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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북한은 군사력 약화를 자국의 최대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과 ICBM 개발을 포함한 제2경제
부문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 북한이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력갱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통해 수차례 군수시설을 활용한 민수품 생산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북한이 경제성장 없이 제2경제 규모를 유지한다면 생산요소의 한계생산
성과 잠재력이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북
한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제2경제 규모 축소가 필요함. 군수부문이 북한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방적 감축보다는 단계별 민수전환
작업이 바람직 함.
❍ 민수전환은 무기생산이나 기타 군사 활동을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고, 민간
부문과 국방부문 사이에서 관련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재배치하
는 것임. 민수전환은 다른 생산 부문에서 군수산업의 특성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취득,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산업의
잉여자원과 인력자원을 최대한 재사용하는 이점이 있음.
❍ 북한에서의 민수전환은 초기에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강도 높은 구
조조정, 시장의 급격한 확장 등 여러 부정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임. 북한이 민수전환을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진행한다면 많은 정
책적 시행착오와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수 있고 남북한 산업보완
성이 높아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것임.
❍ 북한의 군수산업 민수화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군수산업을 개선시키는 정
책이 시행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
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 글은 북한 군수산업 민영화를 남북경협과 연계하여 남북경제공동체 형
성과 통일에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음. 연구의 제약으로
는 북한 군수산업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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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정책으로 군사력 자신감을 얻은 반면 상당한 경제
적 부담을 안고 있음.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12월 13일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ICBM 신기술 관련 발사 실험을 하였음.
- 북한의 이런 태도는 최단기간 안에 ICBM 을 완성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후 경제제재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따른 주
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으려는 내부 단결용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유추됨.
- 북한의 ICBM 실험 관련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의 산업 시설 방문 횟수 증가는 기본
적으로 외세를 막기 위해 군사력을 중시하는 북한의 이념적 사고를 보여주는 동시
에 인민경제를 회복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김정은은 병진 정책의 성공을 선포하였지만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과 과감한 경제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군수부문과 경제부문이 동시에 발전되기는 어려움. 북한
의 군수경제와 인민경제가 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도한 군수부문이 민수
전환을 통해 일부 자원이 인민경제 부문으로 투입되어야 함.
- 최근 주목할 점은 김정은의 군수공장 방문 보도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군수산업 시설을 활용한 민수품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임.
- 북한이 군수품 생산을 민수용 생산으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임.

❍ 민수전환은 무기생산이나 기타 군사 활동을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고, 민간
부문과 국방부문 사이에서 관련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재배치하
는 것임.
- 민수전환은 군수산업의 잉여자원과 인력자원을 최대한 재사용하는데 목적이 있
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 다각화(specification)와는 차이가 있음.
-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과 달리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기타 기업으로부터 가능한
한 군수산업의 특성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구매하는 것임.1)

1) Economic Conversion,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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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전환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됨.
① 체제전환 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국방관련 기술개발 분야의 연구시설을 민
간 분야의 연구시설로 전환.
② 군수품을 생산하면서 민수품의
conversion)을 통한 생산의 다각화.

생산을

늘려

나가는

부분전환(partial

③ 군수기술 중에서 민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분리하는 스핀오프
(spin-off, 分社) 달성.
④ 군수물자 생산을 완전 중단하고 전부 민수물자 생산방식으로 완전 전환하는
정책 (complete conversion).2)
- 민수전환은 군수산업의 사유화와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사유화가 소유권이 국가
로부터 개인으로 이전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수전환은 소유권과 관계
없이 국방부문의 유무형의 자산이 민간 수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3)

❍ 북한 군수산업 민수전환을 통해 북한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면 북한의 민
수경제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하게 되는 것을 가정함.
- 이 경우 북한경제 전반에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 시장
의 급격한 확장 등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북한이 민수전환을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진행한다면 많은 정책적 시
행 착오와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대한 기초
분석과 함께 남북경협과 접목하여 시행되면서, 북한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북한의 민수전환 연구는 북한의 군수공장에 관한 기초자료와 정보가 부재
하고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북한 적용과 관련해서는 체제전환기의 러시아, 동유럽 국가, 중국 등의 사례를 통
해 일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북한의 미시적 사례 연구는 매우 취약함.

