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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급속한 고령화를 막을 수 없는 대한민국

2005년에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가
됐다.1) 2018년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유엔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노인) 인구가 차지하
는 비율을 기준으로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the ageing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불가리아 등 7
개국이다.2)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the Aged Society),

우리나라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노인인구 비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the Super-Aged Society)로

율이 7.2%로 나타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가

구분한 것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특정 국가의 고령화를

됐다. 그리고 2017년 노인인구 비율이 14.2%로 고령사회

가늠하기 위해서였다.

가 됐다. 일본이 24년 걸린 과정을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데 프

도달한 것이다.

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2년, 영국 46년, 독일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40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이 기간이 24년이라면 일본의

다. 일본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지난 20년간 물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름을 알 수 있다.

가상승륙과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거의 0%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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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속한 고령화가 원인이다.3)

〈그림〉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1993-2017)

고령사회에 진입하고도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
800000

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이 나타나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던 일본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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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고령화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 점에서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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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2017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응한 문제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합계출산율4)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

OECD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이다. 그동안 진행된 대책을 보면 2000년대 전반에는 노

을 경험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총 11개국이

인대책이 중심이 됐으나 곧 저출산 대책 마련에 더 노력한

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 현상에서

것을 알 수 있다.

탈피했다.6) 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

2001년 9월 국무총리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것일까?

설치하고 2002년 7월에는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보고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출산율7)이 낮은 이유를 분석한 일본

를 발표했다. 2003년 10월에는 청와대 정책실 사회통합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스즈키 도루(鈴木透) 실장에 의

기획단의 명칭을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으로

하면 양국의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것은 경제·사회시

변경하는 등 고령화 대책 마련의 수위를 높여갔다.

스템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가족 시스템이 변화

2004년 2월에는 고령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의

하지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다고 한다.8)

일부 역할을 분리하여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

즉 개인지향적인 시스템(학교, 직장)에서는 젠더 간에

원회로 승격·개편했다. 2005년 5월에는「저출산·고령사

평등이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는 여전히

회기본법」이 제정됐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대통령을 위원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이

장으로 하는「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설립됐다.

나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2006년 9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

WEF(World Economic Forum)가 매년 발표하는 전반적

∼2010)이 발표됐으며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인 젠더 갭(Overall Gender gap)9)은 우리나라는 0.653(1

계획(2015∼2020)이 추진되고 있다. 1·2차기본계획 10

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없음)으로 전체 144개국 중 118위

년간 저출산과 관련하여 약 80조2000억원의 예산이 지출

로 대단히 낮았다. 또한 저성장과 비정규직 등의 고용구

됐으며 3차 계획기간 중 저출산 예산으로 108조4000억원

조,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주택마련의 어려움 등이 복합

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었다.5)

적으로 작용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확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

되고 있다.10)

2000년 1467명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1.3명을 넘어선 바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되는 시기를 2026년

가 없다. 더욱이 지난 201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

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재

았던 2005년 1076명보다 낮은 1052명을 나타냈으며 출

추세라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 시기가 1년 앞

생아수도 통계조사 이후 최초로 40만 명을 하회했다.

당겨진 것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도 당겨질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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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따라서 출산율 반전을 위한 정책을 더 심도 있

구)가 사용하는 진료비의 비율이 39.9%를 기록했다. 노인

게 다각도에서 모색해야 한다.

인구의 비중에 비해 고령자가 사용하는 진료비가 많이 드

하지만 한편으로는 곧 도래하는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이 가장 큰

맞이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유이지만 고령기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고관절 골

다른 문제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의 방향에

절 등 골절상이 발생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다

초점을 맞추되 이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외에

른 질병들이 발생함에 따라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탓도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노인 대상 조사에 의
하면 노인의 8.8%가 주택 내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Ⅱ. 초고령사회 대응 : 노인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그 가운데 40%는 종합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로는 3196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
다.12)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1. 주택개조와 서비스 제공 노인 주택의 공급

자의 낙상률은 25%이며 병원 이용률이 63.4%인 것으로

통계청의 2015∼2065년 생명표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나타났다.

1970년 남 58.7세, 여 65.6세에서 2016년 남 79.3세, 여

고령자의 모든 낙상 사고가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85.4세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평균수명은

아니나 고령자가 가장 불편해 하는 공간은 화장실, 욕실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을 감안할 때 주거공간과 낙상의 관련성은 가장 높다고 볼

이 추세와 더불어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구, 특히 노인 1

수 있다.

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어(<표 1> 참고), 고령기의 노화나 건
강상태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

<표 2> 진료비 증가추이 및 고령자 의료비 비율(2010∼2017년)

록 하는 방안이 실제로 필요하다.

