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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랜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매듭지어지고 일찌감치 그 기회
를 잡아챈 독일은 통일도 이루었던 때, 공산주의 종주국(宗主國) 구소련을
비롯해서 세계의 공산독재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고 우리 연합사와
미 CIA는 물론 세계의 전문가들마다 한반도에서도 북한 체제는 조기에 붕
괴하고 자유통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에는 ‘북방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보다는 우리 손을 더 무겁게 잡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3백만에 가까운 북한 동포들이 참혹하게도 굶어서 죽
는 대 참사가 이어지면서 그것은 되돌릴 수없는 운명적 흐름인 듯했습니다.
북한의 6.25 무력적화통일 계획이 실패한지 대략 반세기만에 찾아온 한반도
자유통일의 결정적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햇볕 햇볕’하면서 그 결정적 기회를 미루고 회피하고 또
북한을 도와주기까지 해가면서 그 후 무려 20여년을 허송(虛送)해 왔습니
다. 그리고 같은 시간 북한은 전력(全力)을 다 해 대규모 군사력과 다양한
직·간접적 침략 역량을 기르고 특히 핵(核)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북한 동포는 여전히 굶주리고 그 체제 역시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 그 대신 북한은 사상유례없이 강력하고 체계화된 침략역량을 갖추었습
니다. 무릇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만 기회를 버려두면 위기로 되돌아
오는 법인데, 우리가 다 지나간 자유통일 기회의 끝자락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적화통일을 모면하기 어려운’ 더 할 수 없는 위기로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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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시간은 우리 편’이요 ‘통일은 도둑처럼 올 것’이라
며 여유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말부터가 의심스럽습
니다.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핵미사일도 완성해야 할 테니 오히려 북한
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야 우물쭈물하다가 한결 안정된 김정은
체제가 핵을 휘둘러대면서 군사도발과 테러, 간접침략 등의 ‘복합적 침략’을
전개하면 우리가 끝끝내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통일이 도둑
처럼 온다?’ 물론 아직은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의 비전과 의지에 달려 있음
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가꾸어 나
가는 자의 것이요 기회도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스
스로 경계하며 대비하는 자를 벌주는 법이 없지만 방심하고 교만한 자를 피
해가는 경우도 없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릴 없이 세월만 흘려보내
고 있으면 결코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북한은 칼날을 벼리고 핵을 만드
는데 우리는 굳이 동맹이나 흔들고 군대나 줄이며 안보에 소홀하면 마침내
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말로는 ‘통일대박’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진
정 통일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성찰(省察)해 왔는지 의문입니다. 예컨대
‘합의에 의한 통일’에 너무 무게를 두면 이상적이긴 할망정 너무 비현실적이
라는 것은 이미 철저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햇볕정책 10년으로
다 죽어가던 김씨 왕조가 살아나고 거꾸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
되었는데 이제 또 같은 실수를 하려들면 우리의 미래가 온전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는 미흡하다 못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무릇 군
사적 평화적 어떤 형태이건 통일은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법이고 평화적 통일일수록 더욱 더 강한 군사적 위엄과 효율적 뒷받침이 필
요한 법입니다. 사실 ‘평화통일’이 가능하려면 우리 국방역량이 북한의 ‘침략
적 보복적 어떤 도발’도 철저히 억제해야하고 북한 급변사태 같은 유사시에
는 확전(擴戰)이나 중국 같은 타국의 개입 가능성에도 두루 효율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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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요 분쟁국가 평균의 겨우 절반을 오르내
리는 오늘 우리 국방비와 계속 감축되는 병력으로 그게 과연 가능이나 하겠
습니까?
특히 2022년까지 우리 군 병력을 북한 120만의 겨우 44%, 52만으로 감축
한다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는 어이가 다 없습니다. 당장 다 같
은 재래식 전력이라면 ‘다소의 질적인 우세가 양적인 압도를 극복할 수가 없
다’는 것은 군사상 일종의 공리(公理)입니다. 한 단계 앞선 첨단무기로 보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법이고 오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DDOS, GPS
공격 등 첨단전력을 과시하는 쪽도 우리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지상군만 감
축’한다지만 지상군인들 넉넉합니까? 대규모 테러, 침투 도발이 가능한 20만
북한 특수전력을 생각하면 이미 위태롭기 짝이 없고 특히 장차 북한 급변사
태 같은 유사시 폭증할 지상군 병력소요를 생각하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
니다.
사실 그럴 경우 정규작전 못지않게 북한사회의 조기안정 여부가 원만한
통일의 성패를 가름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 전역에 산재한 수많은 군사시
설과 저항세력의 제압, 민사작전 등 잘 훈련된 인력이 감당해야 할 ‘북한 안
정화’ 작전소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작전이 필요 없었던 독일 통일
시에도 서독 병력은 대략 47만, 동독 13만 7천의 대략 4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북한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특히 ‘지상군은
39만으로’ 턱없이 감축하겠다니 과연 ‘원만한 통일’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기회가 와도 오히려 적화통일로 되치기 당하지 않을까 겁난다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일찍부터 무겁게 경고해 온 사람이 RAND연구소 브
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우리 연구소
에서 유사시 기 계획된 미 지상군 증원 전력 외에 한국 지상군만 잘 훈련된
동원병력을 포함 150만 이상이 소요될 텐데 한국 지상군의 감축 규모가 이
미 한계를 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도 중국의 병력지원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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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지원? 설사 성공을 해도 우리가 중국의 변방(邊方)이 되거나 제2의
티베트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가 2013년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라는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으로부터
그로 인해 야기될 다양한 분야 분야의 세밀한 문제점들과 대비책, 그리고 유
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북한 급변사태’시 있을 수 있는 거
의 모든 상황을 총 망라한 312 쪽에 달하는 대작(大作)입니다. 2009년 미 외
교위원회(CFR)에서도「북한 급변사태의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낸바 있습니다만, 이 책은 한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오래 동안 한반도 안보와 통일 문제를 성실하
게 연구해 온 베넷 박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매우 완성도 높은 연구
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하기로 하
였습니다. 비록 ‘북한 급변사태’라는 특정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
만, 정부의 통일업무 담당자들에게는 통일을 어떻게 기획하고 무엇을 준비
해야하며 무엇에 유의해서 시행(施行)해야 할 것인지 등등 통일업무 전반에
대한 귀중한 지침서요 참고서가 될 것이고, 우리 국민에게도 통일문제에 대
한 안목과 소양을 넓혀 주는 더없이 좋은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
한민국 자유통일번영의 영광된 미래를 열어 가는 길잡이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서의 번역 발간을 허락해준
RAND와 베넷 박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없이 유려하게
번역해준 권행근 장군님과 번역과 디자인 등등 폭넓게 도움을 주신 국방연
구원 노훈 부원장님과 독고순 박사님 그리고 전광출판사 고수곤 회장님과
고성민 이사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자의 발간은 2013년 (주)영원무역(永元貿易) 성기학 회장
님의 특별한 배려로 가능했음을 밝혀 둡니다. 성 회장님은 시대를 앞선 비
전과 지혜로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화 시대로 앞장서 이끌어 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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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도자의 한 분이자, 지구촌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많은 사람
들을 위해서도 조용한 가운데 광범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이기도 합니
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군 장병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우리 국가안보를 위
한 각별한 관심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소중한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김 희 상 謹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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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패국가’로써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 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북
한이 붕괴할 경우 한반도는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재난이 예상되고 또 이 보
다 더욱 심각한 안보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붕
괴 상황이 도래 시 한국이 개입을 결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더불어 한
반도의 통일을 모색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현재 한미 양국은 모두 이러한 사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
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이렇듯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입 실패나 개입 중단,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의 불안정화, 그리고 어쩌면 더 큰 규모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까지를 포
함하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 붕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래
야 하는 이유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북
한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촉발하게 될 문제점들과 북한 붕괴로 인해 야기될
잠재된 문제점들을 점검한다. 그런 후 북한 붕괴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점
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과 이러한 조치들
을 보다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준비에 대해 다루어 본다.

배경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전체주의가 종식될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규모의 폭력과 소요사태를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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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前)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상황을 다
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북한 내 갑작스러운 지도부 교체 시, 북한의 형편없는 중앙집중형 경제
(centralized economy), 퇴락한 공업 분야, 빈약한 농업 기반, 영양실조 상태에 있
는 군대와 주민, 그리고 개발 중인 핵무기 등이 복합되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
능한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다.2)

만약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암살당한다면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3) 확실한 계승자의 부재, 북한 지도부 내 분열은 상호 간 내전을 촉
발시킬 수도 있다. 북한 정부의 붕괴는 인도주의적 재난을 야기할 것이며 이
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은 역내 또는 그 이상의 지역에서 발생
할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될지 모른다.4)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설정
한국 및 한국의 협력 국가들이 북한의 붕괴에 개입한다면, 그 비용은 막
대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개입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의 통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미 정상들은
2009년과 2013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한국의 목표라고

1) Andrew Scobell 참조, “Making Sense of North Korea: Pyongyang and Comparative Communism", Asian

Security, Vol.1, No.3, 2005, pp. 245 - 266.
2)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불안정사태를 경고하다.” Korea Herald, 2010.3.26.
3) 보도에 의하면 그는 군사위원회 내 권력암투기간에 2012년 평양에서 있었던 암살사건에서 살아남았다.

장세정 참조, “2012년 일어난 김정은 암살 시도,” 중앙일보, 2013.3.14.
4) 예를 들어, 북한 내 분파들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항하여 WMD를 사용하거나 미국에 대항하려는

제3자(특히 테러집단)에게 WMD 또는 관련 전문가들을 확산시킬 수 있다. 북한의 WMD 보유는 이처럼
북한 정부 붕괴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강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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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바 있다.5)
북한의 붕괴는 이러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이므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개입하려 한다면 사전
에 충분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지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계획과 준
비는 불충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붕괴와 이로 인한 개입의 잠재적인 결과
북한 정부 붕괴 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일차적으로는 북한지역
내에서 일어날 것이다. 북한이 분열되고 그 당파적 분열(the division into
factions)은 내전을 촉발시킬 것이다. 어떤 당파든 북한 내에서의 주도권
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전역을 장악하려 할 것이나, 그 어느 당파도
그들이 통제하는 구역 내에서 식량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하
게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6) 현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붕괴될 경
우 식량, 약품 및 기타 물자의 결핍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아사(餓死)한
1990년대 중반의 기근보다도 더욱 참혹한 인도적 재난이 초래될 것이다.7)

5) 2009년 한미 정상간 “공동비젼” 선언문에서는 “우리 동맹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보다 좋은 미

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
고 평화통일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젼,” 워싱턴 D.C.:백
악관, 공보비서실, 2009.6.16). 2013년 정상간 “우리는 모든 한국인들을 위하여 보다 좋고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계속하기로 맹세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비젼의 토대위에서 일하며, 이것은 비핵원칙, 민
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의 토대위에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고양하고 평화통일
을 일구는 것이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워싱턴 D.C.:백악관, 공보비
서실, 2013.5.7).
6) 북한은 비교적 안정된 상황 속에서도 이미 기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붕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 속

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몰래 쌓아 두려 할 것이고, 그러므로 더 많은 식량의 소진이 비정상적으
로 나타날 것이다.
7)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1995년에서 1998년 사이, 재난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22만 명이 아사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가장 고위급 망명자인 황장엽은 북한 농무성 관리가 내부적으로 평가한 1995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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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권력이 붕괴하면 북한군과 공안기관들은 주민들의 식량을
약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주민 개인의 안전도 위험해질 것이다. 결국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난민(難民, refugee)이 될 것이고,8) 그들은 식량과
안전을 찾아 한국과 중국으로 향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북한 난민 유입에 대해 중국은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밀려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군대가 자국 영토 주
변에서 활동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렇듯 뻔히 내다보이는 끔찍한 피해에 대한 우려로 한미 양국과 중국은
북한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규모가 큰 북한군의 존재는 양측이 군사적
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양측의 군사력은 가급적 신속하게
북한내부로 진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측 간의 돌발적인 교전 위
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양측 간의 충돌 사고는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한
미 양국군과 중국군 간 심각한 전투로 격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
한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설사 이러한 충돌을 피한다 해도, 북한군이 일반적인 전투, 분란
(insurgency) 및 범죄행위가 배합된 방식으로 양측의 개입에 저항해 올 것은
거의 분명하다. 북한의 대포 및 미사일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북한 특수공작원들이 한국에 침투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북한의 군사 공격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
하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일본과 미국 또한 북한의 공격과 후
속하는 테러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1997년 사이 아사자 수자는 250만이라고 진술하였다. 독립적인 여러 연구서에 대한 Andrew Natsio의 검
토에 의하면 황장엽의 진술을 지원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350만이라는 수치
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Vaclav Havel, Kjell Magne Bondevik, and Elie Wiesel, Failure to Protect: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North Korea, 워싱턴 D.C.: 북한인권조사위원회, 2006.10.30, p.22. 참조 Andrew Natsio, "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특별보고서, 워싱턴, D.C.:미국 평화연구소, 1999.8.2.
8) 나정주, “위기 시 3백만 북한난민 예측:BOK,” Korea Times, 2007.1.26. 3백만은 한국으로 유입되는 난민 예

상수자: 중국으로는 더 많은 난민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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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북한에 대한 한미의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대신에 중
국이 일부 북한 파벌들(factions)과 협력하여 북한 대부분에 대한 정치적 통
제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최소 수 십년 분단의 멍에를 또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준비
북한 정권은 지난 60년 동안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적이며 북한 사회 모
든 문제점들의 근원이라고 주민들을 세뇌해왔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한국
이 미국의 종속국이며 그들의 명백한 적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다. 이것은 북
한의 모든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만일 이러한
정서가 북한 붕괴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경우, 통일을 위
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많은 북
한 주민들의 공공연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의 정보작전은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증
오 및 공포를 극복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통일과 통일 이
후의 북한주민 개인들의 생활전망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주어야 한다. 다행
히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보다 궁핍하게 살고 있다는 북한의 사상교육이 뒤
집히는 내용의 정보들이 이미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제 북한 주
민들에게는 미국과 한국이 적이 아니라는 것,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
롭다는 것, 미국과 한국은 그렇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희망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그런 대책들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
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한반도 통일을 극렬하게 반대할 수 있는
북한 권력 집단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인도주의적 지원 및 직업 제공, 선별
적 사면 및 재산권에 대한 정책들과 관련된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
적으로 전달되어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조율해야 한다. 한국 및 미국은 통
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에게 바람직한 삶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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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통일 이후 안정과 번영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을 홀대한다면 그들
은 통일 한반도의 발전에 반감을 품게 될 것이다.

인도주의적 재난에 대한 대응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전역으로 상당한 양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할 준비를 하는 것
이다. 이 같은 지원이 북한 전역으로 두루 제공되면 북한 주민들이 식량 및
안전을 찾아 집을 떠난 난민이 됨으로서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
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신속하게 전달되
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군, 북한 공안기관 및 범죄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군 및 미군이 이러한 전달 과정에 주요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군은 비무장지대와 북한의 해안 전 지역에
걸쳐 지원을 앞세우고(lead with aid) 개입해야 한다. 또한 대략 절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륙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항공기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의 방공체계를 무력화시키기(북한 군인
들에게 북한의 방공체계를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위한 신속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10)

북한군 및 북한 내 분쟁에 대한 대응
북한 붕괴 이후,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conflict)은 한국과 중국
으로 확산될 위험도 있고, 북한 내 인도주의적 참사를 야기할 위험도 있으
9) 동독 정부가 붕괴하고 서독이 통일을 주도할 때, 많은 동독인들은 통일이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

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그럴 것 같지 않다.
10) 한미 대통령은 지상 상황이 안전하다는 군의 평가가 있기까지 공중으로의 인도적 물자 지원을 명령해

야 할런지 모른다. 그러므로 군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를 사태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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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한국군 및 미군은 이러한 분쟁들을 신속히 수습하여 정전을 유도하고,
북한군과의 교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북한 군인들은 통일에 적대적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및 사용 가능성 등 독일 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위협들이 있다. 그러므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북한으로
진입한 한국군 및 미군은 현지 북한군 지휘관들과 협력하여 해당 지휘관 및
수하 부대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 붕괴라는 압박을 받
고 있을 북한 지휘관들과 함께 노력하면 일부 지방에서라도 분쟁과 분란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그들에게 바람직한 미래를 제
공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실시한다면 이런 가능성은 보
다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 및 미군이 해야 할 일은 이 외에도 매우 많고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미리 해두어야 한다. 한국군 및 미군은 대부분의 북한군을 즉각
적으로 무장해제하고 동원된 북한 예비군들을 신속하게 민간인으로 복귀시
켜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일부 북한군의 무장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북
한의 비무장화, 사회의 안정 및 폭동 진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장해제 된 북한 군인들은 북한의 기반 및 주요 기능 재건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고, 일부 북한 주민들을 선발 훈련시켜서 한국의
경제성장 및 안정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 군인들을 한국군
에서 1년 이상 공식적으로 보직을 주어 운용하려면 군기나 사후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범죄 억제, 범죄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생체인증 방법(biometrics) 11)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는 북한에 진입하는 한국군 및 미군들의 또 다
른 중요한 역할의 하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북한 내외에서 심각한 피
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포함한 제3세력들에게 확산될
11) 생체인증 방법은 처음에는 범죄행위억제에 아주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생체인증을 이해하는 북한

주민들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체인증으로 범죄자들이 결국 잡히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되므
로 범죄자 체포 및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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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세력들 대부분은 미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세력들이다. 하지
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여러 시설들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시설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거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신속제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특성상 한국군 및 미군은 대량살상무기의 위
협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 및 제거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북
한 붕괴 시 한미 군사 개입의 주된 이유이며, 이 위협을 해결함에 있어 한미
가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 공안기관 및 인권유린에 대한 대비
북한 공안기관 요원들의 대부분이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것
이기 때문에 북한 공안기관들에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
질적으로 한국의 사법제도는 그들 공안기관 직원들 대부분에 대해 형사 소
송을 제기할 여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얼마나 많
은 형사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며, 사법제도 및 수감체계
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경범죄들에 대해 선별적 사면을 부여할 준비
를 해야 한다. 뇌물 수수 범죄자 및 기타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대
신 고문, 살인 및 학대 등의 심각한 인권 유린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 처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군 및 미군은 북한 내 수용소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용소들에는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감금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비록 일부 수감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 정당한 사유로 감
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많은 수감자들은 정치 범죄로 인해 투옥되어 있
다. 한국군 및 미군이 북한으로 진입할 경우, 수용소 책임자들은 수감자들이
수용소 관리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들을 처
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 및 미군은 해당 수용소들에 신속히 도달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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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많은 인원을 구하고 수감자들의 처형을 막을 필요가 있다. 수감자들 중
일부는 북한에서 공직을 수행하다가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불신으로 인해
수감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수감자들은 통일 후에 북한을 통치하는 데에 있
어 유용할 것이다.

소유권에 대한 대비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한다. 따라서 통일
이 될 경우, 해당 재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
다.12) 동독의 경우와 같이, 현재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통
일 한국 정부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비롯한 사유재산과 관련하여 가장 선호
되는 방안은 현재 주거자들이 해당 재산을 수년 간 보유하도록 한 이후 소
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예전 북한 내 토지소유권
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보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점유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보유하도록 한 이후
에 소유권을 부여할 경우, 많은 북한 주민들은 본인들이 주택에 거주하게 됨
으로써 잠재적 난민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은 북한
주민들이 우발적 소득을 얻기 위해 본인 소유 재산을 즉각 매각하여, 재산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적으로 피해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경우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통일 한국 정부에 대하여 불
만을 갖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독
일이 통일된 후 동독에서 발생한 바 있다.

12) 소유권 문제는 북한 붕괴에 따른 후속 결과로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붕괴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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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낙후되어 가치가 거의 없는 북한 기업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동독도 유사한 문제를 경험했으며, 동독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정부가 인수하도록 국가 기구를 조직하여, 투자 장려를 위한 특별법을 마
련하고, 이 법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에게 해당 기업들을 매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일부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해당 기업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동독 정부가 자금을 제공한 사례들도 존재했다. 북한에 있어서도 이와 유
사한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개입에 따른 대비
북한의 붕괴는 중국에게 두 가지 우려를 안겨준다. 첫 번째는 중국의 국
경 인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며, 두 번째는 상당수의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또
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기지(基地)들에 신
속히 접근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위협으로 보는 중국
은 미국보다 신속하게 북한 내 해당 기지들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
다. 또한, 중국은 중국으로의 난민 유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북한 내에 완
충 지대를 만들고 완충 지대 내에 난민촌을 설립하려 할 것이다. 이외에 중
국은 동해에 위치한 항구들을 통한 경제적 이익 혹은 북한 내 지하자원 등
의 경제적 목적 때문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개입과 관련된 한국의 여건은 향후 수년 내에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한국 육군은 22개 사단을 오는 2022년까지 12개 현역 사단으로 축소할
예정인데, 12개 사단으로는 아무리 미군의 증원을 고려해도 북한 붕괴 시의
다양한 상황을 완전히 처리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이 도울 수도 있으나, 만약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을 것이고, 결
과적으로 북한 붕괴 후 통일은 중국이 일부를 점유한 상태에서의 부분적인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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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래를 고려하면 한국 및 미국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함에 있어
중국과 보다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한 협조 계획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불충실한 동맹국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북한의 붕괴
를 대비하는 것을 피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중대한 행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국 및 미국은 중국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
며, 북한 붕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최소한 공통 인식을 발전시
킬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붕괴 대비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한국이 앞서 논의된 북한 붕괴 대비를 위해서는 특히 두 가지 핵심분야
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는 한국이 국민들에게 북한 붕괴와 그에 따
른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작업이다. 많은 한국 국민
들은 이러한 준비가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증
가시켜, 피하고 싶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국민
들은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으므로 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 조치에 반대한
다. 그러나 북한 붕괴에 대해 준비를 해두면 평화 통일 여부 혹은 북한 붕괴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통일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퇴락해 가는 북한의 면
면을 보면, 북한의 붕괴는 붕괴 여부가 아니라 붕괴 시점이 문제라고 여겨진
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한 준비는 북한의 붕괴를 유발시키는 것이라기보다
는, 북한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붕괴를 가속
화시키는 것은 북한 주민이 억압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앞
당기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
도록 이와 같은 득실에 대하여 보다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주요 사항은 향후 감축될 한국 육군 병력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육군은 향후 10년 간 22개 사단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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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감축할 예정이다. 현재의 21개월 군복무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러한
감축은 큰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므로 한국 육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향상함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
는 한국 육군 예비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육군
예비군은 현재 연간 훈련일수가 3일에 불과해 효율성, 즉 전투력 발휘가 제
한되어 있다.13) 한국 육군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일부의 예
비군 병력을 현역 사단 혹은 주요 특수 부대 내 예비 대대 혹은 예비 연대 등
으로 편성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또한, 통일 계획에 일부 제3국의 군 병력들
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3) 모든 한국군 동원사단에는 보다 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현역간부들이 보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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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BC

(atomic, biological, and chemical) 화생방

BCT

(brigade combat team) 여단전투단

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화생방핵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

CINCUNC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더 이상 사용
되지 않음) 유엔군최고사령관
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igration) 무장해제, 동원
해제, 재통합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정보본부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
화국

DRP

(Defense Reform Plan) 국방개혁계획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식량농업기구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량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탄

IDP

(internally displaced people) 실향민

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국제전략연구소

KEF

(Korea Employers Federation) 한국경영자총협회

KTX

(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

M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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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military region) 군구

NCO

(noncommissioned officer) 부사관

NK

(North Korea) 북한

PDC

(Pyongyang Defense Command) 평양방어사령부

PLA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확산방지구상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SAM

(surface-to-air missile) 지대공 미사일

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OF

(special operations forces) 특전부대

UGF

(underground facility) 지하시설

UN

(United Nations) 유엔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WMD-E

(WMD elimination) WMD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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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1년 12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해졌다.1)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실패한 국가란 점을 들며 붕
괴가 시간문제라고 주장한다.2) 한편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북한 내부 환경
이 매우 어려워 붕괴 논의가 활발히 개진되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
해왔다는 점을 들어 북한 체제는 현재 안정되어 보인다고 주장한다.3) 그러
나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기 어렵고, 또한
과거 동독과 소련 붕괴(이로써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헤게모니가 종결됐다)
사례에서 보듯이 붕괴를 예측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가까운 몇 년 앞이라 할지라도 북한 정권 붕괴와 관련해서는 일어날 수
도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
거 동독 및 소련의 사례가 보여주었듯이,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된다 하더라
도 그 붕괴의 파급효과는 지대하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인 경우 정부 붕괴를
수반할 분쟁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1) 본 보고서는 북한 정부 붕괴에 주안을 둔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북한군부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정권 붕괴는 논외로 한다.
2) "다음 12-24개월 어느 시점에 통제의 토대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북한은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Jack Pritchard, "My New Year's Predictions for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나의 새해 예측," The Peninsula blog, Korea Economic Institute, 2011.12.21). "김정남, 북한정권 오래 가지
못 할 것," 조선일보, 2012.1.17. 참조
3)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부 인사, 북한은 '안정'상태라고 말하다" 코리아 헤럴드, 2012.1.31. "새 정권은 안

정하고, 활동적이고, 엄연히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지배적 견해이다. 러시아 외무장관 Sergei Lavrov가 지난주 언급했듯이 불안정의 징후는 없다" (Mark P.
Barry, A Window of Opportunity with North Korea," World Policy Blog,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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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어떤 시점에 북한 정부가 붕괴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
발한다.4) 또한 본 연구는 북한 붕괴가 시작되면 한국 정부가 내키지 않더라
도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 가정한다.5) 이미 한미 정상은 2009년과 2013년에
평화적인 통일 달성을 양국의 목표로 설정한 바 있고,6) 어쩌면 「북한 붕괴
후 통일」이야말로 목표로 가는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일는지 모른다. 앞서 언
급된 가정들이 현실로 전환될 경우, 한미 양국 정부는 가능한 가장 쉽고 적
은 비용으로 통일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양국 정부 모두 통
일 과정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 때문에 북한 정부 붕
괴가 정작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붕괴 시 잠재적인 파급 효과를 식별하고
이를 악화시키거나 부추길 수 있는 문제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한 이
후에 그 파급 효과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붕괴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
안한다. 북한 붕괴 시 다수의 준비사항들이 평화적 통일을 대비하는데 있어
서도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일부 인사들은 북한 정부 붕괴를 가정하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더 적은 규모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새로운, 아마도 군사 정부가 들어서는 그러한 변화를 말한다. 본 보고
서는 새로운 대체정부의 등장을 가정하지 않는다. 원로 엘리트들이 파벌화의 길로 들어선다고 본다. 이
가정에 대하여 2장에서 더 자세히 논한다.
5) 통일에 대한 관심을 묻는 한국에서의 여론 조사는 오락가락한다.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다수 한국인들은 여전히 통일을 선호하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
어지고 있다.
6) 2009년 한미 정상간 “공동비젼” 선언문에서는 “우리 동맹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보다 좋은 미

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
고 평화통일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젼,” 워싱턴 D.C.:백
악관, 공보비서실, 2009.6.16). 2013년 정상간 “우리는 모든 한국인들을 위하여 보다 좋고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을 계속하기로 맹세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비젼의 토대위에서 일하며, 이것은 비핵원칙, 민
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의 토대위에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고양하고 평화통일
을 일구는 것이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워싱턴 D.C.:백악관, 공보비
서실, 2013.5.7).
7) 한국에서 붕괴 대비를 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다. 목소리 높은 단체들이 가능성을 논하는 것조차도

강하게 반대한다. 어떤 단체는 붕괴에 대한 논의로 북한의 안정성이 약화된다고 보고 이을 주저한다. 그
들은 오히려 북한이 유지되고, 한국이 재정적 파탄을 모면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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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북한의 역사를 살펴보면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북한 붕괴가 어떤 모습
일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북한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엽 일본에 대항해 소련이 개입한데에
따라 소련의 통제 하에 공산주의 국가로 설립되었다. 소련 지도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조선 빨치산 세력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김일성을 신생국
가의 지도자로 선정하였다.
• 김일성은 집권기간 중, 특히 1950년대 내내 여러 세력들의 도전에 직
면해 왔다.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거나 잔인하게 억
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북한 주민
들에게 자신을 우상화하고, 광범위한 선전 활동을 펼쳤다.8)
• 김일성은 시장 경제가 아닌 통제 경제 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의 산
업기반은 80년대 정점에 올랐으나, 소련의 몰락과 이로 인한 지원의 상
실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90년대 초반부터 하락하기 시작
하였다.9) 북한 경제는 오늘 날 궁핍한 상태에 빠져 있다. 오늘날 북한
경제는 낙관적인 관점에서도 지속적인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
관적으로 본다면 낙후된 기반 시설로 인해 점점 실패에 가까이 가는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체제는 체제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군사력을 추구해왔으며, 북
한 주민의 5%에 해당되는 인구가 현역 군인이다. 북한군은 한국에 대
한 침략 준비 태세를 유지해왔으며 이를 통해 군사적으로 통일을 이루

8) “김일성,” New World Encyclopedia, 2008.4.2.
9) 참조 Andrea Matles Savada, ed., “산업”, North Korea: A Country Study, 워싱턴, D.C.: 의회도서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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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하고 있다. 북한 군대는 또한 주민 개개인의 사상교육의 주요 도구
로 이용되어 왔다.
• 북한은 한국전 종결 이후부터 시작해서 억제 수단으로 그리고 그들
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2010년 북한은 핵무기
5~10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외 수입물자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고려할 경우 최대 20기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10) 북한은 또
한 생화학 무기도 개발 중이며, 약 2,500~5,000 톤의 화학 무기를 보유
했을 가능성이 있다.11)
• 김일성은 정권의 세습을 결정하고 장남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하
였다. 김정일은 북한 체제 내에서 성장한 인물로 1964년 대학을 졸업한
직후부터 김일성이 주도한 숙청에 가담하였다. 1994년 당시 김정일은
약 30년 동안 자신의 기반을 다져왔음에도 1994년과 1995년 여러 번에
걸친 암살 기도, 위협을 받았다.12) 하지만 김정일은 군사문제를 최우선
시하는 ‘선군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
였다.13) 선군정책 하에서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25~30 퍼센트에
달하는 자원을 군에 할당하였다.
• 북한은 1995년에 들어서 심각한 기아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는 초기에
홍수로 촉발되어, 1997년 가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심각해졌다. 당시

10) Bruce W. Bennett,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지역적 군사력 균형: 미국의 관점,”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orea Nattional Defense University, 2009.12.
11) 한국 국방부, 국방백서, 2008, pp. 39-40.
12) “김정일,” Biography, 날자 미상; John McCreary, “NightWatch,” blog, 2010.11.17.
13) John McCreary, “NightWatch,” blog, 2010.1.11.
14) Vaclav Havel, Kjell Magne Bondevik, and Elie Wiesel, 보호 실패: 북한의 행동에 대한 유엔안보리 소집요

구, 워싱턴, D.C.: 미국 북한에서의 인권 위원회, 2006.10.3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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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아사했으며, 일각에서는 아사자의 수가 최고 3
백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14) 이후 북한에서는 비록 낮은 수준이나
마 기아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북한 노동인력의 상당수를 정신적으
로, 육체적으로 손상시켜 왔다.15)
• 김정일은 생애동안 자신의 후계자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는 것에 반대
해왔다. 그러나 2008년 뇌졸중에서 일부분 회복한 이후에 삼남인 김정
은을 후계자로 지목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들
어섰다. 현재는 김정은 주변의 후원 세력이 주도하여 정부의 많은 부분
에 결정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으나, 외형적으로는 김정은이 북한에 대
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붕괴의 형태
문제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것인가?’ 이다. 붕괴
시 정권 붕괴(regime collapse), 정부 붕괴(government collapse)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16) 정권 붕괴 시 김씨(金氏) 정권(특히 김정은)이 전복되고 아마
도 군부에서 떠오른 신흥 세력 내 지도자가 통치권을 장악할 것이다. 이 경
우 국가를 통제하는 작동체계(메커니즘)가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마비되겠
지만, 이 메커니즘 및 기관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새로운 통치자는 다수의
고위 정부 관리를 숙청하고, 이들 자리에 충성 세력을 포진시킬 것이다.

15)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Strategic Implications of Gobal Health, ICA 2008-10D, 2008.12, p.6: 북한 어린

이와 젊은이 속에서 영양결핍 관련 신체 장애인들은 평양이 바깥세상에 문을 열거나 남측과 통일을 하
거나 간에 이 나라 장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라 전체에 걸친 영양결핍은 평양으로 하여금 군복
무 자격 기준을 최저 수준으로 하향시켰다. 2009에서 2013년 사이 북한군 징집 가용인원의 17내지 19%
가 어림잡아 복무 부적격으로 보인다.
16) 유사한 비교가 제시된다. Andrew Scobell, Projecting Pyongyang: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미래,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미육군대학, 2008.2,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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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다른 종류의 붕괴는 정부 붕괴이다. 이 경우 김씨 정권이 실패하거
나 전복되고, 어떤 개인 또는 세력도 중앙 집권적인 북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파벌 세력이 등장하고 각기 다른 이들 세력은 일정 지
역을 통제할 것이고, 그 중에는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통제 기반이 미
약한 세력도 있을 것이다. 어쨌건 통제 체제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많은 기
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
정권 붕괴는 정부 붕괴로 이어지는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붕괴는 사실상 과정이자 결과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정권 또는 정
부 붕괴란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이미 붕괴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씨 정권은 “실패 중인 또는 퇴락(頹落)하고 있는 전체주의
적 체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17)
본 연구는 정부 붕괴를 다룬다. 이 형태의 붕괴는 최악의 상황,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한 상황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특히 이러한 붕괴는 결과적으로 한미 정부의
대비 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소지도 있다. 바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논지이다.

북한 정부 붕괴에 대한 준비 및 기획
본 연구의 중점적인 가정은 북한의 붕괴이지만, 성공적 통일이라는 과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통일하든 붕괴 과정을 통해
통일하든, 많은 측면에서 동일한 대비 과정이 필요하다. 붕괴 사태가 더욱
도전적인 상황이란 점은 분명하며 따라서 계획을 마련할 때에 두 경우를 충
분히 아우르는 접근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비가 공개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 내 북한 정부 붕괴에 대하여 정

17) Scobell 참조, 2008, pp.5-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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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선 평화 통일 대비라는 명목 하에
필요 사항들을 논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과거 냉전시기에 동독과 소련 붕괴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었던 것처럼, 추측하건데 향후 수년 이내에 북한 정부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
고 언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체적인 것은 없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붕괴한다면 한반도 통일에 가장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하
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해도 오늘의 한국 정부가 군
사, 경제, 기타 능력면에서 북한 정부 붕괴를 다룰 만한 충분한 대비가 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는 필요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위해서 미
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지만, 미국 정부 또한 그러한 사태에 관해서
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이 사태에 관한 중국의 개입이 문제를 초
래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잘 대비한다면 중국의 개입도 도움이 되는 요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타의 국가들은 붕괴 이후 몇
주 또는 몇 개월간 큰 폭의 도움을 제공할 역량이 제한된다. 결국 한미정부
의 효과적인 개입과 어쩌면 중국의 지원만이 역내 안정과 경제적 활력을 유
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미 정부의 대비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붕
괴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주의적인 재난으로 인
한 기아의 광범위한 확산으로부터, 테러집단 및 불량국가로의 대량살상무
기 확산, 북한지역 내의 내전, 북한 전역에 대한 통제력 상실, 한국에 대한 군
사 및 정치적 피해, 암시장의 확대 및 범죄활동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 주도의 개입 및 통일 추구로 북한군과의 군사 충돌이 발생
하여 북한군의 게릴라 활동, 중국과의 무력 충돌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
한 안정화, 인도주의적 재난 해결, 대량살상무기 통제 등에 실패할 경우 동
북아는 정치 및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향후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힘의 공백지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혼
란스런 사태가 전개된다면 미국의 역내 및 범세계적 이익이 피해를 입을 것
이며,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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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법은 그림 1.1의 첫 번째 줄에 나타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통일 시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결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도전 과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
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북한 붕괴 시 한 가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과는 북한 내부
의 불충분한 식량과 의약품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재난과 생필품의 사재기
일 것이다. 북한 정부 붕괴는 북한 화폐 가치를 크게 하락 시킬 것이므로 주
민들이 물품을 사재기할 가능성이 높고,18) 이에 따라 화폐와 물품을 교환하
고 원화 대신에 물품을 축적하여 경제적인 지렛대로 삼을 여지가 크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한국과 미국, 가능하다면 중국까지
포함한 세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펼치
기 위해서는 세 국가 모두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를 비롯하여 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송수단 및 경호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 다른 대응 방안
은 한미 정부가 북한 원화의 가치를 보증함으로서 그 가치를 지속시켜 식량
과 같은 물품이 화폐를 대체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여러 파벌 중에 “합법적인 북한 정부”라고 정한 세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때 중국은 반란을 진압하는 북한 정부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울 수 있다.

18) 실제로 많은 북한 사람들은 이미 북한의 원화보다 외국환(중국의 위안화, 미국의 달러화, 유럽의 유로

화)으로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수거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외국환 거래를 방지하려
노력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고위층들은 가치보존을 위하여 실물화하는 것보다도 외국환을 보유
하려는 경향이 있다. Chico Harlan 참조, “북한에서, 외국환의 역할이 커진다,” Washinton Post,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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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개념: 후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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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말하면서
개입을 하지 말라고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
는 이유는 적대적인 세력(특히 미국)이 국경을 따라 주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붕괴 시나리오 논의를 피해 온 것은 북한과의 동
맹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미 위험한 상
태에 처해 있는 북한을 잠재적으로 불안정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에게 통일 계획
을 설명하고, 미국은 통일 이후에 미군이 북한 영토에 주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19) 한미 정부는 이러한 점을 정보작전
(campaign)을 통해 중국에 알릴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보작전은 북
한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조기에 시작되어야 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20)
19) 냉전이 종식되어 갈 때, 미국은 독일이 통일되면 동독 안에 미군 기지를 두지 않겠다고 소련에게 약속했

다. 이러한 약속이 소련을 안심시켰다.
20) 그러한 캠페인을 개시한 후에는, 한국과 미국은 점차 북한의 붕괴에 대하여 중국과 쉽게 논의할 수 여

지가 확보될 것이다. 북한 붕괴에 대응함에 있어 중국의 안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시킬
수 있다. 4장에서 논의 할 것인 바,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정보작전 캠페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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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자는 그림 1.1에 명시된 통일의 부정적인 결과
가 더욱 심각하고 고차원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
다. 이러한 고차원적 결과는 아래 그림 1.2의 좌측 추가된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내 인도주의적 재난 발생 시 북한 주민들은 한반도 통
일에 불만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이 와중에 중국 정부의 통일 방해 공작으
로 북한의 신정부가 들어서서 상당 기간 유지 될 수도 있다. 그런 결과가 발
생한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
들 가능성이 있다.

그림 1.2 고차원 사태
고차원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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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북한 붕괴에 관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나 공공정책 학술 자료들은
대체로 앞에서 언급된 잠재적인 결과들을 무시하거나 크게 과소평가하는 경
향을 보여 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다 많은 도전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넓
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요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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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1) 붕괴를 다루는 총체적인 전략 부족; (2) 한미 군사 및 관련 역량
차이; (3) 대량살상무기 유출 방지, 중국과의 충돌 방지, 인도주의적 지원 제
공, 경제 및 사회적 지속성 확립 등 현안에 대한 계획 및 대비 부족; (4) 다양
한 북한 주민 계층(엘리트, 군대, 주민, 암시장)으로부터 한국 주도 통일에 대
한 지지 확보 실패 등이 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양국 정부 또는 유관 조직 간 협조도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만들지 않으려면 한미 양국 정부가 도전 과제
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우선 (1) 수행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잠재적인 대응 방안, (2) 수행 과제 실천 시간 및 순서, (3) 정치적으
로 허용된 수단 내에서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식별할 필요
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앞서 언급된 도전 과제 또는 대응방안 중 일
부분을 다루고 있어 많은 부분을 놓치거나 구체적으로 수행과제가 무엇인
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가
테러 집단으로 확산되면 그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WMD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역량과 보유 장소에 대한 정보의 제한
은 물론 해당 무기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보 및 제거할 수 있는 한미 양국
정부의 군사적 역량의 부족 같은 것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병력 감축, 미군의 역외지역에 대한 투입 가능성, 한국군 예비
군 소집 및 훈련의 부족 등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 중 상당수가 미국이 대치했던 이라크군 보다 더 큰
규모인 북한군(1백 2십만 명의 현역, 7백 7십만 명의 예비군)에 대응하기 위
한 군사 역량 및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한국군은 북한
붕괴 대비가 아닌 북한군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편성되어
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우발사태 시 과거에 통상적으
로 붕괴시 개입하기로 되어 있던 육군 대신 해· 공군 전력 위주로 한반도에
파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그 외 특정 분야에서의 소요와 현 능력
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이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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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장에서는 붕괴 가능
성을 다루며 핵심 내용은 북한이 실패 국가로서 붕괴되어 한반도 통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북한 정부 붕괴가 북한뿐만이 아니라 주
변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룬다. 4장에서는 한미정부가 북한 정부 붕
괴 및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한다. 5장은 붕괴로 인해 초래되는 북한 내 인도주의적 사태와 연
관된 도전 과제들을 다루고, 대응 방안과 대응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대비 방
안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북한 내 갈등, 북한지상군 무장해제, 대량살상무
기 제거 등의 과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7장에서는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북한군을 관리할 방법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유린을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한다. 8장에서는 통일 이
후 재산 및 기업 소유권 문제를 언급한다. 9장에서는 중국의 개입과 이를 다
루기 위한 대비 방안을 논한다. 10장에서는 북한 정부 붕괴 대비에 필요한
두 가지 선행 조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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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의 가능성

북한을 실패한 국가, 혹은 실패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자료는
수없이 많다. 그 하나의 예는 다음과 같다.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과 미국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지(誌)는 2005
년부터 22가지의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해서 ‘실패한 국
가 목록(Failed States Index)’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년간(2005년에
서 2011년까지) 실패한 국가 목록에 지속적으로 언급된 20개 국가들 중 하나다.
20개 국가들은 모두 독재 국가이며, 매우 빈곤하고, 내전을 겪었으며, 에티오피
아 외 19개 국가들은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을 제외하면, 식민지 역사
를 가지고 있는 19개 국가들은 독립 후 급격한 지도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1)

북한은 (일본의) ‘전(前) 식민지(former colony)’이고 독립 후에 비록 최
고 지도자는 유지되었지만, 고위 지도층의 숙청 등 ‘폭력적 방식으로 지도층
이 교체(gone through violent leadership changes)’ 되어 왔다. 다시 말해, 북
한은 실패한 국가 목록에 올라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이처럼 북한은 실패한 국가로서의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극히 어렵다. 북한은 극도로 강력한 통제
방법을 창안해냈으며, 이러한 통제 방법은 북한 정부의 붕괴를 막는 데 충분
1) 박상식, “북한의 생존,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코리아 헤럴드, 2012.5.1. Fund for Peace 참조, “실패 국

가 지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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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근일 내로 붕괴할 것인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건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
러한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시간만이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이다. 물론
북한에 회복력이 있다고 해도 북한 정부의 붕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북한 정부의 붕괴 가능성을 높이도록 ‘시
스템에 충격(system shock)’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 즉, 북한의 독
재가 근시일 내로 종료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상당
한 수준의 폭력적 사태와 혼란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2)

정부 붕괴의 개념화
정부 붕괴는 정부가 고유의 통제 기능 유지에 실패하는 것이다. 정부의
실질적 통제 수준은 시기에 따라 현저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붕괴
는 하나의 순간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외
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북한 주민에게 주입된 세뇌 교육은 점차 희
석되고 마침내는 완전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기능의 마비는 특
정 정당이나 특정 정권의 붕괴보다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 정부 기능 마비
후에 발생하는 권력 공백에서 다양한 파벌들이 권력을 쟁취하려 경쟁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대개의 경우 주로 일부 지역에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는 위협을 제거하고, 실패를 방
지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김씨 일가
를 반(半)신격화하는 등 근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체제를 시행하여 왔

2) Andrew Scobell 참조, “Making Sense of North Korea: Pyongyang and Comparative Communism”, Asian

Security, Vol.1, No.3, 2005, pp. 245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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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곳곳에 선전물이 게시되어 있으며 선전물의 영향
으로 북한 주민들은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씨 일가가 엄
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현명하며, 자애로운 사람들이라고 믿도록 세뇌되
어 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예: 북한은 ‘지상낙
원(Paradise on Earth)’)3)라고 믿고 있다. 그들의 삶은 한국 국민들에 비해 우
월한 것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 ‘굶주리고 있는 미국 식민지로
지옥이며, 빈곤과 절망의 땅’으로 묘사된다.4) 북한 주민의 대다수는 지상낙
원 북한을 파괴하려 하는 ‘사악한(evil)’ 외압(주로 미국)과의 전투에 징집되
어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런 식의 환상을 지속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세뇌에 의문
을 품지 않도록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북한은 서적
이나 전자매체의 반입을 불허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판매되는 라디오와 텔
레비전은 북한 관영 매체의 방송들만 중계할 수 있다. 중국 휴대폰이 북한중국 국경 인근에서 외부 정보를 습득하고 외부인에게 북한의 실제 상황을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국 휴대폰을 구입하
는 행위를 금지한다. 북한 국경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북한 정권이 사전에 검
열하지 못한 정보를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받는 북한 주민들을
제외하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중국 국경을 왕래할 수도 없다.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도 외부 정보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북한은 외부 정보의 유입이 개성공단을 운용함
으로써 얻는 재정적 이득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본 것이다.
북한은 최소 세 개의 공안기관들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곳곳에 정보원을
운용하여,5) 북한 노동당의 방침에서 이탈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체
포하고 처벌한다. 이러한 공안기관들은 또한 서로에 대한 감시·견제 활동도

3) 김현식, “김정일의 비밀 이야기,” Foreign Policy, 2008.9월/10월.
4) Andrei Lankov, “Pyongyang Puts Politics Above Dollars,” Asia Times, 2008.11.26.
5) 세 공안기관은 인민 보안부, 국가 안전 보위부, 군 보위 사령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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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다. 범법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
형당하거나, 본인의 3대 직계 가족과 함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정치
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어떠한 재판절차도 없이 수용소로 보내지며, 대부분 본
인의 혐의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어간다. 이러한 사람들은 북한 보
위부에 의해 자택에서부터 납치되며, 납치는 주로 야간에 행해진다. 북한에서는
연좌제도 합법이고, ‘범법자(wrongdoer)’는 주로 본인의 부모·자식들과 함께 수
감된다. 김일성은 1972년에 “인민의 적은 누구든 간에 3대를 멸해야 한다.”6)는
연좌제를 발표한 바 있다.

대체로 북한 지도층들은 만약 붕괴가 일어나면 굶주리거나 범죄자로 재
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믿고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런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건을 강조
했다.
독일 통일은 모든 동독 공산당 및 군사 지도자들의 특권을 없애고 실직자로 전
락시켰다. 김정일은 동독 지도자들이 맞이한 역경을 사진자료로 기록하고 북한
지도자들이 이를 열람하도록 했다. 북한 지도층 가운데 상당수는 김정일에게 반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 특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서
김정일에게 복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백만 명이 아사한 1990년대의
기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7)

북한 정부는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양동작전도 사용한다. “북한은 모
든 정책을 정당화하고, 억압, 선전과 세뇌에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6) Blaine Harden, Escape from Camp 14, 뉴욕: The Penguin Group, 2012, p. 6.
7) 강철환, “북한의 권력 투쟁,” 조선일보,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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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인한다. 북한은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을 그대로 나타
내고 있으며, 모든 문제가 해외 국가들, 특히 한국과 미국에 의해 초래된다
고 주장한다.”8) 북한은 체제에 대한 외압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포
이즌 필(poison pill, 외부에서 접촉하기 어렵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을 총칭)’
입장을 취한다. 때문에 북한 정권의 붕괴는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난민 발
생, 경제적 부담, 불안정화, 북한의 보복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재난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한다.9)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엄청난 문제들에 직면하기보다는
북한의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바랄 수도 있다. 북한의 포이즌 필 접근
방식은 역내 불안정을 방지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중국에 특히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그런대로 통제를 잘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붕괴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정
부를 압도하고, 통제 체제에 문제가 발생하여, 북한 지도층의 교체가 강요되
는 등, 모든 사회 부문에서 북한 정부의 통치 능력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는 경제적 난관, 개인 권리 침해부터 권리
보장 실패까지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건들이 보다 심각해지고,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북한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제 체제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 통제 체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붕괴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붕괴
가능성은 통제 체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들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에 비례하
여 증가한다. 통제 체제의 잔인성은 북한 정권과 정부가 실패할 때에 폭력적
이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심각한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기가 있었으며,

8) 박상식, 2012.
9) “포이즌 필” 용어는 저자의 아이디어이다. 중국은 북한 난민은 중국에게 특별한 안보문제를 유발할 것으

로 느끼고 있다. 북한 붕괴시 중국에 대한 잠재적 결과는 Denny Roy에 의해 역시 논의된 바 있다., “China
and Nuclear Standoff over N.Korea,” 코리아 헤럴드,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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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다른 나라 정부라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었다. 냉전 종
식은 북한의 경제적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소련의 대북지원
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소련의 대북지원이 중단된 후 1990년대 북한 국내총
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그림 2.1
에서 알아 볼 수 있다. 마커스 놀랜드(Markus Noland) 피터슨 국제경제연구
소 부소장도 4개의 출처를 인용하여 1990년대 북한의 1인당 GDP가 그 이전
대비 35퍼센트에서 75퍼센트 수준까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10) 이러한 추세
는 북한 주민 상당수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직업을
잃고 급격히 빈곤해졌다.

그림 2.1 북한의 GDP

출처: Angus Maddison, “세계경제연감 : 1-2008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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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rcus Noland, “Is the North Korean Economy Growing?” 북한: Witness to Transformation, 워싱

턴,D.C.: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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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이후에 발생한 기근은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북
한 주민들이 아사(餓死)하는 결과를 낳았다. 생존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다
수는 중국으로 도피(逃避)했으며, 그 인원만 해도 수십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들은 특히 모든 독재 국가들에 있어서 위태로울 수 있는
기간, 즉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때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북
한 정부는 붕괴하지 않았다. 김일성이 개발한 통제체제가 믿기 어려운 역량
을 과시하였던 셈이다.
2011년 말 이후, 북한은 2차 권력 승계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는 북한 통
제 체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난관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
지를 더 닮은 김정은의 따뜻하고 강력한 성격 때문에 북한 정부가 2차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이
제공한 대북지원이 확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덕분에 북한 경제는 느
린 속도로나마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평양시를 방문한 사람들은 평양시의
외관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유해 보인다고 묘사했다.11) 김정은은 지
도층 인사들을 교체(예로, 김원홍 장군을 신임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임명
했음)하고 뇌물수수 행위를 단속하며 통제 체제 내에서 본인의 권력을 강화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중국으로 탈북하는 난민들의 수를 현저히 줄어
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 통제 체제의 견고함이 무너지는 조짐도 있다. 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생존에 급급한 가운데 일부 계층만이 부귀영화를 누
리고 있다는 사실은 통제 체제의 근간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양극화는 뇌물
11) 한 관찰자에 의하면

8년 만에 평양거리를 걷고 있으려니, 살기가 좋아 졌다는 피상적인 낙관주의의 유혹을 쉽게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밤에도 아파트에 불이 들어오고 거리는 밝혀져 있다. 새로운 가게와 식당들이 즐비하
다. 교통은, 개인차량을 포함해서, 서울이나 북경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평양거리에서는 일정한 수준으
로 흐르고, 해서 교통신호가 작동하고 있다. 10년 전만해도 3백만 인구의 도시에 이용 가능한 가게는 한
손으로 헤아릴 수 있었고, 거리는 조용하고,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웠으며, 아파트는 저녁이 되면 램프나
촛불로 숨죽인 불빛으로 깜박이고 있었다. 중단된 건축물이 도시 여기저기 있었다.
Hazel Smith, “평양의 봄이 곧 오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워싱턴,D.C.:CSIS, PacNet#60,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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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식적인 월급으로는 한 달에 1킬로그램
의 쌀밖에 구매할 수 없는 통제요원들은 빈약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뇌물 수수의 기회를 모색하며, 일부 요원들은 뇌물을 갈취하기도 한
다. 부유층들은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권층은 뇌
물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생활수준을 취득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를 받는다. 또한,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로 침투함으로 인해 북한의 세
뇌공작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부를 축적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뇌물수수를 통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의 부유층과 특권층의
경우 세뇌 효과는 더욱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체제는 향후 수 년 내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사회의 하부구조가 와해됨으로써 지방 및 특정 기업들이 심
각하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실패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전력 공급망은 위험에 처해 있다. 북한의 전력 공급체계는 이미
주기적인 정전 사태를 야기하고 있고, 북한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불
가능할 정도로 퇴화되어 있다. 악천후나 해충 피해·식물병 방지용 화학약품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은 1995년-1998년의 치명적인 기아 사태와
유사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인플레이션은 북한에 화폐가치 재
평가를 강요할 수 있으며, 북한이 가장 최근에 감행한 화폐가치 재평가가 심
각한 경제적 재난으로 변모한 사례로 미루어 보면 이는 좋은 징조가 아니다.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도, 지금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지쳐 있고 대북지원의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 대북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
반과 비슷한 종류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은 북한 고위 관계자 다수를 숙청하고 교체했는데, 이는 고위 관계자들이 김
정은에 대항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북한의 통제 체제가 실패할 것이지만 실패 시점을 특
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약간이나마 개선
되는 경우에 북한 정권에 대한 위협은 증가할 수도 있다. 한 전문가 의견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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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사람들이 정말로 절실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혁명들은 정
치적 자유와 생활의 질이 일정한 속도로 발전되고 있을 때에 발생했으며, 이러
한 사례는 아랍의 봄(Arab Spring) 사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사람들은 현존하
는 체제를 대처할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혁명 후에 개선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혁명을 시도한다.12)

현재 북한 특권층이나 상인 계층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자유와 높은 수준
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이 미래에 북한 지도층
에 대한 도전세력이 될 수 있다.

불확실한 북한정세
북한 지도층은 북한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능통하다. 정보를 부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을 왜곡한다. 결과적으로
북한 내의 실상을 묘사하거나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입증되지 않은 정보가 북한 외부로 유출되기는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정보가 북한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의
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인지 확정지을 수 없다. 일부 정보는 외부에서의 독자
적 관찰을 통해 획득 가능하나, 이러한 정보는 매우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다.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몇 가지 예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북한 내부 상
황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준다.
1. 북한 지도층.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북한, 북한 인민군, 그리고 북한
노동당의 새로운 지도자로 발표했다. 발표를 부정하는 여타 매체들은 없

12) Andrei Lankov, “Conditions Unripe for North Korea Revolt,” Asia Times,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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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북한의 공식 발표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 가능한 근거도
제시된 바 없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인 정부
통제를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소식
통들은 다양한 입장을 제시한다. 일부는 김정은이 북한의 진짜 지도자이
자 결정권자라고 주장하나,13) 다른 소식통들은 김정은의 삼촌이자 섭정
을 진행하고 있는 장성택이 북한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4) 다른 분
석가들은 김정은의 배후에 있는 공동 의사결정 집단이 북한을 이끌고 있
다고 주장한다.15) 실질적으로, 외부 인원들은 누가 북한을 실제로 통제하
고 있고, 북한의 통제 체계가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역자주: 이 연구는 장성택이 숙청하기 전 완료된 것임.)
2. 북한 핵무기. 북한은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3년 분명하게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 3회의 실험에 사용된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북한이 보유하
고 있을 핵무기의 수량이나 종류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통상
적으로 북한이 생산했을 수도 있는 핵분열 물질의 양에 기초하여 유추하
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북한이 5기에서 12기의 플루토늄 무기를 보유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16) 3기가 실험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보유량
은 이 보다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된 핵분열 물질에 기초해서 계산
된 추정치는 북한이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핵 물질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1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하기
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는 일부 정보가 있다.17) 또 북한은 서

13) 예를 들면, 목영재, “정: 장은 때를 놓쳤다,” 데일리NK, 2012.2.7.
14) Donald Kirk and Clifford Coonan, “삼촌 장성택, 실질적 권력으로 부상,” The Independent, 2011.12.22.
15) 예를 들면, Benjamin Kang Lim, “북한군, 장성택, 김 후계자와 권력 분점,” 로이터, 2011.12.21.
16) 예를 들면, David Albright와 Christina Walrond, “북한의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랴늄 재고량 추정치,” 워

싱턴, D.C.:ISIS, 2012.8.16.
17) 가장 일관성있는 주장은 북한이 56kg의 플루토늄을 구소련에서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Bruce W. Bennett

참조, Uncertainti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DB-589NDU, 2010, especially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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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개의 핵무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수도 있다. 요약한다면, 북한은 최대 25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18) 이 사안에 대해서 신뢰 가능
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국가들은 대북(對北)정책을
확정짓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량에
따라 대북정책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3. 1990년대의 곡물 수확량.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위성사진, 농경지대를 지
나 가며 이루어지는 직접 관찰, 추수기 이후 식량 상황 등의 변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주식은 쌀, 옥수수, 밀, 보리 등의 곡물류이다. 북
한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의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기
에 기근이 발생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간 곡물 생산량을 추적해
야만 한다. 그림 2.2는 이러한 생산추정량을 두 가지로 보여 준다. UN식
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의 자료는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패턴을 제공하고, 한국은행의 추산은 보다 한정되어 1990년
부터의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자료가 주목할
부분이다. FAO와 한국은행의 자료는 1998년 이후로는 유사한 추정치를
나타내지만,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FAO 수치가 한국
은행의 2배가량으로 나타나며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행 자료가 정
확할 경우,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심각한 기근을 겪었다는 이
론은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고, FAO의 수치가 정확할 경우에는 북한의 상
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 다양한
증언에 근거해 확보되었던 정보들을 감안한다면 FAO 수치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여진다.