2) 홍성범⋅정성철(1994), pp. 7-15.
3) 홍성범⋅정성철(1994),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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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 군수산업의 현황
1. 시대적 변화
❍ 한국전쟁 이후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수공업 우선정책 시행
- 군수산업은 대부분 한국전쟁 후 복구기간에 계획되었고 1960년대 들어 큰 폭으
로 확장되었음
- 1970년대 들어 제2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었고, 1980년대 무기의 현대
화가 진행되었음.
- 1990년대에는 대량 살상무기와 전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사회주의국
가들의 체제전환의 영향력에 대한 염려로 많은 민수 공장을 대대적으로 전시동원
공장으로 전환하였음.

❍ 선군정치의 피해
-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가 거의 국시(國是) 역할을 하면서 강성대국을 달성하
는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선대의 유훈인 핵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음.
- 선군정치는 과도한 국방공업 우선정책을 지양했기 때문에 민간부분은 상당한 경
제적 희생을 감수하였음.

❍ 병진노선으로의 회귀와 핵개발 완성
-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을 강조하면서 병진 노선을 다시 추진함. 김정은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통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정
되어 더 이상의 핵실험과 로케트 발사 실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실험
을 중단한다고 선언함.
- 동시에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
을 집중할 데 대하여’ 라는 결정서를 통해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 할 것이라고” 선언함.4)

4) 『조선중앙통신』, 20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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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북한에 대해 2017년 이후 강력한 UN 경제제재가 부과되었고, 북한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이 경제발전 정책으로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김정은이 제시한 ‘2020년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종료까지 경제발전을 완수’
한다는 선언적 목표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음.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 경제부문
사이의 균형보장,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같은 3대 총괄 목표는
제2경제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5)
- 북한이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기존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자원 투입은 감소하였
지만 핵과 미사일 같은 기술집약적 무기를 개발하면서 비용은 더 증가하였을 것으
로 추정됨.6) 북한이 기대했던 핵무기 완성을 통해 재래식 군사비를 줄여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목표는 상당 기간 내에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임.

2. 북한 군수산업 운영체계
❍ 군수공업 운영체계 구성
- 북한 군수산업의 생산과 운영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가 지휘하고 있고,
경제위원회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개발은 제2자연과학원이 담당함
(<도표 1> 참조).
- 제2경제위원회는 분야별 총국을 통해 무기와 장비의 개발, 생산, 자금 조달 등
업무를 총괄함. 따라서 <도표 1>과 달리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제2자연과학원이
위치할 가능성도 있음.7)
-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제2경제위원회의 제4국이 모든 미사일 개발을 시행하
고 있고, 5국은 핵과 생화학 무기 생산을 담당함. 핵무기 개발업무는 군수공업국
산하 131지도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자체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물자를
구입하고 무기를 수출함.8)

5) 일례로 군대 규모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군 노동력을 일반 경제부문에 투입하는 대안은 일정 시
간이 소요될 것임. 베트남의 경우 도이머이 초기에 군 인력을 민간 생산부분에 동원하고자 한 당의
요구에 대해 군부가 강하게 반발하였다.
6) 한국정부는 국내외 연구기관 자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28억~32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함. 『연합뉴스』, 2017.3.19.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8044900014
7) <도표 2>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계공업부가 군수부문을 총괄하는 것처럼 예시하고 있는데, 제2경
제위원회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던 탈북자 A씨는 군수공업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음. 다른
고위 탈북자도 동일한 의견을 언급하였음. 군수공업부와 기계공업부의 제2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
분장은 아직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함.
8) 김진무(2016),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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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북한의 군수공업 관리체계

자료: 북한의 산업 2015, KDB 산업은행. p.718.