(단위 : %, 억원, 원)

자식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2006년에 비해 2016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11)도 고령기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

진료비

436,283 462,379 478,312 509,541 543,170 579,546 645,768 693,352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입증한다.

노인
진료비

140,516 152,860 163,401 180,565 197,417 218,023 250,187 276,533

<표 1> 노인의 가구 형태 (2008∼2017)

		

2008

2011

2014

2017

독거

19.7

19.6

23.0

23.6

부부

47.1

48.5

44.5

48.4

가족동거

27.6

27.3

28.4

23.7

기타

5.6

4.6

4.1

4.3

진료비대비
노인진료비(%)

32.2

33.1

34.2

35.4

36.3

37.6

38.7

39.9

전체인구 대비
고령자비율(%)

10.2

10.5

11

11.5

11.9

12.3

12.7

13.4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2018, p.ⅱ, p. ⅵ,
2010년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건강보험 주요통계』2017, p.8
일본건설성 건설정책연구센터 政策硏究センター

만일 노인이 안전한 주택에 거주했다면 안전사고로 인
한 의료비는 절감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1993년

출처: 보건복지부,『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중
노인의 일반적 특성중 가구형태.

발표된 일본 건설성 건설정책연구센터(日本建設省建設政
策硏究センター)의 연구에 의하면 54만엔의 비용을 들여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중 고령자(65세 이상 인

주택 내 손잡이, 단차제거 등의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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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엔의 개호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

주택개조 신청에 대해서는 지역별 건강보험 공단이 건

중증장애자를 위해 400만엔을 들여 단차제거, 손잡이

축과 의료 전문가를 활용해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과정에

설치 외에 현관 슬로프 설치, 화장실·욕실면적 확대 등의

서 필요한 공사 항목과 관련된 자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는 453만엔의 개호비용이 감소한다

추진하도록 한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

고 한다.

공단이 파견하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이 있
은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1) 주택개조 지원13)

현재「장애자·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지원법」에 주택개

고령사회에 진입한 모든 국가가 중시하는 기본원칙이

조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융자로 되어 있

‘될 수 있는 한 고령자가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거주할

어 대출을 기피하는 고령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원이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주택개조는 이를 구현하는 방안

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다.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덴마크나 스웨덴 등에서는 주
택개조 공사비 상한을 두지 않으며, 신청횟수도 제한하지

2) 기성시가지 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비
스 제공 노인주택 공급

않는다. 공사는 고령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승인

고령자가 거주하던 지역에 오랫동안 살려면 무엇보다

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심사해 가부를 결

적절한 주거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이 2005년 도

정한다. 주택개수 비용이 과다하거나 비용효과 면에서 적

입해 2025년까지 구축하려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14)의

절하지 않은 경우는 대체주택(주로 공적 임대주택)으로의

중심에도 주택이 있다. 2014년 6월에 제정된「의료·개호

이주를 알선하고 있다.

종합추진확보법(醫療·介護綜合確保推進法)」에서도 주거가

일본은 개호보험(介護保險)을 통해 주택개조를 지원

중심이 됨을 강조한 바 있다.

하고 있다. 개호대상자라면 등급과 상관없이 1회에 한하

이미 일본은 2001년“고령자거주안정확보에 관한법률

여 신청에 의해 최대 20만엔(자부담 10%, 일정소득 이상

(高齡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해 고령

20%)을 지원받으면서 현관문 폭 확대, 화장실 변기 교체,

자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고 했다. 특히 2011년

바닥 높낮이 해소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다.

부터는 동법을 전면 개정해 서비스제공(付) 고령자주택 등

독일은 일본처럼 요양보험(공사비 상한선 있음)으로 주

록제도를 만들어 공급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택개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횟수 제한이 없다. 단 동

국토교통성이 정의하는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이란 원

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할 수 없으며 주에 따라 지원액

칙으로는 25㎡ 이상으로 화장실과 세면실이 설치되어 있

에 차이가 있다. 신청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기구가 개수

으며 배리어 프리 등의 질적 요건을 갖추면서 적어도 안부

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고 청구가 인정되면 이

확인과 생활상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

후 공사는 신청자가 알아서 추진하고 보험료를 수령하는

한다.

방식이다.

주택공급은 민간(민간업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우리나라도 요양보험 항목에 주택개조를 포함하되 고

담당하며, 공급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저리

령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융자 등의 제도가 갖춰져 있다. 2017년 8월 기준 6747개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전한 주택에 고령자가 거주하는 것

의 고령자 주택이 있으며 주호 전용 호수는 22만611호이

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나 간병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

다. 주택당 30호 미만인 것이 50%를 상회한다.

이다.

