및 물가 인상조치와 함께 시작되었고, 극심한 인플레이
션을 경험하였다.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은 임금 및 가격인상에 따른
전반적 가격체계의 재조정, 그리고 재정부문에서 물가 및 임금인상
에 따른 재정지출의 팽창과 재정적자 확대, 통화증발과 물가상승의
악순환 등에 기인한다. 공급부족도 베트남에서 중요한 인플레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의 거시안정문제와 대비
되는데, 중국의 경우 물가상승은 대체로 과도한 투자와 수요팽창에
따른 경기과열 때문에 발생하였다.
북한은 개혁을 시작한 후에 경제안정의 문제에서 심각한 물가불
안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서 베트남과 많은 유사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02년 임금 및 물가 조정을 포함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연 400%에 달하는 인플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전개과정
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개혁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
속도의 적합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내자동원 능력이나 거시안정화 등에서 중국
보다 베트남의 사례와 보다 더 유사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개발전략 선택에 있어 베트남의 개혁·개방모델과 외자도입 방안
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외자유치의 필요성
과 대내안정화를 위해 개혁초기에는 가격자유화 등 급진적인 조치
를 단행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으로 개혁의 속
도를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북한도 국제금융커뮤니티의 지원으로 개혁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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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장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FDI 등 국제민간자금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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