3. 북한 군사비 추계
❍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비를 파악하고 그 규모에
적합한 민수전환 정책이 필요함.
- 특정 군수공장의 규모, 군수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독점도, 전문
인력 수 등 많은 예산관련 정보가 필요함.

❍ 북한의 군사비는 북한의 군사적 특성과 정확한 물가의 부재로 추정의 어
려움이 상존함.
-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한 군사비가 달러화로
표시되지 않는 한 북한 군사비의 실체 파악은 매우 어려움.

❍ 북한 국방비는 2002년 화폐개혁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속적인 성장
세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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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한 북한의 군사비는 1990년대 후반 경제
적으로 어려웠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도표 2> 참조).
- 2015년 기준 북한의 국방비는 GDP대비 약 12-20% 정도로 추정되며, 한국은 약
2.8%로 추정됨.
- 2019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Global Fire Power가 발표한 군사력 순위에서
북한 군사력은 이스라엘 다음인 18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7위였음.9)
-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의 군수산업은 국가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
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민수전환이 필요함.
-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문제는 미래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통일
에 절대 필요하지만 높은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제2경제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민수전환 대신 ‘민수산업
의 군수화’로 역행하는 사례도 있었음.
- 북한의 군수공장은 전쟁무기를 생산하는 전문 군수공장, 군용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반 군수공장, 민수공장이면서 군수품도 생산하는 전시동원공장으로 분류됨.
- 제2경제위원회 생산총국 산하의 핵심 군수공장은 약 200여개 정도, 민수품을 생산
하면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일용공장은 약 100여개로 추정됨. 군수 동원공장들 종
사자들에 대한 통제나 평가는 전형적인 군수공장과 동일하게 적용됨.
- 김정일 시대에는 평시에 민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전시에는 군수품 생산체제로
변환하는 병진공장(일용공장)이 많이 증가하였음. 생산구조상 군수화된 기업소 관
리는 제2경제위원회 생산총국이 담당하고, 운영구조상 군수화된 기업소 관리는
제2경제위원회 동원총국이 담당함.10)

9)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참조.
10) 김병욱(2011),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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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남북한 군사비 추계(Local Currency 기준)
년도

북한 (북한화폐 십억 원)

남한 (남한화폐 십억 원)