18) David Albright와 Christina Walro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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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북한의 알곡 생산량: 식량농업기구 vs.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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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엔 식량기구, 한국은행

4. 기근의 영향.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기근으로 사망하고 북한 주민 수
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기근 동안에 사망한 인원수에 대한 독립적
인 추정치들은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3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북한 인구의 최소 2.5퍼센트에서 최대 15퍼센트에 해당한다. 가장 심각한
인명 손실은 고령층과 영·유아층에서 발생했는데, 이 연령층의 사망률은
원래 높은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 1993년 북한 인구조사에서 0
세에서 4세의 유아 수가 2,088,508명 있었고, 2008년 인구조사에서 15세
에서 19세의 인구들이 2,052,342명으로 집계된 걸 본다면 98.3퍼센트 정
도의 영·유아들이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19) 또한 2008년 인구조사에 기록
된 연령대별 사망률을 고려하면 2008년의 상황에서 이 집단은 97.7퍼센
19) 동기간 남한에서는, 1993년도의 0-4세의 연령그룹의 96.3%가 2008년 인구조사에 기록되었다. 이 수치는

2008년 해외유학생들 때문에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자료는 통계청 웹
사이트에서 따온 것이다. 날자는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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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의 상황이 2000년
대에 비해서 심각하게 열악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집단은 최대 95
퍼센트, 최저 83퍼센트의 생존율을 보였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에 의하면 북한은 1990년대에 발생한 기근의 영향을 은폐
하기 위해 2008년 인구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작
행태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2.3은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개한 북한 인구 성장률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후반에 발생
한 기근에 대한 묘사는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
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총 인구 증가는 없었어야 하
나,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자료 모두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 북한의 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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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WDI_GDF

북한 년간 인구 변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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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2010. World Bank, "세계 개발 지수,”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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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의 배경 및 잠재적인 미래의 쇼크
오늘날 북한은 자급자족조차 할 수 없는, 전반적으로 실패한 경제 수치
들과 농업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20)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부가 금지하
고 있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암시장 경제활동과 해외 원조, 최근에
는 주로 중국으로부터의 원조 덕분에 생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고 있으며,21) 살아있는 주민들도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다.22) 북한이 경제·농업분야에서 겪고 있는 고충은 향후 충격
이 주어질 경우 이에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은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적 난관
북한 경제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 정권에게 계속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2012년 이전의 기간을 말한다면,
북한 정권은 ‘강성대국’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2012년의 목표를 빈번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것은 현존하는 북한
경제 체계에 대한 변화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23)
20) 북한은 매년 필요한 최저 수준의 곡물량은 540만 톤이다. 2009년에 41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였다. 참

조, “북한, 식량 사정 악화,” 코리아 헤럴드, 2010.2.10.
21) Good Friends 웹사이트는 북한 기아문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용한 출처이다. 이 조직은 북한에서 활

동하고 있어서 실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조직은 사이트에서 북한의 오늘이라는 블로
그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북한 기아문제는 330~335번(2010년 2월~3월)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북
한의 오늘, 331번, “코앞에 닥친 아사 문제가 중앙당을 덮치다.”(2010년 2월) 참조 바란다.
22) 예를 들면,

북한 어린이와 젊은이 사이에 영양실조로 인한 신체불구는 북한이 외부 세계에 문을 열던 혹은 남한에
통일이 되던 간에 이 나라의 미래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전국적인 영양실조 문제는 평양으로 하여
금 군복무를 위한 키와 몸무게 기준을 낮추게 하였다. 2009년과 2013년 사이 북한군 징집인원의 17에서
19%가 복무 부적격으로 추정된다.
NIC, 2008, p. 6.
23) 중앙정보국(CIA), “북한: 경제-개관,” World Fact-boo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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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이 되어서도, 경제적 노력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강성대국’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상태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한반도에서 공업화가
먼저 진행된 지역이었고, 남한은 농경 지역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한국 경
제는 급격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한국의 GDP도 북한을 추월했다.
201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1,700 달러 정도였으나, 북한은 1,800 달러에
그쳤다. 이는 한국의 GDP가 북한에 비해 무려 18배가량 많다는 이야기다.24)
6·25 전쟁 이후 수십 년간, 북한 경제는 동맹 관계에 있는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으며 순조롭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는 침체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심각한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
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오늘날의 북한은,
산업 자본금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투자 부족, 예비 부품 부족, 열악한 정비 상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복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했다. 대규모 군사비 지출은
투자와 민간 자본에 필요한 자원을 소진해 버린다. 산업·발전 역량은 1990년대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25)

이와 관련하여, 지난 수십 년 기간 동안의 북한 경제 상태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림 2.1에서 나타난 GDP 상태와는 다르게, 북한 경제 전문
가인 마커스 놀랜드는 북한의 1인당 수입을 달러로 환산한 수치를 총 4가지
로 제시했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전반적으
로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1인
당 수입을 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정도로 향상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후 1990년대 초중반에 북한의 1인당 수입은 35퍼센트에서 75퍼센트까지
하락했다.26) 이러한 하락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24) CIA, 2012.
26) Nola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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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북한의 1인당 수입은 대부분의 출처에 의하면 25퍼
센트 상승했다.27) 이는 느리지만 의미있는 성장이었으나 북한을 1990년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수치이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중국의 대북(對北)지원의 조합은 북한 경제 성장의
대부분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암시장은 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항상 존재해 온 경제 활동의 한 형태다. 2000년대 초반, 북한
지도층은 식량 및 여타 물품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대
한 통제를 완화했다. 짧은 기간 동안 실험이 진행된 이후, 상인 계층이 재산
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북한 정권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에 뒤따
른 경제적 후폭풍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경제 정책을 재고하도록 했다. 결
국 북한 지도층은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현재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터 헤이스(Peter Hayes)와 데이비드 히펠(David von Hippel)에 의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생존하려면 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현재 보유하
고 있는 2개의 정유시설 가운데 1개를 - 비록 시설용량의 최대 처리 능력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 가동할 수 있는 정도의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다.28)

에너지 등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량 투자는 특히 중국이 사용
하고자 하는 북동부의 주요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북한의 일부 경
제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반적으로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를 메워 주는 대북(對北)지원을 제공하고 있다.29)

27) 네 출처 중에서, 한국은행 자료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9년 사이 거의 100 퍼센트 가까운 실질적인 성

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세 출처는 동기간 대체로 25 퍼센트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28) CIA, Peter Hayes와 David von Hippe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붕괴’의 길: 에너지 부문, 재개발 전략에

대한 함의,” 로스앤젤레스: 한국학회, 남가주대, 그리고 워싱턴,D.C.:CSIS, 2010.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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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그림 2.4에 나온 GDP를 분석해 보면 더욱 정확
한 이해가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1990년에서 1998년 사이 북한 산업의 중추
를 형성하는 중공업, 광업, 건설 분야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경제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1990년대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북한의 실질적 산업 역량은 그림 2.5에 나타나 있는 북한 에너지 사용량
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에너지 사용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40퍼센트 하락
했으며, 이후에는 실질적인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른 출처에는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 전력 사용이 더 큰 폭으로 - 약 60퍼센트 가량 - 감소했
으며, 2000년 이후에 소폭 증가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후,
북한의 에너지는 중국이 매년 제공하는 50만 톤의 원유, 일부 정유 상품의 수입,
석탄 광업과 석탄화력발전소, 그리고 나무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대체 에너지
사용 충당을 해왔던 북한인들의 끈기와 영민함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다.30)

산업 에너지 사용은 1990년대에 75퍼센트 정도 감소했고, 그것은 2000년
에서 2008년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거주지, 공공지역 및
상업지역의 에너지 사용량은 소폭 증가했다. 앞으로, 북한의 에너지 분야가
성장해도 이 부문의 에너지 소요 증가로 인해 북한 산업이 확장할 여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31) 더욱이, 북한의 전력 전송 체계는 매우 노후화되었고 유
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북한의 전력 전송 체계가 현재 운용되
는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29) Mark E. Manyin과 Mary Beth Nikitin, “북한에 대한 해외 보조,” 워싱턴,D.C.: 의회조사국, R-40095,

2011.1.1, p. 22.
30) David von Hippel, Scott Bruce와 Peter Hayes, “에너지 부문 개발을 통한 북한 변환시키기,” 38 North, 특

별 보고 11-3, 2011.3.4.
31) Hayes와 von Hippel, 2010, pp.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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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북한의 GDP(경제 분야별)
10,000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정부지출
기타 서비스

북한GDP (십억 2005 한국 won)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출처: 한국은행, 2010.

그림 2.5 북한의 에너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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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은행,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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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래로 북한 경제와 에너지 부문에는 일부 개선이 있었다. 몇몇 발전소
가 수리되고, 소형 수력발전소가 몇 개 건립되었으며, 새로운 탄광이 신설되었
는데 주로 중국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전, 지역 냉난방 미흡, 석탄
부족 등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다른 도시들의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것은
물론이고, 평양시에서마저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력공급
체계란 명목상으로는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송전·배전 체계를 의미하지만, 실
제로는 주요 발전소와 소형 발전소 주변 몇 개의 지역·현지 전력망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형 화력발전소(주로 석탄을 사용함)들과 열
발전소들은 보일러·발전기 혹은 변압기 고장, 변전소 고장, 그리고 이런저런 송
전과 배전 체계의 고장 등으로 일부분만 가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북한에 갑
자기 대량의 연료나 전기가 공급된다고 해도 에너지 배전 문제가 있을 것을 의
미한다.32)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난관을 뒷받침하는 보도로 나이트워치(Night
Watch) 온라인이 2012년 2월에 공개한 정보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주에는 해외 매체가 평양시의 악화되고 있는 전력 공급을 보도했다. 전기
는 하루에 3시간 동안만 제공된다... 거의 모든 북한 해설자들은 모두 한 겨울의
정전이 김일성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북한이 강성한 국가인 것처럼 보이
기 위해 급하게 개시한 건설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33)

한국 정부는 2005년, 북한이 핵 계획을 중단하면 북한에 200만 킬로와트
의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그만한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북한의 전력망 체계를 대규모로 현대화해야 했을 것이다.34) 그런 대규

32) Hayes와 von Hippel, 2010, p. 4.
33) John McCreary, “NightWatch,” blog, 2012.2.2.
34) 이중성, “북한 전력망 개선, 전기 지원이 필요,” 연합뉴스,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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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정비 및 현대화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구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요약한다면,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 이전 수준에 비교하여 상당히 낮
은 수준에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소폭 개선된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
한 개선은 아직까지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
다.35) 북한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1) 시장경제 활동(암시장 포함), (2) 중
국의 보조,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3) 경제 기반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북한 체제에 대한 충격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6조 달러 가량의 광물을 중국에 팔아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36)
북한의 농업, 식량 및 보건 실태
북한 농업은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자급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생산으로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상과 관련된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경지 감소, 집단 농업의 관행,
토질 저하, 비료 부족, 트랙터·연료의 고질적 부족 현상 등 현재도 진행(ongoing)
되고 있는 체계적 문제로 인한 만성적(chronic) 식량 부족을 악화시켰다. 대규모
국제 식량 원조는 1995년의 대기근 이래 북한 주민들이 광범위한 아사를 피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북한 주민들은 지속되는 영양실조와 빈약한 삶의 질 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37)
35) 새로이 개진되고 있는 주장이 있는바, 북한 경제는 실제 상당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과

의 무역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면, 고명현, “북한의 경제적 향상,” 서울: 아산 정책 연구소, 과제
요약 58, 2013.6.10. 그러나 Marcus Noland는 대중국 수출에서 고 통화가치는 중국에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 인플레이션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대중국 수출이 오랫동안 상당히 일정하게 이
루어 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참조 Marcus Noland, “China Shock에 취약한 북한,”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워싱턴,D.C.: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s, 2013.7.1.
36) “두 개의 한국 거대한 경제적 격차,” 조선 일보, 2011.1.6.
37) CI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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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사회주의의 주요 정책으로 1950년에 식량 배급제가 정착되
었다. 식량 배급제는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회수하여 북한 주민들, 주로 도
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배급 제도를 통하여 분배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 정권이 기근으로 인하여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할 수 없었던
1990년대 중반에 실패했다. 기근이 종료된 후, 식량 배급제는 2002년에 제한
적으로 부활되었으나 2002년 이래로 북한 주민들 특히 평양시 외에 거주하
는 주민들에게는 필요로 하는 식량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다.38) 평양시에
서 조차도 식량 배급제는 난관을 겪고 있으며, 2010년에는 평양시에 대한 식
량 보급 소요를 줄이기 위해 평양시 4개 구역을 황해북도 관할로 소속 변경
하기도 했다.39) 식량 생산 부족과 암시장 식품 판매는 북한 전역에 걸친 정
부 식량 배급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쳤다. 곡물을 암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보
다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다수의 농부들은 식량 배급제를 외면하고 곡물
을 암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40)
불충분한 식량 생산으로 인한 어려움은 곡물 생산량 자료(그림 2.2 참고)
에 대략적인 곡물 소요(인구의 상승과 더불어 증가함)를 추가한 그림 2.6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41) 북한에서 곡물은 주요 식량원이고 또 식량원의 다양
성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연간 1인당 220 킬로그램 정도의 곡물이 생
산되어야 자급자족이 가능하다.42) 북한 정부는,

38) 어떤 저자들은 주장하기를 2002년에 평양 외곽에서의 공공 배급은 완전히 망가졌다. 예를 들면, Ralph

Hassig and 오공단, The Hidden People of North Korea, Lanham, 메릴랜드: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p.114. 그러나 저자는 사진을 보았고 평양 외곽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공 배급에 대한 이
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떤 출처들은 2013년에 북한 내 많은 지역에서 공공 배급이 개시되었다
고 말한다; 참조 “북한 식량 배급 재개,” New Focus International, 2013.5.3. 이 기사는 북한이 전쟁예비물
자와 아마도 해외 구매 물자까지 동원하여 공공 배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9) “3분지1 이상 줄어든 평양; 의심되는 식량 부족 문제,” 아사이 신문, 2010.7.17.
40) Hassig and Oh, 2009, pp. 114-115.
41) 자료에는 곡물을 cereals 로 표시했는데, 아침식사 cereals 하고 다르다. 해서 본인은 곡물이라고 언급하

고자 한다.
42) 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의 곡물소요기준은 일인당 년 220 킬로그램이다. Kisan Gunjalm, Swithun

Goodbody, Joyce Kanyangwa Luma, 그리고 Rita Bhatia, “FAO/WFP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수확 및 식량
안보 평가 임무,” Rome: UN 식량농업기구, 경제사회개발부, 및 세계식량기구, 2010.11.16,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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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인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22만 명의 북한 주민들
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탈북자들 가운데 가장 고위직이었던 황장엽 전
(前)노동당 비서는 북한 농업 관계자들이 북한 정부에 내부적으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250만 명의 인원이 사망했으며, 1995년에는
50만 명, 1996년에는 백만 명, 1997년에 또 백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나치오스(Andrew Natsios)의 몇 독자적 평가에 의하면 황정엽 전(前)비서의 주
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충분히 존재한다.43) 최대 350만 명이 사망했
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기반 추정치가 존재하나, 몇몇 학자들은 여기
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44)

그림 2.6 북한의 식량 생산량과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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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2010. UN 식량농업기구

43) Andrew Natsios, “북한에서의 기근의 정치,” 특별보고,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 1997.8.2.
44) Havel, Bondevik, 그리고 Wiesel, 200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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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도 가용 식량은 최저생계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기아는
북한 전역에서 여전히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다. 데일리NK는 2012년 4월 중
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식량 부족은 아사로 이어지고 있다. 협동농장 인력
가운데 상당한 비율이 영양실조로 인해 노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일부
인원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농장에서 떠나고 있다. 황해남도 배천군, 연안군,
청단군 3개 군에서 2만 명이 아사했다.45)

북한은 영양실조에 걸린 농부들의 식량 생산 능력이 저하되어 다시 식량
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혹자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46) 기후 변화 등의 요소로 인해 연간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과거와는 달리 북한정부는 북한군의 전시 식량을 북한 주민들에게 분
배했으며,47) 해외로부터 식량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8)
적은 양의 식량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고질적 영양실조
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은 빈번히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1990년대의 광범위한 기근 후에도 고질적 영양실조는 상존했다. 북한 아동 가
운데 2분의 1 이상은 충분한 발육을 거치지 못했거나 저체중이며, 청소년 가운
데 3분의 2는 영양실조 혹은 빈혈증에 걸려있다. UN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45) 최성민과 김광진, “남부지역에서 보고된 기아 사망자들,” DailyNK, 2012.5.20.
46)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산 디에고 대학의 전문가 Stephan Haggard가 주장하는 바는 심한 영양실조는 최

근 몇 년간 북한 사회에서 완화되고 있다. 참조 Stephan Haggard, “총과 쌀: 유엔아동기금(UNICEF) 영양
실태조사에 덧붙처서,” 워싱턴.D.C.: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2013.5.29, 그리고 Stephan Haggard 와 Alex
Melton, “위기, 식품가격과 식량,”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2013.5.10. 고명현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
다. 참조 고명현, 2013.
47) 북한군 식량 예비 물자는 “제2의 창고”라고 일컫는다.
48) 서울에서 인터뷰,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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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은 북한이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원조를 거부하
고, 홍수로 인해 기근이 발생하며 새로운 재난이 도래하고 있다고 전했다.49)

영양실조는 두뇌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국국가정
보위원회(NIC)는 “유아기 초기 영양실조로 인해, 북한군 징집 대상 인원들
의 17퍼센트에서 29퍼센트가 미군 기준으로는 병사가 될 수 없는 인지 결핍
(cognitive deficiencies) 증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50)
이러한 영양실조 외에도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약품, 장비, 위생, 그리고 전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양시 바깥 지역에서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가 없다... 평양의 폐쇄성이 질병 발생 현
황을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결핵, 성홍열, 촌충 등의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만성적 질병이 사망 원인의 40퍼센트 정
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화 벌이 목적으로 북한에서 불법 생산된 마
약은 부족한 약품을 대체하거나 배고픔,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다.51)

요약한다면, 북한 경제는 물적, 인적 자원의 열악한 상태 때문에 광범위
하게 악화되었다. 널리 퍼져있는 영양실조는 북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육체
적 인지 장애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로의 개방이나 한국과의 통일 여
부와 무관하게, 경제 성장을 가로 막게 되는 요인의 하나일 수 있다.52) 이러
한 제한 요소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하면서 파멸적인 붕괴를 초래
할 가능성을 높인다.
49) NIC, 2008, pp. 46-47.
50) NIC, 2008, p. 29
51) NIC, 2008, pp. 46-47.
52) NIC, 2008,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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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제 체계의 손상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기근에도 살아남은 북한 정부의 재생력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과거 북한의 통제 체제는 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응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통제가 점차 약화
되고 있으며, 이는 붕괴 수순을 겪은 여타 독재 국가들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물론 북한의 통제는 아직까지는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 통제체계의 약화 과정에 관한 본질을 살펴보는 것은 북
한 정부 붕괴의 위험요소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정보 통제의 실패
한국 전쟁 이후, 북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관영 매체의 정보들에 대
한 접근만을 허용해서 사상을 주입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외부의 정보가
북한 내에 확산되고 있어 북한 선전의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파
되고 있으며, 불안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정일이 북한 내에서 선전
전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 인구 절반 이상은
해외 뉴스를 청취하고 있으며, 민초들의 냉소주의는 국가의 선전을 깎아내
리고 있고, 상류층 사이에서도 불만이 싹트고 있다.53)
중국 및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마커
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및 스티븐 해거드(Stephen
Haggard)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내로 유입되는 정보의 변
화 및 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태도의 변화들을 발견하였다.
• 해당 설문 조사에서는 지난 1990년대에 비해 해외 뉴스 혹은 오락 프
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거의

53) Blaine Harden, “친애하는 지도자는 북한의 심장과 마음을 잃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2010.3.24, p.11. 참

조 “수백만 북한인 해외 방송을 듣는다,” 조선일보,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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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북한에 문제들을 유발하
고 있다는 북한 정권의 성명들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54)
• 해당 보고서는 한국, 중국 및 미국 발 방송들에 대해 거론하며, “해외
매체들에 대한 접근이 보다 광범위하게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 수용에 대한 단속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의 출처가
다양해지면, 이것은 북한이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영웅적인 이미지
를 약화시키며, 독재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대량 정보 유입
의 가능성도 확대된다.” 55)
• 탈북자들에 대한 한 설문 조사는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일상
적 문제(everyday forms of resistance)’ 즉 만연한 부정부패, 증가하는
불평등 및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 등이 미국, 한국, 혹은 여타 외세의
문제가 아닌 북한 정권의 문제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해당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시기가 빨랐던 인원
들은 북한의 문제를 타국에 전가하는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
으나, 보다 최근에 탈북한 인원들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 해당 설문 조사에서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 및 북한 정부 실패에 대한
비판은 북한 정부 고위층과 군 출신 탈북자들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조사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시장 및 경제

54) Shaun Tandon, “북한내 저항 증가한다. US Study,” Agence France-Presse, 2011.2.1.
55) Harden, 201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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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련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도 발견했다.56)
탈북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불만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북한 정부에 대
한 강한 편견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태
도는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많은 양의 외부 정보가 북한 사
회로 유입됨에 따라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이 유입되는 정보의 일부를 믿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은 중국에서 반입된 휴대폰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비디오·DVD에
녹화된 한국 인기 드라마 압수 등,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절박한 노력들을 실시
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57)

북한군도 예외는 아니다.
막사에서 한국 영화, 혹은 연속극을 시청하다가 적발되는 북한군 간부 및 병사
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베이징 시에 본부를 두고, 북한을 자주 방
문하는 한 소식통은, “몇몇 군 간부 및 병사들은 작년부터 한국 영화, 혹은 TV 드
라마들을 시청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북한군은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방지
하기 위해 간부 및 병사들에게 광범위한 세뇌 교육을 실시해 왔다.”58)
북한 군 내에는 부정부패도 너무 만연되어, 북한 정부는 민간 경찰인 북한 인민
보안부에 부패한 군인들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과거에는 북한군 수사기관
에서 이러한 조사들을 처리하였으나, 북한 정부는 군 수사기관이 부패했다고 믿
고 있으며, (절도, 혹은 밀수범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돕는 등의) 범죄 행위
에 연루된 병사들을 찾아내어 처벌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역

56) Harden, 2010, p.11.
57) “시나리오-북한 안정의 역설,” Jane's Intelligence Review, 2007.10.1
58) “북한군의 약화된 사기,” 조선일보, 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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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59)

경제 범죄의 문화: 암시장 및 뇌물 수수
북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모든 행동들을 통제하기를 바란다. 특히 경
제활동 통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입 및 소비품들에 대
한 접근성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영구적 통제에 필수적인 두
가지 방법, 즉 개인의 자유 제한 및 인위적인 계층 간 구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불법 암시장 체제의 영향력과 만연한 뇌물 수수 문제는 경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장악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북한의 통제 구조 중 하나는 계획 경제였다. 산업은 수요가 아닌 국가에
의해 유도되며 정권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급 제도를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전반적으로 충분한 식량 및 여타 자원들을
제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가 탈북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지난 십년간 장마당의 규모 및 영향력이 확대되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한 중앙 정부에 식량이나 일자리를 위해 의존하지 않게 됨에
따라 김정일 정권의 입지는 상당히 변화되었다.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 사회의 모든 계층에 퍼져있는 장마당의 영향이었고, 설문 응
답자들의 70퍼센트 가량이 자신들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개인 사업 거래를 통해
벌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60)

계획 경제는 여전히 북한 경제 환경에 일부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확실히 시장이 보다 많은 통제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정부 규제 실패의

59) “가장 사악한 자의 생존,” Straetegy Page, 2008.6.26
60) Harden, 201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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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 징표인 북한의 암시장은 수년간 존재해 왔으나, 최근에 보다 광범
위하고 영향력있게 성장하였다.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계획 경제는 반드시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상품들을 생산하지는 않으며 설사 생산하더라도 해당
상품들은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급의 불일치는 경제적 재
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상품들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권력 계층과 늘어나는 중산층에 가장 불만스러운 사안일 수 있
다. 여러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에서 암시장은 수십 년 동안 이
러한 수요를 채우면서 존재해왔다. 암시장은 북한 정부가 금지하였으므로
분명히 북한 내에서는 불법이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
두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실패로 상품들을 구매하기가 어려웠을 때인 지난 1990년대에 암시
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무렵부터 북한 정부는 식
량 및 여타 생필품들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일부 시
장 활동의 합법적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법 및 불법 시장 활동
간의 기준은 종종 명확하지 않았다. 뇌물을 수수한 지방 관료들은 시장 활동
을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뇌물 수수는 시장 활동을 존속시키고, 번성하게 한
주요 수단이 되었다. 기득 계층마저 불법 시장 및 관련된 여타 범죄 행위들
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타임스(Washington Times)
는 지난 2010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김정일의 아들들을 포함한 북한 조선노동당 및 군 고위 지도층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평양의 불법 활동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방의 정보
당국에 의해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활동에는 100달러 위조지폐의 불법유포 및
마약 밀매가 포함된다.61)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보다 최근에, “마약 및 위조지폐 문제가

61) Bill Gertz, “범죄에 연결된 북한의 엘리트,” 워싱턴 타임즈, 2010.5.2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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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노출되자, 북한 정권은 가짜 담배 생산 및 보험사기로 방향을 선
회했다.”고 보도했다.6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정부패는 시장에서 보다 만
연하였다. 사실 북한 내에 상인 계층은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뇌물 수수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다.
뇌물 수수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인플레이션이었다.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북한 돈 3,000원이었다. 그러나 4인 가족 기준 한 달
생활비는 10만원 수준이다.”63) 다수의 북한 정부 직원들 또한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는다. 북한의 생활비가 이렇게 높은 하나의 이유는 대부분의
평양시 외곽의 가정이 식량과 여타 필수품들을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구
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가정은 남편이 북한 정부가 요구하는 명목상의
직업을 보유하는 동안 배우자는 시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한다. 다수의 관리
들은 뇌물을 받아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경찰이나 지역 관료들과
같은 낮은 지위의 관리들에게 뇌물은 굶주림을 회피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것이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불법 활동(밀수 혹은 밀거래 등
과 같은)을 하지 않은 채 생존 및 경제 활동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주민들은 법 체제 내의 고위 간부들과의 긴밀한 관계
를 구축하며, 해당 간부들은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다.64)

북한 사회에서 뇌물수수가 점차 관행처럼 자리 잡아 감에 따라 뇌물은
북한 내 삶의 방식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비록 그것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지방 공무원들의 단속 대상 분야 또는 방법이라도, 돈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뇌물은 종종 징역형까지 갈수 있는 상황

62) Sheena Chestnut Greitens, “북한의 꼴리오네,” 뉴욕 타임즈, 2012.3.3.
63) 극동연구소, “북한 화폐개혁 후 2년,” 서울, 2011.12.8.
64) 목영재, “북한의 인기없는 ‘빅 3’,” 데일리NK, 2012.1.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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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한 본인이나 동료들을 구해 낸다. 생존을 위해 뇌물을 필요로 하는 지
방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다.
북한 정부는 불법 경제 활동을 중단시키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상인 계
층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험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말,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분명해지자 북한은 적극적인
반시장 조치들을 개시했다. 김정일의 처남인 장성택은 조선노동당 1부부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경찰, 사법 및 여타 내부 보안 분야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장성택
은 밀수 및 투기 실태를 ‘정리(clean up)’하기 위해 중국 접경지대를 방문하였고,
북한 내 자유 시장과 관련된 특별 규제를 발표하였다.65)

북한 정권은 지난 2009년에 많은 지방 시장들을 폐쇄하였고, 상인들을
처벌했다. 그 후,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에 화폐개혁 조치를 하여 구 화폐
100원을 신 화폐 1원으로 교환하였다. 합법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암
시장 환전율 기준 100달러 정도로 제한하고, 모든 외화를 빨리 신 화폐로 환
전하도록 요구하였던 정부 시책은 상당히 충격적인 조치였다. 이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뇌물을 제공해야하는 사업가들의 금융자본은 고갈되었으며 물
론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뇌물 규제는 크게 성공하였다. 정부는 개정된 환
전을 일반 주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모든 주민들에게 신 화폐를 보너스
로 나눠주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전형적인 시장 특성이 나타났다. 환전 규모가 제
한되자 많은 상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화폐에서 식량 같은 상품으로 전환
하였고, 상인들이 식량을 비축하자 시중의 식량 공급량이 감소되었다. 굶주
리고 있던 주민들에게 제공된 보너스 화폐는 식량 수요를 극적으로 증가시
켰다. 이러한 커다란 수요공급의 변화들은 극단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2월에서부터 지난 2010년 2월까지 2달 동안의

65) Leonid A. Petrov, “Neo-Cons Rule in Pyongyang,” Asia Times,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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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이에 무려 1,000퍼센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9년에 들어서 인플레이션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의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시장에서 구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에 대한 정부
의 통제가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정치적 난국이 유도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지난 2010년 6월에, “북한 정부는 현실을 인정하고 주민들이 굶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도부의 최후의 수단으로써 장마당들에 대한 모든 규
제를 해제하였다.”66) 실제로 상인들이 자본을 재건하기 위해 시간은 소요되
었으나, 현재 일부 상인들은 재건에 성공하였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뇌물 문화는 과거보다 확장되었다.
정부의 핵심 보직자들을 교체하는 것 또한 김씨 가족의 통제 체제를 강
화하는 기법 중 하나다. 김정일은 지난 2011년 4월, 인민보안부장이었던 주
상성을 해임하고 리명수를 임명하였고,67) 김정은은 2013년 2월에 리명수를
최부일로 교체했다.68) 지난 2012년 4월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였
던 우동측을 김원홍으로 교체했다.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장도 맡게 되
었다.69) 김정은은 주요 직위자들을 교체하여 지도층들의 무능함을 징벌하
고, 새로운 지도력을 통하여 뇌물 및 부정부패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본인들 및 가족들이 제거당할 위협을 우려하는 북
한 고위층들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들이 정권의 통제력
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 내 여타 반역 행위
북한 정부는 시장 활동, 뇌물, 부패 및 외부 정보의 유입 등과 같은 반체
제적 행위들 외에도 중국으로의 탈북, 그리고 더 나아가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 등의 도전도 받았다.
66) Chico Harlan, “N. Korea Reverses Stance on Markets,” 워싱턴 포스트, 2010.6.19. p. 8.
67) 김영진, “북한 인민회의 후계자 언급없이 폐회,” 코리아 타임스, 2011.4.7.
68) “북한 신임 보안부장 임명,” 연합뉴스, 2013.4.1
69) “북한 정보계 고위급 인사 숙청:소식통,” 코리아 타임스, 2012.4.17.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

80

인권 단체인 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지난 1990년대의 기근은 북한 주민
들이 생존을 위해 정부 규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식량배급, 주민이동
및 정보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손상시켰다. 또한, 식량 및 일거리를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였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외부세계의 소식들을 함께 가져
옴으로서 정부의 통제력은 보다 약화되었다.70)

지난 2009년,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중국으로
탈북하였다. 1만 5천 명가량은 성공적으로 한국에 도착하였고, 10만 명에서
50만 명가량의 인원들은 중국에서 도피처를 찾고 있다.”71) 지난 2012년에 들
어 한국 내 탈북자들 수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여 2만 3천 명으로 증
가했다.72) 북한 주민들은 법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없으므로 중국 국경 지역
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위법 행위이며, 월경 행위는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시
에 수감, 혹은 처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가 없이 국경을 통과하
는 인원들을 단속하기 위해 배치된 국경 경비원들은 뇌물을 받음으로써 해
당 범죄 행위에 연루된다. 그러나 “국경 경비 부대들에 대한 보급은 불규칙
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경비원들은 보통 본인들이 잘 아는 탈북자들 및
밀수업자들로부터의 뇌물이나 여타 경제적 보상을 받아왔다. 이러한 현상
은 국경 지역에 대한 단속을 약화시켰다.”73)
북한 지도부는 지난 2012년 4월, 국경 경비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인민무
력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로 전환했다.
이 모든 변화들은 탈북, 밀수 및 외부 세계로의 정보 유출 등의 사건들로 인해
최근 약화된 정부의 국경 통제력을 재건하기 위한 김정은의 필사적인 노력으

70) 국가정보위원회(NIC), 2008, pp. 46-47.
71) 이태훈, “북한 작전계획5029 전쟁선언으로 간주,” 코리아 타임스, 2009.11.8.
72) Bill Keller, “The Day After,” 뉴욕 타임스, 2012.4.29.
73) 김광진과 최송민, “국경통제 국가안전보위부(NSA)로 이양,” 데일리NK, 20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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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진다. 탈북을 시도하는 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해당 인원들의 ‘가족
3대를 몰살(exterminate three generations)’시키라는 과거의 명령들 또한 김정
은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정은은 김정일을 능가하는 잔인한 성향을
드러냈다.74)

이러한 변화들이 탈북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있겠으나, 국경 경
비원들의 절박한 생활수준은 망명이나 밀수를 방지하려는 어떠한 시스템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북한의 통제 실패 사례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 지
도자에 대한 암살 시도들이다.75) 김정일 암살 시도들에 대한 다양한 보고들
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그 자리를 계승하고 나서 화기 및 폭발물
들에 대하여 이례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북한 정부는 식량 및 여타 생필품들
의 부족에 대한 시위자들을 엄중히 단속했다. 김정일은 지난 1994년 말부터 지
난 1995년 초까지 지도자로서의 최초 6개월 동안에 다수의 암살 시도들로부터
살아남았다.76)

그 후인 2004년 말, 김정일의 열차가 통과하고 얼마 후에 북한 용천역에
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원들과 관련한 정보를 토
대로 많은 사람들은 해당 폭발이 실패한 암살 시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
다.77) 한국의 정보소식통들에 의하면 지난 2005년에, “김정일, 김정일의 차
남 김정철, 장성택의 아들을 포함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해당 모임 중에
총격이 있었으며, 다툼이 벌어졌고 그런 혼란 속에서 김정일 또한 정신을 잃
었다.”78)고도 한다.
74) 김광진과 최송민, 2012.
75) “보도: 암살표적은 북한 지도자의 아들,” Irish News, 2005.3.14.
76) John McCreary, “NightWatch,” blog, 2010.10.19.
77) 엄상현, “북한: 김정일의 먼 친척 주술로 김정일 죽이려 하다,” 신동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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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대해서도 최소 2건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 암살 시도는 중국에서 날조된 인터넷 루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79)
그러나 두 번째는 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연고를 둔 정보
소식통은 한국 일간지 중앙일보에, 권력 투쟁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 평
양시 군 관련 사무실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
다고 밝혔다.”80)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에 대한 암살 관련 보도들도 다수 존재한다.81)
보다 최근에는 김정은 주도하에 이루어진 김정남에 대한 공격들이 보도되
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에,
KBS 뉴스는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암살시도에서 살아남았으며, 이는 차기
지도자로 지명되어 최근에 권력을 계승한 26세의 3남 김정은 세력이 주도한 것
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이 시도는
중국의 저지로 실패하였다. KBS뉴스는 김정남이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었다고 전했다.82)

이러한 보도들을 어느 수준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는 불가능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들이 반복되는 것은 북한 지도자가 암
살의 잠재적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약화된 북한군
수년 간, 한국 주둔 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여 한국을 성
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월터 샤프 전(前) 주한미군 사령관

78) 김범수, “북한: 김정일 총격을 받다 (가족 별장에서 실신),” Future Korea (한글판), 2005.2.27.
79) Adam Cathcart, “How Weibo ‘Killed’ Kim Jung-un,” The Diplomat, 2012.2.11.
80) 장세정과 Ser Myo-ja, “김정은 사살 시도는 2012년에 있었다. 소식통,” 중앙일보, 2013.3.14.
81) “보도: 암살 표적으로 ....,” 2005.
82) “김정남 암살 시도로부터 살아남다,” 코리아 타임스, 200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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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인이 공산주의 북한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음
을 확신한다고 밝혔다.”83) 이러한 자신감은 상당 부분 북한군이 대부분의 무
기를 수십 년 동안 현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
일한 기간에 미국 및 한국은 상당한 군 혁신을 이루어냈다.
또한, 북한의 식량 공급 및 건강관리 체계의 악화는 북한군에 악영향을
미쳤다. “튼튼한 신병의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 병사들의 허약한 건강 상
태는 군 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
에 의하면 충성심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고 한다. 병사들은
잘 먹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 본인들의 가족들에 대해 걱정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84)
물론 구식 무기 및 부족한 식량 배급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무기력하지
는 않다. 북한군은 중요한 교전 상황에서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석권하려 하는 복잡한 군사 작전을 성공적
으로 완료하기에는 북한군은 자원이 부족하며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북한 정세 소결론
샤프 전(前) 사령관은 북한 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북한의 재앙에 가까운 중앙경제, 황폐한 산업 분야, 불충분한 농업 기반, 영양
실조에 시달리는 군인 및 주민들, 그리고 핵 개발계획의 진행, 북한 내 갑작스
러운 지도부 교체의 가능성은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해 지고
있다.85)

83) “미군 장군 언급, 부대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조선일보, 2009.7.15.
84) NIC, 2008. pp. 46-47.
85)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불안정화 가능성 경고하다,” 코리아 헤럴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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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는 어떤 과정으로 붕괴할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부의 붕괴시기를 예측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
느 시점에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붕괴로 인한 문제점, 부
정적인 결과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저자가 많은 청중들에게 강의를 하다보면 일부 인사들은 붕괴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해 질문하곤 했다. 붕괴가 어떠한 방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붕괴로 인한 결과의 추정을 보다 용
이하게 한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유용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붕괴는 분명히 다른 방식
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 묘사된
붕괴는 그저 그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장기간 동안 북한의 지도자로서 김정일은 매우 강력한 지위에 올라있었
다. 김정일은 알려진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였으며, 북한의 지도부가 본인
에게 충성하도록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북한 내 잠재적 정부 붕괴
의 조건들을 마련하였다. 김정일의 후계자는 28세 또는 29세의 3남 김정은
이었는데 그는 지난 2010년 9월까지 북한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지도 않
았었고 어떠한 주목도 받지 못했었다. 김정은의 10대 중반 시절부터 2010년
9월 말까지는 공개된 사진 한 장 없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권력자다운 풍
모나 북한 엘리트 집단 등의 공감 등 북한 지도자로서 필수적인 교양적 특
성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죽음 이후의 권력 승계는 얼핏 보기에 순
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북한의 군 통수권자,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직을 계승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품격 있는 사람
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대중 연설을 거의 하지 않았던 아버지와는 달리 공
개 연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정확
히 누가 북한을 통치하느냐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인가, 장성택 북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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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부위원장인가, 혹은 특정 집단 지도부인가? 도대체 누가 무슨 결정을
내리는가?
여기서 북한 정부 붕괴에 이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에서 출발한다고 설정할 수 있다. 새로운 권력 계승자가 나타나기 이전
에 김정은 위원장이 암살될 경우, 이는 북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
다. 김정일 전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싶으면
(특정 기간 동안의 장성택 부위원장을 포함) 배척하거나, 숙청함으로써 권
력 2인자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러므로 중앙 권력자가 제거될 경우,
북한 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86) 각 파벌
은 초기에는 서로 떨어져서 북한 내 일부 영토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다른
영토는 무정부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2.7은 파벌들이 어떠
한 방식으로 북한 내 존재하는 여러 집단들로부터 엘리트들을 흡수하고 다
른 집단들을 흡수해 나가는지를 이론적으로 보여준다.
파벌들이 등장하면 북한의 중앙정부는 붕괴될 것이고, 일부 기능들은 각
지역 파벌들에 의해 흡수될 것이다. 특히 식량 배급은 대부분 지역에서 중단
될 것이다. 또한, 중앙통제의 부재는 북한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으로 이어
질 것이며, 부유층이 부를 축적하는 방도로 식량 비축이 경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이는 지난 2009년 12월에 실시된 화폐개혁 당시에 실제로 발생했
다). 식량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북한에는 평소보다 심각한 인도주
의적 재앙이 덮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정부 붕괴로 야기될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역 군
인이 지난 2003년 기준 이라크 군의 3배에 달하며, 훨씬 강인한 정신력 및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도된 바에 따르
면 북한 예비전력은 지난 2003년 기준 이라크 예비전력의 10배에 달한다. 나
아가, 북한은 명백히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즉, 북한 내 통제권 확
86) 몇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김씨 정권이 실패할 경우 새로운 중앙 지도세력(예를 들면 군부)이 등장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정권 붕괴에 대비개념으로 정부
붕괴를 다루고자 하는 본 보고서의 범주를 벗어난 사안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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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급변의 잠재적 가능성
계층 1: 김정은 피살
파벌 A

계층 2: 가능한 후계자들

파벌 B

계층 3: 기타 원로 엘리트

계층 4: 북한 직업 군인
계층 5: 기타 북한 엘리트

계층 6: 군인
더 많은
파벌로 분화?

계층 7: 일반주민

보, 제한된 식량과 여타 자원의 확보를 위해 파벌들 간에 내전이 발생할 가
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개입 및 통일에 대한 한국의 결단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특히 비용문제로 인
하여 분열되어 있다. 때문에 만일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한국이 통일을
모색할 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지난 90년대 중후반에 북한 내 기근이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수십만 명의 인원이 사망했을 당시, 한국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한국과 미국 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
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고 북한이 붕괴되는 시점까지 더 기다
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비용 및 위험들로 인하여 한국이 개입 결정
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북한 정부 붕괴 이후 발생할 인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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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파국은 한국의 개입 결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87)
이러한 상황에서도 본 연구는 북한 붕괴 시, 결국 한국이 개입하여 통일
을 모색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제3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개입 시 의
사결정 과정들을 논의할 것이다.

두 가지 주요 가정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경우의 통일 관련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주
요 사안에 주목한다. 첫 번째 사안은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의 핵심 권력층
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수용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의 북한 핵심 권력층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에 통일을 이룩하려는 행
위에 대해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북한 주민에게 한국 주도 통일의 이점을 이해시켜야 하며, 특히 북한
핵심 권력층을 한국 사회로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과
정이 미흡하게 조치될 경우(예를 들어 부족한 인도주의적 지원, 혹은 치안
문제), 북한 주민들은 불만을 품게 될 것이며, 한국 주도의 통일에 반대를 표
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사안은 제 4장에
서 다루어진다.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개
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중국이 한국 및 미국의 개
입을 적극 옹호하며 주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협조할 수가 있다. 그와
정 반대로 중국이 선제적으로 북한 내 특정 파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이 합법 정부에 대한 위협들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하여 한국 및 미국
의 대북 개입에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런 중국 개입의 스펙트럼 중 어느 선에

87) 한국은 독일 통일 비용에 대하여 세밀히 연구하였으며, 한국 내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에 대하여 우

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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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의 개입이 전개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 두 사안에 따라서 통일이 초래할 결과들과 그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
는가 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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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시 잠재적 결과

북한 정부의 붕괴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로 인한 영향
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초,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쓰나미 및 원자
력 재해(nuclear disaster)로 인해 일본산 제품들의 공급과 가격이 전 세계적
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물론 북한 정부의 붕괴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 바로 북한인데, 이는 내전의 가능성과 이로
인해 악화될 인도주의적 재난이 인구 대부분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
다. 인접국들 역시 북한 난민들과 그들에 의한 범죄 활동, 그리고 국경선 밖
에 존재하는 목표물들을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일부 파벌들로 인해 물리
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또 다른 파급 효과들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도록 만들 수 있
으며, 양측이 모두 개입할 경우에는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미국은 한
국의 개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인한 결과들을 검토함에 있어
그 범위를 다음으로 한정한다. 첫째, 이 연구는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인한 부
정적인 결과들만을 다룬다. 이는 연구의 취지가 부정적인 결과들을 피할 수
있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과
중에는 한국이 통일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 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둘째, 본질
적으로 북한 정부의 붕괴가 북한과 한국에게 미칠 결과들에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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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 정부의 붕괴가 미국 및 일본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몇 가지
결과들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붕괴가 중국이나 러시아
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들이 북한에 개입하기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 그렇다면 개입 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인지, 그 가
능성을 살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기술하
고자 한다. 이미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다루었던
몇 연구문헌들은 참조될 것이지만,1) 이러한 연구문헌들은 보통 그 결과들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못한 면이 있다.2) 이를 감안하여
이 장에서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 간의 상호 작용
을 우선 개관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잠재적 결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문헌들은 김씨 일가 체제의 향후 다양
한 진화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반적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북한 정부
의 붕괴를 다룬 시나리오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향후의 여러
가지 진화 유형들을 비교하는데 보다 주안점을 두면서 이들의 특징과 시사
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3)
그림 3.1은 한국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북한 정부 붕괴의 결과로 발생할
1) 본장에서 묘사된 몇몇 결과들은 Paul B. States와 Joel S. Wit의 글에서 인용하였다, “북한 급변사태 준비,” 워

싱턴 D.C.:외교관계위원회,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2009.1, pp.16-28. 참조 류무봉,The ROK Army's
Role When North Korea Collapses Without a War with the ROK, Ft. Leavenworth, 캔사스 주: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미육군지휘참모대학, 2001.1, pp. 21.
2) 아이러니칼하게, 북한의 약화를 막고자 하는 중국의 필사적 노력은 반어적으로 미국이나 한국보다 북한

붕괴의 심각성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무역상대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손상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과 기타 불
안정 사태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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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각종 사태들을 요약하고 있고, 이러한 사태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작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앞장에서 논의한 이유들로 인해 북
한 정부의 붕괴가 북한 내 인도주의적 재난(그림 좌측 하단)을 발생시킬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북한 정부 붕괴는 북한 내 분쟁 상황
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분쟁 상황은 아마 북한 내부에서의 내전으로 시작할
것이나, 국경선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 북한 정부의 붕괴
로 인해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무기들은 국가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WMD의 사용을 유발하고 여타 국가들에게 WMD를 확산시
킬 수 있다. 또, WMD의 사용 및 확산 가능성은 북한 내 분쟁이 발발할 경우
에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전시 상태는 북한에게 지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고
북한 내 불안전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북한 내 인도주의적 재난 상태를 악화
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 상태로 인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난민
그림 3.1 가능한 사태들의 관계
통제되지 않은
WMD, 무기들

한/미개입
북한 내
분쟁
북한
인도주의적 재난

한국에 피해

한국 경제,
사회 혼란

북한에 피해

북 주민 불만

인도주의적
재난 악화
북한
불안정 사태

북한 피난민
중국 개입

한반도
불안정화

한국
통일 불가능

중국 통일
방해 시도?
중국과 충돌

3) 참조 Scobell, 2008; Jonathan D. Pollack과 이정민, “한국 통일 준비하기: 각본과 함의들,” Santa Monica, 캘

리포니아: 랜드 연구소, MR-1040-A, 1999; 및 유호열, “현 북한의 상황과 북한 급변사태 유형,” 서울: 일민
국제관계연구원, Background Paper 일련번호 2, 2010.8. 이 글에서 북한의 미래 씨나리오 뿐만 아니라 각
씨나리오의 몇 가지 결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참조 한용섭, “북한위기시 정치·군사적 파급효과,” 서울: 일
민국제관계연구원, Working Paper 일련번호 4,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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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중국 및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태들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은
한국 및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붕괴에 개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연구
의 뒷부분에서는 한국 및 미국이 한미 동맹관계 하에서 일반적으로 연합 행
동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양국의 대응을 다룰 것이다.4) 물론 이는 북
한 정부의 붕괴로 인한 여러 사태들에 대해 양국이 같은 수준으로 의미심장
하게 볼 것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및 미국 양측이 개입에 대해 강
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3.1을 자세히 본다면 한
국과 미국의 개입을 유발하는 여러 사태들이 있고 이는 양국의 개입을 철회
할 다른 방안이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의 북
한 WMD는 미국의 개입이나 한국의 개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며, 한국의 피해 역시 한국의 개입이나 미국의 개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물론 한국 및 미국의 개입은 아주 정교하게 다루
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엘리트들의 한국 지도부
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이 속았다거나 당
했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품을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을 달성하는 일은 상당히 어
려울 수 있다.
북한에서의 내전, 그리고 특히 WMD의 사용은 한국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북한군의 일부는 포병 및 특수전 부대로
한국을 공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특히 핵 혹은 생물 무기가
사용될 경우에 이러한 피해는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1개 혹은
그 이상의 북한 파벌들은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고의적으로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일종의 보복 행위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
러한 보복 행위에는 한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 공격이 있을

4) 6장에서 논의되는 한국의 국방개혁계획을 따져 보면 2020년까지 한국군의 규모가 축소되어 자체적 개입

을 하기에는 너무 적어, 미군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

94

수 있으며, 특히 핵무기나 심지어 화학 혹은 생물 무기를 사용하는 탄도 미
사일 공격들은 한국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피해 이외에도 한국 경제 및 사회는 현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사태들은 한국이 통일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감당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아마도 한국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인한 최
악의 사태는 범죄·폭동이 확산되어 한국이 이를 억제하거나 타개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불안정성에 직면하는 상황일 것
이다.
또한 여기에 중국이 개입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다. 일부는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만일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개입한다
면 앞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좌절시키기 위한 시
도를 할 수 있다. 한국군, 미군 및 중국군이 서로 전진하는 가운데 한미 동
맹 및 중국 간에 분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일을 좌절시키기 위
한 중국의 공작 및 중국과의 분쟁 상태는 한반도 통일을 더욱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림 3.2는 잠재적인 사태들의 초기 추정안들이다. 후에 이러한 추정들
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이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3.2에 언급된 사태들
은 정도가 지나친 편이나, 모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북한군 가운데 오직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가량이 폭도 혹은 범죄자로 변
질됐을 경우에도, 이후의 북한 내 안보상황은 미국 및 이라크 간의 전쟁 이
후에 경험한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
우에 북한이 통일된 한국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인한 결과로서 또 다른 사태들이 발생할 가능성 역
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파벌은 미국을 대상으로 1개 혹은 그 이상의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을 발
사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핵무기가 오작동 없이 제대로 발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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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가능한 사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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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GDP 손실,
내부 갈등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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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지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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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들,
부족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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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시도?
북한 괴뢰정부

중국과 충돌
우발적 충돌
전쟁으로 격화

중국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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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고 미국의 도시를 타격하여 수만 명의 사상자들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5)

북한 내 사태
이 절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들을 보다 상세하게 살핀다.
정부 기능 상실
북한 중앙 정부가 붕괴될 경우,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대부

5) 미국이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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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마비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이 덜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북한 파벌들은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북한군 지도자들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파벌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르는 군부대는 이러한 지역에서 새로운 공안 기관으로 부상할 것이며, 민
간 통제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군부가 민간 사회를 통제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일부 파벌 지도자들은 이전의 공안세력, 특히 국
가보위부나 인민보위부 요원들의 충성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 인
민보위부 세력은 민간인들을 관리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을 보다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파벌 지도
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정치적으로 해박하고 능숙한 만큼 그들이 관리
하는 지역 내 정부 기관들의 기능을 회복하고 해당 기관들의 관련 인원들을
복귀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외 지역에서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들은 대부
분 붕괴될 것이다.
이 경우 모든 파벌들이 안전하게 자리 잡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약
한 파벌들은 생존하기 위해 세력이 강한 파벌들과 협약을 맺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약한 파벌들의 지도자들은 보다 강한 파벌들이 세력을 굳혀 가는 과
정에서 숙청될 수도 있다. 같은 파벌 안에서도 파벌 지도자들은 완전한 권한
을 확보하기 전까지 자신들을 편들어 주는 지도부 인사들을 숙청하거나 정
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도부 인사들이 파벌 지도자들
에 대하여 진정한 충성심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화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계가 최초로 노정될 때 파벌 지도자들과 지도부
인사들 간의 불화는 고조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벌 지도자들은 충성스럽지
않은 인사들을 숙청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불화 및 숙청사건들은 파벌 내부
와 파벌들이 통제하는 지역 안에서 심각한 불안전성을 유발할 것이며 결국
파벌 지도자들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날 상황을 전개할 수도 있다.
북한 주민의 개인 안전 역시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경찰 및 관련된 치안 기능들이 붕괴될 것이므로 현재의 북한 사회 보다 상
황이 더 악화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북한 사회는 공산당 간부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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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짐작하건대,
사회적 무질서는, 예를 들면 약탈과 방화와 같은 범죄들은 북한 정부의 무능
력화의 가장 어두운 면모일 것이다.”6)
또한, 파벌 지도자들은 파벌 지역 내부 의견 차이 제거와 불충한 인원에
대한 숙청에 대단히 잔혹할 수 있다. 이미 부패한 일부 군인 및 공안 관련 인
사들 역시 본인들에게 대항하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 민간인이 보유한 자원
을 강탈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이러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떤 논문은 북한 정부의 붕괴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군인들은 배급 체계가 붕괴하게 되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공
격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군과 민간인들 간에 작은 충돌들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일부 탈북자들에게 총격을 가할 것이며, 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커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더욱 빈번하게 군부대들을 공격하고 무기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7)

암시장의 범죄자들 역시 일부 지역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경
쟁자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보 상황이 무정부 상태로
악화될 수 있고, 무정부 상태까지 악화되지 않는 여타 지역들에서도 불안정
상황은 증대할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자신의 통제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려는 일부
파벌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범죄 문화는
많은 지도자들의 접근방식을 오염시켜 왔으며 북한 붕괴상황에서도 오염이
진행될 것이다. 사람들은 “적자생존”을 연마하는 사회에서 생존해 왔으며,
대다수 파벌 지도자들은 이러한 갈등들을 이겨내며 스스로의 지위를 성취
6) 서재진, “북한 급변사태의 사회적 파급효과,” 서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Working Paper 일련번호 2,

2010. 6, p. 8.
7) 한용섭, 201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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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냈기 때문에, 자비심을 갖기보다는 잔혹할 것이며, 공정하기보다는 편파
적일 것이고, 너그럽기보다는 이기적일 것이다.
분쟁
북한 정권은 붕괴가 다가온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국을 침공하는 “국면
전환용 전쟁”8)을 시작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극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상을 수습하거나
통일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일종의 군사 작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면 전환용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북한 논리는 일종의 예방적인 군사 공격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9)

북한은 이미 내부의 정치적 문제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발들을 자행
해 왔다; 북한은 정권에 대한 위협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하여 도발을 격화시
켜 왔었다. 이러한 위협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한 전문가는 지난
1996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가 답을 구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에 묘사된 북한의 상황을 고려
할 경우, 북한이 내부의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한국을 공격할 것인
가이다. 유엔군사령관(CNCUNC,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과 미(美) 국방정보국(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
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남한과 북한에 동시적으
로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10)

8) 참조 Jack S. Levy, “국면 전환용 전쟁이론: A Critique,” in Manus I. Midlarsky, ed., The Handbook of War

Studi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9.
9) Scobell, 2008, pp.20-21.
10) David S. Maxwell, 북한의 파멸적 붕괴: 미군에 대한 함의, Ft. Leavenworth, 캔사스: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미육군지휘참모대학, 1996.5, p.13. CINCUNC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어진 직책명이기
도 한데,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한국군 모두를 지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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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북한군은 서울 인근 지역을 비롯해 한국군에게 심각한 피해
를 입힐 수 있겠지만 분명히 패배할 것이다.11) 또한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에
개입하여 북한군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북한 정부를 제거하는 동시에 한반
도에서 중기 내지 장기적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자포자기하여 한국을 침략하건 하지 않건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 정부 붕괴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
공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 북한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다. 한국, 미국 그리
고 어쩌면 중국 및 러시아가 개입할 경우,12) 파벌 지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들을 흡수하는 작전이 전개되지 않는 한,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의 외부 통제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파벌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에 안주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추종자 일부, 예를 들어
강경파 인원들은, 개입한 국가들과 싸우기를 결정하여 보다 큰 규모의 전쟁
을 재촉할 수 있다.
맥스웰은 “평양 정권은 북한군이 유지되는 상태로 붕괴될 수도 있다. 우리는 구
호 작전을 시행하면서도 동시에 전투작전을 해야 할 것이다. UN에 북한 정부의
붕괴가 북한 주민들을 부양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
람들은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13)

개입에 대항하는 북한군부 세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북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미 양국군은 북한 내 진행중인 분쟁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며, 북한
군과 북한 공안부대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1) Sharp 대장, 전 주한미군사령관, “그들은 대한민국에 커다란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미 장성, 서울에 대한 북한의 800
여기의 미사일 위협을 우려하다,” East-Asia-Intel.com, 2008.10.17.
12)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며, 개입을 결정한다하더라도 러시아 극동군구에서 가용한 군사

