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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개발협력의 평가와 전망*4)

강우철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kwc@koreaexim.go.kr**5)

2021년 한반도 정세는 우리 정부와 주변국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은 북한의 국경봉쇄로 이어졌고,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 관련 활동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현황에 관한 자발적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VNR은 국가발전목표(National
Development Goal)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 계획, 통계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전례 없는
수준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1)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의 VNR 발표는 글로벌 팬데믹,
자연재해, 북중무역 급감 등 최근 1~2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원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SDGs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표명해 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VNR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본고는 김정은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SDGs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대응 과정 및 배경을
살펴보고, 북한개발협력에 관한 의미를 고찰해 보려 한다.
2010년대부터 북한은 UN 산하기구와 공동으로 영양, 보건, 인구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2) 2005년에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개발 원조(development
* 본고는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개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2021, 가운데 저자의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본고의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1) DPRK VNR(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접속일: 2021. 8. 1).
2) 2012년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세계보건기구(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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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를 요구한 것이 WFP의 식량 원조에 관한 모니터링을 거부한 이후 실시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3) 김정은 시대 이후 발표된 북한 내부상황에 관한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들은 VNR에도 활용되었다.
2016년에는 북한정부와 UN 양측이 ‘UN과 북한의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프레임워크
(Strategy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DPRK) 2017~21
년’에 합의하고 개발협력의 4가지 전략적 우선순위와 함께 UN이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로
한 국가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동 문서의 서문에는 “북한 정부와 주민들은 새로운 SDGs의
원칙과 목표, 대상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협약과 조약을 존중하면서 강하고 번영하
며 자립적인 국가를 만들기로 다짐한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
관리 및 모니터링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같은 해 북한 외무상 리수용은 유엔의 SDGs 달성
고위급 토의 연설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SDGs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라고 발언하였다.4) 2018년 8월에는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박정근)을 상무조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SDGs 이행에 관한 의지를 재차 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UN 주재 상임대표부를
통해 2020년 VNR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의
지원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SDGs에
관한 동북아 다중이해관계자포럼’에서는 VNR의 초안을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북한의 VNR 제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정보다 한 해 늦어진 2021년에 이루어졌다.
북한의 VNR은 총 63페이지로, 준비과정 및 연구방법, 17개 목표별 추진 현황 및 실행계획,
결론 및 과제, 책임기구, 세부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5) 북한의 VNR은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국내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SDGs의 이행 주체는 당국(government)이지
만,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대북제재가 제약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이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은 SDGs의 세 가지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인 ‘언어’이다. SDGs의 성격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규범, 레짐, 접근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SDGs의 성격을 가장
Health Organization: WHO)와 작성한 영양조사(nutrition survey) 보고서, 2014년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 UNFPA)과 작성한
사회경제인구보건조사(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보고서, 2015년 WHO와 작성한 말라리아 조사(Malaria
Awareness Suvey) 보고서, 2017년 UNICEF와 작성한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보고서가 있다.
3) Mark E. Many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 2005(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0
50526_RL31785_b8cd3b946d5775c182bbc1f9b6338e0eebd192e6.pdf, 접속일: 2021. 12. 19).
4) 문경연(2021), p.19.
5) 북한 VNR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규빈⋅홍제환(2021), 권율⋅최장호⋅유애라⋅최유정(202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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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 공여국, 국제기구, NGO,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개발협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6) 둘째, 자율성이다. SDGs의 경우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
의와 달리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에 있어 국제금융기구는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을 이행조건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원조방식에 대해 북한은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SDGs는 개도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UN 회원국의 VNR 제출도 2030년까지 2회만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이다. SDGs는 개도국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SDGs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한다. 우리 정부도 UN SDGs에 국내 상황을 반영하며
K-SDGs를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SDGs의 특징 이외에도, 대북제재, 자연재해, 국경봉쇄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VNR과 관련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비롯해 북한이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SDGs라는 ‘언어’로 재해석한 측면, 통계자료의 신뢰도, 북한이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에 이중잣
대를 적용하는 관행, 비핵화 및 인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북한이
VNR을 발표하였다고 하여 비핵화,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여국, 원조기관, 기업, NGO의 중장기계획, 사업 목표 및 평가가
SDGs의 분류와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재원과 역량만으로 북한의 개발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남북간의 교류도 국제적 요인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7) 북한의 SDGs 이행지원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국제적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김정은 시대를 분석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예를 들어 북한의 결핵환자를 위한 의료장비 지원사업을 설명하자면, 이는 SDGs 3번 목표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으로 분류되고,
SDGs 3.3 세부목표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감염성 질병 중 하나인 ‘결핵’에 해당되며, 이행성과는 SDGs 3.3.2 이행지표 인 ‘연간 1,000명당 TB
(결핵) 발병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7) 이석(2021),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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