1988

3.9

5,656

1989

4

6,358

1990

4.3

7,156

1991

4.5

8,035

1992

4.5

9,067

1993

4.6

9,935

1994

4.7

10,862

1995

-

12,406

1996

3

13,200

1997

-

14,125

1998

2.9

14,656

1999

2.9

14,379

2000

3

15,609

2001

3.2

16,708

2002

3.3

17,643

2003

50.8

18,884

2004

54.4

20,421

2005

64.5

22,694

2006

67.1

24,039

2007

68.5

25,765

2008

71.3

28,733

2009

76.3

31,381

2010

82.6

32,572

2011

89.8

34,348

2012

99.1

35,993

2013

105

37,566

2014

111

39,541

2015

117

41,367

2016

123

42,816

2017

130

44,451

2018

216.6

47,395

참조: 북한 군사비는 군수산업 종사자의 인건비와 R&D비용은 배제한 수치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SIPRI.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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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군수산업 민수전환과 남북경협
1.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필요성
❍ 현재 북한에서는 소규모이지만 군수부문의 민수전환이 일부 진행됨.
- 북한에서 사회주의 기업관리 책임제가 채택된 이후 일반 기업소는 자체적으로 원
자재를 획득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큰 변화가 발생함. 반면 다수의 군수공업 관련
기업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산부터 분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해왔음.
- 그러나 북한경제가 여러 원인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서 군수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함. 군수공장들도 생존을 위해
생산의 다각화와 같은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함.
- 과거와의 차이점은 군수공업 본연의 역할보다는 농기구 및 인민소비품 생산과 같
은 경제건설 지원을 위한 군수공업의 부차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함.11) 특히, 김정은
은 현지지도를 통해 수차례 군수산업 시설을 활용한 민수품 생산을 강조하고 있음.
- 2019년 5월 김정은은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시찰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과 폐기물들을 모두 회수해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2·8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에서는 “유
휴 자재로 생활 필수품 생산을 정성화해 가짓수를 늘리고 질을 높여야 한다. ...
당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이며 중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강조함.12)
- 관련하여 북한의 태영호 전 영국 공사는 “군수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자강도의 당
위원장인 김재룡을 내각총리에 임명하고, 군수공업을 주관하던 리만건이 당 부위
원장으로 옮겨 앉는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수공업에 종사했던 많은 이들이 민수
공업 쪽으로 돌아앉고 있다”라고 언급함.
- 그리고 “군수공장들이 민수공장으로 구조 개편된다면 국가도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군수공장을 민수공장들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
하면 국가예산 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 김정은이 앞으로 ‘제재 장기전에 자력
갱생으로 뻗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구조개편을 단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음.13)
-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은 북한의 군수산업이 이제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동
11) 조남훈(2019), p. 81.
12) 『노동신문』, 2019.6.1.
13) 『동아일보』, 2019.4.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14/9504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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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속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수산업에 대
한 개선(민수전환 포함)을 시행해야만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음.

❍ 북한이 2015년부터 국산화를 크게 강조한 이후 군수산업 부문에도 국산
화, 현대화 작업과 함께 생필품 생산이 증가함.
- 군수공장이 생필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현상은 체제전환기의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에서 흔히 발견되었던 현상이었지만 성공률은 낮았음. 그 이유는 생산된 군
수제품에 대한 수요가 극히 낮아 생산 비용 충당이 어렵기 때문이었음. 그 결과는
군수공장 종업원들의 생존과 구조조정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음.14)

❍ 2016년부터 강화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의 군수산업이 상당부분
위축되면서 민수품 생산의 필요성이 제고됨.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무 부서인 노동당
군수공업부를 2010년 8월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2016년엔 이만건 전 군수
공업부장, 2017년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등록함.
- 2019년 7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후에는 군수공업부 베트남 호찌민 주재
원인 김수일을 제재 대상에 지정함.15)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과 해
외 자산 등의 거래 중지와 압류를 할 수 있고, 거래 상대에게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도 가능함.

2. 북한 민수전환의 효율성과 기술적 한계
❍ 북한경제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의 축소가 필수임. 이를 위해서는
북한 군수산업 전반에서 단계적인 민수전환 추진이 바람직 함.
❍ 역설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방식이
군수산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임.
-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군수품을 생산하는 기존 북한 군수공장의 방치는 경제적
으로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핵과 미사일 보유는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
를 받게 되는 모순된 전략이기도 함.
14) 구소련 시베리아의 Omsk 자치구 Tara시에 위치한 Kvarts 기업은 과거 흑백 TV와 군수 전자부품을
만들던 공장이었는데 체제전환 후 정부의 주문 감소로 빵을 생산하고 목재를 벌목하고 지역 주민
들의 난방시설을 보수도 하면서 공장을 운영하였음. 그 후 공장 인원이 1980년대 말 800여명에서
1998년도에는 156명으로 감소하였음. Gaddy and Ickes(2002), pp. 159-162.
15) 『중앙일보』, 2019.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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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경제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의 축소가 필수임. 이를 위해서는
북한 군수산업 전반에서 단계적인 민수전환 추진이 바람직 함.
- 북한 군수산업 민수전환은 소규모 군수공장에서 시작해서 대규모 군수공장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생산품은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함.
-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선행하여 군 자체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의무복무 10년 기간 단축, 군 간부 수 감축,
민관 합작이 가능한 경제영역 부문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의 주요 건설 공사에는 군과 돌격대 인력이 주로 동원되는데,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수요가 높아질 건설 부문 인력에 군 인원을 동원한다면
인력 부족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에도 일조할 것임. 서비스 산업 부문
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됨.