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13) Robert D. Kaplan, “When North Korea Falls,” The Atlantic,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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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의 분쟁 역시 예상할 수 있다. 파벌 지도자들은 필요한 식량, 에
너지, 기타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 파벌들을 습격하거나 심지어 보다
치열한 전투를 실시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파벌 지도자는 인접 파벌들을
굴복시키면 북한 전체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북한에서 내전이 유발되고, 이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현시점에서도 참담한 수준의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파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배하
는 지역에서 예비자원을 동원할 것이며, 이로 인해 최대 9백만 명 가량의 북
한 주민들이 무기를 소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들의 경제 생산성
은 저하될 것이며, 가족들은 이산될 것이다. 예비군의 동원은 파벌들이 모든
북한 주민들을 전투원으로서 인식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파벌
들은 충성심이 결여된 비전투원들 구분 없이 전투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예비군의 동원은 일부 지역들에서 치안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이러한
병력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확률
이 높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식량과 자원들을 착취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 사령관이 암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범죄 조직
의 우두머리일 경우, 이러한 지역 사령관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들이 관
할하는 지역의 공장들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약탈하여 단기 판매로 처분하
거나 남용하기도 하고 관할 지역 주민들을 갈취, 또는 심지어 인신매매도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파벌 지도자들은 내전 초기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착취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취를 하게 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정부의 붕괴가 오래 동안 지속될수록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행
위들도 증가할 것이다.
내전이 발생할 경우, 내전은 파벌 지도자들에게 있어 전면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들은 승리 아니면 죽음과 같은 양극단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WMD의 사용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대부분
북한군 및 예비군 병력들이 방독면을 비롯하여 WMD에 대응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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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병력들은 WMD 공격에 취약할 것이다.
WMD 중에서도 화학 무기의 사용은 적대 세력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데
모두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 한편 핵무기는 적대 세력을 압도하는 용도
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생물 무기는 적대 세력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게 강력한 피해를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파벌들은 그들의 생존과
내전 수행을 위한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WMD 및 관련 자산들
(예를 들어 WMD 전문가들)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정부
는 이란 및 시리아를 비롯한 국가들에게 이러한 WMD 관련 자산들을 판매
하고 있다. 보다 극단적인 내전 환경이 되면, 파벌 지도자들은 WMD 및 관
련 자산들을 테러 단체나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어떠한 대상에게라도 제공
하려 할 것이다.14)
극심한 기근, 기아 및 여타 보건 관련 영향
북한은 이미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이므로 정
부의 붕괴는 북한을 아예 기아 상태 속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다. 정부가 붕
괴된 상황에서는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
는 사람들은 식량을 비축하려 할 것이다. 식량이 점차 사라지면 군부나 무기
를 소지한 인원들은 식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무
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식량을 약탈할 것이다. 북한 내 구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인도적 구호 단체들은 아마도 북한 내 치안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구
호 사업의 규모를 줄일 것이며, 단체의 직원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

14) 추후 논의하겠지만, 미국과 동맹은 그러한 조건이 성숙할 경우, 아마도 확산방지구상(PSI) 이름 하에서

북한에 대해 해상 봉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WMD를 나를 수 있는 수천의 어선
과 기타 선박이 있어서 모두 정선시키고 수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더 어렵
다; 어쩌면 언젠가는 착륙과 검사를 거부할 경우 항공기를 격추해야 할 것인지 결심하게 될 때가 올는
지 모른다(어떤 항공기는 교신 실패일 수도 있지만). 만약 북한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들어갔거나 황해/
서해의 북부로 비행하고 있을 때는 항공기 비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착륙시킬 장소 부족 등 복잡한 일이
다. 더욱 곤란한 것은, 아마도 북한내 범죄조직과 인접국 범죄조직 간에 거래로, 확산이 북한-중국, 또는
북한-러시아 국경을 통해 이루어 질 경우이다. 북-중 국경선은 1,400 km이며 거래와 기타 활동이 일어나
는 주무대이다. 북-러 국경선은 18 km이며 두 개의 교량뿐이어서 확산의 위협은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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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까지 치안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구호 사업을 더욱 축소할 것이다.
현재도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불충분한 식량 공급 상황은 이 경우에 기아
수준 이하까지 줄어 들 수 있다.
물론 많은 요소들이 기아 상태의 심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붕괴
전년도의 수확량이 어느 정도로 적었는지, 정부 붕괴의 시점이 연중에서 언
제인지,15) 정부 붕괴가 영농 활동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는지, 그리고 외부
의 인도적 구호물자가 도달할 때까지 정부의 붕괴 지속 기간이 얼마나 지속
되었는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북한은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기근 상황, 혹은 그 보다 더
어려운 기근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16) 기아 상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람
들은 노동에 참여하기에는 지나치게 허약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경
제 생존 능력은 더욱 더 손상될 것이다. 북한은 영양 상태 및 경제 생존 능력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악화되는 식량 상황은 보다 광범위하게 건강과 관련된 파급효과들을 발
생시킬 것이다. 북한은 이미 병약한 건강 상태로 인해 질병들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에는 “성홍열,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발진티푸스”등이 포함된다.17) 북한 정부가 붕괴될 경우에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 역시 손상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은 정부의 붕괴 이후에 더 악화될 것이며, 대규모의 난민 이동이 시작
될 경우에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이 질병과 결합될 경우, 정부의 일부 기능이 유지
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의 발휘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국가 기능의 마비는 시장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게 되고, 종국에는 시장기능

15) 북한에서의 기근은 전년의 곡물이 바닥나고 봄철의 먹거리가 아직 가용하지 않을 때인 봄철에 최악이다.
16) 잘 되면, 인도적 구호품은 치안 상태가 나빠서 인접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수개월 안에 도착한다.
17) Jonathan Stafford, “Finding America's Role in a Collapsed North Korean State,” Military Review, 2008.1-2

월,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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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비되고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화
들의 희소성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소비재의 부족은 사람들을 불안
과 초조함으로 내몰 것이다. 한편, 배급에 의존해왔던 간부들이야말로 이러한 상
황에서 가장 큰 고충을 겪게 될 것이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
다. 반면에 간부들은 그렇지 않다. 사실, 간부들은 정부 붕괴 이후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정부의 붕괴는 북한의 국가 기능을
급속하게 파괴할 수 있다.18)

최고위급 북한 정부 관료들은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상당한 양의 외국
통화를 비축하고 있는 반면,19) 대부분의 정부 공직자들, 특히 평양시에 거주
하는 공직자들은 미미한 봉급을 받아 왔으므로 생존을 위해 국가 배급 체계
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므로 국가 배급 체계의 붕괴는 그들에게 있어 재
앙이 될 것이며, 그들은 생존을 위해 공직자로서 본업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
고, 결국 이는 정부 실패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의 실패는 북한 통화가 실질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것이다. 통화 가치가 의심스러울 경우, 북한 통화
를 소지한 사람들은 북한 통화를 외국 통화로 교환하려할 것이다. 외국 통
화는 이미 북한 경제, 특히 북한 평양시 지역에 상당히 침투해 있는 상태이
다.20) 외국 통화의 보유는 일부 지역에서는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지역에서 조차 부를 축적하기를 희망하는 사
람들은 식량 비축을 선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식량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축 현상은 식량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18) 서재진, 2010, p. 8.
19) 워싱턴 타임스에 의하면, “당 간부들은 50만에서 백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있다” (Andrew

Salmon, “북한 개혁은 연막이다, 고위 탈북자가 말하다,” 워싱턴 타임스, 2012.8.28.
20) 최근 5년 동안 평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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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붕괴로 인해 즉각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
한의 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한국의 개입과 통일이 연기될 경우,
많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환경 악화가 한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
며, 북한 주민들은 통일 및 한국 정부에 대해 불만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통
일 과정 초기에는 이러한 불만 정도가 높지 않더라도, 통일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이 높아 질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이 북한 주민들의 기
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결국 북한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은 상당
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일부 북한 주민들은 김씨 일가 정권으로의 회귀를 희
망할 수도 있다. 한국에 와있는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으로 귀환하기
를 희망한 바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러시아인들은 이와 유사하게 소련 체제로의
복귀를 희망했었고 이는 그들이 강대국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영향
극단적인 독재주의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인권 상황은 크게 영향을 받는
다. 인권문제는 이전에 탄압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웃을 살해하거나 착
취한 전 공안 요원들을 공격하는 복수의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
편 공안 요원들은 그들이 착취해 왔던 피해자들이 본인들을 대상으로 불리
한 증언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들을 살해하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국제단체들은 북한이 20만 명가량의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21) 이러한 시설들의 수용소 간수들은 북한 국가보위부 직
원들이다. 수용소 간수들은 죄수를 대상으로 극단적이고 잔혹한 행위를 실
시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연구자는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였던 신동혁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21) 이지연, “북한 죽은 지도자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죄수 석방하다,” CNN, 2012.1.10. 기사는 다음과 같

이 언급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국제기구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에는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자로 있다.
박씨는 전체 수감자는 3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수감자에서 20만 명의 정치범
을 빼면 실제 범죄로 수감된 인원은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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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견해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전범 재판을 두려워하는 북한 지도자들이 조사관들
이 도착하기 전에 수용소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신동혁의 주장은 옳을 수 있다.
김정일은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짙은 안개 속에 감추어 적들이 내부 정보를 획
득하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22)

수만 명의 북한 수감자들이 처형당할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난 인권 유린
행위이다. 한미 동맹의 추후 행동 혹은 중국의 개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
한 간수들이나 그들의 두목격인 국가보위부의 간부들은 자신들이 난민 대
형에 섞여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목격자들을 없애기 위해 아주 신속
하게 죄수들을 처형하려 시도할 것이다.
북한 내 실향민(IDP)과 피난민
1990년 중반 북한에서 발생했던 기근 당시 북한 경비대는 북한 주민들
의 탈북을 저지하려 했지만,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탈북을 감행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중국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됐
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미 만주에 2백만 명의 조선
족들이 살고 있고23) 중국 지도부는 그들을 잠재적인 문제를 가진 소수 집단
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결국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서 분류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분류했을 경우,
그들은 UN이 규정한 권리들을 보장받고 그 권리에 따라 대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그들 대부분을 북한으로, 불운의 나락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러한 행태는 오늘 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22) Harden, 2012, p.11. 신씨는 북한형무소에서 태어나서 경비원들과 형무소장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한 관

점을 갖고 있다.
23) Jason Lim, “If North Korea Collapses,” Washington Times,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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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 붕괴 시, 식량 및 안전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 식
량 및 안전의 문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주
거를 이동하게 만든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식량 공급이 원활한 곳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중국 및 한국으로 도피할 것이며 북
한의 내부 치안 체제의 붕괴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규제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 식량배급제 및 공공질서의 붕괴를 초래한 폭력적·장기적 권력 투쟁의 부작
용들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규모 탈북자의 유입이다. 한국과 북한 사이
의 비무장지대에는 다수의 지뢰들이 존재하며, 엄한 경계상태 하에 있다. 그러므
로 탈북자들에게는 중국이 가장 합리적인 목적지일 것이다.24)

한국으로 유입될 피난민들의 공식적인 예상 집계 수는 3백여만 명으로
보고 있다.25) 이러한 피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이동할 경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이들은 죽거나 부상을 당하기 쉬운 환경
으로 내몰릴 것이고 특히 추운 계절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국 내 잠재적 영향
북한 정부 붕괴는 한국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다. 물론 이외에 또 다
른 다양한 영향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24) Stares and Wit, 2009, p. 18.
25) 나정주, “위기 시 3백만 북한 피난민:BOK,” 코리아 타임스, 2007.1.27. 비무장지대의 어려움에 추가해

서 북한 인구 80 퍼센트 이상이 평양 주변과 그 이북에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한국보다 중국이 더 가까
울 수 있다. 그러므로 흩어진 가족들은 중국 쪽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참조 2008 북한 인구조사(조작되
었다는 논란 속에 있음):중앙통계청, 2008 인구조사, 국가 보고서,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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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진행 중 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
붕괴의 조짐이 무르익어 가면, 북한은 붕괴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해 전
환전쟁(diversionary war)의 일환으로 한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 이 침략
은 북한의 붕괴에서 비롯된 경우가 아니므로 정작 북한 정부가 붕괴될 경우
에 대응해야하는 한국의 능력을 크게 손상시키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따
라서 붕괴의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북한 내 상황을 살피면서, 한국은 북한
의 침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한국 방위의 방편으로서 북한
정부 붕괴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이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북한군의 실패 보다는 북한 정부 붕괴 때문에
침략이 실패하는 것이다.
북한의 침략은 한국에, 특히 서울 북부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다. 예를 들면,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들은 서울 및 비무장지대에 상당한 피
해를 입힐 수 있다. 북한군이 한국으로 진격할 경우에 한국군에는 다수의 사
상자들이 생길 것이며, 해당 지역들에 위치하는 산업 및 경제적인 부문에 손
상을 입어 교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장
악한 지역에는 그 기간 동안 정치, 인권 및 여타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이다. 한국이 이러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여 북한군을 한국 영토에서 몰아
내고 한국 국경을 재차 회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반격 역시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개리 럭(Gary Luck) 장군은 지난 1994년 의회 증언을 통해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피해의 추정치를 밝혔다. 당시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개리 럭 장군은 그 증언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한국 및 북한 간의 전쟁은 6. 25 전쟁 당시에 발생한 사상자수와 같은 정도
의 사상자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군인의 경우, 최소 3
만 6천 명가량의 미군과 최소 40만 명가량의 한국군이 전사했다.26) 개리 럭
장군의 이러한 추정은 한국과 북한 간의 교전에서 단지 재래식 무기들만 사
용됐을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초기

26) Kirk Spitzer, “Isles Key in S. Korea Defense,” Honolulu Advertiser, 1994.3.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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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인적, 물적 동원만으로도 한국 GDP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에 달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여기에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더
해지면 손실은 더 클 것이며, 아마도 첫해는 GDP의 50퍼센트 정도에 해당
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들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이다. 북한
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한의 공격이 한미 동맹
군에 의해 저지되고 한미 동맹군이 반격을 개시할 경우에 북한 지도자들은
동맹군의 진격을 저지하지 못하면 북한은 괴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
게 될 것이며, 이때 북한 지도자들은 한미 동맹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절실
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 대량
살상무기를 탑재한 탄두 미사일 및 급조 폭발 장치들을 북한 영토 및 북한
이 장악한 한국 영토에 대하여 사용할 것이다. 북한이 사용하는 대량살상무
기의 범위와 위력에 따라 서울에서 발생하는 사상자수는 과거 재래식 무기
가 사용된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수의 2배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
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울에서 10KT 가량의 북한 핵무기 한발
이 폭발할 경우, 20만 명가량의 사망자 및 같은 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할 것
이며, 1조 5천억 달러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27)
이러한 피해와 손실은 북한 정부 붕괴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침략 행위를 단기화하고 그
침략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붕괴 후 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
북한군은 붕괴 이후에도 침략 행위를 지속하거나 한국에 대하여 군사적
행동을 취함으로서 한국에 군사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27) 참조 Bennet, 2010, pp. 5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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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가 북한의 침략 행위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는 북한 정부가 붕괴되기 이전에 한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양동
작전과 같은 전환용 침략 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의 정부가 붕괴
했다 해서 한국에 대한 북한군의 침략 행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선
의 일부지역에서, 특히 북한의 군사 작전이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서는, 북한의 침략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면서 계속 전진할 것이다. 상
당한 규모의 화력지원은 침략 행위의 일환으로 지속될 것이며, 이에는 야포
와 탄도 미사일, 그리고 어쩌면 대량살상무기 사용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붕괴 후 생긴 여러 분파 간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군 부대들은 한국에
서 철수하여 파벌 간 군사적 대결을 위해 운용될 소지가 크다. 철수하려는 부
대의 경우에는 군사적 지원이 조직적이지 못할 것이므로, 철수를 기만하면
서 한국군의 추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한국군에 대한 반격의 수단일 뿐만 아니
라 북한군이 안전하게 전선을 이탈하고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방편
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행동들은 북한의 붕괴
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닐 수 있지만 연관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이 때문
에 입게 될 피해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붕괴 이후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군사 활동
북한 붕괴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침략을 하지 않더라도, 붕괴
후에는 비무장 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북한군 부대들이
독자적으로 한국에 대하여 군사적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부대들뿐만
아니라 미사일 부대, 공군 및 해군 부대들도 한국을 겨냥하여 공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들은 한국군이 북한을 향하여 진격할 경우에는 한국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다. 또 한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시위하는 일부 북한
군 지휘자들도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공격이 실수일 경우도 있다. 극도
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북한군 병사들이 실수할 수 있고, 통제가 붕괴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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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군기의 이완이 원인일 수도 있다. 북한이 내전으로 치닫는 경우 어떤
파벌의 병사들은 한국에서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찾고자 할 수도 있을 것
이며, 이를 추격하는 파벌은 한국 내까지 추격을 계속할 수도 있다.28) 어떤
파벌들은 한국이 그들의 반대파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반대파들을 지원
하고 있다고 여기는 전방기지들과 한국의 병참선을 공격할 수도 있다.29) 어
떤 파벌들은 한국에 대해 도발을 자행하고 내전의 여파가 남한으로 확산되
기를 바랄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공격의 함의
붕괴 후 북한군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서울을
포함한 한국 일부 지역들이나 군사 시설들을 표적으로 핵을 장착한 탄도 미
사일을 발사하는 일부 파벌이 있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비
록 직접적인 피해가 적다하더라도, 외국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클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천연두 및 전염병을 유발시키
는 생물 무기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소량이더라도 한국의 상품 및 서
비스는 타격을 받을 것이며, 현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의 수출 시
장은 생물 무기로 인한 오염이 종결된 이후에까지 활성화 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입을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한은 한국 및 일본 내 목표물들을 향해 ‘인간 폭탄’을 사용
할 수도 있다. 북한은 10만이 넘는 특수전 병력들을 일본, 오키나와, 한국에
있는 핵 원자로, 댐, 미사일 시설들과 기타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훈련을 시
켜 왔다.”30) 북한 특수전 병력들은 특히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에
대규모의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한국을 상대로 생물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이

28) Stares 와 Wit, 2009, p.17.
29) 어느 목격자에 의하면, “상상을 초월한 내전이 발발하고 그 여파가 이웃 국가로 퍼져나가는 상황이란 이

런 것이다. 120만 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편으로 나뉘어 죽을 둥 살 둥 생존을 위해 싸우며, 수많은 사람
들이 삶을 찾아 흩어지며, 내전의 참혹함에서 벗어나려 떼 지어 국경을 넘어간다” (Maxwell, 1996, p.16).
30) 이화랑, “개꼬리가 몸통 흔들기 —— 한국식,” Kimsoft website, 199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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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GPS 교란은 한국이 목표가 되는 또 다른 형
태의 “군사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국 금융계와 여타 다른 부문에
영향을 끼친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31) 또 북한은 비무장
지대를 따라 GPS 신호들을 수차례 교란 시킨 적이 있고, 인천 공항에 착륙
하려는 항공기의 GPS 수신 상태를 교란시키기도 하였다.32) 아마도 북한은
실제 공격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을 시험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는 북한 정부
가 붕괴된 이후 북한에 존재하는 일부 파벌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사용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사이버 신호 교란 및 전자신호 방해를 실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북한으로 개입하는 것을 저지
하고자 하는 파벌들은 이를 실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정권 충성파를 포함한 일부 북한 파벌들은 더 극단적인 행동들을
취할 수도 있다.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에게 “조선이 전쟁에서 패배한다
면, 지구를 파괴할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
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33)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두려워하는 일부 북한
파벌들은 김정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행동
들에는 한국 및 여타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 더 나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일부 북한 파벌들은 정부가 붕괴될 경우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선택의 여지없이 매우 극단적인 공격을 명령
할 수 있다.
붕괴 후 북한의 여타 대남 안보 위협
한국은 북한의 범죄자나 반란 세력이 피난민과 함께 한국으로 유입될 경
우를 우려하고 있다.

31) 가장 심각한 것은 2011.4.11일에 발생한 농협 전산망 교란이었다. “은행에 대한 해킹 북한 소행의 증거,”

조선일보, 2011.5.4.
32) “북한의 재밍 항공기 교란: 서울,” 코리아 헤랄드, 2012.5.2.
33) 인용 김현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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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경선으로 몰려드는 북한 피난민들
북한이 붕괴된 이후에 한국으로 입국할 북한의 피난민 수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경우에 최대 3백 65만 가
량의 북한주민들이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자본주의 한국으로 넘어 올 것으로 예
측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소 1백 61만 명가량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임금의 차이 및 많은 취
업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이러한 대규모 북한 피난
민들의 이동은 한국의 노동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인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4)

비무장지대를 지뢰나 북한군 공격에 따르는 부상을 무릅쓰며 통과하는
피난민 홍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그 대응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 피난민들에 대해 한국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북한 피
난민들의 한국 입국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비무장지대 북쪽 야영지에 북한
피난민들을 억류시킬 것인가? 사실 한국은 북한 피난민들이 대규모로 한국
으로 입국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국민들이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과 동일한 권리
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 북쪽에 위치한 야영지에 피난민들
을 억류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 피난민들의 한국 입국을 허가하든
불허하든 수십만 명가량의 해당 피난민들을 돌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다. 게다가 피난민들을 북쪽에 억류시키든, 한국으로 입국시키든 어떤 경우
라도 한국 정부는 피난민들을 위해 거주지, 식량, 식수, 의류, 의료, 직업 및
기타 생필품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막대한 수의 피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

34) “갑작스러운 통일은 365만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오게 된다. 보도,” 연합 뉴스, 2012.1.24.

113 • 3장 붕괴시 잠재적 결과

지나 지원들을 제공함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여러 가
지 준비를 하고 있는 탈북자들 가운데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자들이 존재하는 와중에, 피난민들의 한국 입국이 허용될 경우 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탈북자들보다 더 열악한 삶을 경험하게 될
지 모른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피난민들은 한국인이나 외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에도 필사적으로 고용의 기회를 찾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피난민들이
낮은 임금으로 취업하게 되면 현재 한국에서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노
동조합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노동조합 와해 효과(Union-busting effect)’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해당 피난민들이 취직하지 못할 경우에 피난민들은 삶
을 연명해 나가기 위해 구걸을 시작하게 되고 범죄에도 빠져 들 것이다. 결
과적으로, 한국 주민들과 북한 피난민들 사이에 적대감이 생길 것이며, 이것
은 시위는 물론이고 유혈사태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
추가적으로, 많은 북한 피난민들은 의료 및 여타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
게 될 것이다.
지난 ‘90년 고난의 행군이 종결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된 심각한 영양실조
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 아동들 가운데 반 이상은 신체 마비 및 저체중으로
부터 고통 받고 있으며, 북한 장년층 가운데 3분의 2는 영양실조와 빈혈증을 가
지고 있다. 북한 아동들 및 젊은이들의 영양실조와 이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장
애 확산은 북한 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더라도, 또 한국과 통일을 할지의 여부에도 관계없이 해결되지 않을 문제
이다. 통일이 될 경우에 한국은 텅 빈 북한 경제를 편입하기 위해서, 또 설사 이
와 관계없다 할지라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비용을 분담해줄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기구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35)

35) NIC, 2008,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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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난민들의 건강 문제는 즉각적인 파급효과와 장기적인 파급효과
로 나타날 것이다. 이 중 즉각적인 파급효과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소요의 증가일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가 있게 되고
아마도 의료비용의 증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36) 질병들이 확산될 가능성
도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악화된 건강 상태 때문만이 아니라 남, 북이
각각 이전에 구축한 면역체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불안정성 및 범죄분야 위협
북한의 중앙 통제 체계가 붕괴될 경우에는 내부 치안도 붕괴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암시장 활동, 뇌물 및 여타 범죄 행위들로 병들어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범죄 및 불법 행위들은 증가 일로에 있어서 북한의 붕괴 시에는
그 여파가 한국 및 중국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민들이 국경을 넘
어 한국과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게다
가, 정부 통제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에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인원들을 수
용하고 있는 수용소도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37) 죄수들은 흩어져서 피
난민 무리에 섞이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에 친인척들이 없거나, 본인의 범
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범죄자들은 차라리 한국에서 자신의 행운
을 찾는 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릴는지 모른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북한군 내 일부가 한국의 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범죄 행위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금을 대고 있다고 판단할는지 모른다. 북한 특수요원들은 특히 이러

36) 한국은 정부기금형 건강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건강 치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대체로 맞아 떨어지지만,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시기가 온다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지원을 제한하고, 의료 기관의 민영화를 추
진하여 특별한 치료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요금을 받도록 해야 할 런지 모른다.
37) 앞에서 언급한대로, 북한의 수용소의 수용인원수는 20만 명의 정치범과 20만 명의 실제 범죄인들을 수

용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후자(실제 범죄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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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주로 부자들을 표적으로 강탈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인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많이 일어났
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과 경찰을 포함해서 치안과 안보에 관련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암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 때 특수요원들은 한국의 범
죄 조직과 연계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내 다른 범죄
조직들 간에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인들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한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북한 범죄자 조직들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들의 경쟁력을 조금씩 잠식함으로서 투자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범죄
자들은 한국 경제의 일부에 대한 통제력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범죄적인 뇌물과 정치인들의 타락이 만연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에 심각
한 불안정성 및 부정적인 결과들이 초래될 것이다.
한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 내의 범죄 행위들이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피난민들 속에 섞여서 훨씬 용이하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반면에 한국이 북한에 개입할 경우에는 한국은 북한 주민들을 수용
할 캠프를 개설할 것이고 이를 통해 범죄자들을 식별해서 한국으로의 접근
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직장을 마련하여 북한 주민들을 수
용하면서 북한의 범죄자들은 북한 내에서 식별하고 해당 범죄자들을 북한
내에 수용하는 안정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이 경우 범죄 행위를 추구하
려는 북한 주민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북한 범죄 조직이 단단히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북한의 안정화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속한
개입의 필요성은 단지 인도주의적 위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중국 개입의 잠재적 의미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이
직면한 위협과 똑같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중국 침략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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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제한된 공격, 북한 불한당들의 공격, 난민들,
그리고 불안정성 및 범죄 문제는 모두 다 잠재적으로 중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에 개입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중국은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에 대한 문제는 뒷부분에서 한국 및 미국에 초래될 수 있
는 사안들에 대해 언급할 때 함께 논의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함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인해 미국 또한 군사적 피해와
더불어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사적 피해
북한 정부가 붕괴할 경우에도 북한의 무기들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면
서 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분파들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
한의 일부 무기는 사거리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미국에 직접적인 피
해를 가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이
것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 내 표적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작동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6
월에 로버트 게이츠 전(前)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및
잠재적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핵무기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38)
또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

38) Robert M. Gates,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게이츠 장관 발언, IISS, 싱가포르,” 워싱턴, D.C.: 미국방부,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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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술을 완성했으며, 함정에 탑재하여 공해에서 미국을 향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 정권에 동조하고 있는 어떤 인사는 그러한 공
격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한국, 일본 및 미국의 민간목표를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계획에 집
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태세로 보인다. 북한은 다량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개의 핵무
기를 보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은 수톤 가량의 방사능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인구 밀집 지역에 살포할 수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정밀하
지 못해서 원래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폭발한다 하더라도, 이 미사일에 탑재
된 핵, 생물 및 화학 작용제들로 인해 비구름 및 대기가 오염되어 걷잡을 수 없
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스텔스 잠수정 및 수상함을 제작하기 위해 수
십억 달러 가량의 거금을 투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텔스 함정들이 핵,
생물 및 화학 무기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
함정들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들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은 북한이 지
난 ‘70년 대 이래 연구하여 지금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다.39)

우리는 이 주장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함정에 탑재한
단거리 미사일 위협 논리를 지지하는 증거가 있다.
북한은 한 일본 기업으로부터 고철용이라는 명목으로 12척의 퇴역한 러시아 폭
스트롯 및 골프 Ⅱ급 잠수함들을 구입했다. “골프 Ⅱ급 잠수함은 3발의 SS-N-5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체계를 탑재하고 있으나, 북한이 구입할 당시에는 해
당 잠수함에는 미사일이나 발사 체계가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부수적인
발사 체계가 탑재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발사관 및 조향 안정

39) 리화랑, 1998. 리화랑은 어떤 면에서 북한의 능력을 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 해안 가까이에서 탄

도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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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R-27과 연계된 기술이 북한
이 잠수함 또는 함정 탑재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믿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 기술을 상선에 적용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40)

북한 내에 존재하는 파벌들 및 단체들이 이러한 무기들을 통제할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미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미국을 겨냥
하여 직접 발사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다면 미국은 절대적인 적이고 북한
정부 붕괴의 원흉이라는 선동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식은 북한이
이러한 무기들 혹은 대량살상무기들을 테러 단체들과 같은 제삼자에게 판
매하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우선순위가 무엇이던지 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들에 대한 내부
통제붕괴는 북한으로의 개입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해당 무기들
에 대한 통제권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해당 무기들의
현재 통제권은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따라서 북한 파벌들
간의 군사적 유대가 무너지기 시작할 경우에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들,
물질 및 기술의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 및 한
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현재 이러한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
고 있으나, 향후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군사 작전의 시행과 필요성에서는 심
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41)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지리적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다. 북한의 해

40) “북한은 함정 기반 미사일 체계를 갖고 있을런지 모른다,” 코리아 헤럴드, 2009.3.17; Steven A. Hildreth,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워싱턴, D.C.:의회조사원, 2009.2.24, p. 5. R-27
미사일은 냉전시 소련 Yankee급 탄도탄 미사일 잠수함에 탑재한 소련의 SS-N-6 보다 미국에 더 잘 알려
져 있다. 무수단이 그 변형이라고 알려 지고 있다.
41) Stares and Wit, 2009,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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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은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며 쉽게 미국 웹사이트에 침투, 사이버 공격을
실시할 수 있다. 북한 해커들은 미국 컴퓨터 체계에 이러한 공격 수단들을
심어놓고 공격을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기타 비용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시장이다. 북한
의 붕괴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범죄활동을 증가시킨다면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미국 간 교역을 방해할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심각
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 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에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개입 결정
북한 정부가 붕괴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데다 북한 붕괴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과도하게 높을 통일비용에 관한 몇 가지 불안감으로 인하
여 개입을 꺼려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심각한 사태들이 예견됨에도 불구
하고 막상 개입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개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개입 여부에 관한 장단점을 비교하
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개입함으로써 북한 핵
무기들을 제거하고 2개의 한국 도시들과 1개의 미국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면, 개입함으로서 피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는 북한에 개입함
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또는 인명 손실보다 더 클 것이다. 하지만 북
한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들은 개입함으로서 피할 수 있는 피해규
모보다 예측이 쉽고 또, 북한으로의 파병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이 북한에 개입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용이하며 더 눈에 잘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개입의 긍정적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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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남북통일, 그로 인한 보다 강력한 국가의 탄생과 같
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북한 붕괴 시 개
입을 반대하는 성향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의 붕괴가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 주도 남북통일을 추구
하려 할 것이고, 이때 개입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42)
개입을 허용하는 UNSC 제재안 승인은 개입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개입하기 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의 승인을 모색할
것이며 중국 또한 개입에 대한 UNSC의 승인을 모색할 것이다.43)
한국 및 미국의 대북 개입이 갖는 군사적 의미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위협들은 미국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
탄에서 겪은 경험들과 북한의 반발 가능성으로 인해 개입을 주저할 것 같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개입해야 하는 특별한 동기가 된다. 북
한의 이동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등장은 미국에게 강력하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이는 북한 미사일의 표적이 미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44) 또
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에 대해 우려해 왔고, 확산 가능성
은 북한의 중앙집권적 통제가 상실됐을 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량살상무
기가 테러 집단들에게 전달된다면, 테러 집단들은 이러한 무기들을 미국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테러 집단들을 저지하는 것은 아주 어
려운 일이다. 특히, 핵무기들, 핵분열성 물질들 혹은 핵 전문가들이 확산된
다고 확신되면, 미국은 미국에 대한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해 개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개입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및 확산을

42) 기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한국의 몇몇 인사들은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

우발사태가 통일의 기회이고, 통일을 촉진할 기회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부담과 혼란은
심각할 것이다” (서재진, 2010, p. 2)
43) 참조 Maxwell, 1996, pp. 32-33.
44) Bill Gertz, “Inside the Ring: North Korea's ICBM,” Washington Times, 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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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일부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재촉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한 개입이 결정된다면, 북한 내에 존재하는 일부 파벌
들은 이러한 개입에 반대하여 한국과 미국에 대해 심각한 분쟁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많은 한국군과 미군 병력들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 있
다. 해당 파벌들은 한국을 겨냥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가장 우려 되는 시나리오는 핵무기를 장악한 북한군이 핵 억제력을 사용할 자격
이 있다고 선언하고 북한의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외국군 병력들을 대상으로 여
러 형태의 공격들을 실시하는 것이다.45)

통일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전투가 북한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
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포병, 미사일 및 사이버 공격들을 포함한 여타 공격
들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어떠한 개입 상황에서도 이러한 북한군의 주요 위협들에 대해 한국군과
미군 병력들은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미
사일들과 대량살상무기들은 북한의 포병과 함께 작전의 중심이 된다. 이러
한 군사 작전들은 북한 파벌 세력이 해당 무기들을 “써버리지 않으면 잃어
버리는”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실 남북통일은 한국군 및 미군이 북한에서의 안정화에 성공할 경우에
만 가능할 것이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된 미군의 안정화 작전
경험은 이러한 과정이 극히 힘들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북한의 상비 전력은
이라크의 3배 혹은 그 이상에 달하며, 북한의 예비 전력은 이라크 대비 10배
에 달한다. 현재 북한에 투입 가능한 한국군과 미군 병력들이 24개 한국 지

45) 한영섭, 2010.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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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상비군 사단들과 몇몇 미군 사단들에 불과한 상태라면,46) 북한에서의 안
정화작전이 신속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한국군과 미군은 다수의 북한군 복
무자들을 흡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47) 2022년까지 한
국군 상비사단은 14개에서 16개가량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48) 이 경우 북
한에서의 안정화작전은 북한군 관계자들을 흡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군 관계자들을 흡수한다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만일 안정화작전이 실패한다면 반란, 범죄 및 혼란이
한국까지 확산될 것이고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의 안정화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한국군 및 미군 병력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와 그보다 훨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인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만 명가량의 미국인은 북한과의 교착상태에
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
하고 있는 미국인은 한국과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군의 공
격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만약 북한에의 개입이 한미 동맹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다면, 미군이 입는 피해도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이 개입하게 될 경우
미국이 입는 피해는 막대해 질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보다 자세
히 언급할 것이다.
개입의 재정적 비용
한국이 북한에 개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은 이에 대한 막대한 재정
적 비용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북한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및 안정화 작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까지 미
46) 현재, 한국육군은 22개의 사단을, 해병대는 2개의 사단을 가지고 있다.
47) 미국이 이라크에서 안정화에 성공한 것은 반군들을 지원한 적이 있었음에도 여러 이라크 분파들을 받

아들였기 때문이다.
48) 한국군은 향후 10년에 걸쳐 10만 명의 병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 현재 계획은 12개 정도의 육군 사단과

2개의 해병 사단을 갖는 것이다. 2030년까지 가용 인력 수준은 감소할 것이며, 아마도 한국군은 현역 사
단을 더 줄여야 할런지 모른다. 참조 제6장 한국 국방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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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출한 비용은 약 3.2조 달러에서 4조 달
러에 이른다.49)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미군을 운용하는데 쓰였다. 비록 미
군보다는 적게 들지만, 한국군의 부대 운용비용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는 북한개발 비용을 제외한 것인데, 북한개
발 비용의 경우에는 많은 추정치가 존재하며 광범위한 의견 차이가 있다.
최근에 실시된 북한개발비용의 추정치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추정치들이
두개의 입장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관주의자들은 보통 북한개발비
용이 2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추정치들은 위아래로 1조 달러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낙관주의자들은 북한개발비용이 2천억 달러 정도로 낮
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비용을 예상한 피터 벡(Peter Beck)
은 지난 2010년 미 스탠포드 대학에서 북한 주민들의 평균 임금을 한국의 80퍼
센트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2조에서 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50)

이러한 비용들의 실질적인 규모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연간 예산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연간 예산은 2천 5백억 달러이다. 51)
만약 통일비용으로 2조 달러(군사 작전을 위한 5천억 달러, 한국 및 북한의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5천억 달러52) 및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1조 달러)가
소요된다면 이는 한국 정부의 연간 예산의 8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
한 규모의 통일 비용을 10년에 나누어 지불한다고 할 경우, 이로 인해 한국

49) Brown University, “전쟁 비용,” 2012.8.
50) Andrei Lankov, “비용이 통일 희망꾼들을 동요시킨다,” Asia Times, 2012.8.9.
51) 참조 CIA, 2012.
52) 북한은 피해를 받을 경제적 기반구조가 별로 없어서, “피해”가 있다면 WMD사용 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잔류 방사능, 질병, 오염 처리 등 그 비용이 막대하다.
53) 이것은 아주 간단한 계산이다. 한국 경제에 피해가 없고, 정부 지출 예상 증가치를 무시하고, 통일비용

이 10년에 걸쳐 지불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1인당 년소득(GDP per capita)이 남한에 근접하는 시기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을 완결하는 일반화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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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은 급증할 것이며, 한국은 세율을 2배 인상해야 할 것이다.53) 이
러한 규모의 세율인상을 원하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2조 달
러라는 금액은 인도주의적 지원, 의료건강 및 여타 통일관련 비용은 포함되
지 않은 금액이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개입과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한국정부는 미국 및 여타 국가들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이 장기간에 걸쳐 한국을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의 의지를 보일지는 확실하
지 않으나, 지원비용은 적어도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수백억 달러 혹
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비용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
원 및 여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붕괴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 및 미국의 개
입에 따른 혼란이 초래할 결과들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이 입는 피해는 분명
히 한국의 수출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일부 정치적 비용
한국은 북한 개입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개입이 적절한가에 대한 치열한
정치적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다. 개입 비용은 이러한 토론에서 주요 쟁점으
로 부상할 것이며,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과 통일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우려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이동하여 각종 범죄행위들을
범하거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논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난 2008년에 실시
된 ‘미국산 소고기 논쟁’ 보다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북
한 개입 및 통일과 관련된 논쟁의 치열함이 심각해져 폭력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적 논쟁은 북한에 대한 개입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
될 수 있으며, 개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입을 제한하고 통일비용을 회피
하기 위해 북한을 독립국가로 잔류시키는 것을 도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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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개입 계획 절차
북한 상황의 심각성이 가중될 경우, 인접 국가들은 북한에 개입하기 위
한 신속한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으로 파견될 수 있다. 이 경우 중
국은 UN으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
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질서가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신속
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안정화를 실시하기 위해 다른 국가 및 세력들
보다 먼저 행동을 취할 것이다.54)

UNSC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일방
적 행동은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인다. 특히, UN 북한대표가 외부 개입을 반
대하고, 한국이 통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통일에 반대하거나 통일을
제한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일방적 행동은 더욱 실행가능성이 있다. 만
약 중국이 먼저 개입을 실시한다면 한국 정치인들은 즉시 북한에 대한 개입
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한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한국인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한국에게
있어 중국이 북한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입을 할 것이다.
한국 및 미국의 북한 개입에 대해서는 다른 압박들 또한 존재한다. 많은
한국인들은 심각한 인도적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 한
다는 의무감을 느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난민 유입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한국 영토 내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
을 것이다. 한국은 한국 영토를 겨냥한 포병 및 미사일 공격들을 포함한 한
국 및 북한 간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공격행위들을 우려할 것이다. 미국은 이

54) Bonnie Glaser, Scott Snyder, and John S. Park,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웃 살피기: 북한 경제 개혁과 안정

에 대한 중국의 관점,”워싱턴 D.C.:CSIS와 미국 평화연구소, 2008.1.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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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대량살상무기 및 여타 무기들이 테러리스트
단체들로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장 우려
할 것이다.
중국은 먼저 개입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자국의 우
려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시점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
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한국은 중국의 개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55) 그
러나 중국 및 한국이 모두 개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중국 및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이 북한에 경계선으로 나뉘는
분리된 통제구역을 설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적어도 단기적
으로는 중국에게 북한 특정지역의 통제권을 할애하는 것이다.
북한 내 상황이 악화되면,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요 국가 간 타협을
맺으려 할 것이고, 주요 국가들의 일방적 행동 가능성은 높아진다. 특히 상
황 전개가 붕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 질 경우에 적어도 어느
한 국가는 개입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국의 개입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북한 붕괴가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그 보다 북한 붕괴 시 중국이 개입에

55) 2002년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하였는데, 만주에 대한 그들의 역사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

아가 북한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으려는 구상이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커다란 분노를
유발하였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이익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 북한이 붕괴한다면 하나의 한국으
로 통일될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최근 연
료 등 많은 기본 생필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있는 북한을 고려한다면, 흡수 과정은 실제로 매우 부
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나아가, 완전한 흡수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주와 북한은
원래는 중국인이 시작하였다고 하는 동북공정 팀의 조작된 “학문적 조사”결과를 편의적으로 인용하
여 할 수도 있다.
Jason Li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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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받을 압박과 개입 여부에 따른 잠재적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은 과연 개입할 것인가?
중국은 안보 및 경제적인 이유 모두로 인해 북한에 개입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56)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으로부터의 위협, 특히
미국 위협을 줄이기 위해 중국 주변에 완충국을 모색해 왔다. 북한의 붕괴는
한국과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남북통일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북한이라는 완충국이 제거되는 것이므로, 중국은 공
격당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개입은 중
국 전역에 일종의 충격파를 던질 것이며, 중국 영토에 대한 중국 통제에 대
항하는 미국의 광범위한 캠페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것이다(특히 소수민
족들이 중국의 통제를 반대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57)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동맹 관계에 있고 북한의 합법적인 정부(붕괴
후 남아있는 파벌들 중 하나)를 지지하며, 따라서 개입에 대한 UN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개입 후에 UN의 지지를 소급하여
받아내려 할 것이다).
중국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완충지대 확보에 대한 중국의 욕구와 미국의
간섭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과 연관되지만, 북한 난민문제 또한 중국의 개입
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이유는 국경 안보 문제이다. 압록강을 건너는 수많은 북한 난민들은 압
록강 주변 지역에 어려운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이유

56) 한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언젠가는 김씨 정권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사주하는 것이라고 어떤 저

자는 주장한다. 붕괴 후 중국의 북한으로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먼저 개입하는 것
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다. 참조 Timothy Savage, "큰형의 보살핌: 북한으로의
중국 개입,” China Security, 2008.가을, p. 56.
57) Andrew Scobell, “중국의 관점,” Gilbert Rozman 글, 끝자락에 있는 아시아: 한국, 중국의 굴기 그리고 지

도자 교체의 영향, 워싱턴,D.C.:한국 경제 연구소, 2012, pp.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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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백만 명의 조선족들이다. 실제로, 연변조선족자
치주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한국의 통제 아래 한국 및 북한이 통일될 경
우, 미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들과 기업적 정신을 공유하는 통일 한반도는 같은
민족으로써 만주 지역 대부분에 강력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
한 영향이 중국의 정치적 통제와 경쟁할 가능성 또한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의 북한 흡수는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중국이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된
다.58)

따라서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상태는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한 조선족 사
회의 불안정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으며, 한국 및 미국이 북한에 개입
한다면 중국의 불안정성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북한의 수백만 난민들은 이
미 상당수 존재하는 만주의 조선족 인구를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만주 지역
에서 ‘러스트벨트(rustbelt - 한때 호황을 이끌었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
로 불황을 맞은 공업지대)’같은 형태를 만들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증
가시킬 것이다.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절도를 일삼고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북한 난민들의 중국 유입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 난민들의 중국 유
입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북한 정부 붕괴 시 신속히 개입하여—
난민이 무리 지어 들어오기 전에59)—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난민 수용소들
을 건설하여 난민들을 수용하고, 중국 유입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다.60) 중국 국경 인근의 북한 지형이 험난하기 때문에 중국은 난민 수용소
및 중국 국경 간의 난민 이동을 막고 난민수용소 설치 지역을 확보하기 위

58) Lim, 2004.
59) 북한 상황이 북한 정부 붕괴 쪽으로 악화되고 있다면, 실제로 난민의 물결은 붕괴 훨씬 이전에 시작할

것이다.
60) 이론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행동이 더 극단적일 수도 있다. 가령 중국으로 넘어 들어오는 난민에 대하

여 사격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곧 세계 언론 매체에 알려 질 것이고, 잔악한 정부라
는 오명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깎아 내리는 것이므로 현재 또는 차후 중국 정부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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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국 국경으로부터 북한 쪽으로 50에서 100킬로미터 가량 진입할 가능성
이 높다. 미국의 개입 및 북한 난민 유입 위협에 대한 복합적인 중국의 우려
는 한국이 북한에 개입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개입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도 있다(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결단을 강제하게 될 것
이다).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는 북한의 중국 공격 가능성도 있다.61) 북
한의 미사일들은 남쪽의 한국이나 동쪽의 일본만을 겨냥하도록 한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미사일들은 서쪽이나 북쪽으로 중국을 향하여 발사될 수도
있다. 그러한 미사일들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들을 탑재할 수도
있다. 중국은 난민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100킬로미터 이내 지
역 내에서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들을 빼앗아 확보해 둘 수 있다.62)
물론 영변 핵시설은 중국 국경과 불과 130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
에 이 지역에서는 중국의 진입이 더 깊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영변 핵시설과
같은 시설들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조 계획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므
로 중국은 영변 핵시설에 먼저 도달하는데 관심을 가질는지 모른다.63)
중국은 한발 더 나가서 한국 및 미국과 평양시를 두고 경쟁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중국이 북한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할 경우, 평양에 대한 통제는 중
국으로 하여금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64) 반면,

61) 참조; 이전에 토의 했던 김종일의 주장
62)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중국의 개입 구상은 잘 짜여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북한 난민에 대한 중국의 태

도를 감안하고 중국 영토 내 증가하게 될 조선족에 의한 부정적인 경제적 정치적 여파에 대한 두려움
을 고려 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은 띠 모양의 북한 쪽 땅을 점령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Stares
and Wit, 2009, p. 18). 실제로 수십만의 북한 난민들을 100 km 내외의 띠 모양의 북한 쪽 땅 안에, 특히
북쪽의 산악지역에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로도 좋지 않고 건물 공간도 제한되어 난민 수용소
를 설치 운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63) 중국 중앙 정부가 북한의 WMD 프로그램 지원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부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군부는 그러한 지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행동을 취하도록 중앙정부를 압박
할 것이다.
64) 예를 들면, 중국은 중국의 철수 대가로 미국의 한반도로 부터의 철수를 고집할 수 있다. 중국의 평양 확

보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한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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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정부를 유지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저지할 경우 중국은 평양에
대한 통제를 통해 북한에 수립할 괴뢰정부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보
유하게 된다. 평양 북쪽의 북한 영토를 통제함으로서 중국은 동해에 위치한
항구들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광물자
원 개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65)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의
자원, 노동력 및 항구들을 방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이는 성장하
고 있는 중국 경제를 보다 촉진시킬 것이다. 이미 계산된 역사 왜곡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에서 희망하고 있지 않은 시나리오들이 전개되는 것을 선도
적으로 방지하고 있다.”66)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의 기반시설 투자는 이미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티베트와 같은 완충국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완충국은 김씨 정권이 전에 쫓아낸 사람
들에 의해 북경에서 간접적으로 통치될 것이다. 완충국은 북한보다 덜 압제적일
수 있다.67)

또한 평양을 통제하면 중국이 북한 지도자들로부터 보고를 들을 수 있
고, 북한의 각종 서류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중국에게 중요한 정
보출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출처들로부터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
는 북한 요원들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반란이나 기타 불안정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요원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목표 중 일부는 미국 및 중국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간의 교류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65)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현재, 북한은 6,936조 원(US1$=1,126원)가치의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차이. . . . ,” 2011). 그러므로 북한의 광물자원은 약 6.2조 $ 가치라는 말이다.
66) Lim, 2004. 역사왜곡에 대하여 저자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참조하고 있다.
67) Kapl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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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연구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서 수행할 3가지 임무에 대한 우발계획
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임무들은: 1) 난민들에 대한 지원 및 자연재해에 대
한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임무들; 2) 평화유지 혹은 “질서 유지”와 같은 민간 경
찰이 하는 임무들; 3) “환경 통제”, 이것은 중국-북한 간의 국경 인근에 위치한 북
한 핵시설들에 대한 공격 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을 정화하고 핵무기 및 핵분
열성 물질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다.68)

중국 개입의 잠재적 영향
북한 정부 붕괴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다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 및 미국의 개입 강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극도로
불쾌해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독자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
나, 북한 정부 붕괴의 결과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게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원치 않더라도 민족주의에 의거, 북한
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북한 개입 시 북한 난민들
에 대한 처리를 중시하고 영토에 대해서는 한정된 목표만을 유지할 수도 있
겠지만, 한국은 중국이 북한 사태에 개입하게 되면 가능한 많은 북한 영토를
확보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북한 개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압박을 받을 수도 있
다. 그러나 한국이 개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분명히 동맹국을 지지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해당 무기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방해?

68) Glaser, Snyder, and Park, 200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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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 개입을 통해 북한 영토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일부분을 통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국경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신속하게 북한 내부로 전진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한국군 및 미군이 비무장지대 인근 및 이북에 위치한 북한군을 회유할
수 있지 않는 한, 중국군은 한국군 및 미군이 비무장지대를 거쳐 전진하는
속도보다는 빨리 북한 내부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으로 중국은 한
국 및 미국과 평양을 향한 경쟁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관련 북한군을 끌어
들이는 능력에 따라(예를 들어 평양시 공항에서) 한국군 및 미군과 접촉하
기 이전에 평양을 확보하고 어쩌면 평양 이남으로도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어디든 간에 점령한 북한 영토 내에서 북한 괴뢰국가를 수립하기
로 결정할 수도 있다. 중국이 괴뢰국가를 수립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통일을
저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아마도 한국 및 미국보다 먼저 평양시를 점령하려
고 할 것이다. 중국이 영토를 확보할 경우, 중국은 해당 영토를 새로운 북한
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나서 새로운 북한을 중국의 감독 하에 둘 것이다. 중
국의 이러한 계획에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서 제일 비옥한
농토들이 평양 이남에 위치해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이 한국군 및 미군에
의해 먼저 점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점령한 영토
내로 제한된, 중국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북한은 오늘날보다도 농업적 자립
성이 낮게 될 것이며,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막대한 양의 농
업적 원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농산물들을 북한의 광물자원
과 교환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더라도 한국군 및 미군이 북한을 안정화시키
면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이럴 경우에도 중국은 개입 이후
에 한국군이 최상의 환경 속에서도 북중 국경지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개입하는 한국군이 북한을 안정화시키지 못할 위험은 존재하며, 이러한 위
험은 한국 지상군의 규모 감축에 기인될 수도 있다(현재 22개의 사단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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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2년까지 12개로 감축할 예정이다).69) 따라서 중국은 개입시점에서 수
개월 이후에 한국군 및 미군이 점령한 북한 영토가 충분히 안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결심시점을 계획할 수 있다. 한국군 및 미군이 해당 영
토를 안정화시켰을 경우, 중국은 철수하고 한국군이 보다 넓은 영토를 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 및 미군이 안정화를 이루지 못
했을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 잔류하여 결국은 괴뢰국가를 수립할 수도 있다.
중국이 이러한 접근법을 따를 경우, 한국군은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다수의 북한군 및 엘리트들의 흡수를 포함한) 세우고 충분한 군사력을 보
유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완전한 통일을 달성할 기회를 놓치고 불안
정성이 한국으로까지 확산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일부 북한 영토를 점령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북한 영토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 일정 수준의 통일을 달성할 것이나 희망했던 수준만큼의 통일은 아
닐 것이다. 이는 앞으로 5장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평양 이남에는 400만 가
량의 북한 주민들만이(북한 인구의 약 1/6) 거주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그 정도만 흡수할 수 있을 경우에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중국 및 한국 간의 적대감
한국은 북한 정부 붕괴를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한다. 중국이 개입하여 통일을 저지할 경우,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분
노할 것이다. 이러한 분노의 조짐은 지난 2010년 북한의 도발 결과에서 나타
난 적이 있다.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였으나,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동에 대한 지적을 거부했었다. 중국은 북한 개입을 통
해 북한 영토 일부를 점령할 것이고 적어도 단기간 동안 한반도 완전통일을
저지하게 되는데, 만약 중국이 북한에 괴뢰정부를 수립할 경우, 한국인들은
69) 6장에서 논의되는 한국의 국방개혁과 10장에서 논의되는 한국군 소요를 참고하시오.
70) 중국은 다른 나라는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문제 관련하여 중국의 위선은

분명히 한국의 분노를 자아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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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반도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70)
중국은 10년 전에 한국이 만주 지방의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이 통일할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고 판단했다.71)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은 “동북공정”을 개시했다. 동북공
정은 만주 및 북한에 존재했던 역대 왕조들의 기원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조
사하는 것이었다. 동북공정의 결과는 매우 중요했는데, 해당 왕조들의 기원
이 중국일 경우 중국은 그 왕조들이 통치했던 영역의 역사적 소유권을 자연
스럽게 정상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조선족이 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만주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동북공정은 해당 지역의 모든 역대 왕조들의 기원이,
한국인이 분명한 고구려 및 여타 왕조들을 포함하여, 중국인이었다고 결론
을 내렸다.72) 이러한 결론을 통해 중국 국가주의자들은 만주 지방에 대한 통
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또 상당수 중국인들은 한반도 일부 혹은 전체를
통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 문제는 북경대학교의 한 정
치학 교수의 강의요약에서 드러났다.