4

주호 전용면적이 25㎡ 이상인 것은 22.5%이며,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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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는 2층 이하가 48.7%이다, 화장실은 100%, 세면실도

일본에서 자녀가 있는 세대를 우대하는 지원이 검토되

거의 전부 설치되어 있으나 욕실은 21.9%, 부엌은 37.3%

기 시작한 것은 합계출산율이 1.57로 전후 최저치를 나타

만 설치되어 있다. 모든 고령자 주택이 안부확인, 생활상

냈던 1990년부터이다. 이후 1994년 엔젤대책, 1999년의

담과 같은 기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도 95.9%

소자화대책추진기본방침, 2000년 신엔젤플랜에 이르기까

가 제공하고 있다.15)

지 다양한 대책이 발표됐으며 그 가운데는 주택 및 주거환

우리나라는 2012년 제정된「장애자·고령자 등의 주거

경정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약자 지원법」에 따라 공공이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의

2006년에는 2005년의 합계출산율이 1.26으로 가장 낮

8%(비수도권 5%)를 장애자 또는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

게 나오면서 새로운 소자화대책이 발표됐다. 주된 내용은

해 공급하고 있다.

사회전체의 의식개혁과 자녀와 가족을 중시하는 40개 항

그러나 이런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대단지형

목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한 것이다.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노

주거 및 생활환경 지원 등과 관련해서 종전계획에 새롭

화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택이 아니다. 더욱이 상당수

게 추가된 것은 아이들을 위한 사고방지책의 추진, 통학버

주택의 입지가 대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등에 공급됨으로

스의 도입 등 등·하교시의 안전대책, 가족용주택, 3세대

써 오랫동안 거주했던 지역에 사는 것이 필요한 고령자의

동거·근거의 지원, 마터니티 마크의 제공이었다. 2010년

선호나 소요에 부합되지 않는다.

1월 29일에는「아이들과 자녀양육을 응원하는 사회」의 비

임대료 수준도 고령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벗어나는 것

전으로“아이들이 주인공(children first)”
이라는 입장에서

이 상당수이다. 공공 외에 민간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고, 양육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사회

유료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용

를 만드는 것이 채택됐다.

료나 임대료가 너무 비싸 일반 노인들을 위한 주거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
역에 일본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

이 때부터 정책도「소자화대책」에서「아이들·자녀양육
지원」으로 전환하고, 생활과 일, 그리고 양육의 조화를 추
구하고 사회전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는 서비스제공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아동빈곤대책추진에 관한 법률(子どもの

익숙한 지역에서 친근한 이웃과 함께 고령자가 생활하도

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고 아동의 미래

록 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를 위한 민간합동 기금 설립부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

안이다.

을 교육, 생활, 부모지원을 포함해 다각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2.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일본에서 현재 추진 중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건

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16)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첫째,

강 상실은 생애 전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가구들

양질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촉진하는 것

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는 자녀를 열악한 환경에서 양

이다. 이를 위해 2007년 3월「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육함으로써 자녀까지 흙수저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싫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주택safetynet법)」이

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한 가지이다.

제정됐다.

이미 자녀세대의 경제적 여건이 나쁠 것으로 전망되면
출생아수를 줄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주택확보요배려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소
득이 하위 25%에 해당되는 자, 지진 등의 재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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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자가 속한다. 2017년에는 충분한 주택이 공

는 있지만 월 최대 4만엔을 6년 정도 보조하는 제도도 도

급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 개정을 통해 주택확보요배려자

입되어 있다.

용 임대주택 등록제도, 정부와 지방공공단체가 임대주택

우리나라에서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재혼포함) 자녀가

을 확보와 이를 위한 제도로서 거주지원협의회 설치가 규

있는 신혼부부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정책이

정됐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태아 포함 3인 이

2017년 10월부터 주택확보요배려자는 그들의 입주를

상)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하거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

거부하지 않는 등록 임대주택 물건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출을 받는 경우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 있으며, 이들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점에서 의미

거주지원협의회에 주거문제를 상담하고 주택알선을 요청

가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이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지원 방

할 수 있다.17) 거주지원협의회는 입주 이후 필요한 생활지

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원, 입주시에 필요한 임대료 채무보증 등의 업무도 수행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가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를 파격적으로 지원

둘째, 2001년부터 소득 50% 이하인 18세 미만 아동이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가 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고령자주택재단이 민간임대주택에

하방이나 여인숙, 고시원 등 주거상황이 열악한 곳에 거주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채무 보증을 지원하고

하고 있다면 대체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즉시 시행될 수

있다. 2017년 주택safety법 이후에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도록 해야 한다,

있는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임대료채무보증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빈집은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우선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별도로 아동이 있는 가정의 주

보증료는 월임대료의 35%이며, 2년간 임대료채무를 보

거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임대료보조 제도의 창설을 제안

증한다. 보증내용은 대상 세대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양육은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연체하면 임대료의 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며

책임지는 것이며 빈곤의 세습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 시스

원상회복비 및 소송비용으로 임대료의 9개월에 상당하는

템을 만들어야 한다.