❍ 경제적 측면에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구조조
정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민수전환이 진행되더라도 상당한 경
제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
- 북한의 군수공장들은 일반 기업소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체 자금조달과 생
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극한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한
민수전환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이후 경제 침체로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안 없이 군수산업을 감축한다면 제2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와 북한경제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반면 경쟁력을 갖춘 군수공장들이 식품이나 의복과 같은 민간에 필요한 군수
제품의 독점적 생산과 배급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후, 일부 제품의 민수화를 시도
해 볼 수는 있을 것임.
- 소규모 군수공장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민수전환을 추진하거나 완전히 새로
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지만 군수산업의 중추가 되는 거대한
군수 기업공장들은 민수전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중국 군수산업 민수전환의 경험은 북한
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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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방산업은 잉여 시설 및 인력, 비합리적인 군수품 가격체계, 심각한 부정
부패, 방만한 경영, 3선에 위치한 군수공장의 지리적 비효율성, 유능한 인력의 지속
유출 등 전형적인 사회주의 스타일 방식을 유지해왔음. 반면 중국의 국방산업 기술
발전은 국가 전반의 기술력 상승의 기준 지표로 인정되었음.16)
- 1990년 이후에도 중국 군수산업은 첨단무기를 연속 생산하는 플랫폼이 취약했고
차별적인 시스템 통합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음.17)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당시
중국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중국에서의 민수전환은 군이 독점하던 군수산업 생산부문에 국영기업체를 포함한
민간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생산과정에 참여한 후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음. 특
히, 군수공장이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 판매되면서 생산 공정이 개선되고
현대화되기 시작했음.18)
- 중국의 국방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계기는 군수공장들이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와 제휴를 통해 상호 기술을 공유하고 개발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됨. 이 과장에서 상당수의 군수공장들이 폐쇄되기도 하였음.19)

3. 북한의 민수전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 미래 시점의 북한 군수산업 민영화 정책 시행에 한국은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민수전환을 추진한다면 자본과 기술 부족으
로 실패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한국이 참여할 경우 남북한은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적 비용
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기대 효과로는 북한에서는 본격적인 경제 현대화 작업이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저성장 기조 극복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 사업의 창출이 기대됨.

❍ 북한의 민수전환 시행은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이득을 제공함.
- 북한 민수산업은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16)
17)
18)
19)

Medeiros(2004), p. 3.
Medeiros(2004), p. 4.
Medeiros(2004), p. 7.
기업 수준의 혁신을 통해 2000년대 초반 전체 대략 250만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수산업
근로자가 해고되었음. Medeiros(200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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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국제사회가 참여하고 비용도 공동부담이 바람직함.
- 북한의 민수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군축을 통해 얻는 평화배당금
(peace dividend)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20)
- 북한이 민수전환을 어느 수준 이상 달성하면 고정비용과 매몰비용 등을 고려할
때 민수화된 기업소가 군수공장으로 회귀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임.

❍ 북한에서의 민수전환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완성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은 남북한의 기술수준과 임금을 비교할 때 산업별 경제
협력의 여지가 다수 존재함. 생산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노동과 한국의 기술, 자본이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 생산 달성을 이룰 것임.
- <도표 3>은 북한의 대부분 산업수준이 한국의 1970-80년대 수준임을 예시함.
- 비철금속,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산업은 북한의 군수공업에도 많이 사용되기 때
문에 민수전환 유리함. 남한의 기술집약적 산업과 북한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보완
을 이룬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임.
<도표 3> 한국 대비 북한의 기술수준

자료: 북한의 산업 2015, KDB 산업은행. p. 12.