71) 이점에 관한 중국의 우려는 진정이다.“게다가, 남북한에서 같은 한 움직임이 있었다. 만주를 회복하려

는 한국의 민족통일주의이다. 이것은 1909년 제국주의 일본과 청 왕조간의 간도조약의 무효를 주장하
고 있다” (윤휘탁, “중국의 동북공정: 방어적 전략인가 공세적 전략인가?” East Asian Review, Vol. 16, No.
4, Winter 2004, p. 100.
72) 조선일보에 의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국가적 학문탐구 사업으로 목적은 중국의 동북 지역은 한때 그 지역에 위치한 한
국인의 왕국을 포함해서 항상 중국의 통제에 있었다는 것을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 . . 2002년부터 2007
년까지 5년간 놀랍게도 200억 위엔을 사용한 그 사업의 결론은 뜨거운 이의제기를 일으켰다. . . .2003
년 6월 24일, 중국 공산당지인 광명일보 는 보도하기를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고대 국가였
다.”라고 하였다. 다음해 7월에 중국 외교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같은 문장을 올렸다. 중국 정부는 고구
려유적을 UNESCO 세계유산 사이트에 등록하려고 신청하였다. 한국 정부와 시민 단체들의 극렬한 저
항에 부딪치자 중국 정부는 민족통합주의적 주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8월에 중국 외교
부부장인 우 다웨이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다섯가지 구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중국 정부
와 국가가 운영하는 매체는 어떠한 역사 왜곡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곧 바로 중국 외교
부 웹사이트에서는 그 기사를 삭제하였다. 2005넌,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가자 중국 정부는 질린 성의
고구려 사이트의 사인보드를 삭제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고구려인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피를 나누
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중국 동북공정의 모든 것,” 조선일보, 2008.5.30. 중국 200조 위엔은 약 US 30억 달러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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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앞으로 10년 이상 생존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에 중국을
지지하는 군사적 파벌이 권력을 잡을 경우, 중국의 계획은 북한을 자국의 군사
적 연맹에 포함시키고 이후에 종국적으로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동북공정은
현 시점에 진행 중이며 동북공정의 목적은 역사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73)

서울대학교의 송기호 교수는 “중국은 역사적 이유만이 아니라 정칙적 목
적 즉, 북한 내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여 역대 왕조들이 중국 기원이라
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74) 동북공정의 이러한 결과들에 분노한 한국
인들은 중국의 한반도 역사 왜곡 시도에 반대하여 시위를 실시한 바 있다.75)
북한 정부 붕괴 이후,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북한 영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중국이 반박할 수도 있
으며, 양측의 감정은 격화될 것이다. 일부 한국군 및 중국군 지도자들은 정
당하게 자기들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군
사작전들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미 남중국해, 난사군도, 센카쿠 열도의 소
유권 및 한반도 주변의 어업권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심각한 감정 대립 및
무력을 사용할 의지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및 한미 연합군 간의 충돌
북한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한국, 미국, 중국은 북한으로 특작부대를 투
입하여 특수정찰,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들에 대한 특수정찰을 집
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북한 내에서 중국의 특작부대는 한국 및 미국의 특
작부대와 접촉할 것이며, 의도되지 않거나 우연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양측이 집중적으로 정찰 하고자 하는 영변 핵 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들 인근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국가주의 및 영토 소유권에 대한
양측의 대립은 이러한 충돌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보다 격렬하
73) 권대열 인용, “북한 합병을 노리는 중국의 음모,” 조선 일보, 2004.10.19.
74) “중국 동북공정의 모든 것,” 2008
75) 참조, “정부 고구려 연구 센터 설립,” 조선 일보, 2004.1.15.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

136

게 만들 것이다.
중국 지상군이 북한에 투입될 경우 일부 한국 및 미국 특작부대는 중국
의 전선 후방에 위치할 수도 있으며, 특작부대들은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특수작전 항공기들이 해당 특작부대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이나
해당 항공기들은 중국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들 및 전투기들에 취약할 것이
며 이 때문에 의도치 않은 충돌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 및 미국 간의 충돌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은 항공기에 관한 것일 가
능성이 있다. 중국이 첨단 지대공 미사일들(예전 소련의 SA-10 계열)을 북한
과의 국경 인근에 배치할 경우, 영변 혹은 영변 이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한국 또는 미국 공군과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해당 지역
을 한국 및 미국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거나 일부 한국 및 미국 항
공기들과 (실수로) 교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해당 지역 전체를 비
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한국군 및 미군이 중국 국경으로부터 50
에서 100킬로미터 남쪽으로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 및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공군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시킬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북한 노동 및 무수단
미사일 기지들은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범위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76) 북
한의 미사일들에 대한 선제공격 혹은 여타 조치들의 시행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북한군이 한국 혹은 일본을 상대로 탄도미사일 사용을 시작할
경우에 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한국 혹은 일본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이 중국의 보호 하에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엄청난 반발은 예상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위험은 중국군과 한미 연합군이 상대방 방향으로 급
속도로 진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다. 가능한 많은 영토를 점령하

76) 중국은 사거리 150~200 km의 러시아제 S-300 PMU SAM 계열을 수입하였다. 참조 Joseph S. Bermudez

Jr., “Behind the Lines——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Units,” Jane's Intelligence Review, 2011.6.14; S-300/
Favorit (SA-10 ‘Grumble’/SA-20 ‘Gargoyle’), Jane's Strategic Weapon Systems, 2011.12.23; “HQ-9/-15 와
HHQ-9(RF-9/-15, FD-2000 과 FT-2000),” Jane's Strategic Weapon Systems,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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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언젠가는 접촉할 것이며,
양측이 상대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결국은 접촉이 일어나고 충
돌이 발생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양측이 상대방의 선봉을 우회하여 상대
방 전선의 후미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국군과 한미 연합
군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충돌은 양측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격
화될 수도 있다.
한미 연합군 및 중국군 간 충돌의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충돌이 지
속적으로 격화되는 경우, 중국 측 점령 지역 내 난민 수용소에 핵에 의한 오
염도 있을 것이며, 수용소의 북한 피난민들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수용소를 위한 건축 자재, 침구류 및 보급품, 식량 및 의약품, 난민들
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들을 제공함에 있어 난제에 직
면할 것이다. 중국은 수용소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결정
할 수 있으나, 지원을 받아들일 경우에도 소요는 공급 가능한 보급품의 양을
압도할 것이다. 이러한 보급품들이 부재할 경우, 중국 측의 난민 수용소들이
북한의 두 번째 인도주의적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1950년의 중
국의 행동과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중국의 개입은 북한을 통제
하기 위한 의도 하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군사 파벌 가운
데 하나를 괴뢰정부로 만들고, 통제 지역 내 다른 북한 군사 조직들의 무장
을 해제시키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군사 조직들이 중국의 개입에 반
대할 것이다. 탄도미사일들을 관리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북한 군사
조직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미사일과 핵탄두 혹은 여타 대량살상무기들을
사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행동은 김정일이 이전에 북한이 패배
할 경우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이들
은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분명히 패배로 인식할 것이다). 북한이 실시하
는 공격의 특성과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따라 중국은 가혹한 보복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77) 이는 북한에 심각한 피
해를 입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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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이 북한 내에서 기반을 잡는 과정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을 분노시
킬 가능성은 존재하며, 특히 북한 민족주의자들이 분노할 가능성은 높다. 또
한, 중국은 북한 상인들이 중국에 잔류하거나 북한 주민들을 밀입국시킬 가
능성을 우려하여 북한 상인들의 국경 교역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북한 주민들은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에 저항하기로 결정할 수 있
으며, 중국군을 대상으로 한 폭동 및 범죄행위들을 포함한 북한의 저항 운동
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러한 저항 운동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
고, 이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 사상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올 경우에 북한 난민들은 남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중국보다 그들을 좋게 대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보다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중국 불개입의 잠재적 영향
북한 정부가 붕괴된 이후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여전히 일부 분야에서는 유사한 영향을 받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는 상충되는 결과들도 예상된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과 미
국이 북한에서 다양한 군사적 과업들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육군이 22개의 사단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추가
적인 전력 제공을 약속한 오늘날에도 북한에 대한 한미 개입은 어려운 과제
이다. 한국군 및 미군이 북한 전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
며, 필요한 모든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병력으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다. 최근에 실시된 연구는 한반도 통일에 가장 유리한 상황 하에서라
도 북한 안정화에는 약 26만에서 40만 명의 지상군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
77) 북한이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발사하였다면, 중국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강력한 보복을 시도할 것이다.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것은 중국이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시위하여 장차 중국에 대한 그 어떤 국가의 핵
무기 사용에 대하여 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78) Bruce W. Bennett 과 Jennifer Lind, “북한 붕괴: 군사적 임무와 소요,”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

2, Fall 2011,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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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8)
훨씬 많은 지상군을 필요로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연구에서는 저항이 무시해도 될 수준일 경우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들을 수색, 확보 및 파괴하기 위해서는 3천에서 1만 명가량의 지상군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79) 그러나 한국군 및 미군은 200개가량의 대
량살상무기 관련 기지들 가운데 대부분의 기지들에서 저항에 직면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대량살상무기 기지를 수색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고,
확보하여, 현장에서 파괴(이를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하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 재고와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지 현장에 1개 기동대
대 정도가 투입되어야할 것이다. 이 대대는 정찰 및 감시 요원, 대량살상무
기 전문가, 첩보 특수요원, 폭탄물 처리요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특수부대원
들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 대대의 규모는 1천 명가량이 될 것이며,80) 따라서
200개 기지들을 모두 거의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는 20만 명가량의 요원들
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대보다 높은 제대의 전투, 지휘 및 지원 부
대들이 포함될 경우 20만 추정치는 60만에서 80만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대량살상무기들의 제거만을 위한 인원들이다. 지휘관이 소수(예를 들어 200
명가량)의 요원들만을 각각의 대량살상무기 기지 현장에 배치하고 기동 부
대를 다음 기지로 전진시켜서 다수의 기지들을 접수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로 결정할 경우, 대대급 규모는 12만 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총인원은
36만에서 48만 명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 하에서
는 100개가량의 대량살상무기 기지들이 북한군 혹은 범죄자들의 공격에 취
약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군 혹은 범죄자들이 대량살상무기들을 확
보, 사용 혹은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아 질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작전은 모든 대량살상무기 기지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79) Bennett 과 Lind, 2011.
80) 전형적인 WMD-E(WMD 제거) TF는 WMD 사이트를 장악하고 확보하는 3~4개 보병 또는 장갑 중대(

약 600명)에, 1개 지원 중대, 정찰반과, WMD 사이트를 탐색하고 WMD가 발견되면 이를 처리하고 서
류를 수집하고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여타 인원들로부터 디브리핑을 받는 특수반으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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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인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 한국의 인구 통계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수준의 WMD-E 투입은
어렵다. 한국 육군은 지난 2000년의 56만 명의 현역병에서 오늘날 50만 명
가량으로 감소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38만 5천 명 정도로 재차 감축될 예
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WMD-E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기에 부족하
다. 북한군 및 치안부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북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추가
적인 병력들이 요구될 경우, 미국이 육군 사단 수개를 지원한다고 해도 한
국군은 병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6장 및 10장에서 차후에 논의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한국 육군의 규모로도 통일 관련 임무들 가운데 다수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러한 어려움은,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국군과 미군이 북한 내 중요 지점들에 도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임무들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분배, 북한 대량살
상무기의 제거, 북한의 안정화 등이 있다. 몇몇 임무들은 중요 지점들이 중
국 국경 가까이 있는 경우 중국군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비무장지대로부터 육로로 320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으나, 중국
으로부터는 육로로 130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중국군이 이들 핵시설에 한
국군 및 미군의 지상군보다 훨씬 일찍 도달할 수 있다. 한국 및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보다 신속하게 도달하기 위해 공중 이동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수송 헬리콥터의 수는 한번에 1개 보병대대를
수송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는 영변 핵시설을 확보하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
이며, 너무 부족하기에 오히려 격추 당할 수도 있다. 영변 핵시설로의 전진
이 육로를 통해 진행될 경우, 주요 교량들이 파괴되지 않더라도 접근성이 불
확실한 환경에서 이들 핵시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주가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몇 주의 기간 동안 영변 핵시설에서 무기 및 핵분열성 물질들은 유
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학자들이나 기록물들이 빠져 나갈 수도 있다. 중
국군이 영변 핵시설에 빨리 도달하여 이를 확보할 경우, 핵무기 사용 및 핵
무기 확산의 가능성은 크게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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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는, 중국군은 국경 지역에 위치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및 미국보다 훨씬 일찍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북한 난민들의 수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중국군은 북중 국경
선을 따라 가까이 위치한 북한 병력들이 폭동 혹은 범죄로 돌아서기 이전에
이들을 비무장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군은 북한의 일부 정치 수용소들에
한국군 및 미군보다 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수용소 간수들이
죄수들을 살해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중국군은
북한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병력들을 투
입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임무들은 북한 북부
지역에서 수개월 동안 수행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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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

북한 선전물들은 한국과 미국을 북한 주민들의 적이라고 묘사해 왔으
며, 특히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미국을 증오하고 두려워하게 만
들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감정들을 품고 있다면, 통일이 갑작스럽게
도래했을 때 통일의 과정과 결과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
과 미국은 북한 엘리트 계층의 협력을 얻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결과를 완화
시킬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증오와 두
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잠재적 사태들을 해결하는 시작점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장은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와 이를 극복할 잠
재적 방법들에 대해서 논한다. 즉,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한국
과 미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제시
한다. 이는 우선 한국과 미국의 성향 및 의도들을 왜곡시키기 위해 북한 정
권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서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북한 정권
은 북한 주민들을 동포인 한국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러한 노
력들을 기울이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체적인 실패와 군사력 증강 투자
에 대한 핑계를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북한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보다 원만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
하여 풀어야 할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식별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제에는 북한주민에게 한국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
하고, 한국과 미국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북한 주민들에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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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통일 정책들을 준비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 등이 포함된
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있기 수년 전부터 선행
되어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법률
상의 규정들을 정비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롯하여 기타 지원들을 북한
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통
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제공하는 데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이에 반감을 품게 될 것이며, 안정적이
고 번창한 통일 한국의 발전에 대항하는 잠재적인 반대 세력으로 성장할 가
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권고안들은 저자의 생각으로,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설명에 주안을 두고 작성된 것이다. 비록 일부 권고안에 대해
서는 탈북자들과 논의한 바가 있을지라도, 저자가 제시하는 권고안들은 향
후 탈북자들과 함께 일한 전문가들과 대북 심리전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 보
완,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된다면, 권고안들에서
저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의
내용은 아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중인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세뇌 및 공포에 대한 도전
북한 정권의 주된 목표는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현 정권 외에는 어떠한 정권도 북한 주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는 사고를
주입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한국·미
국의 본질(nature)과 국가이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북한의 선전활동에
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을 북한보다 가난하다고 묘사해왔으며, 한국과 미국
이 북한 주민들을 음해하려는 ‘영원한 적들’(perennial enemies)이라고 주장
해 왔다. 또한 북한 체제는 한미를 희생양(scapegoat)으로 삼아 그들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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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책임을 전가했고, 이것이 바로 한미가 북한의 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부 붕괴와 이에 후속되는 한국 주도
의 통일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은 한국의 주
도로 통일될 경우,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엘리트 계층은 자
기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로 인해 투옥되거나 처형될 것을 우려하며, 최소한
좋은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 종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윽고 굶
어 죽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한국 정부가
그들을 통일 한국 정부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
다는 데에 확신이 없으며, 이라크 내에서 미국이 주도한 ‘바트당 청산’ (deBa'athification)과 유사한 일이 통일 한국에서 일어 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부(wealth)와 이 부에 동참할
폭넓은 기회들을 갖추고 있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에 의문을 갖고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북한 엘리트 계층을 포함하는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최
소한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전면전, 치열
한 내란, 통일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대규모의 범법 행위 처리 비용을 충
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북한은 부유, 한국은 가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철저
히 세뇌시켜왔으며, 金씨일가와 북한의 위대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해
왔다. 북한의 선전물들은 북한이 세계의 중심이며 세계정세는 북한을 중심
으로 돌아간다고 묘사하고 있다.1)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한국과는 대조적인
‘지상낙원’2)(paradise on earth)이라고 교육받아왔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이

1) Andrei Lankov, "The World According to Pyongyang," 아시아 타임스, 2007. 7. 13.
2) 김현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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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비교는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세
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고, 1인당 연간 소득이 고작 미화
64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3) 그러나 그 이후 한국은 부유한 국가로 발전한 반
면, 북한의 경제는 악화되어 왔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국을 빈곤국이라고 지속적으로 묘사해 왔
으며, 한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설
명했다. “북한의 생존은 한국이 ‘굶주리고 있는 미국의 식민지’라든가 ‘생지
옥, 파괴와 절망의 땅’과 같이 근거 없는 믿음(myth)4)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초기 탈북자들은 지난 1987년에 “북한에 살았을 때, 한국
이 생지옥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했으며,5) 한 탈북자는 지난 2006년, “본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게 되자, 북한 당국에 몹시 화가 났
다”고 밝혔다.6)
물론 북한에 한국 관련 정보가 많이 유입되면서 북한 선전물들의 파급력
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선전이 반복되고 있
으며,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한국은 진정한 국가적 정체성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한국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
의 영적 순수성을 전적으로 부러워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김정일 전 북
한 국방위원장의 현명한 지도하에 자기 자신들을 정화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7)

북한 문화와 선전에 정통한 전문가인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는 최근 북한 선전
물들의 어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글을 썼다. 마이어스 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이

3) Mark Tran, "South Korea: A Model of Development?" 가디언, 2011. 11. 28.
4) Lankov, 2008.
5) 인용 Nicholas D. Kristof, “한국, 탈북 가족 환영,” 뉴욕 타임스, 1987. 2. 9.
6) 인용 Jennifer Chang, "한국의 선전물 풍선타고 솟아오르다,” 알 자지라, 2012. 9. 29.
7) Lankov,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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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생지옥이나 타락한 국가로 묘사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는 한국 국민들이 경애하는 장군의 현명한 보살핌 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행복에 동참하기를 가슴속으로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묘사한다고 밝
혔다.8)

사실상 한국에 관한 DVD나 기타 정보들이 북한으로 많이 침투했기 때
문에 한국이 빈곤하다는 주장은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북한 주민들은 이제 대부분의 선전물 내용을 경시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대안으로 한국이 현명한 지도와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식의 다각도의 선전 접근 방법을 시도하는 중이다.
미국은 적이다
수년 전, 북한에서는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고위 인사인 장 동
지(Comrade Chang)의 발언이 담겨 있는 테이프가 등장했다. 장 동지는 북
한과 북한 주민들의 적에 대한 북한의 선전과 관련하여 훌륭한 관점을 피력
했다. 북한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현재의 어려움은 외세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상기시키는 장 동지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법을 몰라서가 아
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숙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북한의 세계관에 의하면, 장 동지가 재차 강조하였는바, 미국은 북한에서 나쁘
게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호전광인 미국으로부터 비롯되는

8) Lankov, 2007.
9) Lankov, 2007.
10) Lankov,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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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군사 위협이야 말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10)

북한 선전물들은 미국은 적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주인님들’(America masters)을 위해 일하는
‘종’(lackey)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11)
북한의 이러한 선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체계적인 반미감정 세뇌교육은 유
치원 때부터 시작되며, 계산법을 배우는 시간만큼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부분
이 많다. 선반에는 장난감 권총, 소총과 탱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어떤
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매부리코와 머리색이 밀짚 색깔인 미군 병사 인형을 잡아
들고 곤봉으로 미군 인형을 때리거나 돌을 던진다고 하며 운동장에서 하는 인기
있는 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AP통신이 방문한 여러 학교들 가운데 하나인 북
한 평양시 중앙에 위치한 개선유치원에서는 미군 병사들이 큰 코와 매서운 눈
을 하고 있는 잔인하고 기괴한 야만인들로 묘사되어 있었다. 미군 병사들은 이
를 드러내며 달궈진 철 막대기로 죄수들을 고문하고 있었으며, 여자들에게 사
나운 개들을 풀어 놓고 있었고, 펜치로 여자 아이의 이를 뽑고 있었다. 그림 속
의 한 미군 병사는 여자 아이를 군화로 짓누르고 있었는데,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여자 아이의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해 보였다. 15년 동안 북한에서 유
치원 교사로 일해 온 전천용(Jon Chun Yong)씨는 한국전쟁의 발발에 대한 북한
쪽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가르친다. 그때부터 조선이 두 국가로 분단되는 비극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11) 예를 들면,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미국 주인님들과의 음모, 물매를 맞다,” 조선 중앙 통신, 2012. 10. 30. “

북한을 선전한 북한 뉴스 데이터베이스”, 날자 미상, 북한 문학을 조사해서 용어 사용 빈도수를 월단위
로 표시한 재미있는 막대 그라프를 보여 주는데 예를 들면, 배신자라는 단어는 1996년 이후 무려 4,200
번 나타나고 있다. 1996년에서 2012년까지 북한 보도문에 나타난 ‘종’이라는 용어 관련 211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2) “북한에서는, 미국을 미워하는 것을 어린이 때부터 배운다,” USA Today, 201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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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인민들은 반세기 동안 분단되어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12)

이와 같은 북한 선전은 한편으로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적이 되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한다.
적들, 특히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절대 바꾸지 않고 경애하는 장군님이
이끄는 작지만 자랑스러운 공화국을 파괴하는 꿈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적의 모든 술책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들을 마침내 개발했다. 이 사업은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했으
며, 기근으로 인해 사망한 주민들은 군인들과 다름없다. 그들의 죽음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13)

요약하건데,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묘사하는 북한의 선전은 북한 정권
붕괴를 다루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북한 정권의 선전을 믿는 북한 주민
은 그 누구라도 한국주도의 통일에 반대할 것이다. 심지어 북한의 어린이들
마저 미국인들을 공격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리고 심지어 군사적으로 통일
에 반대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마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선전에 대응하지 않는 이상, 양국은 통일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북한 주민의 미래에 대한 공포와 도전
북한 주민들, 특히 엘리트 계층이 통일 이후 삶의 질을 우려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엘리트 계층의 특권과 영

13) 이 인용 부분은 “고위급 중앙위원회 간부”의 “일단의 촉망되는 학자와 기술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에서

발췌된 것이다. 강사가 말하기를 “2006년까지 북한 사람들은 근간의 기근이 백년에 한번쯤 오는 홍수 때
문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사일과 핵개발에 돈이 필요하였고,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희
생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Lankov, 2007).

151 • 4장 통일에 대한 북한의 인식

향력을 부여했던 사회, 정치 및 또는 군사적 지위의 상실, (2) 범죄 소추 및
수감, 처형 또는 이로 인한 명예의 상실, (3) 경제적 및 물질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 주택, 재산 및 재력의 상실이다.

지위와 특권
첫 번째 항목인 지위와 특권은 북한 주민의 사회정치적 분류인 ‘성
분’(songbun)14)에 따라 달라진다. 성분 제도는 북한 주민들을 각각 핵심 계
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북한 내 거의 모든 특권들은
개인의 성분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핵심 계층의 상위를 차지하는 엘리트
계층이 통일을 우려하는 이유는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은 구동독 공산당과 군 지도자들의 특권을 모두 박탈했으며 해당 인
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켰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구동독 지도자들의 사진
을 북한 간부들에게 보여준 바 있었다. 엘리트 계층의 대다수 인원들은 비록 김
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증오했으나 정권이 붕괴될 경우 특권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따르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
았다. 이는 지난 1990년대에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
한 정권이 왜 몰락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15)

일부 북한 엘리트 계층은 통일 이후 그들의 미래가 과거 한국의 전직 고
위 지도자들의 사례처럼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고위급 엘리트 계층은 자신들의 삶이 퇴임한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삶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예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법
원에 출두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노무현 전(前) 대통
령의 경우처럼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어찌 더 나

14) 참조 Robert Collins, Marked for Life: Songbun; 북한의 사회계급제도, 북한 인권위원회, 2012.
15) 강 철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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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우를 기대하겠는가? 그리고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통일 한국에서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들은 한국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북한 엘리트 계층에게 있어서 자신의 위치와 권위는 자신의 삶을 규정
해 온 것이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군 장교들
은 감옥에 수감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란이나 범죄 활동에 포섭될 수 있는
데, 이는 비록 작은 조직이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 지휘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 내 안정화 문제는 복잡하게 될 것이며, 지난
2006년경 미국이 이라크 내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전개
될 수도 있다.

범죄 소추 및 수감
북한 사회는 종종 범죄성을 띤 문화를 갖고 있다고 묘사되기도 한다. 앞
서 밝힌 것처럼,
북한 탈북자들에 의하면, 현재의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밀수나 암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법조계 간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간부들은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게 된다.16)

이 때문에 다수의 북한 관리들은 뇌물을 수수한 다른 인원들과 마찬가지
로 통일이 된 이후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범죄 소추 대상이
되는 인원들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고위급 엘리트 계층이 될 것이다. 고위급 엘리트 계층의 직위는 엘
리트 계층이 종종 북한의 범죄적 제재 조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
였으나, 이러한 직위의 상실은 소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일부

16) 목 영재,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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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계층 인원들은 정치범 수용소의 직원으로 근무해왔거나 북한 주민들
을 통제하는 북한 정권의 노력에 가담해온 바 있다. 이러한 인원들은 명백히
범죄 소추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한 논문에서 통일의 여파로 인해 다루
어져야 할 불법 행위들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 제도를 네 가지로 구분했다. 1)고문, 살인 및 강제적 구
금과 같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불법 제도, 2)지난 1987년에 발생한 KAL기 폭
파사고와 같은 테러 행위, 3)한국전쟁과 같이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시도들, 4)고
위급 관리들의 불법적 자산 축적 등이 이에 해당된다.17)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많은 북한 주민들은 기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은 통일 이후 본인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 부정적으
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및 물질적 필요와 욕구의 충족
북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통일 이후, 현재 북한 정권
하에서 살았던 것만큼이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대다수의 핵심 계층과 군
간부들은 정부 내 직책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으나,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직
책들을 박탈당할 것으로 여겨지며,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이들이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엘리트 계층은 북한에서 누렸던
근로 조건이나 연봉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사회 내에서의 직위를 상실하
게 될 것이다. 엘리트 계층과 다수의 상공업자들은 인플레이션이나 재산 몰
수로 인해 자신들의 부를 상실하게 될 것을 염려할 것이며, 특히 인플레이션
으로 인해 생필품들의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을 우려할

17) “통일 후 북한 지도층 처벌할 제도 필요,” 동아 일보, 2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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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 사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원들이라면, 자신들이
경쟁적 환경에 대비해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은 인원들은 탈북자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물론, 수감된 인원들이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을 시도했던 인원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안정
을 거의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 삶의 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아래의 그림 4.1은 통일 이후 삶의 질에 대한 북한 성인들의 예상을 보여
주고 있다. 대다수(특히 핵심 계층의 대다수)는 통일 이후의 삶이 훨씬 악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직장과 직위를 잃을 것이고, 범죄 행
위로 인하여 기소될 것이며, 수감 또는 사형으로 이어질 것이 당연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인원 %

그림 4.1 통일 후 삶의 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치(출처: 저자 예측 추산)

매우 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조금 나빠질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조금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물질적, 사회 및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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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이 점차 악화될 것이며 한국에서 차별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
해 통일 이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소개한 북한의 선
전물들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의 단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했다. 한
편, 일부 엘리트 계층은 여전히 자신들이 통일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일부 엘리트 계층에는 북한 내에서 그 어떤 사
람들보다도 외부 매체를 자주 접한 핵심 계층의 최고위급 인원들이 포함된
다.18)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 인원들도 통일 이후의 삶이 최소한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계층의 대다수가 통일이 자신
들의 삶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통일 이후 핵심 계층의 협력을 얻
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핵심 계층의 인원들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녔으므로 통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은 아마도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
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계층 인원들은 교육수준이 저조하고 한국 문화에 대
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어떠한 낙관적인 생각도 비현실적
인 생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통일 이전의 북한 주민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통일 초기의 상태가 주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이후에 잘 대우받지 못하게 되면 한국 정부의 통치에
반하는 행위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인식 개선을 주저하고 있는 한국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식들에 대항하는 정보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에
주저해 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내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보내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 내 진보 세력들은 이러
한 메시지들을 북한으로 보내게 되면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

18) 황장현에 의하면,

북한에서 계급이 높을수록 그 가족들은 남한의 영화와 드라마를 더 쉽게 볼 수 있다. Center for Cultural
Unification Studies에서 박정란은 최근 보고서 “한류; 통일의 바람”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황장현, “통일의 바람은 여전히 분다. . . ,” Daily NK,,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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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다. 다른 한국 내 일부 인원들은 통일이 수반하게 될 재정을 충당
하는 데에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통일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주요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창출해 내는 것도 어렵다. 한편 한국으로 넘어
온 탈북자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
러므로 한국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가운데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또한 보내야만 하는 메시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메시지 내용들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
갈 것인가?

북한주민의 세뇌 및 공포 극복
공포를 극복하는 것은 통일 과정에 있어 북한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 중
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의 진
실된 모습과 다양한 기회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기 개입
이 필요하다. 이 분야를 준비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통일이 자신들
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것을 의미 한다. 북한 주
민들은 보다 풍족하고 질 좋은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부 및 각 부
서의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개입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그림 4.1의 내용 중 우측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들이 통일 이후에 보다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인식
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선전이 거짓이며
한국과 미국이 신뢰할 만한 국가들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엘리트 계층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초기 메시지: “한국은 위대한 나라”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은 한국에서의 삶이 북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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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보다 훨씬 낫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가난하다는 북한의 전통적
인 선전에 대비되는 이야기지만, 한국이 정체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
며 한국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일부 북한 주민들은 풍요와 번영의 메시
지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다수는 그렇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한국
의 모습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한
국이 제공하게 될 혜택을 몹시 열망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데에 한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메시지는 실제로 북한에 전파하기에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한국의 국가적 캠페인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한
국의 민족주의와 국가적 자부심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조정하기 위해 전파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의 삶
이 북한에서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게 풍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나 기
타 홍보물들로 구성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여전히 아날로그 채널에 의한 방송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라디오나 TV 방송은 유사한 ‘공익 광고’성 메시지
를 전파할 수 있다.19) 한국 정부는 유사한 광고들이 북한의 접경지대인 중국
에서 방영되도록 방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들은 중국을 넘어 북한
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광고들은 한국 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DVD에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DVD들 가운데 최소한 일부는 북한에 도달될 것이
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일관성 있게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이러한 메시지들에 포함될
수 있다.
• 풍부한 식량. 60초 분량의 광고는 한국의 음식이나 슈퍼마켓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으며, 다양한 식품들이 담겨진 쇼핑 카트의 영상을 보여

19) 조종익, “아날로그 TV 유지하기로 정부 합의,” Daily NK,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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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개별 인터뷰에는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내
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준비할 수 있는 식사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일반 한국 국민이 즐기는 식사에 밥과 고기
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설문결과를 띄울 수 있다. 이
러한 상황들은 북한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다
• 한국 내 농업. 짧은 광고들은 한국 내 농장들에서 사용되는 장비, 비료
및 농약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출되는 곡물의 양
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농장의 농산품 판매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으
며 한국 정부나 군이 일방적으로 농산품을 공출해가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
• 현대적인 도시들. 사무실들 및 아파트들. 한국 내 대다수 도시들의 스
카이라인은 한국 내 도시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모를 묘사하기
위해 보여질 수 있다. 풍부한 전기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각종 기구
및 조명들이 그 예이다. 심지어 한국 서울시와 다른 도시들의 교통 체
증은 한국 경제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부유
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에서 보통 수준의 월급을 받
는 사람은 심지어 북한의 핵심 계층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좋은 삶을
살고 있다.
• 높은 수준의 건축 기술. 홍보되어야 할 것 중에 한국의 건축 기술이 있
다. 여기에는 한국의 건물, 도로 및 기타 기반 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 장비들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보다 9배 많은 포장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호화 장식들을 갖춘
다수의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한국의 대학교의 모습을 촬영하여 대학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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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 기회가 주어진 젊은이들의 높은 비율을 보여줄 수 있다. 또
한, 김(金)씨 일가의 교리로 방해받지 않는 교실들과 많은 도서 및 전
자 문서들을 구비한 도서관 시설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
• 다수의 훌륭한 원자력 발전소. 한국 원자력 발전소 23곳의 사진들을 보
여주어야 하며 굉장히 작은 규모인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비교해야 한
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한국이 소비하는 전기의 절반 가까이
를 생산해 내는 반면, 영변 핵시설은 전력망에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
다.20) 영상을 통해서 한국의 발전소들이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방사능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
로 알려진 영변 핵 시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21)
• 광범위한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률. 한국의 최신 컴퓨터 보유 상황을 보
여주어야 한다. 한국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가정의 비율과 또
이 인터넷이 다양한 외국 사이트로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
여야 한다. 한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컴
퓨터를 사용하고 또 다수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어
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의 종류도 소개되어
야 한다.
• 발달된 의학 기술. 한국의 각급 병원들은 훌륭한 시설과 항생제 및 기
타 의약품들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최신의 진단 및 수술 장비들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한국 내 제약회사들 및 약
의 제조과정, 해당 의약품들이 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
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한다.

20) Nicholas Everstadt, “A Skeptical View,” Wall Street Journal, 2005.9.21, p.26.
21) 예로서, “북한의 핵시설 ‘재난을 만드는 중,’” 조선 일보, 20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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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제조업 분야. 한국의 산업 시설들이 더 이상 노동 집약적 기술
이 아니라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동차 생산 라인이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시설들의 생산량
은 자동화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부각되어야 하며, 장비의 프로그래
밍 역시 설명되어야 한다.
• 현대식 항공사, 공항 및 교통수단. 한국의 국제 운송수단 기반시설 또
한 홍보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최신식 한국 항공사와 공항 시설
및 국내외 여행을 위해 이러한 시설들을 사용하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
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일반 근로자 가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행의
자유로 인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의 즐거움을 밝혀야
할 것이다. KTX 고속열차는 시간당 300킬로미터를 주파할 수 있으며,
일반 열차 및 KTX에 준하는 스케줄과 안정성을 구비한 기타 철도 서
비스들도 소개되면 좋을 것이다.22)
이러한 예시들은 한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이며 북한이 이에 비해 후
진적이며 심지어 원시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들은 이미 북한에도 매우 널리 알려진 상태이며,23) 북한 사
람들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 내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모습이 한국 내
고위 엘리트 계층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은 앞서
설명된 것처럼 한국의 발전된 모습들이 단순히 한국의 엘리트 계층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일반인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

22) KTX(Korea Train eXpress)는 한국고속철도이다.
23) 신혜인, “북한에서 숙성되어 가는 변화의 조짐, 고립에서의 적응,” 코리아 헤럴드,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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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이 즉각적으로 북한에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실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들은 한국 국민
들이 이러한 삶의 질을 영위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동시
에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의 삶
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이 조심해야할 사항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 캠페인은 통일 과정에도 진행되어야 하고 통일 이후
에도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달라지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북
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내 일부 인원들은
이미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을 수 있지만(그러므로 한국 내에는 탈북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직 많은 이들
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이러한 메시지는 한국이 북한 주민에
게 보내고 싶은 다른 메시지들의 기반이 된다.
추후 단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내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
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는 한국이 현재 그에 관한 충분히 준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단계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일부 고위
계층은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들을 한국 정부가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
는 생각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에 동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 정부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개개인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인들은 한국에서 환영받는다. 한국 내 다수의 사람들은 상공계층이
며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는 북한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북한에서는 상공업자들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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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위급 관리들을 매수하기도 한다. 한때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윤택해졌으나, 지
난 2009년에 실시된 화폐 개혁 및 기타 조치들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되
었다.24) 이러한 타격들은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다. 서울시
명동과 같은 한국 내 상업 지구들은 한국 내에서 상업 활동이 쉽게 받
아들여진다는 점을 소개하고, 상인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통하여 북한
상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부분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주민들은 통일 후에 잘 살 수 있다.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엘리
트 계층에게는 한국의 높은 삶의 질이 북한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삶의 질과 관련된 메
시지가 전파되어야 한다. 개선된 삶의 질은 통일 계획의 일부가 되어
야 하며,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해당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구
비해야 하고, 또 최소한 통일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적인 삶의 질 개선
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단기적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신속하게 북한을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하며
(5장 참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북한으로
의 정보 전달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러한 사안들을 이미 다루었다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계획들
과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붕괴가 일어
나고 통일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준비가
실제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
내 진보 단체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
안들은 10장에서 소개될 것이다.

24) 2009년 12월 북한은 구화폐 대 신화폐 교환율을 100:1로 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비리, 뇌물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개인적으로 비축해둔 돈줄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하였다. Blaine Harden
참조, "북한에서, 신화폐 저항에 직면하다,“ 워싱턴 포스트,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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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은 한국정부 하에서 잘 살 수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
국 내 탈북자들이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이상적
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은 한국 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에서 받았던 제한된
교육, 한국에서 받게 되는 차별 대우에 있다 (언어, 억양 및 문화적 차이
로 인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그리고 북한 내에
서 받았던 직업 훈련이 한국에서 요구되는 직업 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25)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서는 탈북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을 극
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이후에도 북한에 남아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북한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5
장과 6장에서 소개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
주해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직업을 잃게 되거나, 북한
주민들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어 북한 주민들에 대
한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이주로 인해 북한 주민
들을 포용하려는 한국의 의지가 시험받게 될 수도 있다.
• 북한군도 통일 한국에서 유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북한군은 한국군과
의 전면전 혹은 무장단체 및 범죄단체로의 전환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
에 최대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군을 대
대적으로 해산하여 민간인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으며, 북한군을 해
산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장교들의 품위 및 특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활
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6장에서 언급된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필요
가 있으며, 한국의 의도를 북한군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국 진보 세력들은 이러한 의견들이 북한을 불안정화 한다는 이유로 반

25) 참조 “탈북자들, 한국 사회로 동화 어려움 겪는다,” 동아일보,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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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은 보다 적합한 상황에서 전달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을 것
이나, 한국 내 이러한 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우선 북한의 선전선동을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남북 주민들 모두를 준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통일 후 삶의 질 향상의 기대 전파
앞서 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본인들
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경우, 한국은 통일을 맞이한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통일의 강제적 시행은 사망자
의 수 및 비용 면에 있어서 치명적일 것이며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러므로 미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고조시키
는 것은 성공적인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북한 내 통일
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북한 내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달성되어야 하
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한국인이나 미국인들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을 주저하는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역
사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초창기 미국인들이 했던 것처럼 한국 내 민주주
의와 자유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피와 눈물을 흘렸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 한국에서 누리게 될 자유 및 경제적 기회들을 접해본 적이 없다. 그러
므로 북한 주민들의 주된 관심 분야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개별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예
대다수의 동독인들은 독일이 통일될 당시에 통일이 본인들에게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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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득이 된다고 여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독인들은 서독이 보다 경제
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부유하다고 여겼으며, 동독인들은 통일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다수는 동독이 구소련의 통제를 받는 것보다
동족인 서독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중요한 선호 요인들이 있었다.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
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한국인 인사가 동독 비밀경찰인 슈타지 전
임 지도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동독 지역을 방문했다. 그의 임무는 독일의 통
일을 최종적으로 유도한 지난 1989년 가을에 동독 내에서 진행된 시위들을
왜 슈타지가 진압하지 못 하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슈타지 지도자들
은 대체적으로 2가지 주요 원인들을 언급하였다. 첫 번째 원인은 서독 정부
가 수년 간 동독 지도자들에 대한 대사면을 약속해왔으며, 슈타지 지도자들
은 서독이 장기간 동안 약속해온 사안인 대사면을 이행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동독 정부 인사들에 대한 서독 정부의 연금 계획
발표였다. 서독 정부의 연금 계획은 슈타지 지도층이 동독 정부로부터 기대
하고 있던 연금보다 규모가 컸다. 대다수의 슈타지 고위지도자들은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므로, 후한 연금과 대사면으로 본인들이 동독 정부 하에
서 보다 통일 독일 하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26)
그러므로 슈타지 원로들은 동독 내 시위들을 진압하는 데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고위층에 속하지 않은 중간층의 많은 엘리트들은 최고위 동독 인
사들과 달리 생각보다 나은 삶을 누리지 못했다. 그들은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었고 통일 후 좋은 직장을 찾지 못 했다. 한국 및 미국은 북한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통일 이후의 적합한 취업 방안 개발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선택적 사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북한 혹은 한국 법규에 의
거할 경우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연루되어 있다. 특히 뇌물 수수 및

26) 2009년 한국 고위층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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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는 일상적으로 자행된다. 북한 지도층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범죄에 연
루되어 있는 인원들은 형사적 소추 및 구금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해당 인원들은 통일 이후에 대한 개인적 기대가 잠재적으로 가장 낮을 것이
다. 북한군 지도부가 이 때문에 통일에 대한 낮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특
별히 우려가 되는 사안이다. 통일에서 외면당하는 고위 지휘관들은 하급자
들 및 동급자들을 모아 통일을 반대하는 군사 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통일
에 맞서 직접적으로 투쟁하거나 분란 상황을 만들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
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선택적 사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에
서 논의된 독일의 대사면과는 달리, 한국 및 국제 사회가 북한 내 심각한 인
권 유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해당 사안이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한국이 사면을 통해 용서할 사안들이 무엇이며, 해당 사
안들을 제외한 다른 범죄들에 대한 정의 실현이 전투력, 사상자, 내란 및 범
죄 활동 등의 면에서 한국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
사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형사 처벌을 이행할 형편이 되
지 못한다. 한국의 법적 체계는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 및 북한 지도층에 대
한 형사적 소추를 실시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또한, 한국 교도소들의 공식
수용규모는 44,430명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지난 2011년 중반에 이미 46,503
명을 수용하고 있다.27) 한국은 북한 수용소들을 활용하여 북한 측 피의자 및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북한 수용소들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활용하기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비록 한국이 극단적으로 북한 내 범
죄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북한 핵심 성분의 1%28)

27) 국제 수용소 연구 센터, “세계 수용소 보고,” website, 날짜 미상.
28) 수감소의 부족한 공간은 형을 살고 있는 죄수들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40,000의 범죄자를 수감

하려면 최소 얼마간 북한내의 수감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강제노동수용소는 적합지 않으므로 사용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 훈련 캠프”나 각도에 위치하고 있는 “교화소”는 얼마간 사용해야 할 것이
다; 참조 Ken E. Gause, “강제, 통제, 탐색, 그리고 형벌: 경찰국가 북한 소고,” 워싱턴, D.C.: 북한 인권위
원회, 2012,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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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인 4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구금할 수는 없을 것이다.29 ) 핵심 성분 99%
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 중 가장 중대한 범
죄를 저지른 핵심 성분의 1%가 누구인지 식별하고, 해당 인원을 기소하고,
여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인권 범죄(특히 대체적으로 낮은 직급
의 인원들이 자행한 고문 및 살인과 같은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
이 높다. 이 점과 관련하여 북한의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안전보위
부는 약 5만 명의 요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0) 대부분 심
각한 인권 유린에 연루되어 있다. 여타 경찰 및 안보 기관들에 소속된 인원
들 역시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통일에 저항할
수 있는 북한 내 고위층 권력자들 중 다수가 연루되어 있을 경제 범죄에 대
한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한국에 달려 있
다. 무장 봉기 혹은 범죄 행위 등으로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이들을 처벌하
기 위해서는 인력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
자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도덕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31)
한국 정부가 사면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북한 주민들은 수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면 확언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
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하여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독일의 전례를 들어 사면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할 대가 등 사면을 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29) 2008년 통감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북한 성인수는 약 1천 6백 50만이었다. 핵심 성분은 북한 인구의 약

1/4로서 4백만 수준이다. 참조 Collins, 2012, p.25.
30) 참조 Gause, 2012. p.17.
31) 저자는 통일대비 사면에 대하여 한국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하여 그 어떤 것도 알고 있지 아니하다.

이일은 공개적으로 통일부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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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및 물질적 보장에 대한 희망 제공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할 최소한의 경제적 및 물질적 삶의 수준
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및 전기와 같은 필수품에 대한
보장과 함께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역사적으로 여타 국가들에서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하였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며, 떠났더라도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희망
할 것이다. 그곳에는 그들이 거주할 곳도, 직장도, 공공 기반 시설들도 갖추
어져 있을 것이다. 일단 북한 사람들이 당초 살고 있던 집과 다니던 직장들
을 버리고 이탈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량은 급증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역량은 급속히 감소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및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한국 혹은 중국
으로 이동할 경우, 한국·중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역량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저가의 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한국·중국의 인력
시장 포화, 한국·중국 내 북한 주민 반대 세력 증가 및 국경 지대 혹은 여타
지역들의 정치적 불안정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32) 이에 관한 내용은 5장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틀 내에서 한국은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의 협조 혹은 최
소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
한 조정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북한 붕괴 이후, 북한이 예상대로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경우 대다수 북
한 주민들의 관심은 눈앞에 당면한 상황, 즉 당장 어떻게 식량을 구할
지의 여부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한국이 신

32) 중국은 난민유입을 원하지 않으므로 국경선 깊숙이 진입하여 난민 캠프와 장벽을 설치할 것이다. 참

조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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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경우, 붕괴되어가는 북한과 통일
한국에 대한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 언급하
고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와 관련되는데,
한국이 이러한 역할과 메시지 전달을 붕괴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와 한국이 북한의 붕괴를 대비하여 북한 주
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지 하는
것이다.
• 한국 정부는 북한 재산을 처리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두 가지 주요 사안이 있다.
- 한국전쟁 중에 월남한 많은 사람들은 당초 북한 내 보유했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한 재산들을 한국 소유로 전환할
경우, 이는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며, 대규모 법적 혼
란을 초래할 것이다. 실례로 동독 내 재산권 문제들은 통일 이후에 독
일 법원을 뒤덮었으며, 다수의 소송들은 여전히 미해결 소송으로 남
아있다. 이와 같이 소송에 연루되는 재산들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
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 재산 소유권은 현재 북한이 대다수의 재산을 국유화시켰으므로, 북
한 주민들에게 권리 및 자원을 부여한다면 통일에 대한 주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재산 소유권은 북한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
는 지역에 머무르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 주민에게 현
재 거주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와 유사한 계획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
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에 3년에서 5년간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매매할 수 있
는 권한은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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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다수의 동독 주민들은 획득한 토지를 1년 내에 매매를 하여
단기적 이득을 보았으나, 장기적으로 재산 소유 면에서 손실을 보았
다.33) 이와 관련해서는 8장에서 다시 언급한다.
• 한국은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도록 허용해야 할지를 결
정해야 한다. 북한 상류층에게는 자동차, 현금, 교역품 및 식량 등이 중
요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재산들을 취득한 경로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들 가운데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재
산을 압류할 경우 반발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북한 통
화에 대한 환율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교환 한도를 규제하는 것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단기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 내 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킨 이후에
는 북한 내 대다수 성인들은 직장을 필요로 할 것이다. 2008년 북한 인
구 조사에 의하면, 약 1천2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군 복무를 제외한
직장을 보유하고 있다.34) 해당 직장들 가운데 대다수는 통일 이후에
도 지속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 기업들이 통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하
고 기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북한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자본 공
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자유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북한 기업들에게 필요 서류 작성 보조 및 상품 개선 등 경영 지원을 제
공해야 할 것이다(저품질의 북한 상품들은 한국 상품들이 전면적으로
공급되는 때부터는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 한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직업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

33)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재산을 바로 처분하게 되면 이것은 재산권의 상실과 함께 재산 유지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한편 이러한 판매로 북한에 통화 팽창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수요가 증가하고, 보급이 적
시에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물가 상승-인프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34) 중앙 통계국, 2009,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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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1) 북한 정치범들,35) (2)
대다수의 북한군 장병들, (3) 북한 당국 관리들이36) 될 것이다.
• 대다수의 관리들을 비롯한 북한 특권층은 통일이 본인들의 특권 및 지
위를 빼앗아갈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인원들을 단기적으
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인원 중 최소한 일부는 자문 역할
로서 혹은 현재 직책으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들이 차
지하고 있는 직위들을 평가한 이후에 유지 여부, 은퇴 계획 및 장기적
인 관점에서 교체 인원 충당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인원들에게 추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며, 따라
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다수는 사면을 필요로 할 것이다.
• 일부 고위 및 고령의 북한 특권층들은 즉시 은퇴를 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타 인원들은 일정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은퇴를 희망할 것이
다. 해당 인원들에게는 합리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해당 인원들이 연금을 수령할 경우, 보다 좋은 삶
을 누리거나 최소한 현재 본인들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
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호적인 반응을 조성하기 위해 연금 계
획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 인원
들이 통일 한국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킬 경우 발생할 손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인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에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 관련하여 보유하
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미래 기대치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에서 공개적
으로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다.

35) 북한에는 수용소가 많이 존재한다.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 것

이나 언젠가는 형을 살고 있는 죄수들의 선고 내용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36) 제7장에서 수감자에 대하여 언급한다. 제6장에서는 군에 대하여 언급한다.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

172

• 북한 핵심 성분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교육 기회가 제
한되어 있어서 소수만이 대학에 진학했다. 핵심 성분 출신 주민들 중
대학에 진학한 인원의 대다수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식 교육을 받았
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한국이 관심을 둘 주요 사안 중 하나는 고등
교육이 될 것이다. 한국은 대학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갱신해야 할 것
이며, 대학 관련 프로그램 및 장학금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고등 교육
확대 계획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비롯하여 다수의 북한 주민
들에게 매력이 있는 제안으로 비쳐질 것이다.
• 북한 정권을 위하여 행한 일들로 북한 주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비난
받을 것인가? 사면이 제공되고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하더라고 본
인들이 비난받는다면, 그들은 낮은 삶의 질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한국은 통일 이후의 계획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한국은 우선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투입하는데 매진하여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 주민에
게 어느 정도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한국 언론
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도 능력도 없음
을 지적하도록 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게 되는데, 성공적
인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통일 이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라든지
북한 특권층 신변 보장 등, 대중의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목표
로 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적어도 북한 내 어느 계층이 사면의 정도, 삶의 질 정도,
특권 유지 여부 등에 따라서 통일을 수용할지, 반대할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어떠한 조합이 가장 적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통일은 북한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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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일이 본인들의 삶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해당 인원들
이 통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하다. 한국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무장 세력이나 범죄 단체들을
대처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저자는 전자의 비용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정치적인 논란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후자의 비용보다는 상당히 적
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종적인 난관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현명하다고 한국 국민들을 설득시
키는 것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계획들은 상당한 비
용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한국 국민들이 껴안기 부담스러울 조세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통일이 한국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혜
택이 될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을
정당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 내에서 진행된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통일 기
금 마련에 대한 토론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관련하
여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37) 류우익 전(前) 한국 통
일부 장관은 통일 접근법에 대하여 올바른 발언을 했다.
사람들은 분단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여태껏 사람들은 통일 비용만을 강조하고
분단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분단 비용은 난민 관련 혹은 기아와 같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 정책 및 사회
정책 비용 등이 존재한다. 반면, 통일에 대한 비용은 한번 지불하지만, 통일로 얻
는 이득은 영원할 것이다.38)

메시지 전파 계획 및 시기 선택
한국 정부는 통일이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득하기 위해 통

37) “통일세에 저항하는 대중적 움직임이 예상되자 통일 모금 운동이 자발적 참여하에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 용훈, “통일 기금 모금 대안”,데일리NK, 2011. 8. 11.)
38) Manfred Ertel, "남한의 통일 계획: ‘아무도 북한을 흡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류우식과의 인터뷰,

Spiegel Online International, 201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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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계획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한 가지 접근법은
한국의 부를 선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일부 북한 주민들에
게 무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어머니들
을 한국 병원들로 초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혹은 다수의 북
한 주민들을 한국 내 주요 대학에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북한 건설
기술자들로 하여금 한국 내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선진 장비들을 관
찰하고, 한국 건물들의 건설 과정을 확인시킬 수도 있다.39) 해당 인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공유할 것이고,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풍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북한 안보 분야 인사들 사이에서만 공유
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북한 측의 도발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
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취하기 어려운 조
치들을 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前)대통령은 오는 2014
년까지 한국 육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킬 것을 지시했
다.40) 지난 2008년에 부임한 이명박 전(前)대통령은 노무현 전(前)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정책을 변경에 대한
젊은 층 유권자 및 젊은 층의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취소
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실시한 직후, 이명박 전(前)대통령은 약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유지할 것
을 명령했다.
흥미롭게도, 이명박 전(前)대통령의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거의 없었다.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격노하여 이명박 전(前)대통령
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요한 시사점을

39) 분명히 북한은 이러한 관계진전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심리적으로 유리한 면

이 있다.
40) 복무기간은 군으로 징집되어 근무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24개월 복무란 2년간 군에서 근무해야 한다

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기간을 26에서 24로 줄이고, 2014년까지 한 달씩 줄여나가 18개월로 줄
이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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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북한 정권의 장악력 과
시, 북한군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지지 및 북한 당국에 대한 북한군의 지지 강
화 등의 정치적인 동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도발을 억제하
고 도발에 대처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은 북한군에 피해를 입힐 수는 있으나, 북한 정권에 대한 북한군의 지지
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추가적
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정권이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
는 정치적 대응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대응
방안들을 통해 북한 정권은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한국 및 미국이 북한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맞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평도 포격의 재해석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을 예로 들어 보자. 이명박 전(前)대
통령은 포격이 발생한 당일 저녁에 해당 도발의 원인이 북한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불안정해서 일어난 사태임을 발표했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전쟁 행위를 감행했지만 한국 및 미국과 전면전을 펼치기에는 부
족하다. 북한 정권은 지나치게 불안정함을 드러냄으로써 이명박 전(前)대
통령이 북한 붕괴와 같은 북한 내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도록 했다. 비
록 북한 붕괴가 임박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권은 도발을
실시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불안정하고 약하다는 발표를 하여 북한 정권에 실질적
인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었다. 만일 그랬다면, 북한 특권층 및 북한 주민
중 일부는 이러한 주장을 믿었을 것이며, 미래에 있을 유사한 발언들에 대
해 보다 민감해졌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쟁 억제는 북한의 비용-이익 관점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한국은 좀처럼 북한 정권에 대한 중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있으나, 북한 정
권 흔들기와 같은 노력들은 북한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미래에 전쟁 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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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할 것이다.41)
이명박 전(前)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준비를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붕괴
에 더 잘 대비되도록 할 수 있었다. 한국 해병대가 북한 해안가를 따라 인도
주의적 지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그 어떤 방식의 붕괴이든지 간에 심각한 식량 부족
이 발생하는 법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붕괴 이후에 일어날 위기를
완화할 역할을 준비를 시킬 수도 있었다. (1) 북한 내 약 9만 명의 해안 거주
인구, (2) 지원 경로로서 해변의 중요성, (3) 한국군이 지원을 전달하지 않음
으로써 인도주의적 지원물자가 탈취될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한국 해병대
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특별하게 담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전(前)대통령이 지원 준비 사실을 발표한 후 한국 해병대가 한국
부산 혹은 포항 등의 지역에서 양륙 함정 등에 쌀을 싣고 해안가로 이동하
는 인도주의적 지원 임무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
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수백만 톤의 쌀을 비축해 놓았으므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 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42)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 임무 훈련
에 덧붙여 동족인 북한 주민들을 돕기를 희망한다는 한국 해병대 장병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북한에 방영할 것
이라고 위협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추후에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사전
에 경고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영상들을 북한에 송출했을 수도 있다. 그
러면서 북한의 만행이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다고

41) 강력한 대북한 정치적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위

험을 감수해야 한다. 악화의 일환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한국은 채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
다. 한국의 정치적 대응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해 오는 것에 대하여서는 국제사회의 누구도 호응하
지 않을 것이다.
42) “쌀 재고량 150만톤 초과,” 코리아 타임스, 201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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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되면, 북한 정권의 도발을 처벌하고 미래 도발을 억제하는 결과를 얻
었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전(前)대통령이 미국 해병대가 한국 해병대와 같이 해당 인도주
의적 지원 임무 훈련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정치적 반
응을 일으켰을 것이다. 해당 훈련에 동참하는 동시에 포항에 주둔 중인 한국
해병대 1사단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미국 해병대 인원을
주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었다. 미국 정부가 미국 해병대 주둔
요청을 수용한다는 가정 하에 미국 해병대 주둔의 원인이 북한이라고 강조
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을 수도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해병대의 활약으로
인해 미국 해병대에 대한 반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은 이러한 조치에 대
해 분노했을 것이다.
이명박 전(前)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 해병대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해안지역을 따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
하도록 했을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이 이러한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북한 주
민들은 한국 및 미국이 지원하고자 했으나 북한 정권이 막았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이러한 지원을 승낙했을 경우, 한국 및 미국
은 지원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북한 주민 및 현지 지도자들과 중요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 억제
한국 정부는 추후에 있을 북한 핵 실험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선전 방법
으로 실질적인 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 실
험을 감행할 경우 영변 원자로 및 북한 내 여타 핵 시설에 한국 대학교 연구
시설 및 한국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직장을 권유하는 선전물을 유포하겠다
고 위협하고, 해당 선전물에 북한 연구원들이 월남할 경우, 고위 연구원들
에게는 예를 들어 50억 원, 중급 연구원들에게는 20억 원의 보상금을 제공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사태를 방
지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겠지만, 북한 연구원들이 월남할 가능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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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떨쳐낼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연구원들이 월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북한 연구원들은 한국의 발언으로 인해 본인들이 가치를 보유한 인원들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며, 통일 이후에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야 말로 이번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골자이다.
극단적인 계획은 금물, 앞서 가선 안돼 :
북한은 공개적인 반란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주의와 신
중함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아랍의 봄과 같은 민중의 반란 혹은 봉
기가 발생할 단계에 있지 않다.43) 북한 정권은 여전히 일관된 모습을 보이
고 있으며, 반란 움직임을 처벌하기 위해 중대한 형벌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을 상대로 공개적인 반란을 부추기는 시도를 하
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러한 메시지는 전달될 경우에 잠재적 반란 인원
들의 처형만 불러일으킬 것이며 한국 내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실패
북한 정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실패들을 덮거나 모든 것을 한국 혹은
미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이 실시하는
이러한 속임수들을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대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적절한 시점에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패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패 중에는 지난 2009년에 실시된 화폐개혁,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식량보
다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위해 사용된 비용 등이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

43)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다라도 한국 경제가 북한 경제를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주도 경제 환경

하에서는 북한 사람들도 그러한 환경에 대비하여 어느정도 준비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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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북한 내 상품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북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릴 필요
가 있다. 이외에도, 북한 김(金)씨 일가가 개인적으로 축적한 미화 40억 달러
의 비자금이면 북한 주민 전부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
나의 예이다.44)
기타 주요 메시지
북한 특권층을 비롯하여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국의 문화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에는 법규(북한 내 암시장 규모 및 뇌물 수수 등의 범죄
들을 고려할 경우 매우 중요하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계획들과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한국 및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 우
위를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자면 감응신관무기(censor-fuzed
weapon)가 장갑차 수대를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그것이다.
한편, 베일에 감춰진 북한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및 미국
은 북한군을 비롯한 주요 직책을 보유했던 망명자들을 포섭해야 한다. 이러
한 방법은 위에서 명시된 북한 핵 연구원들에 대한 접근법과 유사하다. 설사
이러한 노력들은 망명자들을 포섭하는 데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 엘리트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것이다.

북한 민심 이탈 방지
한국 주도의 통일 수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및 미
국은 그림 4.2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개입 도중 조기에 민심 이탈을 경험할
수 있다. 민심의 조기 이탈은 북한 정부 붕괴 도중(식량 부족, 질병 및 정부
지원 공백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행의 실패, (범죄, 무장 봉기 혹은
교전으로 인한) 치안 붕괴, 직장 부족으로 인한 생필품 구매 역량 상실, 중국

44) “북한의 김씨 일가는 어떻게 사금고를 불리는가,” 조선일보, 201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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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입, 재산권 문제 및 북한 내 낮은 자산 가격 등의 상황을 이용하여 대규
모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의45) 유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 및 미국의 개입 이후, 북한 범죄 단체 및 무장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합류를 노리고 공격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단원들을 무장 해제하는 데에 있
어 상당한 난항을 겪었고 이 때문에 사면, 월별 지원금, 직장과 토지를 대가
로 하여 무장해제 및 무장단체 탈퇴 등을 추진한 바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
제점도 발생했는데, 무장단원들에게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지역 마
을 개발 계획들이 다수의 지역에서 실시되지 못해서 무장단원들에게 직장
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무장 해제를 한 전직 무장단원들이 이
전에 동료였던 탈레반 무장단원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다.46)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치안 요소는 민심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림 4.2 북한에 대한 지속 지원 과제들
정부 실패

북한 범죄 행위

식량 부족

북한 내란

전염병

북 주민 불만

북한 분쟁

직장 부족

한국 통제에 저항;
분란 증가,범죄 증가

이주자들

중국 진입

재산권

45) 이런 사람들을 carpetbaggers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눈에는 악덕 기업가로 비춰질 것이며 부정적 반응

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46) 이 부분은 Azam Ahmed 인용, “아프간 사면 계획 단기적, 이탈했던 전반란세력 후회막급,” New York

Times,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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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북한 주민들을 고립시킬 여러 잠재적 요소가 존재하는 어려운 과
제이며, 민심 이탈이 방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민심 이탈 방지를 위해
서 중요한 요소들은 (1)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신속한 한미의 개입,47) (2) 북
한 주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 확산, (3) 자료 4.2에 나타나 있는 한
미의 신속한 준비들이 될 것이다. 뒤에서 이러한 준비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
하고자 한다.

47) 특히 한국은 북한 정부 붕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피기 위해 기다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북한 상황을 더 악
화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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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재난에 대한
도전과 대응

본 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재난을 유발하는 사항과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
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북한은 현재도 인도주의적 재난을 겪고 있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북한의 여러 지역은 식량과 의약품, 식수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붕괴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다. 북한은 식량 생산 능력 자체에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 붕괴
는 바로 식량 배급 체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주민들은
식량을 비축하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많은 주민들이 최저생활 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식량보급은 범죄활동과
기타 방해활동, 또는 국제적 지원을 실행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
에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태는 한국이 중간에 개입하여,
북한에 식량 조달을 실시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구호품이 북한에 유
입되고 동시에 이러한 구호품이 곳곳의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통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구호 식량 분배과정상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북한의 농업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축하
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

185 • 5장 인도주의적 재난에 대한 도전과 대응

인도주의적 재난을 유발하는 요인들
그림 5.1은 인도주의적 재난과 북한의 대규모 탈북자 사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나타낸다. 인도주의적 재난을 유발하는 문제들은 실제 다음과 같
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
• 국가적 공급의 결핍. 북한은 식량, 의약품, 생필품 보급이 미진하다. 이
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품목들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부족품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제적 능력도 없기 때문
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 정부의 선군 정책에 의한 영향도 있다. 선군정
책은 경제적 우선순위를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군에 더 할당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보여준 부적합한 행실은(예를 들면 군사도발, 대량살상무기확산, 인권
유린 문제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켰으며, 잠재적으로 지원
을 희망한 단체들로 하여금 후원을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그림 5.1 북한 붕괴 후 인도주의적 과제들
식량 부족
경제 실패

백만?
북한난민

빈약한 도로,
수송
사재기

중국 진입
북한 범죄 행위
북한내 전쟁

잔악 행위
정부 실패

피한
불가 입
개
중국

인도주의적
재난
1990 중반보다
훨씬 악화?
한국 비난?