금액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출산을 거부하는
분위기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18세 미만 아동양육 세대를 위한 임대료채무보증제도
지원내용

지원금액

(1) 체납임대료(共益費·管理費포함) 월임대료 12개월분에 상당하는 액
(2) 원상회복비용 및 소송비용

Ⅲ. 맺으며

월임대료 9개월분에 상당하는 액

10년 내에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
출처 : 高齡者住宅財團 홈페이지http://www.koujuuzai.or.jp/service/rent_
guarantees/(검색일: 2018.11.15.)

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활기
찬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대책

셋째, 초등학교 졸업 이전의 아동이 있는 세대가 지역의

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

민간업자가 공급한 우량임대주택에 입주하면, 고령자 세

역포괄케어시스템이나 지역공생형 사회의 구현도 그런 방

대, 장애자 세대, 재해피해자세대, 불량주택 철거 등에 의

안으로 생각된다.

해 주택을 상실한 세대 등과 동일하게지자체에 따라 차이

6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고령자(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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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 스스로의 자조적인 노력 없이는 사회의 지속가
능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양질의 주거공간이 지
역사회내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능력

1) 內閣部,『平成30年版高齢社会白書』(2018), p.6.
2) 전세계의 노인인구 동향을 파악하려면 https://www.
worldatlas.com/articles/countries-with-the-largestaging-population-in-the-world.htm(검색일: 2018. 11. 17)

을 감안한 주택개조, 기성 시가지내에 소단위로 공급되는
서비스 제공 노인주택 공급,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공
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료 보조를 제안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을 주거지원 0순

3) Yihan Liu and Niklas Westelius, “The Impact of
Demographics on Productivity and Inflation in Japan”,

IMF Working Paper (2016).

위 대상으로 보는 것은 출산율 제고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끝

4) 합계 출산율(TFR:Total Fertility Rate)이란 15세부터 49
세까지의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5)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10』(2016), p.20, p. 192.

6)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10』(2016): p.10

7) 대만은 2010년 합계출산율이 0.895를 나타낸 바 있다

(鈴木透,“東アジアの低出産·高齢化とその影響,”『人口
問題研究』(2016), p.171.

8) 이와 같은 시각은 개인지향적 제도(학교나 직장)와 가
족지향적 제도(가족)에서 젠더 평등의 괴리에 주목한 맥도
날드의 관점을 빌려온 것이다(Peter McDonald,“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 Vol.26, No.3(2000), pp. 427-440.

9)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활, 정치적
권한의 4가지 축에서 세계 각 국의 성별에 의한 차이 여부를
확인해서 발표하는 지수이다. 2017년도 자세한 자료는 http://
www3.weforum.org/docs/WEF_GGGR_2017.pdf 참고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와 과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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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6년, 2006년, 2016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
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6년 36.7%에서 2006년

여 상세한 자료는 https://www.satsuki-jutaku.jp/search/
index.php(검색일: 2018.11.18.) 참고

33.9%, 2016년 26.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지만 가능한 해야 한다는 비율까지 합하면 감소 추세가 크지

16) 일본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해서

는 않으며, 특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율은 1996년 32.0%

는 박신영,“아동,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국

에서 2006년 27.3%로 감소하다가 3026영 29.8%로 늘어난

회 저출산 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저출산고령화 발상의

것으로 나타난다.(㈜윈지코리아컨설팅,『한국인의 의식·가

전환이 필요하다』(2017), pp.298-303. 참고

치관 20년의 추이 및 전망 연구』(2017), p.40)
17) 주택safetynet법에 의해 제공되는 주택확보요배려
11) 2006년 조사에서는“자식이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

자용 임대주택제도에 대해서는 https://www.safetynet-

다”는 응답에 대해 매우 그렇다 29.1%, 그렇다 46.5%였으

jutaku.jp/guest/index.php(검색일: 2018.11.15.)참고, 또한

나, 2016년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10.6%, 그렇다 48.6%

거주지원협의회에는 http://www.mlit.go.jp/jutakukentiku/

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응답자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

house/jutakukentiku_house_fr3_000019.html(검색

30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각각 27.1%, 16.9% 떨어

일:2018.11.16.) 참고

졌다(㈜윈지코리아컨설팅 2017, p.51)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
책』(2006), PP. 133∼137.