20) Sokolsky and Lee(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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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북한의 경제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이 쉽지 않겠지만 북한이 학습효과를
통해 민수전환의 노하우를 확보하면 북한의 곧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임.
- 이 경우 북한 노동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독일통일 후 구동독 노동자
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인 훈련에도 불구하고 서독 노동자의 70%에 머문
mezzogiorno 현상이 북한에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한 산업을 비교 검토하
여 경제협력이 가능한 산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도표 4> 참조).
-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기술수준과 북한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산업별 경제협력의
여지가 다수 존재함.

❍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북한 군수산업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에 적응시키
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함.
- 1차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은 무역에 큰 의존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해 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한 산업 협력이 중요함.21) 현 시점에
서는 광산물 수출이 아마 최우선 선택이 될 것임.
- 2차적으로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에서의 민수전환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간재 1차 산업이나 최종재 제조업이 유망할 것임. 철강, 비철금
속, 섬유, 제분 산업 등이 가능성이 높을 것임.
- 3차적으로는 북한에서의 민수전환은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서비스 산업 등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임.
- 이후 북한의 집중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민수전환 대상 산업
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세부 정책 수립도 필요할 것임.

21)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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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주요 산업의 특징과 남북한 비교
분류

개요

한국산업

북한산업

1970년대 중화학산업
제선, 제강, 압연의
철강

육성정책으로 대규모

풍부한 철광석

일관공정의 전후방

자금지원/세계5위

매장/기술적·구조적 측면의

연관 효과가 큰

생산규모/선진국의 수입규제

낙후로 정상 가동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강화 및 신흥철강강국과의

곤란/생산품의 품질 조악

경쟁 심화

기계

자동차

조선

국내제조업의 주력산업 중

위주의 기술집약적

하나/기술선진국의 견고한

산업으로 산업간

독점체제 구축/범용성 기계에

전후방 연관효과 큼

있어서 가격경쟁력 심화

다품종·대량생산

1990년 독자모델

생산성 하락
동구권 제품을 모방한 산업용

방식의 종합산업으로

보유/세계5위의 생산 규모/전

화물차 양산/평화자동차의

금속

후진성/설비 노후화로 인한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진출로 일부 승용차

상태이며 신흥국의 빠른

생산/영세규모/관련 산업부진

후방연관효과 큼
선박 및 수상구조물을

추격으로 위기감 고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연료부진으로 차량 운행 곤란
산업침체로 인한

설계·조립하는

추세/2014년 수주량기준

기간산업투자 미흡으로

산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29.7%로

생산능력 약화/낙후된

수출전략업종

세계2위
고분자화합물과 석유화학은

기술력/민간용 선박 생산 부족
석탄화학이 주류/주체경제를

세계수위권/관련 설비의

원칙으로 비경제적이고

로 구분되며 수직적

과잉투자로 수익성

낙후됨/관련시설 노후화/관련

하락/첨단제품과 유기신소재

사업 침체로 인한 산업발전

개발기술에 주력
공업화 추진과 함께 본격적인

저해

중금속, 경금속,
귀금속, 희유금속

성장/제련에서 가공까지

등으로 분류되며 전량

안정적인 생산기반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구축/제련분야는 기술력 및

가격변동위험 상존
일상 생활용품부터

생산성 모두 세계 최고수준

생산 라인을 갖춘

첨단기기까지
전기

포괄하며

전자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전문화, 계열화가

IT

비교적 발달/기술적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초소재 산업

비철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필요하며

무기·유기·정밀화학으
화학

군수공업과의 연관성으로

가격보다 기술·품질

1970년대에 기술개발과
양산체제 확립/1990년대 이후
주요 부품 국산화 및 반도체
중심으로 최대 수출산업으로
부상

필수적
정보통신기기,

국가경쟁력 선도 산업/일부

서비스망, 소프트웨어

통신 기기분야는 세계적

등을 포괄하며

경쟁력 보유/소프트웨어분야는

제품·서비스의 융합화,

경쟁력 취약/세계경기 침체로

복합화 진행

성장세 둔화

자료: 북한의 산업 2015, KDB 산업은행. p. 103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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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부존량과 높은 외화
가득률로 수출주력 상품
선정/조악한 품질/재래식
기술수준 보유