북한내 내란
비우호적 북한군
건강 상태
전염병

낭비
직장부족

주: 굵은 선은 강한 영향력, 가는 선은 약한 영향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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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급의 결핍. 북한 정부는 인도적 물품과 식량을 대부분 통제하고
있고, 해당 물품들을 우선적으로 정권 엘리트들과 군부에 배분하여 왔
다.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 이 경
우 아마도 많은 엘리트에게(특히 주로 평양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인
구의 엘리트 층) 충분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군
부는 자기들 몫을 챙겨가려 할 것이다(뒤에서 언급할 ‘공급의 혼란’ 참
조). 뿐만 아니라, 북한은 운송체계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식
량은 평양 남쪽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주민 대부분의 거주지는 평양
북쪽 지역에 위치하며, 이는 인도적 물품 지원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
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기근 기간에 실제로 나타났었으며 북동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
을 받았다. 게다가 통상 정부가 붕괴하면 일반적으로는 철로를 비롯한
운송체계의 대부분이 중단된다.
• 개인 재정상태 열악.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대부
분의 북한 주민들은 이를 구입할 재정적 여건이 열악하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수입으로는 한 가정을 부양하기 어
렵다. 정부가 붕괴될 경우, 이들은 직장을 잃고 정규적인 수입마저도
끊길 것이며 결국 식량을 구하는데 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공급 체계 혼란. 제1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식량과 여타 물품의 사
재기 현상은 정부 붕괴 후 나타날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
라, 북한에서 이미 한정된 식량 보급은 정부 붕괴 후에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손상된 식량 분배 체계는 식량이 적소로 가
지 못하고 허비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공급량 자체도 감소
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군부의 비리를 통제하던 엘리트층으로부터 자
유로워진 북한 군부는 자신들만을 위한 다수의 식량 공급처를 확보할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군부와 범죄조직들은(아마도 서로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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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국제 인도주의적 기관들의 지원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
할 것인데, 국제기관들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호위 없이
는 지원물자가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알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 충돌이나 분
란이 일어나면 식량은 탈취될 것이고 당연히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
지 못할 것이다.
•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 북한 주민의 건강이 매우 취약한 것과 아사하
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식량 및 의약품 보급은
이미 만성적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백신과 여타
의약품의 부족으로 간단한 질병들도 매우 성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생물무기를 잘못 취급하면, 그것이 고의이건 사고이건 간
에, 북한의 공공 건강에 재난을 야기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들
이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이 심각하고 의약품 보급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붕괴
의 여파 속에서 건강 문제 파탄으로 인해 북한 내에는 큰 규모의 전염
병이 창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난민 발생은 인도주의적 재난의 자연스러운 추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통상 난민 현상은 내부 통제가 이완되어 주민들의 이동이 용이해
지거나 혹은 내부 치안이 심히 불안하여 주민들이 안전이나 생명 보존을 위
하여 이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 즉, 인도주의적 재
난의 해결 과제에는 불가피하게 난민 문제 해결 과제가 포함되지만, 난민의
발생은 전쟁, 분란, 학대 행위 또는 범죄 행위 등이 수반될 때 나타날 가능성
이 높은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북한이 붕
괴하면 약 3백만 명의 탈북자들의 한국 유입이 예상된다.1) 또한 비록 중국은

1) “갑작스러운 통일. . . ,” 2012; 나정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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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숫자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도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유입은 중국 정부의 북한 개입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러
시아도 북한과 공유하는 짧은 국경선으로 인해 탈북자 문제를 겪게 될 것이
고 한편 또 다른 탈북자들은 바다를 통해 일본으로 흘러들어 갈 수도 있다.
한편 북한주민들이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나 식량을 몰래 비축하게 되
는 상황도 해결되어야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그림 5.2는 북한이 지난
2009년 12월 화폐 개혁을 시행할 당시 주민들의 식량 비축 정도를 파악한
도표로, 북한 정부 붕괴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북
한은 화폐단위 ‘원’을 100:1의 교환비율로 개혁하였고, 100원 화폐를 신권 1
원 화폐로 교환했다. 북한은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축재한 자본금을 제거하
기 위하여, 교환의 규모를 최초에는 대략 암시장 교환 비율로 미화 100 달러
에 해당하는 원화 수준으로 한정하였다. 나아가, 외화의 사용과 외화의 보
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외화가 자본과 부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수단이 되
는 것을 막으려했다. 이로 인해, 일부 북한 주민들은 화폐를 식량과 교환하
고, 이를 비축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러자 북한
의 식량 공급은 급격하게 감소됐으며,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법칙에 의해
2개월 안에 식량 가격이 1,000%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2) 결과적으로, 북
한 주민들은 식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감당해내지 못했으며 많은 주민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다다르고 굶어 죽기까지 했다.
그림 5.2 인도주의적 재난의 요인들
모델: 북한 화폐 재평가, 2009. 12.
추수 완료,
식량 부족

100:1 화폐 절상;
교환 제한 $100
까지

주민 화폐를
식량으로 교환,
식량 비축

식량소진;
물가 2개월내
1000%폭등

자포자기,
아사자 발생

2) 공평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통화 개혁시 모든 북한 사람에게 소액의 돈을 분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돈으로식량을 구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런고로 공급은 떨어지고 수요는 올라가게 되어 심각한 인플레
이션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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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미래 정부 붕괴
식량 보급
부족

의심스러운
화폐가치

주민 화폐를
식량으로 교환,
식량 비축

식량 소진;
가격 폭등

자포자기,
대규모 아사자?

그림 5.2 아래 부분은 북한 붕괴 이후 초래될 파급 사태를 보여준다. 특히
춘궁기라 불리는 3월부터 5월을 고려해 보면 식량 사정은 2009년 12월 보
다 더 악화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정부가 붕괴되면, 북한 화폐 가치는 극
단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
할 돈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설사 보유한 화폐가 있다 하더라도 외
화와 식량을 사들이는데 모두 소비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식량을 보유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교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게 되고, 과거 식
량 가격이 급등한 사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자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과 수요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인
플레이션이 유발되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됨으로써 과거 발생했던 아
사자들 보다 더 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만일 북한의 사태들이 지속
적으로 악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서 개입을 하
지 않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개입을 실시하면 당연히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도주의적 재난 완화 방안
본 절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재난 문제와 북한 정부 붕
괴 이후 발생하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서술한다. 앞서 언급된 북
한 급변사태 또는 상황에 관한 적절한 대응 정책을 먼저 언급하고 그 정책
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인도주의적 재난
및 탈북자 문제에 관한 몇 가지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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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재난 완화 관련 정책
붕괴의 여파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재난은 식량을 비롯한 여타 물품들
의 공급에 많은 장애를 유발할 것이며 주민 개개인의 안전도 침해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재난으로 발생하는 결과들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남과
북의 통일은 ‘실패’로 마감될 것이다. 이러한 ‘실패’는 대처하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탈북자 발생과 재난 상황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3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중국과 한국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재난의 원인들을 극복하도록 적절한 대응을 구사함
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십 년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3)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
민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기아와 질병,
그리고 여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원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아울
러, 단기적으로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호물품을 비
축하는 북한 주민들의 습성도 타파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급에 여유를 주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이와 동시에, 북한의 정부기능을 재건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인프라 구축
(제6장에서 논의할 교통, 전력 등), 농업 등 생산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
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자립성을 향상시
키며, 중ㆍ장기적 복지를 안정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군을 북한으로 투
입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제6장과 제7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북
한의 군부와 공안 부대의 위협을 무력화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의 원활한 유
통을 보장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구호품이 확실히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이 관여하지 않고 국제기구 스스
3) 한국은 남한의 지원금을 영구적으로 투여하면서 북한을 부유한 나라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것은 좋은 정책도 아닐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한국인에게 불공정한 짐을 지우는 것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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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호품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몇 가지 이
유들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북한 정부 붕괴 직후의 시점에서 국제 인도주의적 기구들은 북한 주
민 대부분에게 필요한 충분한 구호 물품의 물량뿐만 아니라 운송 수
단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4) 특히 주요 비행장과 항구에서 멀
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한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이 운송하지 않을 경
우, 주민들은 거의 아사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피하려고 식
량을 찾아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지를 떠나게 될 것이다.
2. 단기적 관점에서 국제 인도주의적 기구들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북한
지역의 각 가정에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요구되는 식량이나 운송수단
을 갖지 않았을 때, 이것은 자명하다.
3. 북한 정부 붕괴 이후, 북한 주민들과 국제 인도주의적 기구 인원들의
신변 안전보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한국군과 국제군의 개입이
없다면 북한군과 공안 기관들은 국제 인도주의적 기구들이 북한에 들
여오는 구호물품들은 탈취하여, 자신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을 우선 챙
기고, 붕괴 이후 받지 못한 급여를 구호물품으로 벌충하고자 할 것이
다. 북한 군부가 구호물품을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
들은 암시장을 운영하여 구호물품에 대한 뒷돈을 받아 내려 할 것이다.
이 접근방법으로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제 인도주의적 기구들이 우선 구호 물품을 전달토록 기회
를 주고 그 결과를 본 이후에 한국군의 개입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4) 준비 시간을 갖는다면 준비할 수는 있으되 식량이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시

간을 두고 북한 붕괴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준비된 것을 수년간 유지하기
는 힘든 일이다.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

192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국군이 수주 또는 수개월 기다리는 동안 인도주의
적 재난은 안정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아사, 난민 여타 문제의 관점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군이 실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군사적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5)
사실 국제 인도주의적 기구들도 순수한 민간인 활동에 국한한 구호보다
는 군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군과 동맹군으로
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으면서 가능한 최대의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특히, 한국군과 동맹군은 국제 인도주의적 기구들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구호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주의적 구호를 통한 북한 복지 향상 전략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주거지와 직장에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그대로 유지함
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 또는 직장을 떠나게
되면, 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숙소,
의류, 주방 기구, 식수 등), 북한 주민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점도 현저
히 지연될 것이다. 더군다나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식량이나 일자
리를 찾아 한국과 중국에 유입될 경우에 양국은 난민 수용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애로가 생길 것이며, 미숙련 노동자들이 넘쳐나 인력 시장에서 큰 혼란
을 겪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탈북자들이 원주민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해 간
다고 인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국경 인근 지역에
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유발될 수도 있다. 중국은 진정으로 난민들이 넘어 들
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북한지역 깊숙이 개입하려 할 것이다 (적어도
100km 정도, 북한 내에 난민 캠프를 조성하고 난민 차단 장벽을 설치하는

5) 인도주의적 작전에 군대의 사용은 여러 역사적 사실에 나와 있다. 그러한 작전에서는 상당한 준비와, 특

별한 기획이 요구되는데 이미 한국의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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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ㆍ미 정부는 중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쪽
으로 상황이 발전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것이며, 중국이 개입을 결정했다면
북한 영토를 장악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림 5.3은 한ㆍ미의 예상 개입 구도를 나타낸다. 지난 2008년에 실시된
인구조사를 기초로 하여 인구 밀집도를 지역별로 표시한 것이다. 약 330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북동부 지역의 해안 지역에서 거주하며, 약 600 만 명의
주민들은 평양시 북쪽 내륙 지역에 거주한다.6) 도표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북
쪽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나누어진 구역을 살펴보면 평양시 남쪽 지역의 거
주자들은 두드러지게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약 4백만: 1.1+2.3+0.5 백
만). 평양 일대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
며(약 8백만: 1.4+5.8+0.7 백만), 북한 인구 절반 이상은 평양 북쪽 지역에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약 11백만: 1.8+6.0+3.3 백만). 이러한 분포는 평
양시 남쪽 지역이 북한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평양시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기아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한편, 서해안 지역에는 약 430 만, 동해안 지역에는 약 450 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 해안지역에는 약 900 만의 인구가 살
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이 거주지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한ㆍ미
가 북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한ㆍ미의 선두부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이러한 관점
에서 북한 곳곳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 주요 전략적 원칙들은 다
음과 같다.

6) 북한의 2008년도 인구조사와 1993년도 인구조사(획득 가능한 유일한 통계 자료)를 비교하면 2008년도 수

치에 상당한 조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인구수가 너무 높다( 북한 당국은 2008년도 인구수가 1990
년대 기근시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작 수
치는 15% 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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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인도주의적 구호: 지리적 소요

4.3 백만 = 서해안
14.1 백만 = 내부
4.5 백만 = 동해안

중국

3.3 백만

6.0 백만
해병대

1.8 백만
0.7 백만

해병대

5.8 백만
0.5 백만

1.4
백만

2.3 백만

1.1 백만

육군

• 북한군이 해산되고 범죄조직이 대부분 무력화되기 전까지는 북한으로
지원되는 구호물자는 한국군과 미군의 호송 하에 시행되도록 하여 분
실 또는 유용 사고를 방지한다. 물론 몇몇 구호물품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목적으로 북한군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6
장 북한군의 동원해제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 북한의 도로망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도
로로 되어 있다.7) 북한 내에 존재하는 도로 및 교량은 대형 차량 통

7) 북한의 도로망은 약 26,000 km 이고, 포장도로는 724 km (3%) 에 불과하다. 남한은 4배 많은 도로망과

(103,000 km) 8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다. CIA 참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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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어려우므로 보수 작업을 실시해야만 하며 작업을 하는 동안에
는 차량 통행은 제한 받게 될 것이다. 차량 통행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통과 시 특히 제한될 것이다. 한국군의 호송 하에
비무장지대를 넘어 수송하는 한국의 구호품 물량은 겨우 평양시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230 여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구호하는데 그칠 것이
고, 평양시 남부의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160 여만 명의 주민들에 대한
구호까지 해결하는 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 그래서 그림 5.3에서 북한으로 전달되는 구호 물품들의 상당량은 주로
항구를 통해, 만약 항구가 멀거나 불비한 경우에는 해변으로(특히 서
해안) 직접 양륙시켜 내륙으로 전달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바
다로부터의 구호 활동은 평양에서 북쪽 해안 지역 주민들까지 총 720
여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감당하여야 하고, 평양시 남부 해안 지역
주민들까지를 고려한다면 수는 880 여만 명에 달할 것이다. 한ㆍ미 해
병대는 육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으로 전달되는 구호 물품을 호송
하는 임무를 상당부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합군 부대 이
동, 군수 물동량 이동, 인도주의적 구호품 이동 소요는 임무를 부여받
은 군부대의 가용 수송 자산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항구와 해안으로부
터 안팎으로 연결된 도로망에 과부하를 야기할 것이다.8) 게다가 이러
한 육로교통은 통제되지 않은 북한군부대와 범죄조직들에게 노출되
어 차단될 취약성도 있다.
• 북한 내륙 지역의 주민들을 단순히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인도

8) 수송 수단이 제한을 많이 받게 되므로, 미국은 지뢰지대를 통과할 수 있고 잔목지대를 지나갈 수 있는 트

럭을 이락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차출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원
되는 차량소요를 줄이면서 구호 물량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군 기획자들은 미군과 한국군의
군수 소요에 초점을 맞춘다. 이 상황에서는 구호품 수송을 위한 트럭소요가 추가된다. 지뢰, 산림 지역 통
과 가능 트럭이 전부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트럭은 급조폭발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북한군이나 반란
군, 또는 범죄 조직들의 공격 위협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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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구호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거주지를 이탈하게 되
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필품 충족 등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까지 직접 인도주의적 구호 물품
을 전달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하지만, 북한 내의 도로망을 재건
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해당 작업이 완료
되기 전에 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양
에서 북쪽으로 내륙 지방에는 공중을 통해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북한의 이착륙장은 시설 및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므
로 구호 물품을 공중 투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공중 투하하는 방법이 사용될 경우, 구호 물품들은 0.5kg 이하로 소형
포장하는 것이 좋다. 팔레트위에 얹은 대형화된 화물 형태로 투하할
경우에는 낙하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또 범죄조직에 의해 쉽
게 탈취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형 포장 방식으로 투하를 실
시하면 파라슈트에 의해 넓은 지역으로 퍼져 민간인들이 두루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한미의 군용기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군으로부터 50km 내지는 100km 인근으로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는 중국의 입장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항공로를 통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행 전
에 북한군의 방공체계를 먼저 무력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군은 북
한 내 방공 체계를 공격함으로써 북한을 적으로 돌리는 사태는 방지하
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방공체계가 한국군 및 미군의 전투기
에 공격을 가하지 않는 지역에 식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상호 교전을
피할 것을 유도하는 메시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북한군이 한국군 및 미군을 공격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는 북한군 지휘관들에게 협상팀을 파견할 필요도 있다(6장의 분쟁 중
단에 관한 논의에서 논한다). 만일 상호 교전 중지에 관한 규정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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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이를 위반하는 북한군 방공 체계(예를 들면 레이더의 가동)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압해야 한다.
원조를 지원함에 있어 직면하게 될 중요한 도전 과제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원조를 북쪽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서해에서 진행되는 한국과 미국의 해상 작전에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
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에 관한 공중전달을 받아
들임으로써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마도 해안 지대를 따라 지원이 추진되면, 거주지를 떠난 많
은 주민들을 해안지역으로 유인하여 식량을 찾아 중국 국경지대로 이동하
는 대신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게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한국
과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편을 선호할 것
이나, 안보 문제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이
에 관해서는 중국의 개입을 다루는 9장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다.
북한의 평균 식량 소비는 매일 15,000톤(년간 550만 톤) 가량 된다. 북한
에서 소비 가능한 식량의 양과 비축 방식에 따라, 초기에 한국과 미국은 매
일 해당 분량과 비슷한 수준의 식량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식량 비축을 하
지 않아도 괜찮도록 하기위해서 평균 소비의 80퍼센트, 혹은 매일 12,000톤
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인구 분포를 고려하면, 한국 육군은 비
무장지대를 건너 매일 1,200톤가량의 식량을 전달해야 하고, 해병대와 해군
은(육군의 지원을 포함) 해안 지역을 통하여 최대 4,800톤을 전달·배분해야
하며, 공군은 내륙으로 매일 6,000톤을 전달해야 한다. 이는 공중 수송의 관
점에서, 매일 C-17 수송기로 108 소티 또는 C-130 수송기로 400 소티로 어마
어마한 소요량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공중 수송은 북한의 방
공 체계가 무능화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몇 달 동안
북한 내륙 지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면 많은 북한 주민들은
구호품이 도착하기 전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방공체
계문제는 수주 이내에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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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역에 적정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신속히 전달하는 일은 중국과 한
국으로의 난민 유입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다. 북한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보 상황을 안정화(이에 관하여는 6장에서 논의된다)하려는 노력은 이러
한 유입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
공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범죄로 인한 기소, 수준 낮은 직장, 사회적 비난을
우려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려는 북한 주민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의 붕괴
는 불가피하게 일부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만들 것이지만, 앞의 4장과 이
번 장에서 언급된 다양한 활동들은 최소한 난민들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키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붕괴 이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하는 일에는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은 신속한 개입을 꺼려할 가
능성이 있다. 정권의 붕괴가 실제로 일어났는지의 여부가 한동안은 불분명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모호성은 북한에 관한 정보를 알리려 하지 않는 북
한 주민들의 성향으로 인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1개
이상의 파벌이 북한의 합법적인 정권으로 스스로 자처할 수 있다. 또한 북
한 개입의 비용에 관한 부담으로 인해 한국은 북한 상황을 관망하려는 경향
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붕괴 이후 북한의 상황은 외부에
서 감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한국이
개입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북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통일에 대
한 인식 역시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정부 붕괴 조짐이 보이는
즉시 일단 비무장지대 인근이나 해안 지대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한 개입을
결정해도 될 것이다.
경제 안정을 통한 북한 복지 향상 전략
한국은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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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 내 정부 기능을 재개하고, 북한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며(6장에서
논의할 과거 북한군 병력을 이용), 더욱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제 성장이 단지 원조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
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요한 문제는
북한의 통화 지위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통화와 북한 통화 간의 환율
을 결정함으로써, 북한 통화를 안정시키고 통화 대신 식량 및 기타 물자를
가지고 있으려는 북한 사람들의 인지된 수요(perceived need)를 완화시킬
수 있다. 특정한 환율 하에서 신속하게 한국 통화 사용으로 전환하는 일은
북한 내 인플레이션을 막고 북한 주민들의 자산을 보호할 것이다.(앞서 4장
에서 논의됨)
한편 한국은 이미 북한의 정부 기능을 재개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한
국은 북한 내 도지사 및 기타 관료 임무를 수행할 인원들을 상시로 유지하
고 있으며, 이들이 통일 이전부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9) 한국이 북
한에 개입을 개시하면 남아 있는 북한 관료들을 가능한 최대로 활용하되 그
들이 비행을 저지르는지 태업 활동을 시도하는지 모니터해야 할 것이다. 북
한은 국가 주도의 경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제 활동이 가능토
록 북한 기업의 소유권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경제 활동 유지를 위한
북한 정부 기관들의 협조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의 정부 기관들은 6장에
서 설명할 공공 서비스 활동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보수 및 재건을 위한 우
선순위를 제공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농산품 증산 관리, 인도주의적 지원
배분 감독, 부패된 경찰 및 기타 인력 재편성, 범죄 및 반란 행위 대처 방법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거주지에 머무
르면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북한군과 정치범, 더 이상 용

9) 이북5도 위원회 회장과의 인터뷰,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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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없는 북한 관료들을 포함한 여러 인력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앞으로 8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를 위해 사유재산권 허용의 범위
하에서 산업 및 기타 경제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타 필수적 대비
앞에서 언급된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몇몇 대비책들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믿음과 기대 설정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
금 통일이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줄 것이란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수의 북한 주민이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함에 있
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북한 주민들
로 하여금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 한참 전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계획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가
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계획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도록
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들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은 특정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 붕괴 이전에 한국
의 해병대 및 여타 단체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시키고 해
당 훈련 과정을 녹화하여 북한으로 전파하는 것은 이러한 계획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에 사용될 보급품의 양, 해당 보급품들이 배송될 유력한 장소들, 그리고 어
떠한 방법을 통해 해당 배송이 이루어질 것인지(안전 목적상의 군사 호위를
포함)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사전에 알리는 것 또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
여할 것이다.10)
10) 많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으로 들어오는 구호품들은 군대나 암시장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는 계획은 이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북한 주민들을 확신시키는 데에 있
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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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 정부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한국은 실제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
야 한다.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한국이 최초로 실시하는 인도
주의적 지원 활동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만일 한국이 특정 지역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고도 해당 지역에 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북한 주민들(특히 2차, 3차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약속한 지
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한국의 공약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함으로써 그
들이 통일을 지지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노력은 만일 한
국이 북한 정부가 붕괴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
의적 지원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은 북
한에 특별히 기아가 심한 1개 혹은 2개의 북한 연안 지역들을 선택하여 한
국 해병대로 하여금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북한 정부가 이와 같은 지원을 거부한다면 한국 정부는 지원을 거부한
북한 정부를 비난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북한 정부가 해당 지원을 수용한다
면 한국 정부는 실제로 지원을 제공하면서 해당 과정에서 주요 북한 인사들
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노력은 어떠한 결과가 도출
되든지 한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므로 가치가 있다.

국제적 협력
북한 정부가 붕괴되기 훨씬 이전에, 한국은 최소한 미국과 중국, 그리
고 국제기구들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에 대해 조율하여야 한
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연
히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미국은 지원 제공 계획
을 돕기 위해 해병대와 상륙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륙함의 수보다 더 많은 상륙함들을 이용해 한국의 계획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자체적 구호 지원을 제안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통일에
대해 자국이 실시한 연구 결과를 미국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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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황해/서해, 특히 한국 연안에 위치한 섬들의 북쪽에
서 한국과 미국의 해군 함선들이 작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해왔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붕괴된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의 해군 함선들이 이 해역으로 진
입하는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한국은 북한에 인도주
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
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북한 붕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거
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 사안에 대해 중국과 소통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아마도 중국 정부 관계자들 보다 먼저 학자
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 한국 정부는 학자들로 하여금 북한에서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도록 한다. 해당 논문들
에서는 2008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바와 같은 대규모 지진, 혹은 불리
한 기상조건으로(물부족이나 홍수 등) 인한 기근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학술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술지들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다수의 중국인들, 그리고
몇몇 북한 학자들이 언젠가는 이 논문들을 읽게 될 것이고, 이 논문들
의 주장을 동료나 정부에 알리게 될 것이다.
• 한국은 심각한 기근이 북한에서 발생할 경우 북한을 위해 어떻게 재난
구호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북한에 제안해 본다.(트
랙 2를 이용하는 토론회). 이와 같은 토론회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
응하는 북한의 동서 연안지역으로의 접근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될 것
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토론회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에는 토론회 논제를 중국 학계의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
해 볼 수 있다. 최상의 결과는 중국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
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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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국과 북한에서 볼 수 있는 학술지에 실으면 된다. 한국의 토론회
와 관련하여 최소한 몇몇 중국인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문이 함의
하고 있는 주요 안건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은 주요 정책과 작전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의 붕괴에 초점을 맞춘
비정부 테이블톱 연습(tabletop exercise)을 실시하고 이 연습에 중국을
초대한다. 이 경우 중국은 연습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 아니라 제기되는 어려움들을 확인하기 위한 참관인의 자격으로 초
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국 측 참관인들은 중국으로 복귀하여 논
의된 교훈을 다양한 중국인 청중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 붕괴 및 통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학자
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 붕괴에 대비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기사들을 한국 언론(특히 사설란)에 주기적
으로 게재하도록 한다. 해당 기사들을 통해 한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지는 북한 붕괴 사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중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중국인들은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
들을 작성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국제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 종국에 가서는, 학자들 간의 소통을 넘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그리
고 역내 행위자(player)들, 예컨대 미국, 일본 및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
과 이 주제에 관련하여 대화 및 교류(트랙 1)를 실시한다. 이러한 대화
및 교류에서는 우선 통일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 전략들에 대하여 윤곽
을 그려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합당한 정책 및 전략들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도록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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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장비, 그리고 재정적 준비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식량, 의료지원, 위생 시설, 그
리고 식수 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총량
은 매년 곡물 약 5백만 톤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식량이 사재기될 가능
성을 고려하여 첫해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총 식량의 약 80%인 4백만 톤11)
을 제공하는 경우, 사재기 현상은 완화되고 자급자족의 능력도 향상될 것임
으로 지원 양은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북
한에 제공되는 식량은 여타 국가들로부터도 제공될 것이지만 북한이 3-4개
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100여만 톤의 식량은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북한에 제공될 수
있는 100여만 톤 규모의 쌀은 한국 자체만으로 제공이 가능하지만,12) 의료지
원과 같은 여타 지원 품목들에 관해서는 한국 홀로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북한에 제공되는 의료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들
도 한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정부가 붕괴된
이후에 북한에서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규모를 파악
해야 하며, 시간에 맞춰 적시에 이러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
들 및 협력국들과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후속하여 최소한 붕괴 후 약 3-4개
월 후에는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북한에 제공해야 할 모든 종류의 지원
물품들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품목의 일부는 외국에서 구
매할 수 있을 것이나 동맹국들과 우호국들로부터 기부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양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한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 있
는 다양한 방법들을 비용과 연관시켜 깊이 검토해야 한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바와 같이13) 자발적 기부금을 받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

12) 다음과 같이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쌀 예비량은 2010 곡물년도에 150만 톤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고조

에 이른 해는 1994년이었다라고 화요일 정부가 말했다.” “쌀 예비량은. . . .,” 2011.
13) 참조 Erte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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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것과 같이14)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통일에 필요한 여타 사항
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통일세(unification tax)를 걷을 수도 있다. 이러
한 사항을 식량에 국한하여 본다면, 쌀 가격을 통해 한국이 어느 정도의 자
금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한국이 매년 4백만 톤 규모의 식량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그 식량 지원이 대부분 쌀이라고 한다면(대략 톤당
600 달러에 구매가능15)), 총비용으로 첫 해에 약 24억 달러를 식량 지원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그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북
한에 의료 지원, 위생 시설, 식수 관리, 그리고 의료 물자들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지원에는 매년 약 100억-200억 달러 규
모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 합의
한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북한 정부 붕괴 이후 북한에서 전개될 인도주의
적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
다. 한국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선 이
들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행정부 당시 북
한이 태도를 개선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였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
면서 태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만일 한국 정부가 통일을 준비하고
자 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당화하고, 단기적 지원 그 이
상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 제안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정부가 한국의 지원을 받아 마땅하
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려면 북한이 필요로 하
는 인도주의적 소요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부터 확립해 나가야 한다

14) 참조 “현재는 통일세 걷지 않는다, 이 대통령 약속하다.” 조선일보, 2010. 8.18.
15) 참조 “월 미곡가격-톤당 US $,” Mundi Index website, 201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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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다.
인도주의적 기구(organization)들의 역할은 북한 붕괴의 구체적인 진전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들은, 국제적 기구이든
역내 지역적 기구이든 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북한에 지
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 기구
들이 어떻게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하
며, 가능하다면 최대한 계획 발전 과정에 이 기구들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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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분쟁 및 군사력에 대한
도전과 대응

이 장에서는 북한 정부 붕괴와 연관된 분쟁 문제와 북한군 문제에 대하
여 그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잠재적 분쟁으로 국면전환을 위한 양
공 형태의 침략을 들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북한이 붕괴를 막아 보기 위해 한
국에 대한 기만적인 침략을 시도하는 것으로, 결국 실패하고 종국적으로는
붕괴로 귀착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도발이다. 북한의
도발은 남북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북한 정부 붕괴 이전에 북한과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또 북한 내 파벌들 간의 내전도 야기할 수 있다.
북한 파벌들 중 충분한 식량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파벌은 없을 것이므로,
각각의 파벌은 서로의 식량 및 자원을 탈취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킬 수 있
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개입할 것이며 북한은 한국 침
략을 시도했을 때 역습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과 유사하게 한미 양국의 개입
을 저지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 분란인데 이것은 한국과 미
국이 북한에 개입한 이후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군의 큰 규모와 세
뇌 교육은 이런 유형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들로 나
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막기 위
한 진지한 단기간적 노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전직 군 관계
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기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여러 형태
의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본다. 북한군의 공격을 중
단시키고 휴전을 수락하도록 북한군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접근해 납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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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노력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들의 충성을 북한 정권으로부터 통합된 한
국 정부로 돌리게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북한군 해체 및 비무장에 착수하고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 인해 그 어떤 분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량살상무기를 제
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 분쟁 문제
3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북한 정부 붕괴로 야기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
쟁들로 말미암아 북한은 심대한 피해를 입을 것인데, 이는 한국의 개입 시
보편적으로 평가되는 피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언급된 피해
는 사상자, 기반시설 피해,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오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분쟁은 한국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수만 명의 사상자 발
생 등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한국의 군사력 및 재정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세계 시장이 한국 제품이나 한국인의 다양한 용역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오염을 우려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현실화될 것이다.
그림 6.1은 이러한 결과들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몇몇 문제점들
을 보여준다. 첫 번째로, 북한은 매우 큰 규모의 상비군과(약 120만 명으로
구성된1)) 다량의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북
한군이 가장 먼저 동원(약 770만 명의 예비군2)과 함께)될 것이다. 정부 붕괴
는 상당한 수준의 군사 동원을 유발할 것이므로 최소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무장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군은 대량살상무기를 보
유하고 있어 상대방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오늘날 북한군의 상당수는, 아마도 대부분은, 대체로 북한의 세뇌교육 때문

1) 한국 국방부 국방백서, 2010, p. 340.
2) 한국 국방부, 2010,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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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일이 되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통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세뇌교육을 통해 북한의
직업군인들과 징집된 병사들이 북한 정권에 충성심을 갖게 하고 한국이 주
도하여 통일을 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믿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붕괴에 뒤이어 통일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많은
북한군 관계자들은 통일 한국 정부에 대항하는 범죄 활동 및 분란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군은 분파 간의 경쟁 구도로 인해 내전에 가담할
수도 있다. 만일 북한군이 내전에 가담한다면, 이 내전은 생존을 위한 투쟁
이 될 것이며, 특정 분파들이 패배할 것을 우려해 매우 극단적인 행동을 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 정부의 붕괴에 따르는 인도주의
적 재난에 의해 더욱 격화될 것이다.

그림 6.1 북한 내 분쟁이 야기할 문제들
수만?
한/미 군사적 손실
통일대비 자원 부족

기반구조 상실, WMD 오염

남한 피해

북한 피해

대규모 북한군

북한 범죄행위*

다량의 무기

북한 내란*

WMD

북한에서 충돌

파벌간 대립

비우호적 북한군*

침략과 같은
양상으로

생존 투쟁

정권 충성도

*난제들:
•한/미 통제에 대한 두려움
•세뇌
•한국과의 접촉 결여
•북한 직장 부족
•중국 행동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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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재난

북한 정부가 붕괴한 이후, 북한군은 북한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그들 자
신들의 생존에 초점을 맞춰 수개의 분파들로 분열될 것이다. 일부 군인들
은 군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탈영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려 할 것
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전 혹은 한국군과 미군(그리고 중국군)의 개입
에 반대하는 활동들은 그림 6.2에 도식되어 있는 분란 및 범죄 행동으로 흘
러갈 수 있다. 큰 규모의 북한군과 방대한 무기 저장량을 고려한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인원과 무기는 이러한 목적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기아
와 불안정이 확대되면, 많은 군인들, 특히 특수부대원들은 범죄 조직에 가
담하게 될 것이다. 치안 등 북한의 통제 메커니즘의 몰락은 이러한 흐름을
조장할 것이다.
북한에서 불안정이 커질수록 분란과 범죄 활동은 커진다. 역으로 분란과
범죄 활동이 확대될수록 불안정은 확대된다. 결국, 북한 내 안정성 유지는
성공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와
같은 위협들에 잘 대처하고,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그림 6.2 북한의 불안정이 야기할 문제들
대규모 북한군

북한 내란

다량의 유기된
무기들
북한 직장부족

인도주의적 재난
북한 불안정
불법시장 활동

북 주민 불만
통제 체제 실패

한국 통제에
대한 두려움

북한 범죄행위

범죄문화

주: 굵은 선은 강한 영향력, 가는 선은 약한 영향력을 나타냄

한편, 북한 정부가 붕괴되면 무기들 특히 대량살상무기들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림 6.3은 한미 양국이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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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갖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나타낸다. 북한은 다양한 종류
의 무기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비군과 예비군 등 많은 인원을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이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상당량의 대량
살상무기(WMD), 2,500-5,000톤 규모의 화학무기와3) 5-10개 핵무기들을 생
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증거들로 볼 때,
북한은 농축된 우라늄 수입량과 자체 생산량으로 20개 정도의4) 핵폭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은 탄저병, 천연두, 그리고 콜
레라와 같은 질병들을 유발하는 생물학무기들을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바 있다.5) 그러나 북한이 어떠한 무기를 어
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불명확하며, 이는 해당 무
기들을 확보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북한은 약
10,000개6) 이상의 지하시설(underground facility, UFG)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도 많은 무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한국과 미국은 어느 지하시설과 무기저장고에 얼마나 많은 무기가 저장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이러한 상황은 무기를 확보하고 제거하기 위해 어
느 곳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
다. 한미군은 많은 수의 무기저장고와 관련 시설들을 동시에 감시하기에는
그 병력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통합된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누가 무기들, 특히 대량살상무기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
게 될 것인가이다. 북한 정부가 붕괴한 이후, 북한군 및 여타 북한 엘리트
계층은 많은 무기들과 생산능력들을 분산시켜 해당 무기들을 그들의 통제
하에 두면서 한미 양국의 공격으로부터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하려 할 것

3) 한국 국방부, 2010, p.35.
4) Bennett, 2009.
5) 한국 국방부, 2010.
6) The Boston Globe 보도 “ 한국의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는 수 백개의 갱도시설이 있으며 10,000개 이상

의 소규모 시설들이 존재한다. 북한군에 대하여 세 권의 책을 쓴 Joseph Bermudez는 그 수치를 11,000
내지 14,000개로 보고 있다” (Barbara Demick, “Vision on Tunnels Drives N. Korean Defense,” Boston
Globe, 200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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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통제를 벗어난 WMD 및 기타 무기들이 야기할 문제들
다량의 무기들

비우호적 북한군
북한 내 갈등

많은 WMD

정부 실패

미지의 무기 수량

통제되지 않은
WMD, 무기들

북한 내란

수많은 지하시설

광범위한 피해,
WMD확산

북한 범죄행위

미지의 저장소

블랙마켓 커넥션 구축

이다.7) 그러므로 만일 북한 정부가 붕괴하기 전에 한미 양국이 대량살상무
기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양국은 붕괴 후 대부분의 지하시설들
을 일일이 수색하고 대량살상무기들의 행방을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군은 남침을 명령받으면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
하여 명령을 이행하려 할 것이며, 특히 북한 정권이 국면 전환을 위한 전쟁
(diversionary war)으로 붕괴를 막고자 남침을 시도한다면 더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붕괴 후, 북한의 무기들은 북한 내전 혹은 분란과 범죄 활동
에 사용될 수도 있다. 해당 무기들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조직은 무기들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식량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려 시도할 수
도 있다. 만일 대량살상무기가 판매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해당 무
기는 종국에 가서 국제 암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불량 국가 혹은 테러 단체
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테러 단체들은 미국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
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큰 흥미를 보일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7) 생산능력이라 함은 WMD 생산에 관여한 과학자들, 공학자들, 기술자들,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 생산에

사용된 시설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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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변화에 따른 도전
붕괴 이후에 북한 분쟁 및 북한군이 제기하는 여타 위협들에 조치를 취
하는 데 있어 한국은 지상군(육군 및 해병대)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지상군
은 북한군을 무장해제하고 해체시키는 과정과 북한군의 무기들, 특히 대량
살상무기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맡을 것이다. 한국군
은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군 (690,000명)을 보유해 오면서 지상군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2000년에 한국군 85% 이상) 2022년까지 현역의 약 25%가 감
축될 것이며, 지상군의 비율은 80% 이하로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
한 정부 붕괴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약 690,000명의 현역군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가운
데 약 560,000명이 육군에 소속되어 있고 25,000명은 해병대에 소속되어 있
어 약 585,000명이 지상군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심각한
출산율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2000년 직후 한국 징집 대상자 연령대인 20
세 인구수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6.4에 나타나 있듯이 1977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매년 약 400,000명 수준의 젊은이들이 징집 대상자들로 존재하여
690,000명의 현역군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였다. 한국군에 종사하고 있는 인
원들 중 75% 이상이 군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징집병들이다. 2020년
까지, 20살 남성들의 수는 320,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2025년까지 그
수는 약 225,000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앞으로 한국군
의 병력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징집병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은 26개월
에서 18개월로 줄이는 안을 추진한 바 있고, 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의무
복무 기간을 21.5개월에서 동결시켰다 하더라도 한국군 현역 병력 수는 축
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선거 운동 당시 의무 복
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약을 시간을 두고 실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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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한국군의 인구통계학적 문제
500,000
690,000인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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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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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연령별 추정인구”, 2013.1

그림 6.5에서 상대적으로 곧게 뻗은 선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인 국방개
혁 1230을 토대로 한 한국군과 한국 지상군의 규모를 나타낸다.8) 한국군은
2022년까지 520,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9) 그 중 약 385,000 여명이
한국 육군으로, 육군이 병력 축소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 한국 육군은
현역 전투 사단들의 개수를 22개에서 12개로 줄일 것이나, 2개의 해병사단
들을 유지하여 총 14개의 상비 지상군 사단을 운용, 약 1/3의 병력 감축을 이
행할 것이다. 물론 한국 육군은 2022년에 약 16개의 동원(예비군) 사단들을
보유할 것이나, 예비군들은 1년에 오직 3일만 훈련하기 때문에 한국군 지도
자들은 예비군 사단을 비중 있는 전력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반대로 북한군
은 약 30개의 현역 사단들과 약 60개의 예비역 전투 사단들을 보유하고 있
다(북한의 동원(예비군) 사단들은 한국보다 매년 훨씬 더 많이 훈련한다).10)
8) 계획의 이름은 이 계획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도록 고안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9) 한국 국방부 안에서 인터뷰, 2012. 6; 참조 김은정, “남한 2022년까지 522,000으로 병력 수준 감축 추진,”

연합 뉴스,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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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의 상단에 위치한 점선은 저자가 단순한 스프레드시트 모형을
기반으로 계산한 군 인력을 도시한 것이다. 모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
년부터 시작한 징집병 복무기간 단축과1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후반
에 동결한 21.5개월을 가정하고 그려졌다. 이 선에 의하면 한국군은 2023
년 정도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커질 것이나, 이
후 작은 규모로 줄어들 것이다.12) 그 밑의 작은 점으로 된 선은 박근혜 대통
령이 현역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하는 공약을 3년에 걸쳐 이행할 경우
의 현역군 수를 나타낸다. 이 선은 국방개혁 1230과 매우 근접하게 되며, 여
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징집병들의 수는 거의 없게 된다.13) 2022
년 이후, 만일 징집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축소될 경우, 그림의 선들은 한
그림 6.5 한국군의 현역과 육군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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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 국방부, 2010, p. 340.
11)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의 징집기간을 2008년 24개월에서 2014년 18개월로 매월 2~3일씩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명하였다.
12) 한국은 징집인력을 경찰 또는 다른 역할을 하도록 운용한다. 그러므로 군병력 초과 인력은 이러한 조직

을 지원하는데 운용된다.
13) 물론 이같은 모형은 실제 한국의 정책과 시행에 따라 변하는 많은 가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아주 대략적인 추정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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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현역군의 수가 2022년 수준에서100,000여명이 더 감축될 것이라는 사실
을 암시한다. 만일 한국 육군에서만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육군의 병력수는
2026년까지 300,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본 장에서 논의되는 북한군과 다양한 과제들에 대처하
기 위한한국의 지상군의 능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시점에서라도 북한 정부가 붕괴된다
면 한국군은 분쟁을 완화하고, 북한군을 무장 해제하며, 대량살상무기 등 각
종 무기들을 제거하고, 불만이 발발하기 전에 신속하게 북한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일부 분파 세력들과 상당한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사실상 북한군은 이와 같은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한편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준의 미 지상군을 제공한다하더
라도, 한국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북한 분파들의 분쟁과 군사적
위협을 억제함에 있어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2020년 즈음에 한국 지상군은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축소될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의 붕괴에 적절한 대응을 하
기 위해, 한국은 다음 5개 사항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 보다 큰 규모의 미군 지원 확보. 한국은 북한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이
발발할 경우 대규모 미군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 육군, 해
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를 포함하는 미 증원군은 병력 약 690,000명, 해
군 함선 160척, 그리고 항공기 2,000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증원군은
한국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파견될 것이다.”14) 하
지만 이 규모는 미국 현역군의 약 50%에 이르는 규모이며, 내년에 미
국이 배치할 수 있는 현역 수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분쟁들을 장기적인(복수 년도) 군사작전대상으로 간주하며, 전개 가능
한 병력의 교대주기를 고려하게 된다. 미군이 선호하는 군 교대주기는

14) 한국 국방부, 국방백서, 2006, p. 56. 같은 내용이 국방백서 2010에도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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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군 그룹들 중 1개 그룹이 파견되고 2개 그룹들은 재정비하여 파견
준비를 한다. 이는 한 번에 전개 가능한 지상군의 1/3 만이 파견되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약 3개 미 육군 사단들과 1개 미 해병 사단 규모이
다. 그러므로 미국이 690,000명의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감
축된 한국 지상군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넘어서서 파견하는 것
은 더욱 불가능하다.
2. 한국 현역군의 규모 최대화. 한국은 징집병들의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
이 유지하거나 연장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군에 자원입대 하도록 하
는 방법을통해 군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택 사항들은
10장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3. 한국 예비군에 대한 활용도 제고. 한국에는 약 320만 명의 예비군이 있
다. 대부분의 예비군은 한국 육군의 개인별 보충으로 편성된다. 한국은
22개의 동원사단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수 또한 점차 축소되고 있
다.15) 예비군 구조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작전보다는 한국의 방위
에 더 적절한 것이다. 한국은 보다 큰 규모의 예비군 조직을 편성할 필요
가 있으며, 특정 인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3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한국 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10장에서 거론한다.
4. 보다 많은 북한군의 활용. 만일 한국이 보다 많은 수의 북한군을 활용
할 수 있다면 한국군이 북한을 안정화하는데 소요인원을 줄일 수 있으
므로, 긴장 완화, 동원 해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같은 필요한
다른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로 전환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
이 차후 몇 년간 상당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북한과 수준 높은
협력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 한국 국방부, 2010,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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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군의 지원 모색. 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중국은 북한 정부가 붕괴
된 이후 북한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감축된 한국군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지역에서 중국군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군과 협력하는 방안은 9장에서 논의한다.
위 방안들은 한국으로 하여금 까다로운 선택을 요구하며 그 어떤 것도
한국 내에서는 호응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방안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한국 육군 규모 감소로 인해 향후
3-5년 이후 남북통일이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분명히 통일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10장에서 다시 논한다.

분쟁 완화 방안
이 절에서는 북한 정부가 붕괴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 관해 논한다. 분쟁 및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진지한 단
기적 노력과 북한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의 과거 군 인사들로 하여금
주요 분란이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중기적인 노력이 있
다. 이 절에서는 분쟁을 회피하거나 종식시키기 위한 단기적 노력에 초점을
두고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전략을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시
작한다. 이후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기타 준비 과정에 관해 논할 것이다. 뒤
에 이어질 절에서는 북한군을 무장 해제하고, 무기들을 수집 및 제거하기 위
해 필요한 행동들에 대하여 논한다.
한반도 분쟁 해소 위한 개념 및 정책
분쟁이 지속되어 한반도에 피해와 불안정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반도는
통일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정부가 붕괴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분쟁이 시작
되었다면, 한국과 미국은 신속히 분쟁 중단을 시도해야 하며 분쟁을 고조시
킬 수 있는 행동들을 피해야 한다. 양국은 또한 분쟁이 분란 및 범죄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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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양국의 주요한 노력은 신속히 정전을 유도하거나 최소한 적대 행위를 상
당 부분 감소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분쟁 당사자들이 생존을 위
해 싸우는 이상, 일부는 자신들이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
며, 이러한 우려는 그들로 하여금 억제 셈법을 바꾸고 패배를 막기 위한 극
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분쟁 악화로 이어질 수 있
다. 이러한 가능성은 내전 중인 파벌, 한국 침략에 관여한 북한군, 혹은 중국
의 개입에 대응하고 있는 북한군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정전이나
상당한 수준의 긴장 해소로 분쟁이 중단될 경우에만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들이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주요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황은 심각하게 격화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정전이나 실질적 수준으로 긴장을 해소시키려면 북한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향후 분쟁에 대비한 재무장
혹은 새로운 동맹 수립을 위해 정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억제가 이루어져
야 한다. 북한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뒤의 “북한군 무장 해제”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다.
북한 내 분쟁 해소 위한 전략
한국과 미국은 분쟁을 중단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여러 접근법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 이 접근법들은 당면한 분쟁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선택이 좌
우될 것이다.

분쟁 중단을 위한 접근법
다음은 가능한 접근법들이다.
• 정전을 대가로 유인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식량, 자금, 사면
약속, 정전 협정에 추가적으로 당사자들을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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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에게 적대 세력을 상대할 때 한
국과 미국의 군사 보호를 약속 할 수도 있다. 유인책의 규모는 관련 세
력의 군사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고 믿는 세력을 유인하기는 비교적 어려울 것이지만 패배를 두려워하
는 세력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전을 환영할 것이다. 이러한 유인책들
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겠지만 분쟁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분쟁이 악화되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투자는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세력들이 재무장을 하거나, 새
로운 동맹 세력을 모색하거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전
을 활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전의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도 방지 또는 조정되어야 한다.
• 당사자들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분리선을 설정한다. 한국과 미국은 정
전 협정의 일부로 북한 내부 파벌들을 구분하는 분리선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분리선 설정은 한국군, 미국군과 중국군의 돌발
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선을 설정하는 것은 분쟁이
시작되기 이전이거나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쉽다. 이러한 분리선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분리선 설정은 대규모의 돌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 관련 세력들에게 부대 및 기타 자산을 보호하는 대신 정전이나 억제
전략을 유지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방법은 정전을 유도하고 분쟁 심
화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관련 세력들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다. 억제의 기본 원칙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이익을 거
부함으로서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과 미군이 분쟁 세력의 보
복, 특히 핵무기 혹은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보복으로부터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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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위협은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보호 전략은 분쟁 세력의 병
력에 대한 공격이 아닌 방어적인 수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격의 위협이 한반도의 안정을 악화시켜 분쟁 세력의 선제공격
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 특별히 위협적인 무기들은 파괴하거나 확보한다. 더욱 공격적인 접근
법으로는 하나 또는 여러 당사자가 보유한 무기,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위협적인 무기를 파괴하거나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무기
들이 파괴되거나 확보된다면, 한미 양국은 분쟁의 가능성을 대폭 축소
시킬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세력들이 정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기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관련 세력들은 이러한 무기가 생존에 필수적
이라고 여길 것이므로, 무기의 파괴 혹은 확보 시도에 저항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한미 양국과의 분쟁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분쟁
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접근법은 분쟁의 강도를 증가시킬 가능
성이 높다.
• 관련 세력들의 군사력을 파괴하거나 제거한다. 이러한 최종적인 접근
법은 한미 양국이 하나 이상의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인
데, 한시적인 분쟁의 심화는 있을 것이나 종국에 가서 당사자들을 패
배시킴으로서 최종적인 분쟁 완화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한미 양
국이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감수해야 할 비용은 막대할 것이며 분쟁
심화의 위협 또한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혹은 여러 당사자가 적
대적이고 다른 당사자들이나 한국, 미국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

16) 상대방의 주요 무기를 파괴하려는 노력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용하면 잃게 된다”는 곤혹

스럽지만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상대방의 무기를 파괴하려 한다면, 그 쪽에서
는 파괴되기 전에 무기를 발사시키려 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처럼 WMD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 피해
는 특히 표적이 도시지역이라면 사태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악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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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러한 접근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중국도 동시에 북한에 개입하는 상황이라면, 중국 또한 국경 지대에서
북한세력들 간 전개될 수 있는 여러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위의 접근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쟁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은 접근법의 측
면에서 중국군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일부 북한 파벌을
지원하면서 다른 파벌의 패배를 도모하기 위해 개입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중국에게 분쟁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중국이 지원하는 쪽의 반대 파벌이 분쟁을 심화시켜 대규모 분쟁을 촉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전과 억제를 달성하고 분리선을 설정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북한 파
벌과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협상팀과, 여러 지휘 단계에서 중국군과도
협상할 수 있는 협상팀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협상팀들은 북한의 여러 지도부
인사들을 만나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 지휘관
들이 정전을 달성하고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세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 및 권한이 필요하다. 협상팀
들은 바로 이들 지휘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문화를 고려할 때,
해당 협상팀들은 북한 지휘관들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 나이가 지긋한
선임 장교(예비역이나 퇴역 군인 출신 소장 혹은 중장급17))들을 팀장으로 운
용할 필요가 있다. 협상팀들이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북한 내 상황이 어떠하
며, 누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으며, 어떻게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가를 찾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협상팀들은 이 요소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
치 못한 적대적인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마저도 한국과 미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 이러한 팀들을 운용한다면 성공적인 협상의
17) 협상팀들이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지휘관들을 안도하게 하는데 있어 한국군 선임장교들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기타상황에서는 미군 선임장교가 가장 유용할 것이다.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에 양국군 선임장교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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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는 분쟁을 중단시키고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쟁의 유형에 근거한 전략 수립
위에서 서술한 접근법들의 선택은 북한 내 분쟁의 유형 특성에 맞추어져
야 할 것이다. 아마도 북한 내 다양한 당사자들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위의 방법들이 적절히 조합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한국 침략. 정부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 정권은 통합성을 유지
해 정권을 지지하는 군의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양동 전쟁의 일환으
로 한국 침략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에 대한 반란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한국 침략으로 심각한 패배를 당할 경우 오히려 정부 붕괴
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붕괴되면 전방에 전개된 북한군 병력
은 자신들이 취약한 처지에 놓였으며, 그들만 남겨져서 소멸될 위협을
느낄 것이다. 이때 이 부대에 식량과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부대 방호
를 약속한다면 정전 수용을 위한 충분한 동기가 제공될 것이다. 한미
의 협상팀들은 이러한 제안들로 북한 내 군 파벌들의 우려를 감소시키
고, 정전을 촉진하거나, 더 나아가 (매우 현실성이 있는 분리선인) 비
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물론 북한 군 파벌들
이 정전이나 긴장 완화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 중단의 동기를 제
공하기 위해 강압적인 행동이나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북한의 도발.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은 향후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위협을 여러 번 발표해왔다. 한미
양국이 북한 정부 붕괴의 여파 속에서 (하나 이상의 파벌로부터) 도발
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러한 도발을 중단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전 협상도 가능할 것이나, 그 보다는 도발의 이익보다

225 • 6장 북한의 분쟁 및 군사력에 대한 도전과 대응

도발의 비용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 강압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할 필
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발을 자행한 세력의 지도부에 대한 위
협, 도발 세력의 지도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유지 등으
로 도발 당사자에 대해 의미 있는 보복을 가능케 하는 조치들이 그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은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고 특히 대량살상
무기를 무장 해제하는데 있어서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내전. 내전중인 북한 파벌들은 특히 격화되기가 쉽다. 일부 파
벌들은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특
히 평양시 남쪽에 북한의 재래식 병력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
실을 고려한다면, 해당 위험은 더욱 강조된다). 비교적 약한 세력은 병
력 보호와 식량 제공과 함께 제시될 정전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비교적 강한 세력은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공격 지속
에 대한 처벌 등 강압적인 위협을 필요로 할 것이다. 강한 세력은 정전
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는 전제하
에 약한 세력에게 선택적인 공격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효과
적인 처벌 방법은 해당 파벌 지도부에 대한 공격일 것이나 해당 지도
부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협상팀을 인질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한미 양국은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그들에게도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키기 위해 공격을 주도한 하위 지도부나 주요 파벌을 공격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위험이
따르며, 한미 양국군은 분쟁 심화를 억제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어떠한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
도록 북한 내 파벌들 사이에 분리선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분란 및 범죄 활동. 정전과 억제 방안은 북한의 분란 및 범죄 활동에 대
한 대응에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북한 내 세력들의 군사력을 파괴하거나 제거할 준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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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시행했었
던 것들과 유사할 것이다. 동시에 양국은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사면
형태 조치 등의 제안을 통해 개별적으로 반군 혹은 범죄자가 활동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은 분란이나 범죄 활동
에 대한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 주민들 대다수와 호의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이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이다.
• 중국의 개입. 이 사항은 9장에서 다룬다.
어느 경우이든, 한미양국은 의미 있는 긴장 완화 혹은 정전을 이루어 내
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의 군사적 패배를 추구하거나 최소한 해당 세력
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를 파괴 혹은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결과에 대한 상호 동의를 어렵게 할 것이며, 해당 세력 간에 불만을
야기하는 기초 여건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기타 필수적 대비
정전이나 실질적인 분쟁 완화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들로서 다음 몇 가
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 유도
북한 내 세력들이 생존의 고비에 직면하게 되면 정전 혹은 분쟁 완화 조
치 수용을 고려하게 될 것이며 이때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울
질할 것이다. 실제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국이 동참하게 되면 그러한 신
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약속을 했다면 약속한 대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과학자들과 탈북자들에게 보상하고,
도발 혹은 범죄 행위에 의미 있는 처벌을 가하는 등의 방법들로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이익 제공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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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원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북
한 내 다양한 세력들이 정전 수용 조건으로 한미 양국의 보호 보장 약속의
신뢰도를 가늠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도발 응징을 위한 행동을 취
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 내 세력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한
미의 보장 약속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적 협력
앞서 암시하였듯, 특히 그간 한미 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북한
의 선전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세력들은 한미 양국보다는 중국의 정전 관련
보장을 더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정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과(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 협상에는 시간
이 소요되는 법이고 일부 북한 내 세력들에게는 촌각이 아까울 수 있으므로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의 붕괴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정전 수단에 동의해
두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한국과 미국은 최소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중
국 측 옵서버들을 초대할 수 있으며, 논의 결과를 중국에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도 지역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시
점에서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분쟁에 참여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 문제는 9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보급품, 장비, 재정적 준비
한미 양국은 다양한 북한 내 세력들이 정전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장려
하기 위해 식량, 약품, 자금, 기타 인센티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해당
세력들은 대체로 즉각적인 보상과 함께 정전 이후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정기적인 물자 공급을 원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정전 합의를 위
한 협상을 함에 있어 협상을 책임질 조직, 그 조직에게 주어진 권한, 인센티
브 전달 방법을 식별하고 결정해야 한다. 북한 정부 붕괴 이후 북한 내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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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관할 지역에 대해서 미약한 통제력을 겨우 행사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인센티브의 전달은 정전 합의에 참여한 세력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
기 위해 한국군과 미군의 호송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 내 정치적 합의 유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분쟁이 한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북한 내 분
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조기에
정전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공격 사태로 이어지기가 십상일
것이며, 분쟁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말 것이다. 이 문제는 하
나 이상의 파벌이 분쟁을 격화시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부터 집중해야 하는 정당성을 이
해하도록 한국인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
해서도 한국 내에 격렬한 반대 여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한국인들
은 이미 한반도 통일 비용에 관해 우려하고 있으며, 분쟁을 중단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고비용 소모 과정의 첫 단계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한
국 정부는 북한 내 분쟁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의 위험과 인센티브 제공 비
용이 인센티브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분쟁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입
게 될 피해 비용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 비무장화
분쟁의 완화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일 것이다. 장
기적 해결책으로서는 북한군 무장 해제, 동원 해제, 사회로의 재통합이 요구
된다. 이러한 무장 해제, 동원 해제 및 재통합 과정(DDR)은 광범위하게 연구
되어온 분야로써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수행되어왔다. 일부 북한
군 병력은 한국군에 통합될 수도 있다. 민간 사회로의 재통합 및 군 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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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DDR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다. 여기에서
는 제3의 방안으로 통합군 내에서 최소한 초기 단계에 공공 서비스를 조직
하는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이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상적인 무장해제, 동원 해제 및 재통합
UN은 무장 해제, 동원 해제 및 재통합(DDR) 과정을 아래와 같이 묘사
한다.
• 무장 해제. 무장 해제는 소형 무기, 탄약, 폭발물, 전투원 및 민간인들
이 보유하고 있는 경 및 중 무기를 확보, 문서화, 통제, 처리하는 과정
이다. 무장 해제는 관련된 무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
한다.
• 동원 해제. 동원 해제는 군 혹은 기타 무장 단체의 현역 전투원들을 통
제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퇴역시키는 과정이다. 동원 해제의 최초 단
계는 개별 전투원들을 임시 센터에 이동시키는 것에서부터 동원 해
제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수용 시설(주둔지, 야영지, 막사 등)에 병
력들을 집합시키는 과정까지 망라한다. 동원 해제의 두 번째 단계는
동원 해제된 병력을 지원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해당 과정을‘재투입
(reinsertion)’이라고 일컫는다.
• 재투입. 재투입은 장기적 관점의 재통합 과정이 진행되기 전, 동원 해제
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전직 전투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다. 재투입은
전직 전투원들 및 가족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과도기적 지원이며, 기초 수당, 식량, 의류, 주거지, 의료 서비스, 단기 교
육, 훈련, 고용 및 장비의 제공을 포함한다. 재통합이 장기적이고 지속적
인 사회·경제적 개발 과정인 반면 재투입은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단기의 물질적, 재정적 원조이며, 최대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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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통합. 재통합은 전직 전투원들이 민간인의 지위를 획득하고 지속 가
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재통합은 정해진 기간 없
이 진행되는 사회 경제적 과정이며 기본적으로 지방 공동체에서 진행
된다. 재통합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발전의 부분이고 국가의 책임이며
대체로 장기적인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한다.18)
위와 같은 틀에 의하면, 먼저 북한의 현역 및 예비군 병력을 무장해제 시
켜 그들이 갖는 위협적인 요소를 대폭 축소시킨다. 다음은 동원 해제 과정으
로, 군인 신분으로부터 이들을 면제시킨다. 그 다음은 민간인 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단기, 장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군에 실제 편성되는 군 병력인 경우, 이들은 전체 DDR 과정
을 우회할 수 있다. 사실 과거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군 병력의 상당수를 포
함시켜 통합군을 창설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아니었다. 독일
의 경우 통일 3년 후에도, 1980년대 후반의 동독군 병력의 2퍼센트만이 독일
통합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남아 있는 이유도 적대 세력의 군사 장비
에 대한 경험과 전환 등 여러 기능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2003년 이라크에서의 조치와 상당히 대조적이
다. 미국은 치안군 DDR 과정과 그들의 다수를 새로운 이라크군에 통합하
는 계획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부대들에게는 건제를 유지하면서 투
항하도록 하는 선전 노력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
인(Saddam Hussein) 전(前) 이라크 대통령의 무장세력은 궤멸 직전에 있었
으므로(대부분 집으로 간 상태이며, 일부 병력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돌아갔
다) 미국은 대신 이라크군을 없애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직업 교
육이나 급여 지급(몇 주 안에 봉급, 연금 체계가 수립되었으나 이는 시위와
불만 제기 이후에 진행된 조치이며, 많은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
다.)에 대한 약속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많은 전직 장교 및 병사들은 좌절하

18) UN, “통합된 무장 해제, 동원 해제, 재통합 표준들,” 뉴욕, 200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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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들 중 일부는 새로운 이라크군에 편입되었고 미지수의 인원들은 아
마도 반군을 지원하거나 반군에 가담했을 것이다.19)
기존 접근방법 적용의 문제점
대북 DDR 과정은 여러 면에서 복잡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군의
규모이다. 현재 북한의 현역 병력 수는 2003년 이라크의 현역 병력 수의 몇
배에 달한다(북한 120만 명20) 대 이라크 389,000명21)). 더불어 북한은 2003년
의 이라크 예비군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예비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육군과 해병대는 모든 북한군 부대에 신속히 접근하여, 무장 해제 및 동원
해제 절차를 진행시키고, 확보한 무기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많은 북한 예비군들은 동원 해제 이후 기존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만,22)
현역 군인들을 민간 사회로 통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03
년의 이라크 상황과 같이 북한의 경우에도 동원 해제된 현역 군인들에게까
지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직종이 많지 않으며 소홀히 할 수 없는 재투입 및 재
통합 노력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들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군 병력을 대체 고용하는 방법은 범죄 및 반군 조직 내에서
도 급격히 횡행할 수 있다. 북한 내 범죄 조직들은 이미 실존하고 있으며, 광
범위한 북한 내 암시장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사실상 북한군 내 다수는
이미 암시장 활동에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북한군 부대는
이미 한미 양국군에 대항하는 반란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23) 대략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전 병력은 범죄, 반군
활동에 모두 가담할 수 있어 특히 우려스럽다.