13) 덴마크, 스웨덴, 독일의 주택개조에 대해서는 上田博

之,“福祉先進国における高齢者に対する住宅攻修-デン

マーク､スウェーデン､ドイツ､オランダの現況-,”『生活
科学研究誌』, 2卷(2003), pp. 163∼172 참고

14) 단카이 세대(1947-49년생)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중증의 개호상태가 되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지역에서 자력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
거·의료·개호·예방·생활지원을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저자 소개 ■

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상생활권역이란 중학교를 지역단위
로 하는 20,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한다(園田眞

박신영

理子,“過疎地と大都市における高齢者の居住問題とそ

syparkmomo@hanmail.net

－4(2016.12), p. 317.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の解き方,”『人口問題研究(J.ofPopulationProblems)』, 72

행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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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교류협력 전망
남북관계 발전 따라 점진적으로 규모 키워야
이성노 I 남북교류지원협회 팀장

Ⅰ. 서론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를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좀 더 시간을

2018년은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

가지면서 협상을 벌이려는 쪽이고 북한은 한반도 선 평화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착을 위해 미국이 보다 선제적 노력을 보이라고 재촉하

측면에서 보면 괄목할만한 해였다. 지난해는 미국 트럼프

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양측에 노력을 촉구하면

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최악이었던 해로 북핵문제의

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적 해결이 고려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으나

남북협력을 도모하고 있다.2)

올해는 우리 정부의 진지한 노력과 북한당국의 현실적 필
요 덕택에 남북 및 북·미관계가 급진전됐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

Ⅱ. 본론

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향

1. 왜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하는가

하게 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주요 목표는 한국 경제의 신

남북이 분단된 지 73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북은 6·25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북한의 변화도모와 남북한

전쟁, 동서냉전, 동서화해, 구소련 등 동구권 체제전환 등

경제통합 촉진,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을 겪으면서 나름의 공존전략과 통일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다.

분단구조 하에서 남북은 미·소로 대변되는 동서냉전 아래

이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을 넘어

한쪽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한 성장과 통일을 추구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협력

왔고,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유일사상체계 확

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남북경제통합의 기반을 다짐과 동

립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 왔다.

시에 그 반경을 동북아 차원의 협력까지 확대해 평화와 경
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려는 구상이다.1)
북·미관계는 지난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약간의

지난 80년대 후반 동구권의 몰락과 체제전환은 남북의
격차가 보다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무역의 절대
량을 의존하고 있던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극단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교류협력 전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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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내몰리게 됐고 그 이후 30여 년간 저성장의

절이 장기화하고 남북 간 이질화가 심화된다면 평화정착

질곡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은 물론 통일이 이룩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극심할 것

반면 우리는 성장세를 이어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무역액 1조 달러 국가로 성장해 OECD 가입국
가로 성장해 있다.

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매장량 수천조 원의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
력, 큰 성장잠재력을 지닌 저개발 국가인 반면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성장된 국력에 비례해 한반도

세계 10위권의 교역대국이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의 와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슈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중에서 26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동안 여러 정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남북대화를 통한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우리는 지하자원과 노동력의 안

평화체제 확립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정적 공급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다양하게 경주됐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단적인 경제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는 민족동질성 회복의 토

난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이 엄청난 효과를 발

대이자 통일로 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상생의 남북관

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를 창출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관계가 순탄하고 남북교
역과 대북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해에는 북한의 성장

2. 2018 북한의 경제 현황

률이 1~2% 올라갔다가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2018년 10월 현재 북한 경제는 평양 중구역 여명거리

해에는 반대로 그만큼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줬다.

와 과학자거리의 마천루와 휘황찬란한 야간조명과 달리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은 남북 간 이질화 극복과 동질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2017

성 회복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

년 -3.5%의 경제성장을 했고 금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는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빈

것으로 전망된다.

번해지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경제적 상호의

2017년 북한의 1인당 GNI는 유엔 통계로 870달러 수

존성도 증대되기 마련이다. 개성공단에서는 우리 근로자

준, 한국은행 통계로 1150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800여 명과 북한 근로자 5만5000여 명이 125개 기업에

1990년 북한 1인당 GNI가 1100달러 수준이었던 것에 비

서 함께 일하면서 돈을 버는 상생관계를 구축해 왔다.

하면 아직 199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매일 북한 근로자 5만4988명이 들어왔다 나가고 우리

여겨진다.

근로자 803명이 함께 어울리면서 작업하는 화합의 현장

문화 수준으로 보면 평양 중구역은 현재의 서울이나 비

이었다. 2015년 개성공단에서만 27억358만 달러의 교역

슷하고 평양의 대동강 이남 지역이나 청진, 신의주 등은

액이 달성됐다.3)

우리의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1인당 GNI 2000~3000달

북한 내부에 개성공단급 공단이 3개만 있어도 남북이

러 정도, 그 외 지역은 70년대 초반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

평화정착은 물론 사실상의 통일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평

다. 이는 북한이 도농·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극히 심하다

가가 있다. 공단이 그 정도로 운영되려면 북한의 법·제도

는 것을 말해준다.