기술적 낙후로 비효율적
생산체계/국제협약에 의한
규제로 기술도입
미흡/내수시장 부족

컴퓨터, S/W 등의
산업/주민통제를 위해 IT산업
보급 기피/산업발전을 위하나
자체 시장 형성 미비

❍ 북한의 민수전환 과정에서 한국의 지원을 통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은 필수적 고려 사항임.
- 한 연구의 모의실험 결과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남북경협이 진행될 경우,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북한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보전으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량의 증가로 산업 생산량은 연 6.6% 증가하고, 투자율은 23%에서 35% 이상
증가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한국 자본재 수입이 병행할 경우, 성장률은 확대됨.22)
-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국
가들은 노동력이 저성장 부문에서 고성장 부문으로 이동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
이 증가하였음.23) 이런 추세는 북한에도 시차는 있겠지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IV.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의 원천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비교우위 개념도 완전한 기술우위로 전환되는 추세임.
- 국가 간의 경쟁도 산업별 특성에 따른 기업의 경쟁우위에 의해 결정됨.
- 북한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 산업이지만 비효율성이 높은 군수산업을 최대
한 활용하는 방안이 차선책임.

❍ 북한의 군수산업이 국가자원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북
한에서는 가장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대외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기도 함.
- 현 시점에서 북한의 군수산업은 경제제재로 인해 개선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지
만 남북한 협력이나 동북아 경제협력이 부진한 현실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
환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군수산업의 속성상 기술 확산의 효과가 미약하여 국제환경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북한의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을 것으로 사료됨.
- 체제전환국 경험에서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지속적인 자본의 유입과 R&D 투
자 한계로 경쟁력이 상실되어 효율적 자원 분배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24)
22) 송철종(2017) 참조.
23) McMillan and Rodrik(2014), pp.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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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풍부한 유휴 노동력을 자본과 대체시키기 위한 한국의 자본 투입이 필요함.
반면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활성화하는 생산요소의 대체는 조정비용이 발생하며,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노동집약적인 산업 개발에도 상
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25)

❍ 현재 북한은 군수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시
간이 지날수록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과 잠재력은 감소하여, 노동과 자본
모두가 부족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군수산업의 민영화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부분
적으로 개선, 전환시키는 정책이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함.
- 막대한 자본이 군수산업에 투입되면 일반 경제는 추가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됨. 이미 다수의 우수 노동력은 군수부문에 흡수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군수산업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
의 투입을 줄여나가야 함.

❍ 현 시점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대략 4
가지 유형을 상정할 수 있음.
① 국방 관련 연구개발(R&D) 시설의 적극 활용과 민수로 전환하는 유형.
② 국방 생산시설을 부분적으로 전환하여, 일부 군수품 생산은 유지하면서 민간 물
품을 생산하는 유형.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북한의 탄약 수출.
③ 북한의 가용한 군사 장비를 낙후된 부문에 우선적으로 자본부족 부문에 투입하는
유형. 예를 들어 군수품을 농촌 기계화를 위해 전용.
④ 모든 군수품을 생산 민간생산으로 전환하는 유형. 이 경우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
이 가능하겠지만 비용분담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

❍ 종합해 보면 북한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를 활성
화시키고 남북한에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보완적 정책이 될 수 있음. 경제
통합에서 발생하는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임.
24) 북한 군사투자비는 무기획득 비용과 기술개발(R&D) 비용으로 구분되는데, 북한의 기술개발비는
1994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액수는 대략 미화 4억 달러 미만인
것으로 추정. 성채기⋅박주현⋅백재옥⋅권오봉(2006), p. 77.
25) 러시아 경우에는 군수산업의 생산시설 전환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웠고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도 극히 낮았음. 따라서 다수의 군수공장들은 민수전환보다는 폐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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