19) 실제로 DDR은 서술된 개념에서 훨씬 벗어난 방식으로 종종 시행되고 있다.
20)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2, London, 2012, p.256
21) IISS, 2002, p.105
22) 여기에서의 문제는 북한 정부 공무원들에 관련된 것인데, 그 직장들이 유지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3) 정승기, “미국, 북한 분란전술에 대한 대처 단계화,” Korea Times, 200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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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저항을 완화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한미 양국은 정전을
달성하고 무장 해제와 비무장화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언급하였던 협상팀
을 활용하여 통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북한군 지휘관들을 설득할 수 있다. 또
한 한미 양국은 단기 인센티브(식량과 급여), 중·장기 인센티브(직업 및 주
택)를 제공함으로써 각 병사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공안관련 부대 인원이다. 특히 정권 통제를 위해 군 내부
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다. 북한군은 보위사령부에서
10,000명 수준24), 혹은 북한군의 1퍼센트에 달하는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 인원은 부대 지휘관들이 무장 해제에 동의하더라도, 부대가 쉽게 동조하
지 않도록25) 발포를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 21만 명의 인력과 10만 명의 민
간 직원을26) 운용하고 있는 북한 인민보안부(더 큰 규모의 비밀경찰)도 무
장 해제, 동원 해제시킬27)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논한다.
북한군 비무장화 관련 개념 및 정책
대다수의 북한군 병력들은 한국군 감독 하에서 신속히 무장이 해제되고
그들의 무기들도 수거되어 각 지역별로, 예컨대 대규모 지하 시설 같은 안전
한 위치에 통합 보관됨으로서 경계의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북한의 예비군 인력들은 기존의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한다.
무장 해제는 군 병력으로부터 무기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통합군에 편성
될 북한군병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무장 해제는 적용된다(예를 들어, 병
력으로부터 전차, 전투기, 전함 등을 제거하는 것). 대부분의 북한군 병력은
(북한군의 80퍼센트 가량) 추후 수행하게 될 공공 서비스에 무기가 필요하
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24) Gause, 2012, p.36-37.
25) 본인은 이러한 위협을 “붉은 시월 효과”라고 말한다. “The Hunt for Red October"라는 소설과 영화에서

따온 것인데 요리사가 비밀 요원이고 망명자를 막기 위해 잠수함을 폭파하려 한다.
26) 부서의 대부분 인력은 중국과의 국경지대의 보안을 맡는다. 만약 중국군이 예견한대로 개입한다면 먼

저 이 요원들부터 조치해야 할 것이다.
27) Gause, 2012,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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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군들과의 면담이 포함되는데, 이는 면담을 통해 제거하지 않으면 사
용될 수 있는 무기들과 부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
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한미 양국군이 현역 북한군 병력을 무장 해제시킨 이후, 동원 해제를 진
행하는 방안은 다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1. 민간 사회로의 재통합. 북한군 병력들은 민간 사회로 재통합의 대상인
데 북한군의 규모가 매우 커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없
다. 그러므로 이 재통합 활동은 민간 경제에서 직업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들로 한정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아마도 그들은 과학자들이나 공
학자들,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위 인력 등이 될 것이다. 은퇴하는 인력
들에게는 적절한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군사 통합. 거의 모든 현역 북한군 병력은 한반도 통합군에 편성되어
야 한다. 그들을 군에서 유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군의 규율을 적용
하고, 필요시 면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두 그
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통합군에서 군사적 근무를 수행하는 그룹과
공공 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룹이다. 군사적 근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북
한군 병력의 20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며 북한군 부대의 무장 해제, 북
한군 무기의 안전 확보, 반군 및 범죄 조직에 대한 조처 등의 과업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28) 군사적 근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다수는 신변
보호를 위해 소화기를 소지하되 한국군 감독팀들의 관리를 받게 한다.
다른 병력들은 과거 북한군 장비들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므로 무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년 이내로 북한군 병력의 유지 비율은 20퍼

28) 한국군 기동부대는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약간 명의

북한군을 소화기를 갖도록 하여 경계와 치안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에를 들면, 소규모 한국군 파견
대 감독 하에 무기고 주변에 북한군 경계병을 위치시킬 수 있다. 조심해야할 것은 이러한 부대를 선정
하는 것인데, 아마도 북한의 선전과 세뇌공작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북한 특수전 부대가 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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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도록 하고, 3년 내로 해당 비율은 3~5퍼센
트로 낮추도록 한다.
3. 공공 서비스. 무장 해제된 대부분의 북한군 부대는 즉시 현장에 투입
되어 기반 시설 수리, 새로운 건설 활동,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북한 내 대부분의 도로들은 아직 포장되지 않았으므로, 한미 지상군
병력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며, 대량
살상무기 및 기타 무기들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내부에 접근하는 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수의 북한군 부대들이 북한의 도로망
건설에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제
공받아 군인 및 부양가족들에게 충분한 주거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
대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 인력들에게는 함께 생활하는 가
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식량과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다(북한
의 군인 가족들은 군부대마저 충분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모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의 군사 계급은 지속 존
중될 수 있도록 한다.29)
북한군 부대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한미 양국에게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무장 해제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대를 군사적
임무나 공공 서비스를 모니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택(대부분 기
존의 막사) 및 식량 등의 인센티브 제공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부대의 통
합성을 유지하고 군 규율에 의해 인력들을 감시하는 것은 범죄 혹은 반란
조직에 가담하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북한군의 다수 특히 장교와 부사관들은 자신들이 전쟁 포로로 처리될 것
이며, 전범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헌

29) 이러한 조처가 진심어린 것이라는 것을 북한군들이 믿도록 하기까지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 정부 붕괴 훨씬 이전부터 그러한 조처를 제안하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

236

법은(북한 주민들까지 한국 국민 자격을 부여하는) 명백히 범죄를 자행했다
고 식별된 사람들(예; 수용소의 경비원 등)이 아니고는 그들의 구금을 제한
하게 될 것이다. 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국 사법 체계의 용량으로 인해 잔
혹한 범죄를 저질러 주위로부터 기소가 예상되었던 대상자들을 기소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4장 참고).30) 물론 범죄자 이외의 대부분의 군 인력
들이 군사적 혹은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상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식량
및 주거 혜택을 제공받아야 한다. 북한군의 많은 인력들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지만 특정 범죄자로 확인된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조사가 적대적인 경
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은 이러한 노력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 무장해제는 가능한 지역에서 수 주 내, 기타 지역에서는 수개월 내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 대부분의 북한 예비군 인력들은 기존의 민간 직업으로의 복귀를 기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귀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인력의 경우에는
북한군 계급에 상응하는 공공 서비스 부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이 수
립되어야 한다.
• 대부분의 북한 현역 군인들은 행동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현역
으로 붙잡아 두어야 하지만 공공 서비스 활동, 특히 기반 시설 수리 및
개선에 투입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임무들은 해당 인력들을 유급으로
고용할 것이며, 그리고 틀림없이 이들이 통합된 한반도를 위하여 기여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임무들은 공공 서비스가

30) 예를 들면, 많은 북한군 장교나 부사관들은 뇌물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기소하고 금형을 집행하는

데 역량이 불충분하면, 사면이라는 수단이 아마도 그러한 범죄자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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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이후 그들이 유사한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도로 포장 공사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다.31)
• 이미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북한군 탈영병들은 부모 혹은 다른 가족들
에게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
들이 고향 인근에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북한군들에게는 가급적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식량과 주기적인 급여,
합리적인 주거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초기에 긍정적인 전례를 수립하
여 입 소문이나 기타 홍보수단을 통해 초기 전환 과정에 참가하지 않
은 북한 군인들에게도 한국의 대우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북한군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 및 문화, 자유 시장 경제의 특징
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모든 북한군들에게 특별할
인가격으로 기초 교육 과정을 담은 태블릿 컴퓨터를 지급하는 방인이
있는데, 이러한 장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훈련용으로 제공할 수도 있
다. 또한 교육 자료를 제대로 공부하고, 필수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의 교사들이 각 부대에 배치되
어야 한다. 북한 군인들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북한군 비무장화 관련 전략
북한이 비무장화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될 것인데, 최초 단계는
원조와 인센티브가 초기에 전달될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건너편, 또는
31) 북한 지방 정부는 종국에 가서 이전 북한군 부대로 도로망 구축 사업 인력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건설 부대들은 뭉쳐서 건설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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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군 지휘관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무장해제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과 북한군 개개인에 대한
좋은 대우를 약속한다는 제안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협
상팀이 투입되어 무장해제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며, 이어서 한미 양
국군이 투입되고 무장해제 간에 운용될 구호품을 반입시킨다. 양국군은 일
단 최초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병력에 대해 부분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는
데(중화기는 제거하되 소화기는 소지토록 하는) 이 병력들은 군사적 임무를
부여받는 최초의 북한군이 될 것이며 한미군 감독 하에 남아있는 동료 북한
군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북한군을 비무장 시키기 위
한 인원들이 충분하게 확보하게 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북한군을 민간 공공
서비스로 전환시키면 될 것이다.
북한 정부 붕괴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대부분의 북한군은 평시에 배치되
어 있던 위치 혹은 그 인근에 여전히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7
은 이러한 상황을 군단급 수준에서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국방백서2010에
는 9개 정규 군단(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5군단, 7군단, 8군단, 9군단, 10
군단), 평양방위사령부, 2개 기계화군단(425군단 및 108군단)에 대해 언급되
어있다.32) 역사적으로, 평양 남부에 위치한 북한의 기계화 부대 및 기갑부대
(806, 815 및 820)도 군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 부대들은 사단 급으로 식별
되었다.
북한군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대들에 주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 육군이 3개의 북한 비무장지대 군단(1군
단, 2군단 및 5군단)과 그 뒤에 위치한 3개의 중무장 사단들(806사단, 815사
단 및 820사단)에 대한 책임을 맡기가 쉬울 것이다. 그리고 한미 해병대는
서해안 군단(4군단, 3군단, 평양방위사령부과 425군단) 및 동해안 군단(7군
단, 9군단 및 108군단)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한미 해병대는 작은
군사규모에 비해 매우 넓은 범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해

32) 한국 국방부,2008,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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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가 담당하게 될 군단들은 육군이 담당해야할 군단들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또한 최북단에 위치한 군단들(8군단 및 4군단)은 중국이개입한다면
중국에 의해 재빨리 확보될 지역이다(중국은 10군단지역도 통제하려할 것
이다). 그러므로 해병대는 이들 지역을 담당해야할 필요가 없을는지도 모른
그림 6.7 북한군 군단별 대처 방안

?

?

IX
?
해병대

X

?

VIII

108

VII

해병대

425
?

해병대

PDC
III
820
815
IV
해병대

806
V

I

II

자주빛 숫자는
중군단 또는
중사단들임

육군
출처: 해병정보 활동, 1997,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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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한국군이 DMZ 통과에 필요한 병력보다 많은 가용 병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여유 병력은 해병대에 추가시켜 해안지역을 따라 운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함흥에서의 비무장화
한미 해병대가 가장 먼저 작전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북한의 동해안
에 위치한 함흥지역일 것이다(그림 6.7에 박스로 처리된 부분). 함흥지역은
북한군 7군단의 관할 하에 있으며, 108 기계화 군단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함흥지역의 비무장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될 것이다.
1. 전략적 소통(SC: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준비. 먼저 한미 양국은 함흥지
역에 위치한 북한군과 전략적 소통을 진행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을 북한
정권의 희생양으로 묘사함으로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노
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북한군이 부족한 식량, 장비, 현
대화로 인해 고초를 당해 온 것은 모두 북한 정권의 탓이며 북한군은
반드시 이에 맞서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
정부는 북한군과 주민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한다.
“한국군은 북한군의 적이 아니며 북한 정권이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북한군에
필요한 식량 및 원조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만일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한국군은 즉각적으로 북한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한국은 함흥지역 내 위치한 북한군 지휘관들이 한국군과 접촉할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하고, 우발사태 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
지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한국은 그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한국군 요원
들의 이름을 전달하고, 지휘관 교체 시에는 이들 명단을 갱신하도록 한
다. 전략적 소통에서는 한국군 문화 소개를 무게 있게 다루어 북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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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연중에 교육할 필요도 있다. 또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북한과의 교전
이 발생할 경우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국군의 최신식 무기체계
(censor fuzed 폭탄같은)를 소개함으로써 시위를 할 필요도 있다.
2. 함흥지역의 군단 지휘부와 연락유지. 북한의 불안정 상태가 심각한 수
준에 이르면 한국은 북한의 7군단을 담당할 협상팀을 출발시켜 군단
과 접촉을 시도하고, 108군단 담당 협상팀도 투입하여 연락망을 구축
한다. 일단 북한에서 정권 붕괴가 일어나면, 이 두 협상팀은 북한군 군
단 사령부로 전개하여 식량과 다른 인센티브 교환을 위하여 북한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 팀들은 각 부대를 지휘하는 인물, 부대들의 위
치, 하위 부대에서의 탈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중
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추가적으로 7군단 예하 사단 및 108군단 기동
여단에 협상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승인을 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a. 각 군단 사령관들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협상팀과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한미 양국이 군단의 지도부를 우회하여 예하 사·여단들과 직접 협조하
면서 필요시 군단 지휘부의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군단 지휘부를 공격하는
상황을 감수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b. 북한 군단 지휘부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예측하기 힘든 문제이다. 어떤 협상팀
은 인질로 잡힐 수도 있으며, 일부는 사망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손실이 될 것이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군을 비무장 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c. 저항하는 일부 북한 군단 사령관들 및 부하들에 대해서는 결국 한미 양국이
공격을 실시하고 이들을 강제로 비무장 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전이 벌어지기 전에 동조하지 않은 군단
사령관을 제거하거나 혹은 이들의 영향력을 와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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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야 한다.

3. 사단 지휘부와의 연락 유지. 협상팀들은 비무장화 과정에서 북한 사단
장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투입되어야 한다.
4. 군/민간인에게 원조 제공 및 분배. 안전 보장. 협상팀은 대규모의 한미
기동부대가 함흥의 항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투입 부
대는 식량, 의약품 및 기타 보급물자의 초도 분량을 함께 가지고 들어
오도록 한다. 협상팀은 이렇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들에 대해 설명해 주
어야 하고, 인센티브가 무장해제 및 비무장화 과정에 적용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협상팀들은 군단장들 및 사단장들을 독려
해 부대의 기강과 결속을 유지시켜서 탈영을 방지하고 군 기강이 있
는 가운데 군사적 임무와 공공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 팀
들은 초기 비무장화 과정을 시행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미 양국 기동 부대의 진입 발판을 마련한다. 이 팀들은 무장
해제된 북한군들이 타 북한군 부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들에게
제공할 군사적 지원협조를 제공한다.
5. 항구의 확보. 투입된 한미 기동부대들은 항구 지역을 우선 확보하고
약탈 부대들과 범죄자들로부터 보급선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
써 식량 및 기타 원조물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6. 주변 대대들에 대한 무장해제. 투입된 한미 기동부대들은 가장 먼저
항구 인근에 위치한 대대급 부대들을 무장해제한 후, 항구 밖으로 기
동하여 여타 북한군 부대로 활동을 확대한다. 최초로 무장 해제된 부
대들은 이후의 무장해제 과정을 지원하거나 무기고를 감시하는데 운
용될 수 있다(이 경우 소화기는 휴대토록 한다). 이 경우에는 한미의
감시단이 감시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모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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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에 대한 생체인식기록을 유지하여 미래 범죄 혹은 분란 사태
의 범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 주민
들은 이러한 기록들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이
며, 이로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33)
7. 공공서비스의 개시. 무장 해제된 모든 부대들은 그들의 주택 및 재산
을 유지하게 된다. 군사적 임무를 부여받지 않은 부대들에게는 공공서
비스 업무를 부과한다. 초반의 업무들은 대부분 도로 및 기타 사회기
반시설 보수 및 개선 작업이 될 것이고, 주거지 보수나 유입되는 북한
주민들과 부양가족 처리 등이 포함될 것이다.34) 예를 들어, 북한의 한
대대가 함흥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주도로 중 3~5km 범위를 책임질
수 있고, 이 작업을 통해 인도주의적 원조가 북쪽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병력들은 북한군 대대의 지휘관, 장교들, 부사관들
의 지휘 하에 대대급의 건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한국 측 감시
단을 해당 대대에 배정하여 가혹행위 혹은 기타 악행을 방지해야 한
다. 사회기반시설 재건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북한군 부대들에
대해서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물자들이 제공되어야 하
고, 처음에는 삽 그 후에는 불도저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를 부술 수
있는 중장비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군 부대들에게는
자본주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 대대들 간에 담당하고 있는 도로의 완성도를 두고 경쟁하게 할
수 있으며 가장 우수한 부대에는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방법이
된다.

33) 그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생체인식이 법집행에 얼마

큼 유용한지에 대해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34) 한국은 북한 군인들이 통일이 되면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확실히 해두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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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집된 무기들의 확보 및 감시. 한미 기동부대 중 일부는 수거한 무기
들을 확보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고, 이때 필요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수의 저장고에 보관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미 부대 지휘관이 수용하고 있는 북한 보안군들을 저장시
설들의 경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거 무기들 중에서 일
부는 보급품들을 싣고 온 함선들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퇴출시켜 한국
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대량살상무기 저장고와 무기고에 대한 탐색. 북한군이 무장 해제되고
비무장화 되면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기타 무기창고
들에 대하여 탐색에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할 ‘북
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부분에서 다룬다.
10. 북한의 방공체계 무력화. 한미 양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하는 경우에
양국군은 필요한 물자를 항공기를 통해 보급하고, 신속대응군을 헬
기를 통해 배치하며, 지상군들에게 공중지원을(공격지원 뿐만 아니
라 정보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
량들은 북한의 방공체계가 무력화되어야만 가능하다. 만일 남북 간
의 전쟁 상황이라면 북한의 모든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타격하고 모
든 전투항공기지들을 파괴해만 공중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의 붕괴 상황에서는 이러한 공격적인 작전을 펼칠 경우,
북한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나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이 때문
에 다수 북한 주민들의 심한 반감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붕괴 상황이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미 양국은 만
일 해당 기지들이 레이더를 중지시킨 상태로 있으면 공격하지 않겠
지만 레이더가 작동 중이거나 사격을 할 경우 해당 기지들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북한 방공기지들에 밝혀야 한다. 또한 이륙하는
모든 전투기들이 격추될 것도 포함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한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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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은 가급적 회피하면서 진격 시 마주
치는 방공 레이더들을 무력화시킨다.35)
11. 전투력 투사(force projection)를 위한 시설 구축. 비무장화가 진행되
어 가는 중에 일부 북한군 부대들은 반발할 것이고, 공격을 통해 한
미 양국군의 비무장화 작전을 중지시키려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대처방법은 충분한 규모의 기동 예비대를 각 작전지역에
주둔시켜 저항활동을 막는 것이지만, 양국군은 무장해제 및 비무장
화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대 이상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
므로 한미 양국군은 이 임무를 위해 나섰을 겨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들을 파악, 공중 및 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북한의 세
뇌 교육을 고려하면 비무장화 과정에서 적어도 한 차례는 일어날 것
이다. 만일 한미 양국군이 이러한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면 다
른 북한군 부대들도 유사한 공격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
게 전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북한군을 비무장화시키면서도 군사적 결속력을 그대로 유
지시키는 것은 많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중 핵심 목표는
이들이 몰락하여 분란 혹은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고,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하여 이들에게 식량 및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서 비
참한 인도주의적 재난 상황에 빠지지 않게해 자포자기식 행동이 지역의 치
안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이들에게 직업과 관련
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군 기강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들과

35) 실제로 한미 양국군은 북한군의 SA-5 SAM 지대공 미사일과, KN-06 SAM 지대공미사일을 무능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전개가 되면 치사율이 높아 광범위하게 대공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협상
팀들이 북한군 SAM 지휘관들과의 협조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아마 한미 특수전 부대들은 이 임
무부터 부여받게 될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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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미 당국은 이러한 과정
을 통해 북한군 인원들에게 생체인식기록을 적용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많은 북한군 부대들이 동원 해제될 경우에, 북한의 일부 징집병들은 가
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그런 인원들을 가족들이
있는 근처에 위치한 공공서비스 업무부대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배치를 원하는 인원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으면 공공서비
스 인력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재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대부분의 북한
상비군이 가족들 근처에서 고용될 기회가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도시에 있는 군 막사는 군인들로 넘쳐날 것이며, 이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개인 집에서 생활해야 하고, 정규적인 감시, 특히 야간 감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배치는 수용할 수 있는 막사
공간이 도시에 충분하게 마련될 때까지, 해당 인원들이 반란 혹은 범죄의 길
로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점프하기
일단 한미 기동군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서거나 항구나 비행장으로 진입
하게 되면 바로 통제 지역의 확장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확장이 진행되는
방향 속도는 목표 시설물들의 우선순위, 부대규모, 주변지역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지상군은 지상을 통해 진격하기 보다는 공수, 공중
강습, 혹은 상륙작전을 통해 주요 지역으로 진입하려 할 것이고, 그렇지 않
으면 공군력을 이용하여 주요 시설을 공격하거나 혹은 최소한 해당 시설로
의 접근이나 이탈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림 6.8은 이러한 작전을 보여주고 있
다. 이 작전은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들에 신속하게 도달하
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프식 전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상팀들은 해당 지역에 위치
한 군단 및 사단들로 투입되어 식량과 기타 인센티브 교환에 관련하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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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해야 한다. 어떤 협상팀은 방공무력화 부대와 함께 투입되는데 이 부대
는 진출지역의 북한 방공체계를 처리할 책임을 갖고 있는 부대로서, 방공체
계를 무력화시켜 필요한 식량 및 원조를 공중으로 보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공수, 공중강습 및 상륙작전 부대들은 내륙에 있는 주요 시설 쪽

그림 6.8 지상군 투입에 선행한 공중기동의 필요성

지상군 진출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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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병정보 활동, 1997, p. 51; 임정진, “양강도에 10군단 배치”, Daily NK ,
2010.12.16; 한국 국방부, 국방백서 , 2010,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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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제를 확장시켜 나가고, 비무장지대 및 항구지역, 그리고 비행장들로
투입한 전력은 선형적으로 통제를 확장해 나가되 이 전력들을 점프한 부대들
쪽으로 지향하여 결국 상호 연결함으로서 군수지원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기타 필수적 대비
북한군을 비무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밖에 몇 가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다.

북한의 믿음과 기대 구축
통일된 이후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4장
에서 설명하였는데, 이 개념은 한미 양국군에 대한 북한군의 신뢰를 증가시
켜 비무장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군에 먼저 손
을 뻗어야하며, 이들에게 친절과 이해심을 베푸는 동시에 굳건하면서도 전
문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고위층 중심으로 북한군과
의 접촉을 늘려야 하며, 북한의 무례함에 대한 엄청난 인내를 보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적절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미 양국군의 군사적 우위와 잠재
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괴 능력을 북한군 지도부에 보여주고 이해시
킬 필요도 있다.36)
이 경우 북한군의 기대를 높이기 위해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독
일 비무장화 과정을 담은 영상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후 나치
정치 엘리트들의 취급과 항복한 독일군에 대한 대우가 얼마나 다른지를 대
비한 것으로, 미군이 증오했던 정권의 군인들일지라도 그들의 비무장화 과
정에서 어떻게 대우받았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것이다.

36) 주한미군 TV채널에서는 정규적으로 한미군사연습과 활동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광고”처럼 보여준다.

그러나 한미군의 치사성과 능력은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비밀 정보를 남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북한 군인들이 정밀탄, 산개탄, 무인기 정보능력 등에 의한 치사성을 육안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상들은 북한 군인들이 한미와 전쟁을 하게 되면 당하게 되는 처절함을
미리 인지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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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비 및 훈련
한미 양국의 군사력 개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북한군을 잘 대우하여
초기에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가능한 분쟁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통해 북한군의 비무장화 이전에 정전에 도달하고, 북한의 방
공 체계, 도로, 기타 가능한 표적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사
실 사태가 북한과의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면 한미 양국군이 분쟁을 조장한
세력에게 무자비한 대응을 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을 피하려면 한국군 및 미군 내의 극도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할 것인데, 이
는 북한군 내 배치된 보안요원들이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 한국군과 미군
에 발포하여 분쟁을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협력
한미 양국군은 북한을 무장해제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원하게
될 것이다. 국제군의 존재는 북한군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처우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국제적인 협력은 재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군 부대들을 공공
서비스직에 고용하는 것을 한국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크
게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지원은 다른 국가들 혹은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기구들이
특정지역의 북한군이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책임 맡도록 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들이
많은 동해안 지역에서 특히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러한
지원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모두 확실하게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어느 유럽 국가가 원산 지역의 북한군 공공
서비스 부대를 책임 맡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오로지 식량과 자금만 제공하
는 것으로 그친다면, 한미 양국은 이들에게 의약품, 의사, 나아가 의사소통
을 위한 통역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측은 중국 및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북한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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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미가 북쪽으로 진격할 경우, 결국에는 중국군 혹은 북한으로 내려오
고 있는 러시아군과도 마주칠 수 있다.37) 이 때 한국군 및 미군에게 있어 중
국과 러시아와의 우발적인 교전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비
록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촉을 피하
는 방법으로는 북한지역에서 양측이 서로 넘어서는 안 될 분계선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계선 이북으로는 한미연합군이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분계선 이남으로는 중국군과 러시아군이(개입할 경우) 진입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하는 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도 이러한 분계선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러한 분계선
을 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으로 진출하게
되면 주요 항구인 나진항과 선봉항, 그리고 중국의 장기 사용권 및 항구 운
영권을 담보로 주요 기반시설들을 개선해 왔던 청진항에서는 중국군의 접
근이 차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접근방법에 관련해서는 9장에서 보
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일단 개입한다면 북한에서 무장해제가 진행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각 나라가 한국과 유사한 방
법으로 무장해제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 종국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가 철수하면서 무장 해제된 북한군에게 한 모든 약속을 한국
이 전적으로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중국은(아마도 러시
아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미 양국군만큼 조심스럽게 북한군 부대들을 다
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미는 그러므로 중국을 독려
하여 북한군에 대한 대우를 보장함과 동시에, 필요시 북한 측에는 중국의 비
무장화 방법이 한미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한다. 특히 한
국은 북한군 장교들을 대변하여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을 중국군에 요
청하여 그들이 수감되거나 처형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37) 러시아의 개입은 가능하나 개입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개입 한다하더라도 중국과 비

교 시 그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보고서는 중국의 개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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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장비, 재정적 준비
앞서 설명한 접근방법의 핵심은 북한군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것이다. 북한군은 협조 및 비무장화를 담보로 식량, 의약품 그리고 자금
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북한에서 시행될 작전들을 담당하게 될 한미 협상팀
들과 고위 사령관들은 이러한 자산들을 활용할 권한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양국이 북한정권 붕괴 직후에 시의 적절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려면 이러한
지원품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물품들을 북한으로 수송할 수
단이 준비되어 있어야한다. 후속 지원품은 국제시장을 통해 획득할 수 있겠
지만 처음 수개월간은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래 아
프간에서 미군 물자의 수송을 차단하려한 범죄가 있었듯이 북한에서도 이
와 비슷한 위협이 나타날 수 있음으로 한미는 아프간에서의 보급 활동 경험
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 및 미국은 약탈당할 물품들에 대
비해 지원물품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도로변 매복에 피해를 덜 받는 미
군의 지뢰방어차량이나 매복보호차량과 같은 수송수단을 확보해야한다.
한편, 북한 장교들은 독일통일 당시 동독 장교들에게 주어진 사면과 연
금혜택 등에 관한 약속을 받고자할 것이다. 또 만일 북한군이 비무장화 이후
감옥에 수감되거나 가혹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들은 비
무장화를 반대할 것이다. 지금도 다수의 북한군 장교들은 탈취 행위, 진급을
위한 뇌물 수뢰, 그리고 암시장 가담하거나 묵인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고위급 간부들은 북한군에 남아있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
에 연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한국의 정
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준비해야 할 분야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오랫동안 선전해 온 한국과 미국에 대한 증오를 극복하고
자 하는 협상팀의 성과는 바로 이 분야에서의 지원과 북한군 장교들의 미래
보장에 달려있다.

한국 내 정치적 합의 달성
현시점에서 보건데, 한국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북한군의 협력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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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재정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정부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하며, 또한 최소 비용으로 통일
사업을 진행할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야한다. 한국 정부가 현재 우려하
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조차 거부하고 통일을 반대
하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잘못된 방향으
로 나아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예,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 내란과
무정부 상태, 또는 김씨정권보다 더 위협적인 후속 북한 정부 출현)뿐만 아
니라 통일된 한국의 장기적인 이점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한다. 이 주제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장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법적 문제
몇몇 북한군 관계자들은 한미 양국군이 어떻게 처우하든지 무관하게 비
무장화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한미군은 이러한 반군들에 대해
비록 그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는다 하
더라도 이들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법적토대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반군활
동을 억제하기위해서도 한국은 반군들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룰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지만, 초기에 잘못된 선택을 한 인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항
도 고려되어야 한다.

군사적 대비 및 훈련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비무장화를 진행하도록 준비하되 반란을 부추길
정도로 지나치게 강경하지는 않아야 한다. 북한정권은 북한군에 한미군이
가혹하다고 말해 왔으며, 한미의 통일노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북한 주민들은 이미 북한정권의 거짓 선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군은 보다 온화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도
록 부대들을 훈련시키면서 한편으로 북한군의 저항에 대처하는 것은 철저
하게 준비시켜야 한다. 훈련에서는 대량으로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은 피
하고 북한군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때에만 한미군은 강압과 군사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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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이들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도록 한다. 이렇게 행동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 방식은 지난 십여 년에 걸쳐 미군이 이라
크 및 아프간에서한 행동과 다르지 않다.
한편 한미군은 북한 반군이나 범죄성 저항 거점을 추적하고 제거할 준비
도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임무에서는 미국의 무인항공기를 통한 감시 및 타
격작전이 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작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통합 방공체계
가 차단되고 무력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또한 한미군은 북한 주
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친선적인 관계를 만들어야하고
이들이 분란과 범죄로부터 격리되도록 보호해야한다. 양국의 민사업무 및
정보작전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및 여타 무기 제거
북한정부 붕괴 이후 북한에 투입되는 미군들에게 있어 최우선적인 임무
들 중 하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2012년 1월 발간된
미국의 국방전략지침에는 향후 미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 10가지 중 하나가
대량살상무기 대응으로 제시되어 있다.38)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대량살상무기를 대규모로 사용하거나 혹은
이를 제3국으로 확산시켜 미국이나 동맹 국가들에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에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수거하는 것이 대량살상무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세계 각지에 위치한 범죄 혹은 테러 조직망으로부터 찾아내는 것 보다는 쉬
울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제거(WMD-E)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필요
한 조치 과정이며, 여기에는 원거리공격을 통한 대량살상무기의 파괴 또는

38) 미 국방부, “미국의 세계 안보 지도력 유지: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Washington, D.C., 2012.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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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보 및 평가를 위하여 지상군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미는 대량살상무기들을 확보한 이후 최종적으로 무기들을 파괴하게 될
것인데, 대량살상무기 제거(WMD-E) 절차는 핵확산방지 조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다. 조약에는 오직 미국 혹은 중국과 같은 핵보유 국가들
만이(한국은 제외됨) 주요 핵 물질을 다룰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생화학무기를 다루는 데는 제한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무기들을 제
거하는데 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900만 명에 달하는 상비군, 예비군, 준군사 인력을 장비시키
기 위해 방대한 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비록 이러한 무기들은
대량살상무기에 비해 큰 위협은 되지 못하지만 한국과 미국군에 상당한 피
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제거되어야한다. 이 절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수거에
대하여 주로 다룰 것이나, 이 방법은 여타의 북한군 무기를 수거하는데도 비
슷하게 적용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등 무기 제거 관련 개념 및 정책
다행히도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저장된 위치와 생산되고 있
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그 예로써, 김태영 전(前)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북한에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이 약 100 여 곳 존재한
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영 前장관은 “현재 한국은 해당 시설들에 대한 위
치를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으나39) 몇몇 전문가들은 그 시설들이 전부
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의 정보관계자 한 명은, 북한이 현
재 3개 내지 4개의 밝혀지지 않은 위치에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
늄을 비밀리에 농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40) 물론 비록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시설들이 다 밝혀졌다 해도, 대량살상무기 및 기타 무기들 중 상당
부분은 북한 붕괴 직후 수일 내지 수 주 내에 군 지도자들의 명령에 의해 북

39) “한국은 핵 프로그램과 연결된 약 100 군데의 북한 사이트를 의심하고 있다,” Korea Herald, 2009. 10.5.
40) Louis Charbonneau, “U.N. Told North Korea Has More Secret Atomic Sites: Envoys,” Reuters, 20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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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역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안전하게 유지
하거나 또는 추후 사용 내지는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그
러므로 한미는 알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은밀
한 감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대량살상무기 시설
들에 대한 탐색을 지속해야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방공체계를 통제 하에
두거나 혹은 무력화하기 전까지는 매우 어려운 일로 아마도 몇 대의 정찰기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제거(WMD-E) 작전은 무기 저장고라고 여겨지는 지역에
서 한미군이 무기 및 관련 물질을 회수하는 노력에서 시작한다. 그 후 분산
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로 관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지
하시설이다. 현재는 10,000 개가량의 북한 지하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41) 대량살상무기 제거(WMD-E) 작전 부대는 북한의 분산 절차
에 포함될 정보가 있는 북한군 주요사령부를(2012년에 공표된 전략로켓사
령부와 같은42)) 먼저 방문해야 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제거(WMD-E)는 단지 무기를 발견하는 절차에 국한된 것
이 아니다. 화학무기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생산 과정
에 투입되는 물질의 대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것이므로 이러한 투
입 물질과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장비들을 확보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자들과 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찾아내어 그들
이 진행한 연구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전문가들이 대량살상
무기를 제작하려는 제3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미
있는 직장을 제공하기도 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문서들도 또한
수집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아이템들의 대다수는 대량살상무기를 생
산하고 무기화하는 주요 복합단지에 실제 무기 또는 대량의 원료 물질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생산 복합단지들은 대

41) Demick, 2003.
42) “국방위원회 직속의 북한의 전략로켓군의 지위,” DailyNK, 20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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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살상무기 제거(WMD-E) 작전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공항, 항구
및 국경 통과 지역은 대량살상무기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곳이므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를 찾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군은 다른 무기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보고된 북한의 현역 및 예비역 군대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러한 무기들은 북한의 곳곳에 흩어져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차, 함정 및
항공기와 같은 주요 무기체계 외에 북한 정부가 그들 각자에게 개인화기를
제공하였다면 약 900만 정의 개인화기 역시 발견되어야 한다. 이들 무기가
반란군 및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발견
즉시 확보되어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제거되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제거(WMD-E)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필
요한 절차이다.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수백
에서 수천 개의 시설들이 수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군은 얼마만큼 신속하
게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고, 대량살상무기 확보·활용해야 하는지, 또는 원
거리 공격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 양국 대통령들은 붕괴 이후 1주일 정도 이내로 북한
핵무기가 통제되기를 원할 것이나 이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최소한의 우선순위목록에 해당하는 대량살상무기 시설
들에 도달하는 것조차 지상군으로서는 적어도 수주 내지 수개월이 걸릴 것
이므로 (당연히) 저장소일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에 대한 원거리 공격을 실
시하자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 원거리 공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어야한다. 한미 양국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을 경우, 대량
살상무기 시설들을 찾는 노력 중에서 정보수집 활동(정보활동주기의
한 분야로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조차 실패할
경우 그 대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수색하기 위한 “지상 전투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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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
• 원거리 공격에서 파괴된 대량살상무기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 “모든 대량살상무기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만약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마 대량살상무기의 수색 노력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
다(몇 년이 경과될 수도 있다).
•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공격에서 대량살상무기 전문가들 중 몇 사
람이 폭사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대량살상
무기 전문가들에게 자신들도 한미군의 제거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들의 투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공격은 다른 북한 사람들을 특히 대량살상
무기 시설 주변의 경비대와 같은 기타 북한군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해당 공격의 생존자 및 생존자의 가족들은 통일이 그들에게 좋
지 않은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들은 반란 혹은 범죄행위
를 돕거나 가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 지하시설에 대한 공격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지 못하고 단지 지하
시설 폐쇄 정도에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해당 시설들에 대
한 누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이 시설에 진입하여 잔여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고 훈련된 인원들이 필요하
게 될 것이다.
• 대량살상무기, 원료 물품 저장고와 생산 시설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오염을 야기하고 확산하는 심각한 위험을 맞게
된다. 대량살상무기 유형이 어떠하든, 이전의 대량살상무기 시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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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잠재적인 지역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우기 전염성이 있는 생물
학 무기들의 확산은 더욱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은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원거리 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한미군은 그러한 공격으로 초래
되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 중에는 양
국정상이 확인된 대량살상무기 시설로부터 특정 반경에서 차량 통행을 금
지하는 “이동 불가” 구역을 지정토록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구역
에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공격은 대량살상무기 시설 자체에 대한 공격이
초래하는 위험과 비슷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거 관련 전략
본 세항에서의 주안점은 한미양국의 지상군이 공중 지원을 받으면서 실
시하는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에 관한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지상작전에 있어 중점은 북한의 형편없는 도로 및 지형, 반대 세력 및 제한
된 군수지원 등의 제한이 있을 때 지상군 진출을 보장하는데 있다. 앞서 언
급한 협상팀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자산들이 분산되었을 경우, 각 지역의
북한군 사령관과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분산
은 한미 지상군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대
량살상무기와 관련 자산에 대한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만약 북한군 사령
관들이 대량살상무기의 위치를 모른다고 주장하거나 위치의 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타 정보 자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고, 이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령부들과 접촉해야 한다.43)

43) 예를 들면, 많은 WMD 탄두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부대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미군은 새로 지명된

북한 전략 로켓 사령부를 찾아가 거기 인원들이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보증할
수는 없지만 한 언론지의 기사에서 전략 로켓 사령관은 전략 탄도 미사일 발사 승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참조 “북한에서 누가 핵 단추를 누룰 수 있는가?” 조선일보,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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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수행해야 할 과제
일단 지상군들이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도착하면,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장악(저항없이 수용이 가능한 여건이면 통제를 넘겨받고), 시설 확보, 시설
내용물 평가, 생산과정 무능화, 시설 내 전문가 및 기록 확보,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 및 생산 장비 파괴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대량
살상무기 파괴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부 상세 내용이다.
•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도착한다. 북한의 지상군은, 특히 동원된 부대라
면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한
미가 북한과 휴전 협정을 맺고 북한군의 비무장화를 착수하는 데 성
공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제거 노력은 더욱 용이할 것이나, 여전히 비
무장화되지 않은 제법 큰 규모의 북한군과 부딪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처리하는 임무가 부여된 부대
는 경계와 지휘 및 통제 목적을 위해 적어도 대대 규모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대는 또한 대량살상무기를 평가하고, 과학자들의 보
고를 들으며, 시설 내에서 기타 임무를 수행할 특기 요원으로 증편되
어야 해서 아마도 1,000명의 인원 수준으로 전투 편성된 임무부대여야
할 것이다.
•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점령한다. 저항없이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면, 한미 대량살상무기 제거 임무부대는 일단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외
부 접촉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그 후 점령할 것이다. 저항 없는 수용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임무부대는 단지 시설에 도착하여 통제를 넘겨받
으면 된다. 임무부대가 시설 경비원 및 기타 인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할 식량, 의료품 및 현금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와 같
은 작전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임무부대의 기동전투력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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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려는 외부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시설 주변에 방어 진지를 구축
해야 한다. 임무부대는 시설에 대한 통제를 설정하여 허가 없이 인원,
무기 혹은 기타 물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완전히 저항 없이
수용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전 북한 시설경비대가 한미 부대의 감독 하
에 시설로부터 대량살상무기 자산의 누출 혹은 시설의 방어를 위태롭
게 할 수 있는 위협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의 일부를 맡을 수 있을 것
이다.44)
•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정찰한다. 시설이 확보된 이후, 임무부대는 대량
살상무기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찰대를 보내야 한다. 그들은 특히 대
량살상무기 오염 지역과 대량살상무기와 기타 물품들이 저장된 장소
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찰대는 검토되어야 하는 문서와 기타
기록들을 식별하고, 시설 내 심문을 받아야 하는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와 기타 인원들을 식별해야 한다.
• 대량살상무기 시설 내에서 심문을 추진한다. 임무부대 속에는 심문하
는 그룹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시설의 지도자들, 대량살상무
기 전문가들, 경비원까지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들의 긴급한 관심사항
은 대량살상무기 전문가들을 식별해서 시설 내 대량살상무기를 평가
하는데 조언을 제공받고, 또한 대량살상무기, 직원들, 또는 시설 내 기
타 자산들이 있는지(예로 표시되지 않은 지하시설), 또는 외부로 산개
되었으면 어떤 것들이 산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다. 심문자들은 자신들이 심문하는 북한 사람
들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는데(어떤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험실

44) 북한 대량살상무기 시설 경계부대원들은 만약 직장을 잃게 되면 분란이나 범죄 활동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들은 시설 경계 실패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시설 경계에 활용함으로
서 그런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을 잘 먹도록 하고 보수를 지급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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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을 입고 과학자처럼 나타나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
라 느낄 수 있다) 특히 위장을 하고 있을 핵심 인원들은 식별해야 한
다(일부 고위층 인물들은 투옥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을 두려워해 시선
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시설 내에서 긴급한 관심사항이 처리된 이
후, 주요 북한 인물들은 더욱 철저한 심문을 위해 다른 한국 혹은 미국
정보 부대로 이송되어야 한다.45) 한미 양국군이 이 인원들을 한국 정
부 기관으로 이송하면 이들을 위해 직장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전문가들 못지않게 대량살상무
기 기술자들도 그들의 특기 분야에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으므로 확산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 대량살상무기 시설의 문서를 분석한다. 임무부대에는 문서 분석 전문
가들도 편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시설 내 파일들과 기타 문서들을 검
토하고, 일차적으로 시설 내의 대량살상무기를 평가하거나 대량살상
무기, 관련 인물, 혹은 시설 내·외부로 산개된 자산들의 위치를 파악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야 한다. 또 전문가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후송되어야 할 문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임
무부대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물 및 오염과 기타
이슈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대량살상무기 시설에서 대량살상무기 표본을 추출하고 분석한다. 시
설 내 대량살상무기 또는 이와 관련된 물품들의 위치가 파악되면 화생
방 및 핵(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CBRN) 전문
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검토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분석을 위한
표본을 추출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 축적된 대량살상무기들이 몇 년
45) 이 개념은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 한국의 헌법은 WMD 시설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한국 국민으로 간

주한다. 그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군이 이들을 구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의 법률 프레임에
서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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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제자리에 남아 있었고, 아마도 저급한 무기화나 포장 때문에 상당
수의 대량살상무기 누출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CBRN 전문가들은 보
호의를 입고 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관리하
는 북한 사람들은 한미 양국군이 도착하기 전에 오염을 확산시켜46) 대
량살상무기 제거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지연시켜 한미 양국
군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원래의 분산 사이트 이외의 장소로 대량살상
무기를 옮기려 할 것이다. CBRN 전문가들은 발견된 어떠한 대량살상
무기라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의 상세 특
징을 분석하는 데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표본들을 대량살상무기
실험실로 보낼 필요도 있다.
• 대량살상무기 시설의 오염을 처리한다. 한미군은 대량살상무기 시설
에서 가능한 최선의 수준으로 대량살상무기 오염을 제독해야 한다. 그
렇게 할 이유는 부주의한 대량살상무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
만, 가능하면 민간 시설로 복귀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른
여러 시설들도 방문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미군이 심하게 오염된 사이
트를 제독하기에 충분한 가용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특정
수준으로 오염된 시설들은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을 포
기하기 이전에 차후 위험을 무릅쓰고 시설을 방문하는 인원들을 위해
건강상의 위험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만일 적절한 제독이 불가능한 상
황이라면 한미군은 오염 지역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위험 지역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계 부대가 잔류해야
한다.

46) 북한의 WMD 시설 관리자들은 시설 해결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하여 WMD를 폭파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 한편, 한미군이 WMD 시설을 타격하면 역시 WMD 누출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시설이 원래 상
태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설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WMD 시설 해결은 어려운 과
제이며, 시설 주변 지역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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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살상무기를 통합 보관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미 양국군의 규
모는 발견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경계하기에는(분산되는 장
소를 포함해서)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군
은 대량살상무기를 한정된 시설로 통합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통합
할 때에는 대량살상무기의 이동이나 파괴를 준비시키기 위해 제독 및
폭발물 처리 요원이 필요하고, 실제 대량살상무기의 이동을 위해서는
수송 요원이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 파괴는 해당 통합 장소에서 추후
에 계획될 수도 있고 대량살상무기 파괴 장소까지 재운송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오염의 위험이나 반란군 혹은 범죄 단체의 공
격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 어떤 경우 한미 군사령관들은 자신들이 획
득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
대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려 편의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폭발”
시키는 처리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좋은 접근방법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폭발처리는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는 것보다 오히려 확
산시킬 수도 있다), 일부 군 지휘관들이 선택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도착하며
대부분의 북한 대량살상무기 시설들은 평양시 주변이나 그 북쪽에 위치
해 있다.47) 그러므로 한미 지상군이 이들 시설들에 도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들 시설까지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우선
순위의 대량살상무기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영변 핵시설의 예에서 알수 있
다. 영변 핵 시설은 평양시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를 이용하면 비무장지
대에서 약 320km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마도 영변으로 상당 규모의 한미군
부대를 전개하는 데에는 특히 저항세력과 조우할 경우 수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협상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영변 지역에서 뿐
만 아니라 영변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도 있게 된다.
47) 참조, “북한의 핵 시설,” 세계 속의 WMD, 워싱턴 D.C.: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1997. 10. 10, 또

는 “북한의 화학, 생물학, 핵, 그리고 미사일 시설,” 지도, 워싱턴 D.C.: 핵위협 구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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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대규모의 시설이다. 이를 확보하고 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수색을 실시하는 데는 각각 수천 명의 병사들이 편성된 2개 이상
의 여단전투단(Brigade Combat Team, BCT)이 필요하다. NPT는 미국과 같
은 핵보유국가만이 핵물질(영변 핵시설에서 발견이 예상되는 물질)을 다루
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에 배치되는 부대는 한국군이 아닌 미군
으로 대부분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비해 한국 내 주
요 미지상군 지휘소인 미 제2보병사단은 단지 1개의 여단전투단만을 보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2보병사단은 다른 한 개의 여단전투단이 한국에 도
착할 때까지 대기해야 할 것인데, BCT의 장비 세트는 한국에 사전 배치된다
하더라도 병력이 한국으로 전개되기에는 2, 3주 걸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2보병사단이 영변 핵시설에 집중한다 해도, 영변 핵시설까지 도착하는 데
적어도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제2 BCT를 기다리는 데 2주, 영변
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이 시간 동안 북한 당국은 무기,
인원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자원을 소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사실상, 현재 배치되어 있는 BCT와 배치예정된 BCT는 모두 기갑 BCT
들로 DMZ와 영변 핵 시설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교량들을 통과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므로 분명히 전진은 지연될 것이다.
물론 제2보병사단이 영변 핵시설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
법이 있다. 그 하나는 한국의 미 제2보병사단의 일부로 제2의 미 BCT를 배
치하는 것이다. 2004년까지 한국 내 2개의 전투 여단이 존재했었으나, 하나
가 철수하여 이라크에 배치되었고 이라크 전쟁이 끝났을 때 해당 여단전투
단은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 여단전투단의 철수로 인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은 2008년까지 3만 7,000명에서 2만 8,500명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미 국방 예산 여건으로는 해당 여단전투단의 추가 배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48) 다른 방법은 현재 사전 배치된 육군 장비에 추가하여 공중강습
48) 미 육군은 BCT구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중 BCT처럼 2개 대대에서 3개 대대로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한국 내 미군 병력은 1,000명 이내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
나 다른 BCT를 추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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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스트라이커 BCT 장비를 한국 내에 보관하는 것이다(현재 사전 배치된
육군 장비에 추가하여). 이라크 분쟁이 끝나고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이 대안이야 말로 대량살상무기 제거 능력
을 향상하는 데 있어 가장 매력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도로를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량부대를 제공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세번
째 방법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연합 제2보병사단을 창설하는 것
이다.49) 이 대안은 추가적인 미군의 전개없이 제2보병사단이 영변 핵시설로
진출하고 영변에서(핵 물질을 수색 혹은 조사가 아닌) 주로 핵시설의 경계
를 위해서 한국 기동부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지상군의 진출
에 앞서 헬리콥터 혹은 수송항공기를 이용해 영변 핵시설로 부대들을 전개
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영변 일대가 상대적으로 저항없이 수용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하고(수용적이 아닌 환경에서 착륙하게 되면 이 규모의 부대가
진입시 취약하다) 또 주요 부대가 출발하기 이전에 영변 핵시설로 향하는
경로에 있는 방공 체계들이 파괴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대가 일단 영변
핵시설에 전개되면, 지상 병참선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
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으로 사용될 양식을 제공받기도 해당 부대에게 재
보급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 방안이 가능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지연들이 한미의 국가 의사 결정자들에게 너무 긴 기간이
라면 공군력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같은 시설을 원거리 공격으로 파괴하고 싶지 않을 것지만 영변에 있는 지
하시설을 선별해서 입구들을 봉쇄할 준비를 하거나 사람 혹은 차량이 접촉
할 경우 폭발하는 살포 지뢰를 투발하여 영변 지역을 지뢰로 채울 수도 있
고,50) 혹은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파괴하는 3~5km 반경의 이동 불가 지역
을 설정할 수도 있다. 사실 북한의 도로들은 식량이나 기타 물건들을 찾아
다니는 피난민들의 운송 차량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무고한 민간인 사

49) 최혜숙,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 이전에 지상부대 강화,” Korea Herald, 2012.6.18.
50) 살포탄약은 발사 후 살포지뢰가 되는데 불발탄 비율은 만족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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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통행을 전반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
지 못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
동 불가 지역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광범위한 전략적 소통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동 불가 지역 선언은 대량살상무기 시설로 확인되었
거나 대량살상무기 시설로 추정되는 시설 근방에만 해야 할 것이므로 대량
살상무기 시설들의 위치가 불확실하면 할수록 이동 불가 지역 정책은 효과
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의 협력
북한정부 붕괴 이후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은 높다. 만약 중국이
개입한다면 북한 대량살상무기 시설의 대다수를 먼저 장악할 가능성 또한 높
다. 예를 들어, 영변은 중국에서 도보로 130km 밖에 되지 않으나 DMZ로부터
는 도보로 약 320km가 된다. 또한 중국 국경에서 영변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있고,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배치된 북한군의 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중국군
은 한미 지상군보다 영변에 한참 먼저 도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
은 이러한 가능성을 분명히 고려해 왔다; 제3장에 언급된 것과 같이, “핵무기
및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개입을 고려해 왔었다.51)
중국의 관심은 핵무기 및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
국군은 영변을 점령하려할 것이다. 영변은 해당 물질이 확실하게 발견될 곳
이기 때문이다. NPT의 범위 내에서 중국은 인정받은 핵보유국이므로 북한
의 핵무기 및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하는 것 또한 허용될 것이다. 하지만 중
국은 그들이 지원하는 분파가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그 분파에게 이
러한 물질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NP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므로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국제적 상황을 조성하
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중국의 그러한 행위가 억제되리라고 기대
를 하면서). 즉, 미군이 영변 북쪽까지 진출하는 데에 대한 잠재적인 중국의