도 그에 맞춰져야만 하고 당연히 통행·통신·통관 등 3통
에 장애가 없어야만 한다.

북한 당국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
는 경제특구 5곳과 경제개발구 21곳을 지정해 놓고 외자

우리 국민들이 경제교류를 위해 자유로운 방북이 허용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

되고 남북이 공존하면서 서로 돈을 버는 상생의 시너지를

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남북간 경제교류의 목표이다. 남북의 단

개인상업이 허용되지 않아서 개인기업이나 주식회사, 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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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금융기관이 없는데다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로 공장가

악화로 구조조정의 위기에 몰려 있다.

동률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도로·항

위기의 근원은 고지가(高地價)에 기반한 임대료 상승과

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도 노후화와 미비로 대규모 투자

임금상승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도 해외 현지생산 부분

를 유치할 만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크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차

가장 심각한 것은 전력난이다. 전기가 있어야 공장을 돌

리고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베트남 근로자 16만

릴 수 있는데 북한은 수력 위주의 발전에 화력이 보조적

명을 고용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수출을 삼성전자가 견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39억

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wh로 남한의 5404억kwh의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제일의 수출기업으로 작년에 100억

북한은 발전설비 노후화로 발전소 가동률이 낮고 강우가

달러 이상을 수출했다. 노동집약 업종인 섬유나 가전제품

불규칙적이어서 발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송전설

등도 국내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중국이나 베트남,

비 노후화로 전력손실률이 20~30%나 되는 것으로 알려

인도네시아 등지로 진출해 있다. 자동차의 경우도 고임금

지고 있다.

때문에 채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판매 부진으로 위기로

북한 경제의 희망적 요소는 정부의 규제가 감소하고 자

몰리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율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북한에는 당국이

많은 국내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해 있지만 현

공식 인정한 종합시장이 490여 곳 있는데 이 시장들의 확

지 임금 상승으로 채산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베트

대와 번성을 통해 경제성장이 견인되고 주민들의 삶이 안

남의 최저 인건비는 2009년 45.6달러에서 2018년 146.7

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난전인

달러로 3.2배 급등했다. 스마트폰, PC, TV, 가전제품은

장마당이 서고 음식 배달, 상품유통 관련 새로운 직업들

수요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IT 세트산업인 반도체,

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다고 한다.

디스플레이, 회로기판 등은 각종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또한 공장·기업소 관리에 있어 당국의 계획 영역이 줄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어들고 자율의 영역이 신장되면서 번 수입으로 평가되는

중국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자국산업 육

순익의 개념이 확산되고 계획 외 생산분에 대한 시장 자

성정책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들이 고전하고

유판매가 허용되면서 기업별 독립채산제가 확대되고 있

있다.

다고 한다. 과거 국가계획의 일원화 차원에서 시행됐던

2013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

중앙계획이 연합기업소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하 공장·기

율은 19.7%로 2위 업체인 화웨이의 10.6%를 압도했다.

업소들은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세우고 시장을 통해 자

그러자 중국 정부는 2014년 자국산 스마트폰 업체를 키

재를 구매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

우기 위해 스마트폰 보조금 축소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다고 한다.

2018년 1분기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1.3%로 존재감
이 거의 없을 정도다.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의

3. 2018 한국의 경제 현황

가전, TV,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현지 사업을 대

올해 들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게 늘고 있

폭 줄이고 있다.4)

다. 그동안 세계시장을 선도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

한편 대표적인 다고용 업종인 국내 중소기업들도 급격

던 중소제조업, 조선, 건설 등의 다고용 업종이 저임금에

한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비 상승, 임대료 상승 등으로 큰

기반을 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시장을 빼앗기는 사례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3% 수준의 경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교류협력 전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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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돼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라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환동해권 경제벨트는 풍부한 에너지와 지하자원 분야에

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의 대안

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러가스관연

으로 북한 진출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결 프로젝트와 북한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몽골
과 러시아 지역의 전력 여유분을 한반도와 일본으로 연계

4.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정부 남북경협 정책

접경지역 경제벨트는 수자원과 산림자원의 공동관리,

의 핵심으로서 남북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

감염병과 병충해 공동방제, DMZ의 친환경적 생태관광지

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비전으

원산 관광특구와 연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로 하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남북한을 넘

2018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남북이 하나의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남북한 경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파주‘통일경제특구’

한다.

설치, 연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경협 본격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

화 의지도 밝혔는데, 이는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제협력벨트 구축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구상의 구체화를 통해 평화와 경제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

서 하나의 시장이란 남과 북이 각자 시장의 영역과 기능을

으로 볼 수 있다.5)

활용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는 것으로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목표이자

5. 비핵화 선택 시 기대되는 북한의 경제적 효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룩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의

의미는 한반도에 두 개의 합법정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북

H형 3대 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환서해권 경제벨트는 풍

한이 미국,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한반도 평

부한 인구,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남북간 물류와 산업구

화체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조의 연결을 구축한다.

북한 비핵화는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를 의미하며 우리

남한의 수도권과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

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국제사회의 투자와 국

까지 연결되는 경의선을 축으로 하는 경제벨트이다. 남한

제금융의 북한 진출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의 법제도적

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제조업을 부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투자를 수렴할 정도의 개방화를 전

활시키는 것이다. 경의선 철도 현대화와 고속철도 건설을

제로 한다.

통해서는 중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류혁신을 꾀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이후 받게 될 경제적 혜택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먼저 생

또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복원하고 2단계와 3단계

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북·미, 북·일 수교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수 있다.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

경제적 혜택이다. 일본은 북·일수교와 동시에 100억 달러

들이 1단계 사업을 주도했다면 2·3단계 사업에서는 스마

이상의 식민지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트폰, TV, 가전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 대기업들
의 입주가능성이 높다.

12

이 돈은 2016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149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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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국의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베트남의 사례를 통

산하고 있지만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과 인건비 급등

해 보면 1000억 달러까지도 투자를 예상해볼 수 있다.

으로 고전하고 있다. 북한이 베트남과 유사한 적극적인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베트남이 개혁·개방으로 나
오면서 22년 동안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펼친다면 개성공단은 10년 이내
에 세계 최고의 IT 생산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501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북한은 신의주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도

동안 963억 달러가 집중유치되어 총유치금액의 64%를 차

중국과 남한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며 나선경제특구에는

지했다. 2016년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만 80억 달

남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다.

러였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섬유와 신발

북한의 21개 경제개발구도 각각 남한, 글로벌 기업들을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까지 6000여 개 기업이 진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한, 중국, 글로벌 기업

해 있다.

들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두자 삼성디스플레이,

것이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S전선, 효성, 포스코 등의 대기

2019년 4월 15일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사

업들도 연이어 진출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의 인

가 완료되면 이곳에 카지노, 공연장 등 복합레저시설들이

건비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

들어설 전망이다. 북한은 해외관광객을 원산-금강산국제

의 절반 인건비 수준인 북한이 향후 유력 투자처로 떠오르

관광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원산 군용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게 됨을 알 수 있다.

확장했다. 카지노와 더불어 금강산관광까지 가능해 남한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

과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미국과 EU

북한 당국은 원산-금강산 관광지대에 매년 100만에서

등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개성공단 제품

1000만 명까지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은 90%가 국내에서 소비된 바 있다.

한다. 관광객을 500만 명으로 예상하고 1인당 400달러를

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인건비, 숙련된 노동자, 북한산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생산 노하우에다 남한의 자본과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20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된다.

기술이 결합하면 개성공단은 세계 최고의 산업단지가 될

북한 당국은 낙후된 교통과 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북한 근로자가 5만5000여 명이

위해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EU 등의 투자를 적

었는데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 경제 회복의 성공

남북은 2단계 250만 평, 3단계 550만 평의 개성공단을

여부는 교통과 인프라 현대화에 달려 있다.

새로이 분양할 수 있을 것이며 남한의 섬유와 신발업체들

북한 철도는 70% 이상이 일제 강점기에 완공된 것으로

은 2단계 단지에 입주할 것이다. 특히 개성 3단계 단지는

제대로 개보수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

인근의 파주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연계해 스마트폰,

다. 도로 역시 포장률이 10% 미만이며 대부분이 왕복 2차

TV, 컴퓨터 생산기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선으로 되어 있다. 험준하고 경사진 지형구조로 인해 교

IT와 가전조립은 노동집약적이면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적합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미
국, 유럽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을 것
이다.
미국 애플사는 현재 중국 현지에서 제품의 100%를 생

량과 터널이 많고 도로가 좁아 주로 단거리 운송에 활용되
고 있다.
2016년 북한의 항만 하역 능력은 4200만 톤 수준으로
남한 11.4억 톤의 3.7% 수준이다. 전기도 발전설비 노후
화로 인해 발전소 가동률이 낮고 송배전 시스템의 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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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력 손실률 또한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은 현재 개성공단과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구에

지 고도성장을 이룩해 대동강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전력을 직접 송전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협력을 통
해서 송배전, 변전소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
인다. 일단 철도·도로 현대화 작업과 전력문제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 국가급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의 자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 대북제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
력 사업들
남북교류협력은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뉜
다. 상업적 거래에는 일반교역과 경협, 위탁가공교역, 경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따른 승수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제협력사업에 따른 교역이 있다. 일반교역은 주로 북한산

보인다.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2015년 북한 GDP

농림수산물, 광산물을 국내 시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사

149억 달러 대비 416배인 6조20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

업으로 남북 간 가격차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교역구조를

된다.