51) Glaser, Snyder, and Park, 200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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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을 고려할 때, 만약 중국이 영변 핵시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핵무기
및 기타 관련 자산들의 제거를 약속한다면 미국은 영변까지는 부대를 배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무
기 및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하는 점에 우려를 표할 것이므로, 미국은 중국
이 자신의 통제권에 있는 지역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기를 기대할
경우에 적용해야 할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북한의 분파에게 핵무기가 넘어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제9장에서 추가로 논의
할 것이다.
분산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자산 수집
북한의 붕괴 이후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분산 노력에 적극적이면 한미
군이 대량살상무기 시설들을 확보하기 이전에 상당한 양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인물, 기록, 물질 및 장비들이 분산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미 임무부대는
잔여 자산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 시설들을 방문할 필요가 있
고, 한편으로 분산된 자산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부대들을 갖추
어야 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수집부대들은 3가지의 방법을 통해 분산된 대량살상
무기에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대량살상무기 혹은 관련 자산들의 자
발적인 항복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에 스스로 출두한 대량살상무기
전문가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발적인 항복의 지렛대는 애국심과(한국으
로부터 이 심각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식량, 약품, 직장 및 금전 등의 보상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고위급 대량살상무기 과학자들이 스스로 출두할
경우 5만 달러의 보상과 한국의 과학기술직을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
지들은 TV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해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한국 정
부 측의 좋은 대우, 새로운 직장에 대한 즐거움과 새로운 삶의 질에 대한 전
직 북한 대량살상무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방송함으로서 확산시킬 수 있
다. 또 대량살상무기를 신고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보상
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증언하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대량살상무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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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류한 사람이 대량살상무기를 주변에 둠으로서(특히 방사성 물질과 같
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증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에서 제시된 보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3자
를 움직여 그들이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자산을 신고
하도록 모색하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 누구든 북한 고위급 대량살상무기 과
학자를 식별해주면 2만 달러의 보상금이 제공받게 되고, 해당 과학자의 전
문성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는 홍보 같은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메시지를 통한 자발적 행동 또는 제3자를 통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
한 정보 작전과 민사 작전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며 고위 대량살상무기 과
학자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의 과학자들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수집의 세 번째 방법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자산의 수색에 전형적인 경찰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군사 정
찰 기술 보강을 통해 추진한다. 수사관들은 대량살상무기의 위치에 대한 단
서들을 개발하고 추적하여 장소를 수색하고 다른 가능성들을 조사한다. 한
미 헌병대는 위와 같은 작전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경찰과 기타
민간 수사대가 수색활동에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측 요원들이 대부분의 대량살상무기 수집을 수행하겠지만 핵
기술을 다루어야 할 때는 NPT에서 미측 요원들이 주도하도록 요구할 것이
다. 한국 또한 해당 조약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수집을 수행하는 요원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훈련을 받고 준
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협조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자원과 권한이 주
어져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 붕괴 이전에 존재했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자산의 양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얼마나 더 수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노력들은 수년 동안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확산 중지
북한 정부의 붕괴 여파 속에서 몇몇의 북한 사람들은 대량살상무기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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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만하는 수단으로 볼 것이다. 식량과 생필품을 살 돈이 궁해지면 대량살
상무기 및 관련 자산들을 돈을 가장 많이 주겠다는 최고 입찰자들에게 팔려
할 것이며, 매입자의 대다수는 테러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러한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 대량살
상무기 자산이 시장에 나타났을 경우, 한미 양국은 낙찰가를 제시해서 해당
자산들을 구매할 수 있는 현장 요원을 운용해야 한다. 양국은 확산과 자주
연루될 수 있는 북한 범죄 조직의 활동은 물론 그들 소유의 대량살상무기
자산들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켜 북한 범죄 조직들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양국은 또한 공중, 해상, 육상으로 대량살상무기들이 한국 밖
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으로의 이동 차단은 확산방
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지원하는 해군력과 모든 항구
들에 대한 검색으로 지원할 수 있고, 공중으로의 이동 차단은 비행장에서 검
색을 수행하고, 검색되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중지시킴으로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육로로의 이동은 북한 전역에 특히 국경 지대를 포함해 검색소를
설치하여 통제할 수 있다.
북한 범죄 조직의 영향력과 중국 및 러시아 범죄 조직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는 중국 및 러시아 당국과 협력하여 국경 지역을 각자 세심
하게 지켜야한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은 매우 길고 험하며 암시장과 연관된
북한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횡단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확산에 대하
여 중국의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양국은 만약 대량살
상무기가 중국의 국경을 넘어가 결과적으로 미국 혹은 중국을 대상으로 사
용될 경우 중국은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한 셈이고 이로써 (중
국은) 그들이 원하는 강대국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중국 정부에
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이라는 것은 단지 군사와 경제적인 것만 반영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 및 안보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또한 반영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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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수적 대비
한미양국은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과 대량살상
무기 수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더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믿음과 기대 구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계한 북한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 자신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앞서 언급한 모든 개념을 매력적으로 볼 것이다.
또한 만약 대량살상무기 과학자나 기타 인물들이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범
죄자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느낄 경우 대량살상무
기 제거에 있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하기는 더욱 수월할 것이다. 북한은 이러
한 점을 인식하고 해당 인물들에게 만약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거나 한국 정
부의 통제를 받을 경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전범으로 간주하여 투옥할 것이
라고 선전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준비 중 하나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시설
지역으로 전단이나 기타 전달 수단들을 보내는 것인데, 이것들은 한국의 과
학 시설들을 보여주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부터 빠져나와 귀순한 탈
북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소개하는 것이다. 즉, 한국이 이러한 과학자들
에 관련된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국제적 협력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국제적 협력은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문가를 충분
히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인데 그들로부터 WMD 특기 부대를
제공받아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에 증원하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제거
팀은 대체로 소규모(12명 정도)로 운용되지만 그들은 고도의 특수장비를 사
용하고 몇 년에 걸쳐 관련 훈련을 받는다. 단지 몇 개 국가들만이 그러한 능
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작은 부대일 지라도 한미 양국에게는 상당한 도움
이 될 것이다.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할 특기 분야는 봉쇄된 지하시설 입구
돌파 기술이며 아마도 찾아 들어가 조사해야 할 장소는 수백여 군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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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미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가급적 많이 막고자 한다면 동북아 국
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PSI에 대한 협조가 이 노력의 일환이 되며, 앞서 언급
했듯이 중국과의 협조는 특히 중요하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고 대량
살상무기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면 더 더욱 그러하다. 한미는 북한 정부 붕
괴 훨씬 이전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 조약 합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국제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 노력은 북한 정부 붕괴 이후에도 재개하여
지역 국가들에게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국제적 합의를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급, 장비, 재정적 준비
한미는 식량, 약품, 금전 및 기타 보상도 준비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대
량살상무기 시설에 더욱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군사 지도자 및 기타 인
물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들이다. 상황 변화의 신속성과 외부로부터
지원물품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미는 첫 2개월 정도에 지원할 보급
품을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상태로 한국 내에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보급품들은 주로 북한 군부대들,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과학
자, 기타 전문가들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한미군은 그러한 인센티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자신들이 무
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북한의 핵심 인사와 가족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면 이들이 보호 관리되고 좋은 삶의 질을 갖게 될 것임을 보장하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과학자들과 기타 인사들을 위한 직장
을 확보하여 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삶을 전환
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내 정치적 합의 달성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 사회 내 많은 사람들은 북한군 및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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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전투하는 비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해)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이용하
여 대량살상무기의 투항을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설명할 필요
가 있다. 비록 몇몇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보
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장악하는 순수비용이 훨
씬 적을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통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듭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
한국의 헌법에 의거 모든 북한 주민은 한국의 국민이다. 이는 한국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군의 경우에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혹은 명확한 법적
사유 없이 북한 군 인사 혹은 대량살상무기 시설 전문가들을 억류할 수 없
음을 뜻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인사들을 일정기간 억류할 수 있도록 하여
제3국으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통일 이전에 관련된 법률을 준비해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
발자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기소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기소는 대량
살상무기 관련 인사들이 협력적일 경우에 그들의 미래에 오점을 남길 것이
다. 한편 억류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을 범죄자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인원들이 심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신
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떤 인사들은 더 일찍 석방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사들에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군사적 대비 및 훈련
한미 양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특기부대를
(핵전문가와 같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소요 전문특기 인력의 수와 필요
한 기술의 범위는 현재의 준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조
건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유지하여야 하며 훈련 계획들도 계속 개
정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인사, 기록, 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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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있는 표시 등을 검토하고 심문하기 위해 언어능력
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전문 분야에서 북한에서 사용되는 용
어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다르므로 통상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밖에 없는 전문가들을 돕기 위해 특수 번역 사전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군 요원들은 북한의 위험 표지, 예를 들어 오염 지역 혹은 화학무기가
장착된 포탄 낙탄 지역같은 장소를 지정하는 표시 등에 대하여 훈련을 받아
야 한다. 그리고 또한 한미군은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특성을 기술하고, 잠재
적인 누출 혹은 기타 위협을 감시하고, 대량살상무기로 인해 오염된 사람들
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장비 및 보급품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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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활동 및 인권 재난에 대한
도전과 대응

북한은 제 6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군사력은 물론이고 거대한 공안기관
도 유지하고 있다. 이 공안기관은 모든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충성도가 높
으며, 외부의 개입에 대한 적대성도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경무장화 되어 있지만 중무기들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개입할 때 이들 기관들에 대한 ‘비무장화
(demilitarization)’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을 다룸에 있어서
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으므로 북한군에 관한 문제와 별도로 논의
하고자 한다. 그 차이점 중 하나가 해당 기관들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인데, 북한 정부의 붕괴와 한미의 개입이 예상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수감자 몰살과 같은 명령이 하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용소 내 수감자들은 혹독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 치안 활동 및 잠재적 인권 재난 관련 과제들
북한의 공안기관에는 5만 명에서 9만 명가량의 국가안전보위부1), 21만
명 규모의 인민보안부(21만 명의 규모에는 정규 경찰부대가 포함되어 있

1) 낮은 쪽 수치는 Gause, 2012, p.17에서 인용한 것이다. 높은 쪽 수치는 최근에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전

환된 국경 경비대 3만 ~4만을 포함시킨 것이다. 참조, Joseph S. Bermudez, Jr.,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London, England: I.B. Tauris & Co. Ltd., 2001,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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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그리고 1만 명 규모의 보위사령부가 있다.3) 이에 추가해서 5만 명에서
12만 명 규모의 호위사령부가 존재한다.4) 호위사령부는 정권 핵심 권력층
호위를 주요 임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수치는 매우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이 부대 관련 정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안기관들은 붕괴 이후라는 맥락 속에서 그림 7.1에 도식되어
있는 도전 과제들을 제기한다. 이 과제들은 북한 군부대로 인해 제기되는 도
전 과제들과 깊숙이 연계되어 있다. 북한의 군부대와 공안기관들을 대비한
다면, 후자는 전투군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투 관련 문제를 일으
키는 것은 덜할 것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소규모 조직, 또는 개인
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분란 및 범죄 활동 관련 위협을 야기할
소지는 더 크다. 게다가, 해당 기관의 요원들은 북한 정권의 규율을 주민들
에게 부여하고 강요하는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붕괴 이후에 주민들로부
터 보복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안기관 요원들은 분란 및 범죄 조직 속으
로 자취를 감춤으로써 주민들로부터의 보복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다.
사실 북한은 인권 파탄 국가로서 널리 인지되어 있다. 북한 내 주요 수용
소 6곳은 20만 명의 정치범들을 극도로 열악한 조건 하에 수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180여 곳의 구치소, 교화소에는 수천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5) 이
수용소에는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인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잔인하게 억
압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
의 존재를 부인하고, 수용소 경비들을 인권 침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아니하
고 오히려 보호하면서, 수용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제3장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북한 정부가 실패할 경우, 훨씬 심각한 인권 재난이
전개될 수 있다. 수용자들이 당한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을 막기 위해 수용

2) Gause, 2012, p. 27.
3) Gause, 2012, pp. 36-37.
4) 낮은 쪽 수치는 Bermudez, 2012, p. 196에서 인용한 것이다. 높은 쪽 수치는 “호위 사령부,” North Korea

Leadership Watch, 2012. 4. 29에서 인용한 것이다.
5) 신현희, “20만명 이상이 북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Korea Herald, 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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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처형하는 참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북
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시설의 경
비원들과 직원들은 이미 저지른 인권 유린 행위에 더해서 수용자들을 처치
하려 할 것이다.
그림 7.1 북한 내 치안과 인권 관련 과제들
통제체제 실패

북한 보안 기관

북한 범죄행위

불법적 시장행위

북한 불안정

범죄 문화

북한 내란

한국 통제에
대한 두려움

강제수용소
비우호적 북한군

인권 재난
수만명 죄수 피살?

증거 인멸

주: 굵은 선은 강한 영향력, 가는 선은 약한 영향력을 나타냄

공안 기관 처리
제4장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많은 공안기관 요원들은 중범죄를, 특히
고문 및 체포, 취조, 수감 과정에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많은 공안기관 요원들은 뇌물 수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왔다. 이와 더불
어 상당수 요원들이 암시장 관련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
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이러한 모든 범죄들에 대처할 수감
시설 혹은 법적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때문에 어떤 인원을 범죄 혐
의로 기소하고, 어떤 인원을 사면 혹은 유사한 법규 조항에 의거하여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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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할지를 정해야 한다.6) 형사 고발에 직면한 공안기관 요원이 많을수록
범죄 혹은 분란 관련 활동으로 전환하려는 인원 역시 증가할 것이다. 지나치
게 많은 공안기관 요원들을 투옥하는 경우에는 북한 안정화를 어렵게 만들
것이며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공안기관 요원 중 범죄자 분류
한국 정부는 북한 공안기관 요원들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
가 있다. 한국 정부는 요원들이 각각의 직책에서 저지를 학대 행동의 수위와
특정 시점에서 각 직책에 연루되었던 인원의 규모에 따라 그들의 활동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의 유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들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해 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유린 행위에 가담한 수용소 경
비들이 이동 없이 해당 직책에 어느 정도로 머물러 있었는지를 조사할 필요
가 있다. 동시에 각 직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전향
한 수용소 경비원 혹은 수용자들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범죄 행
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직책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증거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각 인원에 대한 더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범죄 행위가 비슷하게 저질러진 직책에 대해서는 진범 선고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공안기관 요원 식별 및 구금
공안기관 요원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주안점은 해당 인원들의 신원
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일부 요원들은 북한 군부대 병력들처럼 규
모가 큰 부대단위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부대들에는 현재 국가안전보위부

6) 저자는 범죄자는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 북한 정부 붕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타협은 필요할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가장 심각한 북한의 범죄행위에, 특히 고문을 자행했
다든가 아니면 다른 심각한 인권 위반을 한 수용소 경비와 직원의 범죄행위에 중점을 둔다든가 하는 그
런 유의 사법적 조율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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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속된 국경 경비부대 뿐만 아니라7) 호위사령부의 여러 예하부대들이 있
다. 한국군이 이들 공안기관들을 부대단위로 무장해제하고 이 부대들을 공
공 서비스 기관의 형태로 전환시키려고 이들 공안 부대들과 접하게 될 때에,
북한군에 대한 파악 수준만큼 해당 인원들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부대들은 적어도 통일 이후 1~2년 동안은 통일된 한국군의 일부로 취
급되어, 해당 부대들에 대해서는 군 규율이 적용되고, 심문과 면담이 가능하
며, 각 개인에 대한 생체인식 스크리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유사한 개념이 북한 수용소와 구치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안기
관 요원들은 통상 본인들의 부대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요원들은
자신들이 체포되거나, 범법자로 낙인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한미 양국군
이 도착하기 이전에 부대로부터 도피를 시도할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도피
를 시도하려하는 요원들을 식별하여 우선 부대 안에 구치해두고 도피한 인
원들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도피를 시도한 이들 요원들의 신원이 파악되면
이들은 구치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범죄 행위 연루 여부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도망가지 못 하도록 한미 양국군은 그들이 전에 운영했던 수용소 또
는 구치소에 이들을 억류 조치해야 할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지방 치안부대들도 신원이 파악되어야 하며, 한 곳으로 모아져 있도록
한다. 한국은 부패 및 여타 범죄로 타락한 경향을 보유하고 있었던 치안부대
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 치
안부대를 유지하는 것이 그릇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치안요원들
은 지나치게 부패해 있고, 현지 주민들에 의해 원성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지 치안요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현지 여건에 익숙한 인원들을 확보함으로써 현지 범죄 조직들
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몇몇 치안요원은 잔류시키고 부
패가 더 심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있는 요원들은 제거하는 식으로 개별로

7) Kim and Cho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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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안부대를 유지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북한군과
한국군을 조합하여 이를 대체해야 할 것이며, 이때 한국군은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동시에 이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과
같은 현지 지도자직에 임명된 한국측 인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치안부대가 대체될 경우 이들 치안부대 요원들이 형사 처분을 받아
야 하는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부문
에 고용해서 운용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치안부대 요원이 범죄 조
직 속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유지 대상도, 처벌 대상도 아닌 치안
부대의 경우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많은 여타 공안기관 요원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소규모 조직
으로 활동한다. 북한 정권에 ‘불충(disloyal)'한 자를 색출하기위해 주민들 개
인을 감시하는 요원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요원들은 형사 처분 및
자신들이 억압했던 주민들로부터의 보복적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도피하려
할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신분증 확인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으나, 어떤
요원들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공안기관 요원들에 대한 지방 및 국가 기록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록들은 또한 추후 형사 처분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때문에 기록물을 확보하기위한 조기 표적 방문을 통해 지
방 및 중앙 공안기관 본부들을 분류해 두어야 할 것이다.
공안기관 요원들에 대한 기록이 확보되면 해당 기록들을 북한 내 두루
배포하여 어디에서든 대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은 주요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토록 계획을 세우고, 얼굴인식 소
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신원 대조를 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좋은 복장을 갖추고, 평소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했으며, 손에서 궂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묻어나는 인원들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인물
들이다.8) 또,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8) 북한 공안 요원들도 중국에 산 적이 있었던 북조선인을 식별하는데 이와 유사한 절차를 사용한다.

Barbara Demick 참조, Nothing to Envy, New York: Spiegel & Grau, 2009, pp.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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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요원들을 추적할 수사팀이 창설되어야 한다. 상당수 공안기관 요
원들은 범죄조직이나 반란 집단에 편입됨으로써 신원을 은폐하려 할 것이
므로 이런 조직과 인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당초에 신원 파악을 회피하려 도피한 공안기관 요원들이 체포되면 구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으면 ‘군’부대에서 군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또 다시 도주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금조치를 합법화하는
쉬운 방법은 통일이 이루어 질 때 한국이 모든 공안기관 조직들을 통합군으
로 편입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개인적 잠적이 군기 위반, 즉 탈
영으로 간주될 수 있고 군법에 의한 처벌을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를 널리 공지하여 북한 요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직면하게 될 주
요 난제는 충분한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안기관 요원들이 형사 처
분대상으로 처리되거나 공공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분류되기
이전까지 수용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범법자로 분류되지 않은 인
원들을 활용하여 이들을 동료 인원들을 추적하는 데에 운용할 것인지 결정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요원들은 북한 내 지역 및 인원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 보다 관련 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활동에 대한 대응
한국은 두 종류 집단의 범죄자들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집단은
처벌 대상으로 처리된 공안기관 요원들이다. 두 번째 집단은 정치적인 사유
로 투옥된 북한 인사들이다. 두 집단 모두 구금한 뒤 조사해야 할 것이며, 전
자의 경우에는 사법적 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일부 인원들
이 범죄 행위 자체를 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살인, 절도 및 여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의 재범을 우려하여 이들의 사회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러한 인원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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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에 형사 소송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한국인 재판관과 변호
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교도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한국은 북한 범죄자들을 남한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낙인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용소 교도관들을 제외하고는 북한 죄수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시키는 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수만 명의 구
금자들을 수용시킬 수 있는 교화시설 및 교도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하여 한국은 이러한 시설들의 장소 및 수용 능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으며, 선별적 사면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고려하면서 총 수용 능력이 충분
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수십만 명의 공안기관 요원들의 비행을
심사할 만큼 충분한 수의 판사 및 변호사를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으므로 그
역량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수준의 선별적 사면 규모를 정해야 한
다. 또한, 한국 관계자들은 북한군과 공안요원들의 탈영 혹은 탈주를 예방해
서 구금 및 재판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사
실 어떤 범죄 또는 반란 조직이 강력해져서 구금 시설을 공격, 죄수들을 풀
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위 시설들 인근에서 발생 가능한 공격들
을 억제·격퇴하기 위해서 상당 규모의 군을 인근에 주둔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군의 고위 간부들은 공직에서 일정 기간 복무한 이후에 강제적인 은
퇴를 시켜야할 것이지만, 공안기관 요원들의 경우에 이러한 강제은퇴는 받
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고위급 공안기관 요원들은 부하들
이 저지른 특히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한국은 고위급 공안
기관 요원들이 복무경력 초기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초기에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고위직에 오른 이후에 인권유린 같은 범죄 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고려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러한 인원들이 적절한 수준의 연금과 함께 퇴직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립을 피하고 반군, 혹은 범죄 집단 합류를 예방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지 혹은 최소한으로 자택 연금 시켜
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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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은 어느 정도 규모의 죄수를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이다. 또한, 한국은 사형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 자행된 수많은 범죄들, 특히 정치범 수용
소에서 발생한 범죄들은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이기 때문이다. 만
일 공안기관 요원들 대부분이 투옥될 경우, 북한에는 이들 인원들을 투옥시
킬 수감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감 시설에 수용시키는 데 드는
비용도 클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국이 북한 내에서 공안기관 요원에 의해
자행된 범죄, 특히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오
랜 기간 한국의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범죄자로 분류되지 않은 공안 요원 관리
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공안기관 요원들은, 앞서 제6장에서 논
의된 바와 같이, 북한군에게 배정된 것들과 유사한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활동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인원들은 잠재적으로
반군 및 범죄 집단에 합류하기위해 도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
기 때문에 면밀히 감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그러한 직책에 얼마
나 많은 북한 치안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찰
들의 경우 뇌물 수수, 혹은 여타 범법 활동 가담 등의 여지를 면밀하게 감시
하여야 한다. 범죄자가 아닌 모든 공안요원들은 면담을 실시하고, 형사 처리
중인 공안요원들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
로 처리되지 않은 요원들은 이전에 자행된 비행에 대하여 주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방치하는 것은 중죄에 연루된 바 있는 공안요원
들에 대하여 사법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역량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 처리 과정이 수년 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이러한 인원들을 공공 서비스
직에 장기간 두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선별적 사면을 통해
형사 소송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지역에서 사법처리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상관없이,
적절한 직장이 가능해질 경우 비범죄 공안요원들은 결국 공공서비스 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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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몇몇 공안요원들은 정보 제공을 위
한 면담 및 형사 재판에 배석하는 등 필요에 따라 군 출신의 인원들보다 더
오랜 기간 공공서비스 직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공안 요원 관리를 위한 법 체제 준비
한국은 북한 공안 기관 직원들에게 진정한 법집행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북한은 사법적 절차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금하며, 고문 외
에도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국가로 정평이 나있다.9) 한국은 북한 공안요원
형사범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정당
한 절차와 법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이는 한국에서 중범죄자를 기
소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법적 절차 운용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추적할 수 있는 형사 사건들의 수적 범
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공안 요원 이외에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북한
정부 종사자들과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이 존재한다. 교도소 공간이 제한되
어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고, 판사와 변호사들도 역시 한정되
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한국의 현 사법제도 운영에 대
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많은 참고자료들이 제시하는 바
는 한국의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현재로서도 이미 최대한, 어쩌면 그 이상으
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국은 지난 2007년 변호사
들을 양성하는 체계를 크게 변경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수차례 양질의 변호
사 숫자를 증가시켜 왔다.10)

9) Marzuki Darusman,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 뉴욕: 인권 위원회, UN

chdghl, 2013.2.1
10) 이전의 제도에서는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사 자격을 획득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고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합격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5%)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변호사 수가 적다. 2009년 시행에 들어간 새로
운 제도에서는 변호사가 되려면 학사 자격을 얻고, 3년의 법학 과정을 거친 다음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데, 시험이 제한적이지 아니하다. 이 제도 하에서 매년 전국에 걸쳐 2,000여명의 법학도들이 배출되고 있
으며, 이들 중 75%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변호사 수를 대폭 확장하고자 하
는 의도이다.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the Legal Profession 참조, "대한민국의 법조계,“ 2011, 그
리고 ”변호사가 너무 많다?" 사설, Korea Herald,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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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은 정당한 법 절차 기준과 법치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다
양하게 준비하여 북한의 범법자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
히 형사소송의 대상자가 될 인원들의 수는 한국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주
요 고려 요인일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호위사령부 요원을 포함한
북한 보위부 직원들은 대략 32만 명에서 43만 명이다. 뇌물 수수를 포함하
여 계산한다면 이들 중 대략 70%는 어떤 형태이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유죄
인 사람들이다. 아마 최소 10만 명은 보다 심각한 범죄,11) 예를 들면 반인류
적 범죄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 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예사롭
지 않은 수치는 한국의 법률 및 수감 체계에 있어 상당한 준비가 요구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저자는 한국의 판사 및 변호사 수에 대하여 권위
있는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이런 저런 사이트 마다 상이한 숫자
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 한국은 판사 약 2천 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현재 판사 수를 개략 추정하면 형사소송 건에 경험이
일천하거나 전무한 판사까지 망라해서 2,400 여 명으로 증가하였을 것이라
는 것이 가장 근사치라고 여겨진다.12) 한편 한국에는 9,600 여 명의 변호사
가 있다.13) 그리고,
민사 사건은 건당 5천만 원 이상, 형사 사건은 피고가 사형, 종신형 혹은 1년 이
상일 경우 3명 재판관의 재판부가 필수적이다.14)

11) 뒤에서 논의되는 수용소 통제 참조; 국가안전보위부는 24,000~47,000 명의 정치범 수용소 관리 인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들 대부분은 형사범으로 기소될 것이다. 참조 Harden, 2012, pp. 25,
44-53.
12) 참조, UN 마약 및 범죄 사무실의 한국에 대한 2003~2008년 자료, “전문 판사 또는 평판사 12월 31일 부,”

형사재판 Exel Workbook, 2011. "법원 조직법 5항(3)에 의거 각급 법원에 보직된 판사들의 수는 2,844명
으로 한다.“ 참조, ”각급 법원의 판사 정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통계, 2011. 4. 12.
13) The Korea Herald, 한국변호사협회 보고서 인용하여, “변호사 1명이 주민 5,178명 담당” (“변호사가 너

무 많다?” 2010). 한국 인구는 약 4980만이므로 이를 변호사당 인구수 5,178로 나누면 변호사 수는 9,600
이 나온다.
14) “한국에서의 재판제도,” Asian Info websit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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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의 실패 경우에 아마 사면을 받지 못하는 모든 범죄자들은 1년
이상 수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현행법에 의하면 3명으로 구성된 재판
부가 필요하게 된다. 대략 절반의 판사들(약 1,200 명)이 북한에서의 형사 사
건들을 처리한다면, 동시에 최대 400 여 건의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만약 해당 사건들이 3일 만에 종결된다면, 1년에 대략 3만 여 건
의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악랄한 반인륜적 범죄의 위중함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재판해야 하는 사건들에는 평균 3일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판사들 절반 또는 그 이상이 강력 범죄 사건들을 판
결하는 데에만 수년간 얽매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 소송 절차 과
정을 엄청나게 더디게 만들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사법 및 수감체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별적인 사면 대
상으로 할 수 있는-예를 들면 뇌물 수수 같은 형사범-을 구별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의 형사 범죄 유형을 식별하여야 할 것이다.15) 한국은 북한인들이 복
역하고 있는 교도소 관리를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공안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근무한 사람 모두를 망라하여 죄를 지었
으나 사면대상이 아니어서 사법 절차가 필요하고 투옥될 것이 분명한 북한
인들 수를 체계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법률 및 수감체
계 능력과 대조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의도적 추정치를 찾아내어 사법 및 수
감 체계의 요구사항이 허용 가능한 범주 내에서 사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법률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북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
속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하나의 방법은 사
법적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보통 63~65세에16) 은퇴하는 판사들을 소환하거
나 군 복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단기간 수백 명의 판사들을 추가하는 것이
15) UN 보고에 의하면 남한은 2009년 기준 45,250명의 성인 죄수들을 형무소에 수용하는데 14,928명의 관리

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참조, UN 마약 및 범죄 사무소, “형사 재판 제도 자료,” 2009년 자료. 한국은 북한
의 교도소 관리들을 죄수를 관리하는데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 동료 상당수
가 죄인으로 복역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6) “한국의 사법제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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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법적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는 심각한 범죄 사건들에도 판사 1명~2명
만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형법과 관련된 사건들
을 10년 혹은 15년간 다룬 변호사들은 사법적 비상사태 기간에 판사로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사법고시를 거의 합격했던 변호사 준비생
들을 사법적 비상사태 기간에 변호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상사태 이전 및 이후 이들의 법적 행동을 검토하여 북한인들이
정당하게 대우 받았는지와 이들이 비상사태 이후 변호사로서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략 10만여 명의 북한인들이 사법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에 구치 상태에
있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결국 죄값으로 수감될 것이라면, 한국
은 대략 2만 5천여 명의 교도소 직원들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 이들
직원들은 아마도 한국 및 북한 장병들로 조합되거나 한국 경찰들로 충원될
것이며, 이들은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군 및 경찰은 당장 그 훈
련을 시작해서 수천 명에게 실시해 두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 정부가 붕괴될
경우 대비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제외한 구치소들을 조사해서 수용
력, 즉 재판을 위해 구금된 인원들 및 징역형을 받은 인원들을 유치할 수용
공간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한국은 형사 사건 재판
을 북한지역 또는 남한지역 아니면 두 곳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이다. 판사들 및 여타 법원 관계자들을 북한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어려
울 수 있으나, 재판 중인 북한인들을 수감할 수 있는 공간을 남한지역에서
찾아내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인권 재난 방지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발생하는 대량 학살은 한국 및 미국에서 도덕적
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인권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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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미국이 개입해서 이들 수용소들을 신속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수용소 6개는 모두 평양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지상군이 신속하게 도착하
여 정치범들을 구출하는 것은 어렵다.17) 이 임무는 한미 양국 지상·해·공군이
수행해야 할 다른 임무들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하겠지만 수용소를 확보하
고 정치범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상군은 해당 임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장 시간적으로 다급한 과업들 중 하나이다.
수용소 통제
한미 양국은 모든 수용소들을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병력
들을 신속하게 투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북한 보안기관 요
원들과 주변 북한군들의 규모 및 적대감 때문에 주요 전투력의 투입이 요구
될 것이다.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한미 개입에
적대적인 수용소의 무장 관리 요원들 규모를 소규모의 특수부대들로 하기에
는 수용소가 너무 커서 확보하기 벅찰 수 있다. 저자는 정치범 수용소 전체
또는 개별 수용소를 관리하는 수용소 관리요원들의 수를 예측할 수가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요 수용소 6 곳에는 15만
여 명에서 20만여 명의 정치범들이 감금되어 있다고 통상적으로 추정하고 있
다.18) UN은 성인 수감자 및 관리 직원들의 비율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 각국
의 성인 수감자·관리 직원들의 수를 종합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19) 지난
2009년, 대략 59 개국이 수감자와 직원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들 국가
들 중 75%는 4.3 이하의 수감자 대 직원들의 비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90%
는 6.3 이하의 수감자 대 직원들의 비율을 보유하고 있었다.20) 이러한 비율들

17) 3개의 수용소는 평양 북방 80 km에 위치해 있고, 다른 3곳은 북한의 서북쪽 멀찍이 위치해 있다. 참조,

하나의 자유한국, “구글 지도로 본 북한의 대규모 강제수용소들,” 2012.3.
18) 신현희, 2012의 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강제노동수용소 유형의 감옥에 15만 내지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 회령에 12호 수용소, 개천에 14호 수용소, 요덕에 15호 수용소, 화성에 16호 수용소, 북창
에 18호 수용소, 청진에 25호 수용소.”
19) UN 마약과 범죄 사무소, “자료: 형사 재판 현황,” 2013, “형사 재판 제도 출처” 와 “수감자들”에 관한 스

프레드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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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확실한 수감자들의 수를 고려했을 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24,000여
명(150,000/6.3)에서 46,500여 명(200,000/4.3)의 수용소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몇몇 정치범 수용소들(예를 들면 개천 인근의 14호 및
18호 수용소)은 대략 5만여 명의 수감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6,000여 명에서 12,000여 명의 수용소 직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수용소들(청진 25호 및 화성 16호 수용소)은 10,000여 명에서
15,000여 명의 수감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200여 명에서 3,600여 명
의 수용소 직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1) 이런 추정치들은 실제로는
보다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고에 의하면 14호 수용소 피복 공장은 2,500
여 명의 수감자들과 수용소 직원 1명이 있는데 그 직원은 소장이라고 발표했
다. 여타 관리직 역할은 수감자들 중에서 선택된 소위 십장들에 의해 수행된
다. 이들 십장들 중 대부분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22) 이는 수용소 직원들
이외에도 어떤 수감자들은 형사 소송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 정보기관들은 보다 과단성 있게 각 수용소 직원들
의 수를 추정해야 한다. 정치범 수용소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큰 규모의 정치
범 수용소는 1,000여 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대규모의 수용소
들은 2,000여 명, 소규모 수용소들은 50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용소들은 수용소 방어 인원으로 첨가하여 분류
할 수 있는 인근 지역 북한군에 의해 방호되고 있다.
수용소 직원들이 감금되고 형사 소추를 당하게 된다고 예상할 경우, 그들
은 기꺼이 무장을 하고 각 수용소로 진입하는 한미 양국군들에게 대항할 준
비를 할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소규모 수용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서는 적어도 대대급의 병력들로 구성된 부대가 요구될 것이며, 대규모 수용
소를 확보하는 데는 여단전투단 규모의 한미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 북한은 비교적 높은 죄수 대 간수 비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저자는 UN 자료를 이용 계산

하였다.
21) 수감된 인원수는 “하나의 자유한국”에서 인용한다, 2012.
22) Harden, 2012, p. 92.

291 • 7장 치안 활동 및 인권 재난에 대한 도전과 대응

이는 북한군의 주요 군사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때의 상황이다. 충분한 한미
양국군이 멀리 북쪽의 주요 정치범 수용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될 것이나(최소 1주), 아군의 헬리콥터가 충분하고 적대적인 방공능
력이 약화되어 있다면 소규모 수용소들은 공중 강습 작전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의 특정 부대는 각 수용소에 배정되어 해당 수용
소로 가급적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계획을 발전시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범 수용소들에 도달하는 것이 지체될 경우에 대안적인 접근법이 있
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수감자들은 간수들에 비해 수
적으로 우세하나, 수감자들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통상 간수들을 거역하
지 않을 것이다. 한미 양국의 공군력은 수감자들의 생존 기회를 높이기 위
해 수용소 무기고, 감시탑, 수용소 통제를 위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
설들을 공격해야 할까? 공군력으로 수감자들을 가두어 두고 있는 보안 울타
리들에 구멍을 내고 전기 울타리와 야간 감시용 조명에 대한 전력을 파괴해
야 할까? 한미 양국 특전부대가 해당 수용소 내로 진입하여 수감자들의 탈출
을 돕거나 아니면 간수들로부터 수용소 통제를 탈취하도록 도와야 할까? 이
러한 상황 하에서 수용소 직원들에 대항하는 수감자들의 반란은 그들의 생
존 확률을 높이는 것일까? 아니면 그러한 반란이 오히려 제거하고 싶은 수감
자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빌미를 간수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모든 행
동들은 상당한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나, 몇 주 지연하면서 각 수용소들
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는 동안 수용소 직원들이 수감자들을 처형할 기회를
허용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보다는 나을 수 있다. 각 수용소들을 면밀히 감시
하고 있다가 몰살을 시작하려고 할 그 시점에 군을 투입해야 할까? 그런 장
기 지체는 간수들에게 수감자들을 죽이는데 너무 큰 이점을 주는 것은 아닐
까? 바람직한 방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모든 요소들이 고려되고 조
율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 지상군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용소들에
대해서는 이동이 오래 걸리는 수용소보다 더 공세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일단 한미 양국군이 수용소에 접근하게 되면, 수용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 부대는 수용소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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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어 계획 혹은 파괴 계획, 수용소 내부 및 외곽 방어 상태(예; 지뢰지대,
전기 철조망), 수용소 관리소장과 보안요원에 대한 정보 등 상당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한미 협상팀은 모든 군들이 도착하기 수일 전에23) 해당 수용
소로 먼저 이동하여 수용소 직원들의 항복을 유도하고, 수용소 확보를 위한
전투 소요를 줄여야 한다. 이 방법은 사실상 어떤 수용소에서는 실행될 가
능성이 있다. 수용소를 통제하는 관리소장과 보안요원들이 신원을 숨기고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수용소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
중으로 식량 및 여타 구호품들을 투하하여 한미 양국이 수용소 내의 여건
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공군력을 이용하여 엄호토
록 함으로서 대량 학살을 멈추게 할 수 있다. 한미 양국군은 수용소 직원들
의 이탈 진로를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직원들의 탈
출은 의심의 여지없이 신속한 수용소 탈취를 수월하게 하므로 단기적으로
는 편리한 방책이 될 수 있기도 하다.24)
한편, 수용소들을 탈취하는 과정은 협상으로 인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
다. 이는 수용소 직원들에게 수감자들을 사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제
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 수용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확보가 필
요할 것이다. 이는 어려운 과제이며 수용소들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더
욱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적어도 몇 군데 수용소에서는 직원들과
의 교전도 예상해야 할 것이며, 이때 직원들은 수감자들을 인간 방패로 사
용하여 한미 양국군의 공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용소 확
보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양국군은 이러한 전투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수
감자들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술, 전기 및 절차를 개
23) 한미 양국군은 협상팀을 지원할 공정 또는 공중강습 대대를 투입할 수도 있다. 엄호를 제공함으로서 협

상팀이 인질로 잡히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4) 한미 양국군은 각 수용소로 전투를 하면서 나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며, 이는 수감자들의 석방을 지체시

키고 결국 부수적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수용소 직원들이 도망을 가면 수용소 확보가 쉬
워지기도 하고 수감자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를 바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도피
는 추후 체포하고 각자의 형사범죄를 추궁하려는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만약 한미 양국군의 공중세
력이 일찍 전개하여 수용소 직원의 도주를 막게 되면 그들은 수용소를 방어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 문제는 그러므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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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야 한다. 면밀하게 수용소 내 시설들을 확인하여 직원들과 수감자들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작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수감자들 속
으로 은신하려는 수용소 직원들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일부 수감자들을
모집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구도를 바꾸는 대안 방책은 정치범 수용소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국군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이다. 확실한 후보지는 회령 인근의 22호 수용
소이며, 중국 국경으로부터 10~15km 떨어져 있다. 청진 정치범 수용소는 중
국 국경으로부터 대략 100 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항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상륙 작전을 실시하게 된다면 해안으로부터 10 km의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수용소 관련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9장에서 논의한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취해야 할 행동
한미 양국군은 각 정치범 수용소들을 확보한 이후에 수용소 직원들, 십
장 역할을 맡았던 수감자들, 순수한 수감자들을 식별해야 한다. 수용소 직
원들과 십장 역할을 맡았던 수감자들은 구금해야 하지만 동시에 직원들에
게 앙갚음을 하려는 수감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는 수감자들과 수용
소 직원들의 거주지를 서로 바꾸고 수감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해 충분히 규모 있는 군사력을 수용소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 몇 명의 수용소 직원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
었을 터이므로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복잡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해당
가족들을 수용소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킬 때에 가족도 함께 구속시킨다
는 식의 해석을 피하도록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수사
과정에 도움을 주고 직원들이 도주할 경우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수용소 직원들로부터 개인 정보 및 생채 인식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관
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수용소 개인 정보 파일들은 형사 소송 절차를 지원
하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내장하고 있을 것이므로 투입 부대가 확보해야할
주요 목표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일부 수감자들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일 수 있다. 수용소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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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십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직책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잔혹한 행위들을 범했을 수 있다. 한국은 이들 개인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특히 사면을 할 경우
에 어떤 사항까지가 용인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그것이다.) 수용소를 확보하
고 있는 부대는 사면을 받지 못하는 유죄 수감자들을 식별하여 수용소 직원
들과 함께 구금할 필요가 있다. 군부대는 다른 수감자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 유죄 수감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수감자 입장에서 보면, 한미 양국군이 수용소에 도달한 후 신속하게 행
동으로 보여야 할 변화로서는 수감자들에게 더 많은 식량, 의료 진료, 그리
고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미 양국군이 상당한 양의 식량과 구호품을 지참해야 하고 주기적인
재보급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5) 추가적으로 의류, 코트, 신발,
담요, 여타 기초 생활품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 양국군은 수감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생채 인
식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수감자들 중에 가족도 구금되어 있는지 확인하
여, 가족들은 함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수감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들도 수집해야 한다. 첫째, 수감자들의 구금 전 직업 및 활동들을 확인
해야한다. 어쩌면 수감자들 중에서는 통일 한국의 정부 직책이나 여타 직종
(의사와 같은)에 보직되어 일할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인력이 있을 것이
다. 둘째, 수용소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증언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차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수감자들을 수용소 밖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이상적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주거지, 위생시설 및 일자리로부터 벗어나 멀리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가족 전체가 함께 투옥되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인 분야에 있던 수용자
들의 경우, 구금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거주지 및 직장은, 다른 사람들에
25) 생계 수준의 소비를 위하여 5만의 죄수를 위하여 하루 필요한 식량은 약 30 톤이고, 보다 여유있게 소

비한다면 하루 50 톤이다. 이것은 2천4백만 인구에 대해 년 5백만 톤의 생계 소비량에 기초하여 추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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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미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수용소 외부에서 거주지와 직장을 찾는 것
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수용소 내 거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팀이 구성되어야 하며 한국은 건축 자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건물
이 추가되고 겨울에 난방용 에너지 공급이 제공됨으로써 수용소의 상태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근의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
는 부대들이 이러한 건축 공사를 할 수 있으나, 수감자 내에서 건설공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한미 양국군은 각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처우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
다. 일부 수감자들은 수용소로부터 떠날 것을 고집할 것이다. 신원 확인도
완료되었고, 수용소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언도 청취하였으므로 수
용소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
요한 증언을 한 수감자들은 떠나고 나서도 소환할 수 있도록 기록들이 주의
깊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 내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지
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마련하여, 수감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 거주
지와 일자리로 옮겨오도록 해야 한다.
일부 수감자들은 붕괴 기간에, 아마도 한미 양국군들이 수용소에 대하여
공습을 실시한 후, 수용소를 탈출할 것이다. 한미 양국군이 수용소들을 확보
하면, 이들 중 일부는 여건이 개선된 수용소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수용소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게 될는지 모른다. 인근 지역의 식량 및 주요 생
필품 부족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감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식량, 의료 진
료, 여타 자원들을 위해 수용소에 들어오길 희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비수감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발전
시켜야 할 것이나, 바람직한 방법은 수용소 인근 지역의 민간인들에게도 적
절한 식량 및 구호품들을 제공하여 그들이 거주지와 직장에 그대로 남아있
도록 하고, 한미 군부대가 수용소를 확보한 후에 수용소 안으로 몰려 들어오
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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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 석방 준비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요구들과
병행하여 극도로 높은 비중의 정보 요구가 존재할 것이다.(예: 대량살상무기
의 위치 파악) 그러므로 공격이 시행되면 수용소 내 변화 및 새로운 동향에
집중하여 실시간 정보 수집이 가능토록 현 시점에서 수용소들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와 첩보를 종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각 수용소 주요 인사들의 신원 및 성격, 수용소 시설의 특성 및
잠재적 방어 진지, 수감자들 위치 및 잠재적 탈출 경로, 수용소 내 작업의 특
성, 수용소를 탈취한 후 수용소 간부들을 구금해 둘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전
(前) 수감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수용소 주요 인프라구조 개
선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와 통합되어 보완
되어야 하는데, 수용소 간부들이 방어를 하려거나 혹은 수감자들을 처형하
려고 취하는 행동들, 수용소 간부들의 가족을 이동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
수용소 고위층의 잠재적 출발, 수용소 간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병력
의 이동 등이 그것이다.
정보기관들은 수감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일부 수감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수행한 직책의 기능상, 얼마만큼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있는지의 정도 및 해당 수감자들을 수용소 간부들과 함께
구금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수감자들 속에는 전(前) 북한 정부 공직자들
도 있을 것이며, 그들은 통일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인에 대한 정보는 종합되어 수용소에 투입하는 부대 병
력들이 이들을 찾아 낼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그들을 적절한 관계당국
에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임무에 투입될
병력들은 특수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병력들은 수용소
간부 및 인접해 있는 북한군의 저항을 격퇴해야 하며, 수감자들을 인질 혹
은 인간방패로 사용할 경우에도 그들의 저항을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
범 수용소에 투입하는 병력들은 훈련을 통해 수용소 간부들을 구금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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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본적인 심문 수법(모든 미군 부대들에 요구되는 기초 언어 능력) 및 수
용소 간부ㆍ수감자 모두에게 생체인식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종류의 훈련은 북한의 붕괴가 발생할 때까지, 임무를 부여받은
한ㆍ미군이 공격을 위한 최종 준비를 할 때까지 미룰 수 없는 것들이다. 결
국 이들 부대들은 북한의 붕괴가 도래하기 상당 기간 이전에 임무가 부여되
어야 하며, 훈련은 평시인 지금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 부대가 지정되
어 훈련을 받아 둘 필요도 있다. 상황에 따라 본 부대가 보다 중요한 임무로
전환되어 투입될 경우도 있고, 수용소를 방어하는 세력의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6)
정치범 수용소에 투입되는 부대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보급품을 지참하
거나 공중으로 신속하게 조달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급품들은 식량,
약품, 의류, 코트, 담요, 신발, 건축 자재(특히 주택 건설 용) 뿐 아니라 의미
있는 일거리를 수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용소용 물품 등을 포
함한다. 예를 들어, 제14호 수용소는 북한군 군복 제조와 관련된 많은 일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27) 이 수용소가 확보되면 이러
한 일자리들은 의류 제조로 전환하여 우선은 수감자를 위하여 의류를 만들
고 그 후에 판매용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려면 의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실, 여타 품목들과 군 제복이 아닌 다른 의류를 제작하는 방법 등이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쌀처럼 신속한 분배를 위해 평시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
다. 식량은 저장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년 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작
전이 개시되면, 식량을 포함한 후속 보급 물자들 또한 확보되어야 하며, 주
기적인 조달을 위해 교통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군의 호송이 필요할

26) 예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 확보 임무를 받은 부대의 진출선 상에 핵무기 저장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갑자기 알려지면, 국가통수권에서는 그 부대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한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의 한 도시에 투발되면 그 어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기 때문이다.
27) Harden, 2012, p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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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국제 인도주의적 기구들 혹은 제3국들은 이러한 물자들의 보급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돕는 일에 열정적이며,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돕는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할 것이다. 수용소 내
에서 물자를 분배하는 기구들에게는 일반 민간인들에게 배달하는 보급품
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군의 징발이나 범죄적 갈취 등의 어려움이 없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한미 양국은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이 지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합의해 둘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어느 국제 인도주의적 기구 혹은 제3국이 북한 청진
항에 식량 혹은 여타 물자들을 운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들은 항구에
서 근처 정치범 수용소까지 수송(그리고 안전)을 한미 양국에 요구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정치범 수용소의 전(前) 수감자들에 대한 교육도 요구된다. 최소한 일부
전(前)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용소 밖의 북한 생활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든 전(前) 수감자들은 민주주의적 시
장 경제 체제 생활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前) 수감자
들이 수용소 밖의 생소한 직업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실
무교육 역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교육들을 위한 자재들과 적절한 강사
들이 확인·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재들 중 일부는 전(前) 북한군 인원들
에게 사용한 교재들과 유사할 수 있으나, 많은 전(前) 수감자들이 격리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일부 자재들은 더 기초적인 것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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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문제에 대한
도전과 대응

북한과 통일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다보면, 북한 정부 붕괴
와 통일 이후 제기될 북한지역 내 소유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지극히 진지
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 정부 붕괴와 통일 이후 누가
북한지역의 재산과 기업들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이다. 이 문제에서는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한국의 법에는 이미 부분
적이고 미진해 보이는 결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다. 이 문제에 관한 결정들은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만족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 위
치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이 될 것인지
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결정들은 북한의 황폐한 기반시설을 복
구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북한지역 경제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들이 현명하지 못하면 통일 과정의 여러
부분에서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 소유권 관련 과제들
그림 8.1은 소유권 문제에 관련된 과제들을 나타낸다. 오늘날 북한 정부
는 북한의 거의 모든 기업들과 재산을 소유한다. 하지만 북한 정부 붕괴 이
후 이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될 지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과 북한 기업
들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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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북한의 소유권 문제
북한 난민

북 주민 불만

토지 소유권
부에 대한 희망

기반구조 황폐화
북주민 재산 권,
사업권 상실

금융자산부족

상품 소비 욕구

194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서 개인은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
었다. 1946년에 김일성은 북한지역 내 부동산 대부분을 국유화시켰고 지주
들을 북한의 계급제도 속에서 적대적 계층으로 분류했다. 앞날이 걱정되어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국경이 엄중하게 통제되기 전에 월남하
였다. 약 60 여 년 전 일이다. 이들은 흔히들 토지문서를 가지고 월남하였는
데, 북한 정부가 망하면 종국에 가서는 자신들의 재산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과거 토지 소유자들이었던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살지 않았고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
어도 국유화로 인해 그간 부정되었던 사유재산에 의한 재정적인 횡재를 기
대하고 있을 것이다.1)
반면에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한다. 그들은
거기에 주거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살
고 있는 한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주민들이 집단농장에서 일
을 하며 농장이 공동으로 운영되지만 농민들은 자신들이 농장에 대한 소유
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부
동산 재산들을 그들로부터 빼앗는다면 한국에 대한 심각한 적대감뿐만 아

1) 참조,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의 이 문제에 대한 기술,“한반도 통일에 있어 법적 지뢰밭,” 아시아

타임즈(Asia Times), 20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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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물론, 단순히 북한의 현 거주자에게 주택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해결
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비재 구매를 위해 현금을 갖기 바라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주택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사업자들에게 매각하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통일 직후에 주택 소유
권을 얻은 즉시 매각하게 되면 제한된 소비재의 공급과 그에 비해 급등하는
수요가 물가를 현저히 인상시켜 이득의 대부분은 상쇄될 것이다.
기업 소유권 관련해서 핵심 과제는 대부분의 북한 기업의 고갈된 자본금
과 황폐한 주변 기반시설(전기 공급 시스템, 도로, 철로, 등)이다. 실제로 대
부분의 북한 회사들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독일의 경우처럼 소유권
을 인수하려는 한국 회사들은 보조금을 받아야 할런지 모른다. 예외적인 경
우가 있다면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광업 분야 회사들이 존
재하지만 이미 중국 회사들이 사업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2) 대부
분의 북한 회사들이 우선 살아남아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자본 투입이 필요한 형편이다. 회사 매각을 통해 자본 조달을 시도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 또한 필요로 하는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한편, 회사 직원들, 특히 경영자들은 회사가 민영화됨에
따라 재정적 횡재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
할 것 같지 않다. 회사의 생존에 필요한 자본금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직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과 재산을 잃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은 난민
이 되어 직장을 잡을 절호의 기회를 찾아 남한지역이나 중국으로 향할 것이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지역으로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난민들
이 유입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한국 출처들이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인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박사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분석한 결과
2) 통일 한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소유권 전환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 것인지 결정해야할 것이다. 한국이 전

환을 인정하지 않으려 계획한다면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중국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더욱 높아진
다. 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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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권 보유는 그 주택에 머무를 것인지 떠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강력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언급했다.3)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결정은 한국
및 중국으로 유입될 난민들의 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3장에서 언급
했듯이 난민들의 대규모 유입은 한국 및 중국에 모두 불안정한 정세를 야기
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개
입하는 결과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 사항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 예를 들
어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남한지역의 형제들처럼 부유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불만을 한국 주도의 통일정부에 전가하려할 것이다.

소유권 체계의 정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 한국 정부는(대한민국 정부를 계승할 것
으로 보이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내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정립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지극히 중요하다.
북한 소유권 관련 개념 및 정책
한국 정부는 기업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정책을 정립해야할 것
이다.

기업 소유권
한국 정부는 기업 소유권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소유권을 매각하는 정책 또는 해당 회사 직원들에게 양여하는 정책이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60퍼센트의
3) Noland는 직업의 안정적 보장이 또한 동독인들이 거주지역에서 안주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

하였다. Marcus Noland참조, “통일에 관련된 몇 가지 언짢은 산술적 요소,” Washington, D.C.: Peterson 국
제경제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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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매각하고 40퍼센트는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
한국 정부가 후자를 택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기업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금융 자본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업들의 생존
및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면 직원들은 사업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 조달
을 위해 자신들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직원들에게 소유권을 양여하는 극단의 정책은 사실상 회사를
매각하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들이 매각을 주선한다는 점과 그렇
게 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르지 않
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매각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과거 동독 기업들에 대해 취한
독일 정부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기업들을 민영화하
기 위하여 민영화 신탁 기금, 소위 신탁국(Treuhand)을 설립한 바 있다. “신
탁국의 접근 방식은 잠재적 매수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
출토록 요구하면서 여기에 향후 고용 및 투자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사항들을 포함토록 하였다. 그리고 입찰의 성공은 제시한 입찰가와 사
업계획서 모두에 좌우되었다.”4) 신탁국의 접근 방식은, 무능이나 부패로 인
해 부적절한 기업 매매가 이루어 질 수도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주 성공적이었다. 대부분의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경제적으
로 생존 가능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투자는 사업계획서의 약정
금액에 근접했으며 고용은 약간 떨어졌을 뿐이었다(민영화 때문이 아니라
임금 인상 협상으로 인해).5) 이러한 결과들은 민영화 과정에서 달성한 주요
성과들이라 하겠다.
한국 정부는 소유권의 일부를 매각하고 나머지를 직원들에게 양여하는
중도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 직원들은 이러한 정책을 선호할 수 있지
만 반면에 많은 북한 기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들을 찾는 것은
4) 홀거 울프(Holger Wolf), “한반도 통일: 독일에서의 교훈”, 마커스 놀란드, ed., 한반도의 경제 통합, 워싱턴

D.C.: 국제경제 피터스 연구소, 1998.1, p.182.
5) 울프, 1998,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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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이 방안은 직원들이 경영권을 보유할 정도
의 지분을 부여받는 경우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영권을 행사하
지 못하게 되는 북한 기업에 크게 투자할 외부 회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외부 회사들은 지분 보유자들이 지분에 비례하여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를 희망할 것이지만 북한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투자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 대안으로 외부 기업들은 투자한 자본에 비례
해서 지분을 갖는 것을 원할 것이지만, 이는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6) 따라서
북한 직원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정 이윤 수준이 달성되면 여기
에 기초하여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덜 복잡할 것이며, 또
노동 효율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재산 소유권
북한 내 재산 소유권에 대해 두 가지 기본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역사
적 증서 혹은 여타 소유권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북한 재산권을 복원시
켜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역사적 소유권을 취소하는 것으로(그와 동
시에 손실에 대한 일부 보상을 제공) 현재 토지, 저택 및 관련 건물들을 이용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이다.
동독의 경험은 유용한 예를 보여준다.
독일은 복원을 선택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 소유권의 결정은 반복된 양도, 부
분적 혹은 분실된 서류 그리고 수용 후 이루어진 투자 처리에 대한 분쟁으로 인
해 매우 복잡한 문제로 변하였다. 그 결과 법정 소송이 청구되었고, 청구건수는
120만 건 이상이 등록되어 수년간의 법적 적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적체는 재
산을 처리하는 신탁국(Treuhand)의 능력 그리고 재산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규모 투자에 착수할 개개인의 의욕을 저해했다. 교착 상태는 결국 복원에서

6) 울프, 1998,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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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으로 정책 중점을 이동시켰다.7)

저자의 독일 동료는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소송들이 아직 진
행 중이라고 말한다.
만약 북한에서 복원의 방안이 적용된다면 북한 상황은 동독 상황만큼 심
각하거나 어쩌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북한 내 어떤 위치 좋은 부지에 대해 서울 어딘가에 잠재적인 청구인이 존재한
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말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인 수
는 약 1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물론 청구인 한 사람의 자손들이 동일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많은 복수 소송이 발생할 것이므로
실제 청구 건수는 이에 비해 적을 수는 있다.8)

저자는 서울 남쪽의 강남 개발을 경험하였다. 강남의 농지가 서울의 번
화한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20년 안에 토지 가치가 1천배 이상 상승하였다.
북한의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부를 위해 북한에서
이와 같은 발전을 기대한다. “현존하는 한국 법 하에서 북한지역에 관한 원
토지소유자 자손들의 청구는 엄밀히 따지면 유효하다.” 9) 60년 넘게 한국에
서 살고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통일이후 북쪽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장악하
러 온다면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적대감은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을 것
이다. 남-북 갈등, 최소한 개개인 수준에서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보상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전 지주들의 증서를 무효화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잠재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과거 일제하에서 일본정부가 대다수의 증서들을 발행했기 때문에 증

7) 울프, 1998.
8) 란코프(Lankov), 2011a.
9) 란코프(Lankov),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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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행인에 무효화의 초점을 맞추면 한국 내에서 더욱 광범위한 지지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한국은 어떠한 재산이 점유자들에게 주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재산이 양도를 위해 정부가 보유할 것인지를(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북한 기업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결정하는 원칙
들을 정해야 한다. 한편 중요한 과제는 재산을 부여받은 북한 거주자들이 자
신들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소비재 구매를 위한 재정적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한국에게 부담스러운 난민이 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토지소유권 획득을 위한 권한확정기간을 소유권 전환 과정의 일부
가 되도록 포함시켜야한다. 하지만, 소유권 및 권한확정기간에 대한 규정을
정할 때는 동독의 복원 사례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방대한 소송을 방지하
기 위해 현명하게 행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 소유권 관련 전략
통일이 되면 한국은 소유권 문제들을 특별히 다루는 법들을 채택해야 한
다. 현존하는 한국 법들은 북한지역의 안정화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해결안이기에 통일 전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는 것
은 어려울 것이다. 이전 북한 지주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정치적으로 영향력
이 크고 부유한 집단이어서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도 저항할 것이다. 이와 같
은 정치적 민감성이야말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너무 늦
어질 때까지 어쩌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한국은 원 소유권에 대한 보상 방법을 고
려해야 하며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집과 생계를 잃을 수도 있
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그러한 손실 책임을
‘탐욕스러운 남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피
해야 하는 적대감이 야기될 것이다. 인도주의 구호 요건 및 종합적 통일 비
용을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 유지하고 한국 및 중국 양국의 경제를 와해하
는 대규모 난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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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고 직장을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업 소유권은 독일처럼 민영화 신탁 자금이 맡아야 한다. 이 자금은 모
든 북한 기업들의 추후 소유권을 관리해야 하며 이들 기업들(그리고 고용된
직원들)의 운영을 지속하면서 기업들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금융자본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한국 및 여타 회사들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인수 결정은 지불되는 금액과 추후 기업의 자립 경영을 위한 사업 계
획에 기반을 둬야 한다. 전적인 소유권 취득 과정은 3~5년으로 하여 외부 회
사들이 북한 기업들을 인수한 뒤 가치 있는 자산들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버
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은 북한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관심
이 없는 투기자들의 구매를 줄이도록 통일 후 10년 내 모든 기업 인수에 대
한 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광산 소유권 및 광물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지역에 최대 6조 달러에 이르
는 희토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10) 북한지역에 이와 같은 부
가 있다면 한국 정부는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길 희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광물 자원을 잠재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기업
들에 대하여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재산 소유권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통일의 시점에 토지와 건물들을 사
용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
와 같은 계획은 주택, 아파트 및 적당한 규모의 연관된 토지(텃밭과 같은)에
적용될 것이다. 집단 농장 및 이와 유사한 재산은 농부들에게 정상적으로 분
배되어야 하며 추후에 각자 독자적으로 농사를 지을지 아니면 협동 농장으
로 할지 스스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모든 재산에 대한 이와 같은 귀속 방법
은 통일 후 중요한 기간에 주민들이 집에 머무르도록 유도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자신들의 소유 재산에 3~5년
머무르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몇 주 이상의 부재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

10) 스캇 토마스 브루스(Scott Thomas Bruce), “6조원짜리 북한 문제,”The Diplomat, 19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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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이와 같은 승인이 없거나 해당 재산이 방치될 경우 소유권 기회
가 박탈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 재산(행정 건물, 공원 등등)의 소유권을 보유
할 것이며 거주민이 없는 지역(산악 지역, 저수지, 호수 등등)의 소유권도 보
유할 것이다.
당연히 모든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민영화 신탁 자금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귀속이 안 된 재산들은 매각할 수도 있
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정부 기관들이 사유지, 주택, 농장 및 여타 재산뿐만
아니라 몇 주 이상의 관리부재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 구조는 북한지역을 10년 이상 “특별 행정 구역”으로 공
식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하나의 국가에 경제 및 재산 문제들에 있
어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국을 의미한다. 언급된 조치들 중 일부는 논
쟁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민영화 신탁 자금의 창
설을 포함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전에 취해지
는 모든 조치들은 북한의 정부 붕괴에 대비함에 있어 한국의 준비상태를 향
상시킬 것이고 통일시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 주민들에
게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타 필수적 대비
북한의 소유권 문제는 몇 가지 기타 준비 사항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믿음과 기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소유권 문제의 결정은 한반도 통일과 관
련한 북한 주민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선전이 이러한 사
안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수십 년 간 북한의 선전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 체제가 붕괴하면 북한농
민들을 힘없는 소작인들로 만들려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지주(greedy, brutal
landlords)’의 귀환을 의미한다고 교육시켜 왔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동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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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에 관한 이야기에도 동독 및 러시아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한 것은 탐욕스러
운 지주라는 내용이 북한의 선전에 반복해서 나온다.11)

북한 내 소유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북한 선전이 거짓임
을 밝혀야 할 것이다.
최소한 한국이 주거지와 일자리를 강탈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 의해 촉발될 난민 대열의 증가는 방지해야 한다. 한국은 최소한
소유권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거나 전반적인 원칙을 설명하지 않고 대신 단
순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의 주요 목표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북한 내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물자, 장비 및 재정적 준비
북한 내 소유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행정 관료 조직이 필
요할 것이다. 조직의 직원들은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재산 소유권 처리 방
법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민영화 신탁 기금이 창설되면 신속
하게 업무에 착수하여 운용 가능한 자본이 부족하여 매각되기도 전에 파산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일단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영화 신탁 기
금은 북한 기업들이 양도될 수준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당
양의 자금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내 정치적 의견 일치 구축
북한지역에 관한 기존 지주들은 한국 내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강력
한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자산에 불이익이 될 한국 법
안 개정에 대한 논의조차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동독

11) 란코프,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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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로 들어 통일 이후 기업 및 재산 소유권 문제가 내포하는 함의와 해결
방안 및 결과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사안에 있어 기존의 북한지
역에 관한 지주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주도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
평해야하며 통일의 비용과 예상되는 통일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안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한국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아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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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대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북한 정부 붕괴 과정에서 개입 여부를 선
택할 수 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전력이 충분히 가용하지 못하므로 북중
국경 지역을 확보할 수도 없고 난민들의 이동을 통제할 수도 없다. 이것은
중국의 개입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난민 이동으로 인
해 중국의 개입을 자극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추정이나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 모두 이유
가 있다. 한미는 미래 어떤 시점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다. 북한 정부가 붕괴된 후 통일과업의 임무를 감당하기에 한국군의
규모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미래 특정 시점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는 중국이 개입할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중국 개입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개입을 유발
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도록 하는
요인들과 중국과 한미 동맹 간의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인들 완화 방안들과 함께 현 시점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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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입 요인
그림 9.1은 중국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일부를 보여주
고 있다. 좌측부분에 기술된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그림 5.1에 제시된
내용들이다.