지니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광물인 마

한때 북한산 어패류는 우리 국내시장 셰어의 60% 이

그네사이트, 희토류, 흑연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교역이 이뤄졌다. 북한산 고

다. 지금까지 북한은 전력부족, 채굴 및 제련설비의 노후

사리, 버섯류, 한약재, 명태, 모래 등이 주요 교역 품목

화로 인해 지하자원을 제대로 상업화하지 못해 왔는데 남

이었다.

한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

위탁가공교역은 우리가 원부자재를 북한에 넘겨주고 북

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한에서 이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교역으로 주로

전망된다.

의류와 가전제품 조립업종이 대세를 이루었다. 1989년

또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

코오롱이 남포에서 가방을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우

다. 현재 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북한 해외근로자들은

와 현대 등도 배낭, 의류, 전자제품 조립 등을 임가공했고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남한 건설회사들이

2010년까지 우리가 원부자재를 제공해 완제품을 받고 북

중동에서 수주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동남아시아 근

한에는 가공임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로자 대신 북한 근로자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교역으로는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설 경우 남한과 국

관광 등 남북관광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대북경수로

제사회의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2040년 북한의 GDP는

지원사업,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사업

현재보다 1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등이 있다. 이 사업들은 북한의 낙후된 산업기반시설 현

남한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하기 시작한 1974년부

대화를 추진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부가가치를 공유하

터 1993년까지 20년간 남한의 경제성장률에 3%를 추가

는 사업이다.

로 더한 수치로 산정한 것이다. 2040년 북한의 예상 GDP

비상업적 거래는 남북한 교역주체 간에 수익을 전제로

는 2102억 달러로 2016년 베트남 GDP 2030억 달러와 비

하지 않는 거래를 말하는데,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교

슷해질 것으로 추정된다.6)

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협력사업과 정부 또는 민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북한 경제는 중국, 베
트남보다 좋았다. 북한이 지난 25년간 핵무기를 완성해

간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는 동안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지만 북

사회·문화협력은 오랜 남북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이질

한 비핵화가 잘 매듭지어 진다면 북한 경제는 2040년까

성을 극복하고, 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목적으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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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시작됐고 1990년대에 들어 점차 제도화됐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연관되는 접경지역의 공동 병충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및 6·15공동선언 이후 규모와

해 방제, 조림사업 등도 현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내용면에서 크게 확대되면서 문화예술, 체육, 방송, 학술,

있을 것이다.

종교,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됐고 북한

덧붙여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나무심기 캠페인’등 범

의 방남 행사가 성사되는 등 방북 행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민운동 전개도 필요하다. 북한에선 주민들이 난방 연료

쌍방교류의 기반이 다져졌다.

로 산림을 마구 훼손해 민둥산이 많다고 한다. 때문에 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사회주의권 체제전환 이

림녹화에 대한 기대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아마 철도나

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고난의 행군’
을 하고 있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대

1995년에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쌀

북제재를 피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 분야이다. 남북 생태

15만 톤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어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

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교

지원도 시작됐다.

류가 될 수 있다.

이후 정부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식량·비료 등을 직접

남북경협을 포함한 경제교류는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하

지원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했고

면서 작은 규모로 시작해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

민간차원에서는 식량 위주의 일회성 지원을 시작으로 농

로 규모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점차 지원범위와
품목을 다양화해 나갔다.7)

사업 분야 간 우선순위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민생협력, 경제인프라협력의 순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농업을 제외한 민생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충분히 발전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프라협

Ⅲ. 결론

력은 정부가 추진 주체가 돼야 하며 초국경 다자간 사업은
관계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1월 현재 북한 비핵화를 놓고 북한과 미국, 유

과거 사회·문화교류와 대북 인도지원이 추진 주체 간

엔 등 국제사회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북·미 사이

지나친 경쟁과 북한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시행착오와 비

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다채널의 대북제재는 지속될

효율이 도출된 바 있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전면화에 대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 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

비해 정부부처 간, 지자체간, 관련 단체와 NGO 사이의 남

성을 조기에 추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딜레마라

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업적 거래인 사
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대북제재의 우회로를

그 거버넌스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체와 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아이템을 발굴해
낸다면 그 적실성과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분야는 사회·문화교류와 인
도적 지원이다. 두 분야의 협력 사업도 유엔 등 국제사회
가 반출 금지품목으로 정하고 있는 전략물자 제공을 피해
야 한다. 사회·문화교류에서 문화예술, 체육, 방송, 학술,
종교, 등의 영역은 제한적이지만 추진이 가능한 영역이
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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