그림 9.1 중국의 개입을 유도하는 상황들
한/미
중국개입요청

북한 난민
북한 범죄행위

한국군 부족

북한내 전쟁
중국 개입

한/미 개입

북한내 내란
북한WMD

중국 적대적
국경 우려

중국의
경제적 이권

중국 민족주의,
공격성

중국은 북한 난민들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다. 중국
이 우려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만주 지역에 이미 상당 규모인 조선
족이 더 성장한다면 지역 내 불안정 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이것이 만주
지역에 대한 한국의 개입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1) 또 북한 내 범죄 활동,
분쟁, 내란, 특히 그 여파가 중국으로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우려의 대
상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생존이 어렵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북한 내
파벌 조직들이 중국을 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

1) 제3장의 중국의 동북공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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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들은 제3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김정일의 다음 주장
과 일맥상통한다. 생존 불가의 상황에서 ‘나는 단언컨대 지구를 멸망시킬 것
이다. 북조선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I will be sure to
destroy the Earth! What good is this Earth without North Korea?).’ 2) 더욱이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파헤쳐지는 경우, 경로추적이 가능한 특정 외관으로
인해 공급원이 중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또 이를 한국 및
미국이 문서로 입증할 경우 중국은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북한에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 비용을 지불하고 확보한 북
한 광물 자원, 북한 항구들에 대한 권리 등이 그것이다.
한편, 중국은 그림 9.1의 우측에 명시되어있는 이유들로 인해 개입을 결
정할 수 있다. 먼저 제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미 양국은 중국의 개입을 요
청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군의 규모가 너무 축소되어 한미 양국이 북한을
확보하고 안정화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그러한 경우다. 이 문제는
중국과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중국
은 독자적으로 개입을 결정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군의 군사적
개입이 불충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라크 내에 만연했던 사태보
다 더 심각한 혼돈상황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국은 개입
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미 양국이 이미 개입했다는 단순한 이유
를 핑계로 개입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접경 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적대적
인 세력(특히 미군, 그리고 한국군도 포함될 것이다)에 대한 자국의 우려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민족주의와 공격성도 개입을 유
발할 수 있는 요인이며,3) 이것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또는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나타난 중국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정부 붕괴 이후 중국의 개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2) 김현식, 2008.
3) 제3장에서 언급된 동북공정은 북한의 일부 지역이 중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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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미 양국과 충돌을 초래하거나 한반도 통일을 저지하겠다고 중국이 결
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림 9.2 참고). 중국과의 충돌은 우연한 돌
발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가
장 농후하다. 이러한 돌발 상황이나 상황의 격화는 한미 양국군이 중국 국
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지역으로 깊숙이 중국군을 투입
하기로 결정을 내릴 경우 또는 중국의 민족주의와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려
는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충돌은 한미 양국이 중국의 전
략적 혹은 전술적 의도들을 파악하지 못하여 양측이 상충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도 하다. 중국이나 한국과 미국이 격화 과정의 각 단
계에서 자국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비용 대 이익 분석을 적절하게 실시하
지 못함으로써 충돌이 격화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
들은 중국이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쪽으로 결론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림 9.2 중국과 충돌 또는 통일을 반대하게 만드는 상황들
중국 적대적
국경 우려

한국 분명한
개념 부족
중국과 충돌
과업 기술 부족

중국의
민족주의, 공격성

단계선 부족
중국의
목표 불분명
중국의 불완전한
비용/이익 분석

중국 논의 불원
중국 통일 방해
협조 채널 부재
주: 굵은 선은 강한 영향력, 가는 선은 약한 영향력을 나타냄

한미 양국이 이러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분명한 개념이 부
재할 경우 중국과의 충돌이 유발될 수 있다. 양측이 북한 영변원자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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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상 목표들을 향하여 돌진할 경우, 누가 어느 지역을 담당할 것인지 배
분하는 분리선이 없음으로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양측이 넘
지 않기로 동의하고 분리선을 설치한다면, 양측이 동일 지역에 동시 접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리선을 구축하는 것은 아마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
국이 군사 작전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중-한-미 간 협조 수단이
부재할 경우에 더욱 그럴 수 있다.

중국 개입 가능성
중국은 한국전쟁에 3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하였다. 여기에는 60만
명 이상의 민간인 노무자들도 포함되어 있다.4) 물론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더 이상 한국전쟁에 투입한 방대한 병력을 지원하는 그런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전 병력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병력 이동 없이는 북한 내 작전에 투입될 수 없다.
도표 9.1은 가능한 시나리오 하에서 중국이 북한 내 작전에 투입 가능한
지상기동 부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도표는 중국이 북한과 인접하고 있
는 선양(Shenyang) 군구에 기동 전력으로 8개 사단 규모의 비교적 제한적
인 인민해방군 병력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양군구의 전력은 3개의 집단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5) 중국 정부는 2
개 가량의 집단군을 북한에 투입하고 러시아의 잠재적 행동에 대비하여6) 나
머지 1개 집단군을 후방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2~3개 집단군

4) Xiaobing Li 참조, A History of the Modern Chinese Army, Lexington, 켄터키:켄터키 대학 Press, 2007,

pp. 110-111. 또한 Ron Brackett 참조, “한국: 잊혀진 전쟁 1950-1953: 질문과 답변,” St. Petersbug Times,
2003.7.20.
5) 미국방장관실, 의회 연례보고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 및 안보 발전 2012, 워싱턴 D.C.: 미국방부, 2012.

5,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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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1 북한 개입 시 중국 인민해방군 대 한국군의 전력
현역 복무 병력
중기갑 사단

보병 사단

누적 사단 개수

누적 인원

병력
중국
선양 군구지역

3-2/3

4-2/3

8-1/3

250,000

+베이징 군구지역
+지난 군구지역
+난징 군구지역

6
4-2/3
17

2-1/3
1-1/3
3-2/3

16-2/3
22-2/3
29

550,000
740,000
990,000

육군+해병대, 2013
육군+해병대, 2022

6-1/3
6

20-1/3
10-2/3

26-2/3
16-2/3

528,000
415,000

한국

출처: 중국군은 IISS, 2012, pp.238-240; 한국군은 한국 국방부, 국방백서, 2010, p.340, 그리고 저자의 인터뷰.
a. 현역복무병력 계산은 기동사단을 1, 기동여단을 1/3로 하고, 특수전 부대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b. 중국군 보병사단에는 15공정군단의 3개 사단은 포함시키지 않았음.

(사단 5~8개와 동일한 규모) 규모의 전력은 북한에 제한적 완충 지대, 예컨
대 50~100 km 폭을7) 형성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물론 이 폭은 북한의 군사
협조 혹은 저항, 중국이 감당해야 할 난민의 수 및 완충 지대를 침투하여 중
국에 유입될 피난민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8) 특히 북한군(특히 예
비사단들)이 중국군의 개입에 완강하게 저항할 경우, 2~3개 집단군 규모의
병력은 북한 내 위험 지대에 배치하기에 너무 적을 수도 있다.9) 그러나 중

6) 러시아가 이러한 와중에 북한에 개입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러시아는 라진-선봉항과 청진항으로 이어지

는 중국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것이다. 중국의 동북영토라는 미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항구는 지극히 중요하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 병참선을 차단하기 전에 신속히 군사력을 투사하려 할 것
이다. 결국 일개 집단군이 러시아의 전진을 억제하기위해서 측면으로 전개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간
충돌은 아주 현실적이다.
7) 최근의 컨퍼런스에서 Cheng Xiaohe 인민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개입시 100 km 완충지대에 대하

여 언급하였다.(Cheng Xiaohe, “난민과 이웃,” 패널세션, 아산 Plenum 2013; day 2 세션 비디오), 그리고
그의 토킹 포인트(Cheng Xiaohe, “난민과 이웃,” 토킹 포인트, 아산 Plenum 2013 서울, 2013.5.1)는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세 가지 북한 붕괴 조건을 제시하였다.
8) 그러한 피난민 통제는 중국인민군경찰이 담당할 수 있으나 이들을 배치하기에는 북중 국경선은 너무 길

게 신장되어 있다.
9) 이것은 중국군이 패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손실이 클 것이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전투에 치중하면서 동

시에 난민을 관리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민군경찰이 이를 담당한다 하지만 피난민 수가
적을 때 가능한 일이다(그 숫자가 수십만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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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지지하는 특정 파벌의 통제 하에 있는 북한군이 군사적 협조를 제공할
경우, 선양 군구 전력으로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
나리오다. 그러나 파벌 간 동맹 구도는 변할 수 있으므로 중국은 이러한 개
입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이며, 북한의 태도
가 변할 경우에 자국의 병력을 신속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진입 거리를
한정할 것이다.
중국이 평양 이북 지역 혹은 그 이상 지역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추가적
인 병력들을 투입하고자 할 경우, 도표 9.1에 명시되어 있듯이 다른 군구로
부터 병력들을 전방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병력들을 이
동시킬 준비가 적절하게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이동을 실시하기 위해 상당
한 규모의 철도 교통뿐만 아니라 많은 트럭들을 전환 운용해야 할 것이고,
이런 변화들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거나 부재할 것이므로 이동은 더 지연될
것이다. 1개 사단을 동원하고 이동시키는 데에 수주가 소요될 것이며, 다수
의 사단의 경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병력 이동
은 눈에 띌 것이고 주목의 대상이 되기 쉽다. 게다가 중국은 어느 군구 지역
이라도 인민해방군 전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을 주저할 것이므로, 도표 9.1에
명시된 누적 통계들은 중국이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병력 수보다 많은
것이다. 일례로, 선양 및 베이징 군구를 합친 인민해방군은 약 17개 사단 규
모의 지상기동 부대를 제공할 수 있으나,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투입할 용의
가 있는 규모는 이들 중 약 14개 사단 정도가 될 것이다. 이 규모의 병력은,
북한이 협조할 경우, 평양 북쪽의 대부분 지역들을 장악하는 데에 충분할 수
있다. 중국이 7개 군구 가운데 4개 군구에서 병력을 동원한다면,10) 29개 사
단 규모의 인민해방군 기동부대를 북한 내 작전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5개 이하의 인민해방군 기동 사단 병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더 높
다. 이 규모의 병력으로도 북한의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북한 전역을 점령하
고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약간의 저항을 해 올 경우에는 북

10) 다른 3개 군구는(관저우, 청두, 란저우) 한반도로 부터 너무 멀고 다른 국경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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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점령하되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한편, 도표 9.1이 보
여주듯이 한국은 현 시점에서 26개 기동 사단 규모의 육군 및 해병대 병력
들이 가용하므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을 장악하고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표 9.1에서 중국의 3개 공정사단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 공정사단들
은 중국이 평양 혹은 평양이남 지역까지 점령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상부대
진출에 앞서 예컨대 평양 공항 같은 지역으로 북한 깊숙이 투입할 것이다.11)
중국은 이 지역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공정사단들을 비교적 안전하고 신속
하게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베이징(Beijing) 군구 전력이나
지난(Jinan) 군구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병력들까지 북한과의 접경 지역
에 사전에 전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군사력 투사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
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공정부대 투입은 평양공항으로 접근을 도와
주는 북한 파벌의 지속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 중국 지상군이 평양공항까지
병참선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파벌의 지원을 상실할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제1공수사단이 마켓가든 작전에서 직면한 난관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 상황은 미국 영화 ‘머나먼 다리'에서 잘 묘사되어 있
다.12) 이러한 위험이 있으므로 중국은 지상군이 북한으로 깊숙이 전진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평양공항으로 공정부대의 전방 투입을 시도할 것이다.
도표 9.1은 2022년 어간에 예정되어있는 한국 육군의 감축 상황을 보여
준다. 한국 지상군이 16개 사단 규모로 축소되면, 한국군 역시 북한군의 상
당한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점령 및 확보하려는 북한 지역들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

11) 여기서는 평양 공항이라 칭한다. 정식 명칭은 순안 국제 공항이다.
12) 이 상황에서 고도로 훈련되고 매우 능력있는 영국 공정 사단은 기갑전력과 포병으로 증강된 독일군에게

포위된다. 영국군은 80%의 사상자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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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할 것인가?
제3장에서 북한 붕괴 시 중국이 인식하는 심각한 안보 과제들에 대해 논
의하였다. 과제들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중국이 개입을 신속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과 미국보다 신속하게 개입한다면 그
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적 요소들 때문이다.
• 중국 정부는 북한 내 정세에 관련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을 것이므로, 2가지 방식으로 보다 정확한 북한 정부 붕괴 가능성
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1) 김정은에 대한 북한 특권층 간의
불만 수준과 김정은을 겨냥한 행동(암살 등)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
확한 정보 보유, (2) 김정은 암살 이후 사건의 전개를 보다 밀접하게
추적하고, 따라서 북한 정부 실패 진행 단계들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
할 것이다.
• 이러한 정보는 개입이 필요한 시점을 결정하도록 중국 정부에 신호를
줄 것이다. 북한의 붕괴가 중국에 미칠 심각한 위협들을 고려하면, 중
국 지도부는 한국보다 더 쉽게 개입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가 한국이나 미국 정부보다 신속하게 더 일찍 개입할 수 있는 기
회는 이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중국은 북한에 관련된 정보로부터 신호를 수신한 직후, 최소한 선양군
구 병력들을 동원하고, 이 전력들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지역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함에 있
어 극도의 절박감을 느낄 것이다. 중국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스스로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하겠지만, 그 보다도 절박함의 주된 요인은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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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량살상무기 시설들에 투입되기 이전에 해당 지역들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중국이 희망하는 바로는) 미군이 중
국 국경 인근 가까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 중국은 북한 파벌들의 행동들과 (특히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
여) 한미 양국의 행동들로부터 자국민들 및 자국의 북한 내에서 경제
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
규모 투자를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즉
각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면 한미 양국군이 도달하기 이전에 다수의 투
자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즉각적으로 한미 양국이 행동하기 전에 행동을 취할 것이
라는 보장은 없으나, 그럴 공산은 매우 높다.

중국 개입 관련 방침
한미 양국은 북한 붕괴 시 중국의 개입을 거부할 만한 군사적 역량을 발
전시키지 못하였다. 한국은 그러한 군사적 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 5~6개
의 공수 사단을 창설하고 이들 공수부대들을 중국 국경 직하에 위치한 북한
지역으로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들 부대는 그
지역에 포진하여 주로 북한 난민들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위협들을 차단
함으로서 개입에 대한 중국의 주요 동기들을(모든 동기들은 아니겠지만) 제
거해야 한다. 또한, 이들 한국군은 중국 개입에 대응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13)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전력을 창설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은 중국에게 북
한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과 미국은 중국의 개입에 대응할 준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것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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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경우 한미 양국은 심지어 중국의 개입을 초청해야 할는지도 모른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관리하기에 불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앞서 도표 9.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한
국군 감축이 수년 내 야기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나, 개입 동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개입하는 방
안을 가능성 있는 방책으로 선택할 공산이 크다. 한미 양국은 제3장에서 다
루었던 부정적 결과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들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이
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의 준비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들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중국은 자체적인 전략적 목표들을 선정할 것
이다. 다음은 중국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책들이다.
1. 중국은 북한의 어느 파벌을 북한 정부로 인정하고, 북한의 신정부로서
그리고 북한 전역에 걸쳐 유일한 합법적 권력기관으로서 지지를 표할
수도 있다. 그 파벌이 약할 경우, 쉽게 괴뢰 정부를 수립하고 중국군이
지원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중국은 방어 목적으로 북한 내 특정 지역들을 확보하였다가, 한국 정
부가 이 지역들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
에 즉시 한국에 이양하여 한반도 재통일을 허용할 수도 있다.
3. 중국은 통일 후 한국의 형세 및 조건들에 관한 협상에서 최종적인 협
13) 실제로 이 부대는 인계철선 그 이상의 역량이지만 매우 취약하다. 중국은 보도에 의하면 6개 사단(이중

3개는 중사단)에다가 7개의 전투여단(2개는 중여단)을 3개의 집단군 안에 가지고 있고 선양군구에 기타
전력을 북한에 인접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 모든 전력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대비 없이
군구를 떠나는 것이므로 있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5~6개 한국군 공정사단은 이들과 대적하기는 부적
절하다. IISS, 2012, pp. 238-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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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북한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고수할 수
도 있다.
4. 중국은 북한의 주요 지역들을 확보하고 이 지역들을 중국의 새로운
성으로 합병할 수도 있다.
첫 번째나 네 번째 방책에서 중국의 의도는 본질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영토 통제권을 확보하고(특히 동해의 항
구들) 그 영토 내 광물 자원 및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범죄 활동과 내란에 대응하면서 통
제 하에 있는 영토를 안정화시키고 재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들은 당연히 한국 국민들을 격분시킬 것이며 경
제적 및 군사적 측면에서 분쟁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중국이 첫 번째와 네
번째 방책을 추구한다 해도 한국은 북한에 개입하여 북한 영토 일부를 통제
할 수 있으며, 이때 중국은 북한의 주권적 영토로부터 한국의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에, 세 번째 방책에서는 중국의 개입은 한시적인 것으로 한
국이 북한 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중국이 판단하게 되면(해당 시점은
또한 한국 정부가 선호하는 시점일 것이다) 장기적 과제들을 한국에 이양하
고 물러나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은 중국이 개입 시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것
이다. 중국이 어떠한 방책을 택한다고 선언한다 하여도 실제로는 다른 전략
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고, 아니면 상황의 전개에 따라 전략적 목표를 수정
할 수도 있다. 일례로, 중국이 초기에는 세 번째 방책을 택하였으나 한국이
스스로 점령한 영토를 안정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국은 한국에게 나머지 북한 영토들을 이양할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어쩔 수 없이 첫 번째나 네 번째의 전략적 목표들로 전환할 수도 있다.
역내 안정이 중국의 기본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주요 지역들의 합병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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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하여금 단기간에 안정을 확립하도록 단지 한국을 도와주는 것일 뿐
이라고 선언하도록 하여 인근 국가들의 이익을 염려하는 진정한 역내 강대
국으로 보이도록 연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들은 한국이 확보한 북한 지
역에서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기를 기대하면서, 그럴 경우에 목표를 변경하
고 북한 영토를 합병하고 북한의 특정 파벌을 지지하는 행위를 표면적으로
정당화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한국 및 미국의 목표
한국은 북한 정부 붕괴 시 중국의 개입을 방지할 역량도 없고 방지하기
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의 방식처럼 중국과 긴밀
한 동맹관계를 맺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중국의 개입과
개입이 초래할 효과들을 조성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동맹국인 미국과 반드
시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정하건데 한국이 집중해야 할 4
개의 핵심 목표들이 있다.
• 중국군과 충돌을 피한다. 중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가능한 최대한의 북한 영토를 확보한다. 통일로 가는 한국의 지렛대이다.
• 한미 양국의 안정화 역량을 과시한다. 이것은 제5장에서 제8장까지
논의한 행동들을 취할 것을 시사한다.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확보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 한
국,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이 선택한 특정 파벌이 북한의 신정부로 부상하여 북
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
리고 한국이 북한 영토 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면 중국
이 곧바로 북한 영토를 포기하고 한국에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군은 해당 영토로부터 철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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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고려한 한국 및 미국의 전략 구상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북한 영토를 얼마만큼 통제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
다. 북한 정부 붕괴 후 중국이 북한 영토 대부분의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방
치할 경우,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좌절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불행
하게도, 한미 양국은 중국 정부의 개입 목표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러므로 양국은 한반도 통일 성취를 위한 최대의 지렛대를 차지하고자, 상대
적으로 더 많은 북한 영토를 확보하려고 중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14) 특
히 한국은 중국이 평양 이북 지역 대부분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평양을 한반
도 통일의 상징으로 확보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중국이 평양 이북의 영토만
통제하게 될 경우, 특히 식량 측면에서(북한 내 식량 대부분은 평양 이남에
서 생산된다)는 생존 가능한 독립 국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선택을 한정시킬 것이고 완전한 한반도 통일
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평양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접경선
에서 군사력 대부분을 출발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의 전방 방어 체계는 신속한 공세로 전환이 가능하다. 중국은 다른 군구들로
부터 오는 병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근접한 선양 군구의 병력들조차
이러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불변의 이점은 아니다.
즉 한국이 북한 정부 붕괴 직후 신속한 개입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
점은 상쇄될 것이며, 중국은 북중 국경에 군사력을 배치할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과 북한 인사들과의 관계는 상황을 중국에게 유
리하게 전환시키고, 북한 내 1개 이상의 파벌들의 협력을 제공받아 중국이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조적으로,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제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이 북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
동들을 온전히 이행하기 이전에는)한국은 전투를 하면서 북쪽으로 진출해
야 하므로 북한의 협조를 받는 중국보다 훨씬 더딘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14)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비슷한 환경에서 미국과 연합군은 러시아와 베를린 통제를 경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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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러므로 북한 정부의 붕괴 직후에 신속하게 북한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개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비용이 방대할 것
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조기 개입이 가능토록 하기위해서는 한국 사회는 북한 정부 붕괴
를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하고, 그러한 논의를 통하여 붕괴가 발생하면
한국이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이 보유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영토 대부분을 상실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지리적 이점은 중국이 평양공항이나 북한 내 유사
한 종심지역에 공정부대를 투입할 경우에도 상실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부대 투입은 북한의 협력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평양
공항 주변의 북한군이 중국군의 진입에 저항할 경우, 이 투입작전은 실패
할 수 있고, 중국군은 심각한 병력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이 위
험을 감수할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군이 아직 개입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
록 준비하고, 평양 탈취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기 위하여 전진을 가속화해
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투입 역량을 상쇄하기 위하여 (중국군이 평양공항에 병
력을 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들 일부를 상쇄하기 위하여) 전방에 위치
한 북한 공항에 상당수 보병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한국군 자체의 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 북한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제법 진전된 경
우라면, 한국은 평양공항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들로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획득하고 병력들을 공항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해서, 한미
연합 해병대 병력들은 북한의 서해안을 따라서 아마도 평양공항 바로 북쪽
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병대 상륙작전은 양륙함정들
을 작전 지역으로 배치하는데 상당한 준비 시간이 소요되는 작전이므로, 북
한 정부 붕괴를 기다리기 보다는 북한이 불안정 징후를 보일 때 한미 연합
군의 상륙 양륙함정들을 언제라도 이동시킬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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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 개입의 효과 조성 및 완화
북한으로의 개입은 중국에게나 한미 양국에게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개입 시 잠재적 결과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과 한
미 양국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므로, 결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성
및 완화하는 방법은 상호 개입에 대하여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다. 저자의 이
러한 제안은 많은 독자들을 경악시키고, 심지어 한국 내 일부 인사들을 불
쾌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 헌법은 북한을 한국의 일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북한으로의 중국의 개입은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입은 막을 수도 없고 어쩌면 필
요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이 실제로 개입할 경우, 한미 양국과의 협력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입한다면 어떠한 방안들보다도 위험요소들을 낮출 수 있
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중국은 한국 및 미국과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대
체로 거부해왔다. 어찌되었건 북한은 중국의 동맹이고, 그러므로 중국은 동
맹국의 소멸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꺼려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북한의
도발 행위들의 영향으로 중국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
여 긍정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15) 그러므로 현 시점이야 말로 대화를 시
도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실제로 그러한 대화는 이미 진행 중일는지 모른
다. 민감한 주제에 관한 대화는 공개적 대화보다는 비밀 대화가 바람직할 수

15) 한 보고에 의하면, “Deng Yuwen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언론지인 Study Times 부편집장인데 Financial

Times지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 포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양을 포기하는 최선의 방식은 남한과
통일을 용이하게 하도록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최형규와 김혜진, “‘평양을 포기하라,’ 중국 내부인사
가 말하다,” 중앙일보, 2013. 3. 2). 다른 보고에 의하면,
예비역 소장인 Luo Yuan은 저명한 외교정책 매파인데 기사에 쓰기를 “과거에 당신이 동무이던지 전
우이던지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의 국익을 해친다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핵으로 무
장한) 북한이 공격이나 또는 정권 붕괴에 휘말리게 되면,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
것은 중국의 외진 곳에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만들 것이다.
“중국 국가 미디어 북한 정권 내부 붕괴를 암시하다,” 조선일보, 2013. 3. 11.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

330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도 처음 시작 시점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가기 전에, 한미 양국은 중국에 관한 사고를 조율하고, 중국과 함께 작전
하는 것에 대비하여 연합 개념 및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사
이에 긴밀히 합의한 접근방책만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최대치의 지렛대 역
할을 할 것이다.
중국과 한미 양국의 협력적 개입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양측의 군사력
이 실수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주요 부대들이 평양을 탈취하
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진군하고, 특수부대들이 주요시설 부근에서 (영변 핵
시설 같은) 작전을 수행하며, 공군작전과 방공작전 간 상호 작용을 하고, 양
측이 확보한 지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활동들을 제압하려 할 때
충돌을 빚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책
은 중국군과 한미연합군을 분리하는 분리선을 정하여 중국군은 분리선 이
북에, 한미연합군은 분리선 이남에 주둔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이 분리
선은 육군, 공군, 해군 및 특수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군에 적용한다. 이 접근
방법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냉전 시대 내내 독일을 조각낸 전례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최소한 종국적으로 북한에서 군대
를 철수시킨다는 중국의 동의와 해당 동의안의 조건들을 비준하는 유엔안
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얻
어내는 데, 특히 중국이 동의안 시행을 지체시키려 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한국이 보유한 전진 배치의 이점을 상쇄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분리
선에 관한 합의와 규정을 북한의 붕괴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16)
그림 9.3에 가능한 분리선 3개를 제시하였다. 물론 그림에 제시되지 않은
16) Michael Finnegan에 의하면,

조기 토의--불안정 사태가 분명해지기 훨씬 전에 이루어지는-- 사태의 해결이 결코 중국의 손해가 아
니며,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으로 하여
금 확신하도록 하는 토의는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
하여 경쟁적이지 않고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Michael Finnegan, “Preparing for the Inevitable in North Korea,” PacNet 28B, Pacific Forum CSIS, 200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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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선이 선택될 수도 있다. 첫 번째 분리선은 북중 국경으로부터 50km 이
남에 위치하며, 북한의 협조를 어느 정도 획득한 선양 군구 부대들의 역량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분리선은 평양 이북에 위치하며, 이는 한국이 확보
하기를 희망하는 최소한의 영토일 것이다. 세 번째 분리선은 평양과 원산의
중심을 관통하면서 이 도시들을 분할한다.

그림 9.3 중국과 가능한 분리선들

50km

평양 이북
평양

한국이 북한 붕괴 직후에 신속히 개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양 이북”
선은 그런대로 괜찮은 합리적 분리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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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지대만을 희망하고, 한국이 그 이남 지역을 통제할 충분한 전력을 보유
하고 있다면 “50 km” 선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협력
을 획득하고 평양공항에 조기 진입한다면 한국은 “평양”선을 받아들이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이 평양공항 인근에 주둔한 북한군의 협력을
획득하고, 그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전투력 투사 역량을 보유하거나, 혹은
한미연합군이 북한 서해안에 즉각적인 상륙작전을 전개할 경우, 한미 양국
은 “평양 이북” 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리선 협상에 추가하여 한미 양국은 교전 규칙에 관한 협상도 진행되
기를 바랄 것이다. 일례로, 한미 양국은 중국 측이 점령한 북한 영토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신속히 확보하되 중국이 합법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특정
파벌에게 넘기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핵 확산 방지 조약 및 여타 대량살상
무기 통제 조치들에 대한 위반행위이다). 북한의 한 파벌이 한국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면, 중국이 탄도미사일과 발사기들을 신속히 확보
하여 발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한미 양국은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
도 중국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은 개
입 초기에는 미사일기지까지 멀리 전진하지 못할 것이므로 책임 있는 쪽에
서 공중투입이나 공중타격으로 그 위협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방으
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때문에 협력적인 노력 과정에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양측 간
직통선으로 연결된 ‘해결 위원회(Resolution Board)'를 창설해야 한다. 위원
회는 양측의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북한 개입 관련 동의안을 이행하
는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양측의 정치 지도부는 양측의
해결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제기된 문제들을 신속하게 반응 처리하도록 압
력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협력적 개입이 파기되는 위
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일례로, 북한 내 어느 파벌이 한국의 한 도시에 미
사일을 발사하였고, 하루 후에 제2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중국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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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국과의 협력은 양측에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
로 끝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생명이 신뢰성 있는 협력의 이행에 달려있으
므로 동의안 이행 실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해결
위원회는 양측의 분리선 횡단뿐만 아니라 한 쪽의 중국군 부대들과 다른
쪽의 한미연합군 부대들 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충돌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동의안 협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또 다른 사안은 러시아의 개입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북한 붕괴 사태에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러시아가 소규모로 개입하더라도 중국과 북한 항구들(라진과
선봉) 간의 병참선을 차단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영토 내
항구들로의 접근 허용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으나,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당 사안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
으나, 이 사안이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감안해서 상충하는 이해관계
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선에 의한 단기적 영향들
중국이 북한 내 일부 영토를 통제할 경우, 최소한 당분간 중국은 인도주
의적 지원, 군 동원 해제, 기타 사안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
이다. 한국은 중국과 합의한 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북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대우함에 있어 기준 확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는 특히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은 이 사안에서 본
질적으로 2개의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분리선 이북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수품들만 충족시키거나, 한국과 미국이 그 지역 안
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물론 2개의 방안의
조합 역시 가능하다. 중국이 특히 한미 양국이 중국의 개입을 권유하고, 분
리선 이북의 영토 안으로 한미의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희망할 경우, 중국
은 분리선 북쪽으로 구호품을 전달할 항공기 및 선박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구호품을 전달할 한미 양국의 트럭들과 운전요원들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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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도 원하게 될는지 모른다. 이 모든 사안들은 개입 이전에 논의되어서 적절
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개입한 후 한미 양국의 항공기 및 선박들은 분리선 이남
으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위치에서 머물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이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은 분리선 이북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적으로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중국은 2008년의 북한
인구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분리선의 위치를 감안하면서 1일당 제공해야
할 구호품의 물량을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분리선 이북에 거주하는 주민
들에 대한 1일당 필요 구호품 수송소요량을 파악하고, 비축해야 할 식량의
공급량, 예를 들면 3개월 치 분량의 식량을 파악하여 북한 붕괴 이전에 구
호품의 물량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산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중
국의 준비에 대하여 환영하고 중국의 이러한 준비를 중대한 국제적 책임들
을 지는 진정한 강대국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후
에 한국과 미국은 3개월 치 분량의 식량과 같은 구호품을 한국 내에 비축함
으로써 중국에게 선례를 보여 주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요구되는 구호품
물량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원조를 지연시키지 않고자 하는 것
이다.

중국의 장기적 철수
분리선에 관한 계획들에는 중국의 북한 영토로부터의 철수 조건들이 반
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자기들이 점유한 영토를 한국에 이
양하기 이전에 분리선이남 지역들 내 한국이 달성한 안정화 정도를 파악하
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및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
공을 규정하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기를 원할 것이고, 중국이 이 조건들을 충
족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은 철수하고 대신 한국이 그 역할들을 담당토록 할
것이다. 중국은 단계적인 철수를 원할 수 있다. 예컨대 ‘50 km' 선까지 철수
하면서 북한 난민들 통제를 북한 영토 내에서 확실히 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철수에 대한 결정들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북한군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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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해제,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관련하여 매우 명
백한 요구조건들을 적시하고자 할 것이다. 명백한 요구조건들은 역할 수행
의 전환점을 식별하고, 중국군의 철수를 개시할 전환점을 식별하는데 필요
할 것이다. 한국은 당장 동의안의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현재 비밀리에
이미 작성 중에 있을 수도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중국과 협상하기 이전에
그 접근방법에 대하여 미국과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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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대비 전제조건

어느 날 북한 정부가 급작스럽게 붕괴된다면, 이는 한반도 통일뿐만 아
니라 심지어는 한국의 존속도 위협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엘리트와 권력 계층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 반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부 붕괴와 통
일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여, 어쩌면 수 십 년이 될 수도 있는 기간
동안 지속해야 한다.
그 대비에 필요한 핵심 과제들은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과제
들은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우려 해소, 예측되는 인도주의적 재난 해
결, 북한군 및 보안 담당 기관의 해체와 해당인원들의 전역, 재산 및 인권의
관리, 그리고 북한 정부 붕괴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들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
과의 협조 등이다.
그런데, 북한의 붕괴 및 이로 인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선행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 그 첫째는 한국 정부가 국민
들로 하여금 앞서 서술된 문제들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 대비에 있어 상당한
내부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이 경우 북한에, 특히 북한의 엘리트 계층
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한국 정부가 북한 지역을 확
보하고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발
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현재로는 한국이 이러한 대비에 충분한 군사력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2020년경에는 인구의 변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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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령층이 감소하게 되고 이 때문에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할 수
도 있다.

북한의 붕괴 대비 관련 국민 설득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북한 정부 붕괴와 이후의 한반도 통일이 좋은 상
황인지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통일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실제로 재정적인 비용이 수 조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이 붕괴 및 통일 후 최초 5년 간 소요되고 이후 수
십 년간 지속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3
장에서 서술된 부정적인 결과들은 해결이 매우 어려운 과제들로서 국민들
이 인식하는 통일 이후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
일에 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인가? 이 질문은 가
능성 있는 시나리오 전반에 걸쳐 묻고 답을 구하여야 한다.
북한 정부 붕괴는 시간의 문제
현실적으로 북한의 붕괴는 수사적으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 2장에서
서술하였듯이 북한 정권은 실제로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북한 정권
이 붕괴할 것인가 여부가 아니라 붕괴의 시점이다. 이는 북한 붕괴가 막연하
지만 가까운 시점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달, 아니면 내
년에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정부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도 있으나, 분단된 상황에
서 북한 주민의 궁핍한 생활, 내전, 범죄자 등이 포함된 다수의 북한 난민 유
입, 중국 개입 등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한국 국민들이 이를 무시할 수 있으
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사실 북한 정부가 언제 붕괴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동
독 정부가 실패하였던 당시에 동독 정부 붕괴가 그처럼 곧, 빨리, 순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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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리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극소수였다. 북한 정부의 경우에는 내부 상
황이 대외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붕괴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
하기가 더욱 어렵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김정은이 암살되고 나머지 지도
부가 여러 파벌로 갈라지는 상황에서는 급작스럽게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
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이미 한 번의 암살 시도를 겪었다.1) 그러한
소문이 사실이던 오보이던 간에 김정은과 그의 지지 세력은 암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상태로 가는 것 보다는 북한 붕괴에 대
한 적합한 대비를 진행해 간다면 통일비용은 매우 낮아질 것이란 점이다. 특
히 4장에서, 부분적으로는 5장에서 9장까지 다루었던 행동 조치들은 심각한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용 비교 등의 내용에 관해 국가 지도층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붕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은 3장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전환 전쟁의 일
환으로 한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할 수 있다. 그러한 침략과 북한 정부 붕괴
는 매우 근접해서 병행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정부는 그러한 북
한의 침략을 신속하게 저지하고, 반격하여 남아있는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
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이 경우 북한 정부 붕괴 시나리
오에 비하여 한미 연합군과 북한군 사이의 적대감 수준은 더욱 높을 것이지
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 결과는 4장에서 9장에 걸쳐 서술된 사항의 이행 여
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대비를 한다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과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작년〔2012년에〕권력 투쟁 과정에서 암살 기도에 직면하였다” (장세정과 서묘자,

2013)
2) 김정은 주변에는 중무장한 제복의 경호원들이 보인다. 그의 아버지와 다른 행태이다. 참조, 이종영, “김정

은 경호원 커다란 총을 가지고 나오다,” 중앙일보,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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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들 중 일부는 통일 준비를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는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반대하는 이들은 통일 준비를 이유로 북한 정권을 궁지로 몰
게 되면 더 많은 도발을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이
들은 또한 이러한 대비를 하는 것이 북한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두
려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주장하였듯이 북한 붕괴가 향후 어떤
시점에선가는 발생할 사건이라면 붕괴를 대비하는 일은 붕괴 시점을 좀 더
앞당기는 것이지, 붕괴를 촉발시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
아 붕괴를 앞당긴다면 북한 정권의 수탈 및 남용을 좀 더 빠른 시점에 종결
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 붕괴를 촉진시키는 것
에 반대하며 통일 비용 지불 상황을 자신들의 생애 이후로 연기시키고자 하
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통일 준비
또 다른 예상 가능한 미래는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이다. 이는 북한 정부
붕괴에 앞서 발생할 수 있다. 2013년 여름 현재, 북한이 핵무기 및 그 외 핵
심적인 사안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3) 그러나 수년 후에 한국은 평화적으로 통일 될 수도 있다. 그
렇다면 북한 붕괴를 대비하는 일이 평화적 통일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북한 정부 붕괴 이후 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사안들 중 대부
분은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데도 필요한 것들이다. 평화적 통일 상황에서
도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미래, 인도주의적 위기, 군사 및 공안 기관 해체,
대량살상무기 제거, 재산권 분쟁 해결 등에 대하여 우려할 것이다. 평화적
통일 상황 하에서는 경제력이 주도적 사안이 될 것이므로, 한국 내 산업, 경
3) 대한민국은 비확산조약(NPT) 회원국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적 통일이라면 그 이전에 북한은 핵무기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 대변인 격인 조선 중앙통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북
한의 핵무기는 ‘수십억 달러’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보물’이다.........그것은 평양을 무장해제 시키려
는 의도의 회담장이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정치적 흥정물도 아니고 경제적 거래물도 아니다.’”(Foster
Klug,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re a ‘Treasure,’”USA Today, 20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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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 외 지도부 등이 북한 쪽 상대편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평화적 통일 이후 상황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한 정부 붕괴 후 올 수 있는
한국의 북한 흡수 통일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다. 북한 정부 붕괴 상
황과 관련하여 앞서 4장에서 9장까지 논의된 방안을 우선적으로 준비한다
면 평화적 통일은 위험 및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연성 있는 미래 양상 예측
남북은 통일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북이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북한 정부가 붕괴되
고 있으나 한국은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상당 기간 북한 내 무정부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혹은 붕괴가 발생하고 중국이 개입하여 북한 지역
상당부분을 확보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점령한 북한
지역을 자국의 새로운 성으로 편입하거나 북한 내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하
여 통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로 보기
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 건의된 방안들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 상황에서도 남북 간 적대 수준을 낮추기에 유용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또한 5장에서 언급된 준비 방안에 근거하여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만일 한미 정부가 중국에 대응해야 할 경우, 9장에
서 제안된 방안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6장에서부터 8장에 걸쳐 제안된
방안들은 관련성이 좀 덜할 수 있으나 북한 내 재래식 전력의 감축 과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요약하자면, 4장에서부터 9장까지 제안된 붕괴 대비 준비사항들은 여기
에서 논의한 시나리오들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특정 시점에
서,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북한 정부 붕괴가 통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현
실화된다면 위험 및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시나리오

343 • 10장 붕괴 대비 전제조건

에서도, 제안된 준비사항들은 긍정적 효과를 보거나 최소한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 및 국민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잘 인
지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대비를 소홀히 하면 향후 전개될 미래
시나리오에서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사
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미래 상황을 염두에 두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
유사한 대비 방안으로 여러 가지 향후 시나리오를 두루 대비할 수 있다
면, 대비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게 한다. 특히, 유
사한 대비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평화적 통일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면,
계획을 발전시켜 나아갈 때에 평화적 통일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붕괴에 대한 대비라고 하면 북한에 의해 거부될 것이 자명하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비라고 하면 남북 공히 지도부와 주민들이 모두 호감을 갖고
공감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평화적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북한 주민들, 특히 북 엘리
트 계층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향후
전망 있는 삶을 누릴 것이며, 선택적인 사면이 적용될 것이고, 일자리를 구
할 수 있을 것 등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주
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재산권과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규모가 큰 군사 및 보안 기관을 가
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비군사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한국의 계획은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 시
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북한 정부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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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는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담당 부처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대중에게 밝히지 않아 그 효용성이 제
한되고, 남북 주민들이 통일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한 주민 모두 이러한 계획의 세부사항들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통일 이후 환경에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
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심하면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3장에서 언급되었던 부정적인 결과를 해
소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또 이를 통해 한국과 북한 주민들이 사회, 재정, 정
치 분야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대부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필요
도 있다.

충분한 군사력 제공
북한에는 큰 규모의 군조직과 공안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한미군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통일을 위한 많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힘들거나 불가
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군대의 호송 없이 인도주의적 구호물자가 가장 필
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온전하게 도달하기는 힘들다. 호송 부대는 북한군과
전투상황을 대비하는 것보다 이동 중인 구호물자의 피탈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거나 또는 북한군을 흡수하여 활용
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해 나가야 하며 북한군과 전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
므로 충돌은 불가피할 수 있다. 북한은 약자보다는 강자를 지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앞서 6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겪고 있는 인구 문제와 이로 인해 한국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6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결과로 한
국 육군은 현재 22개의 현역 사단에서 2022년에는 약 12개 사단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미국의 지원, 어쩌면 중국의 지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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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가 붕괴한다면 22개의 사단으로 북한 붕괴 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12개 사단은 분명히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다 한국 육군은
향후 이보다 더욱 낮은 규모로 축소될 것임이 분명하다.
본 장에서는 한국이 북한 정부 붕괴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군사적 능
력을 더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가용한 현
역 전력 규모를 최대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예비군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앞서 9장에서 중국군의 지원을
획득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중국군 외 타국 군들도 중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한국군 현역 규모 최대화 방안
이미 6장에서 이러한 전력 감축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
재 예측되는 연령별 인구수에 근거하여 한국군이 운용 가능한 규모를 결정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핵심 사안이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젊은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원입대하여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지원하고, 각 군이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수의 장교 및 부사관을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4) 장교 및 부사관 수에서 변화는 대부분 육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
어 있다. 2006년 국방 개혁안에서 육군은 2022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비율을
40%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12년 이들의 비율이 약 25%
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장교 및 부사관 수의 변화는 비용 면에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원입대자들은 징집병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당연히 육군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사안은 징집병의 복무기간이다. 복무기간은 점차 감소해왔

4) 한국군 장교들은 지원제이다. 부사관은 현지 지원으로 바로 부사관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부사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전적으로 병사들의 결심에 따라 기본 병역 기간보다 장기 근무를 택하면 된
다. 미육군에서는 병사들이 수년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의 군사적 능력에 따라 진급을 하여 부
사관이 되는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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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재는 약 21개월이다. 현재 21개월에서 더 줄어든다면, 군에서 복무하
는 징병 복무자 수는 그만큼 감소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에 복무기간을 21.5개월에서 18개월로 감소시킬 것임을 공약한 바 있
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현재 징병 복무자 수의 1/7, 약 16%가 감소
한다.5)
표 10.1은 두 가지 사안에 있어 한국 국방부가 취할 수 있는 절충안을 보
여 준다.6) 2000년 한국군은 약 69 만 명으로 이 중 56 만 명이 육군 소속이었
다. 당시 징병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26개월이었다. 국방부 전체로 보면
자원 입대자(장교 및 부사관) 비율은 전 병력의 23%였으며, 육군 인원 중 약
19%만이 장교 및 부사관이었다. 2012년까지 한국군 전력 규모는 큰 폭으로
감축되었으나 장교 및 부사관의 비율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
하였다.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현역 사단의 수는 감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향후 이들 사단의 수를 감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표 10.1에 나타난 자료들은 랜드연구소의 모델에 기반한 자료로서 한국
국방부의 계획은 아니다. 이 모델은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사안에 따라 2022
년까지 한국군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군
은 장교 및 부사관의 비율을 늘리거나 21개월 복무기간을 유지하여 목표 규
모인 522,000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선택한다면, 육
군은 적어도 2022년까지 앞서 계획된 전력 규모보다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몇 개의 현역 사단을 (총 14~15개) 추가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두 방안 모두 선택하지 않을 경우, 육군은 계획보다 더 작은 규모

5) “박근혜 진영, 병역 기간 축소 고려 중,” Korea Herald, 2013.1.27.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한국군의 현역 병

력은 2022년까지 522,000명을 유지한다. 법에 따라 군 병력의 40% 이상 지원자로(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60%를 징집자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징집 병력은 그러므로 약 310,000 여명이다. 만약 징
병 기간이 21.5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면, 이것은 징집병 수를 약 16%(3.5를 21.5로 나눈), 약 50,000
여명을 줄이게 된다.
6) 2022년 인력 수급은 spreadsheet model I 에 기초하여 제시한 것이다. 년령별 지원병과 징집병으로 인력

을 추산하여 군 병력 규모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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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며 현재 계획보다 2개의 사단을 잃게 되어 2022년에는 10개의 현
역 사단을 보유하게 되고, 이후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7)
도표 10.1 한국 육군 현역 규모: 과거, 현재, 미래추정
실제 규모

예측된 대안

2000

2012

2022

2022

2022

2022

국방부 자원입대 (%)

~23

29

40

30

40

30

육군
자원입대 (%)

~19

21

21

21

18

18

육군 징병 기간
(개월)

26

21

21

21

18

18

국방부
인력

690,000

636,000

585,000

523,000

530,000

466,000

육군
인력

560,000

500,000

449,000

387,000

394,000

330,000

사단

22

22

14-15

12

12

10

주: 숫자는 저자의 예측임

만약 한국군이 2022년까지 가급적 현재의 현역 전력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복무기간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려야 할 것이다. 표
10.1에서 보듯 21개월은 18개월보다 55,000명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면 55,000명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 많은 수의 장교 및 부사관 자원자
들을 더할 경우 현재의 육군 전력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림
6.4에서 보듯이 향후에 인구 연령층 감소가 전망되므로 2022년 이후는 더 많
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림6.4에서 보듯이 인구 연령층 변화가 안정된다
고 가정한다면, 2022년 이후 복무기간을 27~30개월로 연장할 경우에 현 전
력 규모를 지속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복무기간의 연장은 대중에게 인기 없
7) 간단한 계산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2022년의 한국군은 대략 50만 명이며, 이중 70%, 35만 명이 징집병

이다. 징병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면, 징집병의 1/7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약 5만 명을 잃게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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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으로 북한이 지속적이고 더 위협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으로 선택되기 힘들 것이다.
한국군 현역 활용 극대화 방안
그러면 한국 정부가 현역 전력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현역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현역 사단을 개편하여 상당한 규모의 예비군 전력을 포함시
키는 것이다.8) 예를 들면 각 육군 사단을 2개의 현역 보병연대와 1개의 예비
군 보병연대로 편성하거나, 각 보병연대를 2개의 현역 보병 대대와 1개 예비
군 보병 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개편하면 충분한 규모의 보병 전력
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12개 사단으로 축소하는 대신 18개의 사단을 보유
할 수 있게 된다. 육군은 또한 예비군을 사단의 다른 부서에, 가령 포병 연대
나 지원 부대에도 편입시켜 전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육군 현역 부대에서 예비군 전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육군 규모를 유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해결해야 할 핵심 사안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
째로 예비군 대대 및 연대에는 현역 간부(장교 및 부사관)들이 여전히 필요
하다. 육군 내 장교 및 부사관 규모가 40% 수준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예비
군 부대에 현역이 적절히 배치되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장교 및 부사관 수준이 30%일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부대 내 예
비군 인원은 매년 3일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며, 개인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미육군 예비군 부대가 실시하듯이 매달 1주말, 매년 여름 2주 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육군은 이러한 예비군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산은 크게 소요되고 대부분이 인건비에 드는 비용이 된다.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늘리는 것은 선택된 일부 부대에 한정시키고 합당한 임금을

8) 현재는 한국군 육군 사단 분대급에 대략 20%의 예비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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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2022년 12개 완편 현역 사단
은 병력이 130,000명 수준이 될 것이다. 18개의 사단으로 확대할 경우, 이 중
1/3 가량을 예비군 전력으로 채운다면 현재보다 65,000 명 예비군을 더 배치
하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 인원이 배정된 직책에서 2년 간 예비군 임
무를 수행하겠다고 결정할 경우에, 이러한 인원이 연간 약 33,000명이 필요
하며, 이러한 인원수는 2022년까지 매년 전역하는 인력의 15% 정도가 될 것
이다. 훈련에 필요한 일수가 매년 40일이라고 가정하면, 병사 1명당 드는 비
용은 한국 내 최소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160만원으로(징병된 복무자가 매
년 받는 액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9) 전체 예비군으로 보면 약 1천억 원이 된
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최소임금보다 50%정도 많도록 책정
한다면, 현역을 증원하기 위한 예비군 인원 운영에 드는 임금 비용은 년 1천
6백억 원 규모로 한국 국방비의 0.5%에 불과하다. 육군 규모가 현재 50만 명
에서 39만 명으로 감축될 때 대부분 징집병이 감축될 것이므로, 이들에게 지
불할 임금을 예비군에게 전환 지급할 경우 국방비 증액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육군은 또한 18개 사단에 대한 장비, 운영, 정비 예산도 확보하여야 한다. 육
군이 22개 현역 사단으로부터 줄여나가기 때문에 18개의 사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장비, 운영, 정비 비용은 육군의 단기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이다.
효율적인 한국군 전력 운용을 위한 다른 방안은 한국 공군 및 해군 요소
들을 북한 붕괴 이후 작전에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해군의 일부인 한국 해
병대는 육군과 함께 북한 붕괴 상황 대처에 활발하게 관여할 수 있지만, 나
머지 해군 세력도 북한 항구와 함정을 확보하고 북한 해군의 해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공군도 북한 공군 기지, 항공기를 확보
하고 북한 공군 해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력을 할당하는 것이
육군이 북한 해공군을 다루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해

9) 2013년 한국의 최소 임금 수준은 시간당 5,000원 약간 밑돈다. 8시간 일일근무로 계산하면 일당 40,000원
이고, 년 40일 훈련일을 계산하면 160만 원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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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및 공군은 이러한 과업에 필요한 병력을 준비시켜 두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붕괴 이후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병력을 훈련시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군 효율적 조직화 방안
지난 60여 년간 북한의 군사적 침략 기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획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 왔었다. 대한민국 육군 예비군은 약 20개의 사단을 보유
하고 있으며, 8개의 동원예비군 사단은 현역 사단을 지원하고, 12개의 향토
예비군사단은 향토방위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 사단은 육군 예비군 전력
의 약 10% 내외에 불과하다. 육군 예비군 전력의 다수는 보병 소총수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유사시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현역 사상자에
대한 보충 인원이 된다.
현역과 예비군의 인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 국방부는 예비군 전력
을 더욱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예비군 전력을 부대로 조
직하여 현역 전력 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
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현역 시절에 화학 부대에서 근
무했던 예비군 자원들을 대량살상무기 제거반에 필요한 특수전력으로 조직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군 자원으로 예비군정보부대
를 만들어 북한군 인원을 심문하고, 핵심 문서를 찾아내고, 그 외 기능을 수
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이러한 특수 예비군 부대는 예비연대 및 대대로 조직되어 한국군 육군
사단에 증원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부대를 조직할 때에는 더 많은 간부들
이 소요되며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 부대에 배치할 만한 장교
및 부사관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예비군 장교 및 부사관을 훈련시켜
온전한 작전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재 현역으로 복무중인 단기 장교
및 부사관들에 대해 이러한 교육을 시작하여, 예비군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
록, 이들이 전역하기 몇 개월 전부터 할당된 예비군 부대의 간부로서 임무
를 수행해 보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은 추후 해당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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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 편성하게 된다. 이러한 부대들의 예비군들은 매년 40일 정도의 훈련
일이 요구되며, 앞서 언급된 것처럼 합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특수 예비군 부대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5만 명의 인원이 될 것이며 이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최소 임금보
다 50% 정도 더 지급된다고 가정한다면 약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
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 한국 정부는 현역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로 복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높은 학력 수준을 갖춘 예비군 전력을 확
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지원에 드는 비용도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
도 현역 자원에 드는 비용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핵심 역량을 제공할 수 있
다. 이러한 방안들은 향후 현역 전력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타국군 전력 활용 방안
한국전 이후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한국 안보에 관심을 기울
이기 시작했다. 영국과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병력
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정부 붕괴 이후 북한 내 작전을 지원
할 준비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붕괴 이후 이들 협력국들에게 요청하
여 특정 군사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면 한국군과 미군의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들 협력국들의 전력을 북한 항구에 배치하여, 인도
주의적 지원 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한국군에게 전달하여 북한에 분배하도
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들 협력국의 전력은
출항 전에 항구 내에서 선박을 수색하여 대량살상무기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협력 상대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군은 번역 및 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군인 대신 외부 계약을 통해 민간 자원을
운용할 수도 있다. 항구 지역의 특성상 이 지역에서의 작전은 협력국 부대
들에게 군수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협력국의 전력은 또
한 북한 내 공항에서 보안 및 검사를 수행하거나 그 외 다른 기능들을 수
행할 수도 있다. 또한 몇몇 협력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 취급 등 특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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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공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한국은 향후 전망되는 군사력 감소로 인해 북한 정부 붕괴 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현역 전력 구조를 현재 전망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군사 역
량을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예비군 전력과 협력국의 군사 지원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전력 감소로 인한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예측되는 현역 전력 감소를 대체할 전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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