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 경제 관계와 대북제재
·

관리를 위한 제재의 딜레마

김유리*
v 요 약 v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
면서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때마다 중국도 UN 제재결의에 참여
해 왔으나, 제재와 지원을 병행하면서 북핵과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역내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관리는 오랜 북·중
관계와 중국 동북지방 상황, 미국과의 경쟁,
한·미·일 공조 견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
고 있다. 중국의 경제제재는 관리의 일부로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2000년대 후

반부터 북한의 경제적인 대중 의존이 크게 심
화되었음에도 북핵과 같은 북한의 정치적 결
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
다. 한국이 대북제재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서
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최근 사드
배치 문제 등 중국과의 공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최우선 과제임에 공
감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 관계와 대북전략에 있어서 상호신뢰
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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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가 특정국에 대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하는 경제
적 조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특정국이 한 국가 또는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바꾸거나 포기하도록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압박하
는 ‘제재’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의 안보적 위협을 조성하면서 한국,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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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북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북한 체제 유지와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여 왔다.
중국도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 안정에 방점을 두고 제재와 지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북핵과 북한을 전략적으
로 ‘관리’하고자 노력해 왔다. 중국이 반대하는 핵실험을 반복하는 북한에 불만을
표시하고 일정 수준의 제재에 참여하나, 북한 체제에 대한 과도한 타격은 역내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조절하고 교류,
협력 등 지원을 지속하였다. 여기에는 오랜 북 ․ 중 관계의 영향과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정치경제적 고려,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경쟁 구도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초 4차 핵실험을 시행하고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한층 강화하며 중국에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요
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위한 북핵과 북한의 관리라는 중국
의 목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도 중국
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1) 북한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역내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련국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였으나, “결의안이 한반
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다.2) 석유 공급 중단과
같이 북한에 큰 타격이 될 조치에는 응하지 않으며, 경제제재의 목표는 6자회담과
같은 대화 재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제 경제제재는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막상 정치적 목표 달성에 큰 효과를
발휘한 사례는 많지 않다. Ⅱ장에서는 먼저 경제제재 관련 이론적 설명과 한계를
1) 2016년 1월 27일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공동기자회견 시 왕이 부장의
발언이다. “王毅部长同美国国务卿克里举行会谈 并共同会见记者,” 2016년 1월 29일, 中央政
府门户网站 http://www.gov.cn/guowuyuan/vom/2016-01/29/content_5037055.htm (접속
일: 2016년 2월 5일)
2) 2016년 2월 12일 왕이 외교부장과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 내용이다. “王毅接受路透社专访谈
叙利亚和半岛核问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www.mfa.gov.cn/web/zyxw/t1340286.
shtml (접속일: 2016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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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북 ․ 중 관계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관리 전략의 일부로서 제재가 갖는
의미를 함께 논하였다.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여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북 ․ 중간 유
대와 미국과의 경쟁 등을 고려해 지원을 지속하는 중국의 관리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딜레마가 되고 있다. 급속히 대중 의존이 심화된 북 ․ 중 경제관계
의 변화를 Ⅲ장에서 살펴보고, 그러나 경제적 의존이 북핵 등 북한의 정치적 결정
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특징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
서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중국의 대응을 돌아보고, 중국이 관리 차원에서
취하였던 제재 조치의 가능 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북핵 해결 및
북한과의 경제관계 전망에서 비중이 커진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하고 시사점
을 얻고자 하였다.

Ⅱ.

북 중 관계에서 경제제재의 의미
·

1. 정치적 목표를 위한 경제제재와 그 한계
국제관계에서 ‘경제제재’는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
로서, 무력공격의 차선책으로 활용되어 왔다. 대상국의 체제나 정책을 바꾸려는
목표는 무력 공격과 같으나 그보다는 정치경제적 부담이 덜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냉전 시기 경제제재의 목표는 상대 진영 국가의 정치적 체제전환이었고,
냉전 후에는 체제전환국에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다가 점차
독재국 정치체제 전환이나 정책 변경을 위한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 1차 대전 이래
미국이 독자 또는 동맹과 함께 109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한 UN의 제재가 20건,
영국이 16건, 냉전 시기 소련이 12건이었다고 파악되었다(Hufbauer et al., 2007,
14-17).
미국 피터슨연구소에서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제재는 “정부가 의도적
으로 통상적 무역과 금융관계를 철회(withdrawal) 또는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서, 주로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벌을 주어 대상국의 정치적 행위를 막거
나 방향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Hufbauer et al., 2007, 2-3). 경제제재의 효과
는 그 목표나 대상국 상황, 이행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단 효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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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관없이,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대상국에게 강력한 신호가 되고, 지켜보
는 동맹국들에게도 자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정부가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경제제재가 유효하다면 대상국 체제나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목표도 이루게 된다.
경제제재의 효과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가치와 문화적 차이, 국익의 민감성 등에 따라 효과가 저해되기 쉽다. 국가
간 처벌 행위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에 의거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Nossal, 1989). 피터슨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경제제재만으로는 효과가 없었
던 사례가 다수였는데, 제재 자체가 적절치 않거나,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관련국 협조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냉전 시기에는 같은 진영 국가들이 제재대
상국을 지원하여 제재 효과를 상쇄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국제경제의 상호의존
이 심화되면서 제재가 오히려 제재 부과국의 동맹국이나 중립국의 이익을 침해하
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가 계속 쓰이는 이유는 무력공격보다는
부담이 적고, 외교적 수사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경제제재의 유형에는 수출제한, 수입금지, 금융제재 등이 있고, 금융제재는 자산
동결과 몰수 등을 포함한다. 금융제재가 무역제재보다 부과하기 쉽고 시장에서
효력이 확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금융제재는 개
인이나 기관 등을 지정하여 광범위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표적제재가 많다.
그러나 금융제재가 반드시 더 영향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상국이 제재를
피할 대안이 없어야 효과가 있는데, 표적이 된 개인이나 기관을 대체하거나 품목을
바꾸는 등 선택의 폭이 넓다면 효과는 낮아진다. 그리고 제재 목표가 대상국 지도
층이 포기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라면 웬만한 강도의 제재로는 승복하지 않는다.
체제전환과 같이 큰 목표는 그만큼 고비용의 제재를 요하는 것이다.
정권교체나 체제전환 등 야심찬 목표일수록 경제제재만으로 효과를 본 사례는
극히 드물다. 피터슨연구소 사례조사 115건 중 성공으로 분류한 40건 중에도 결국
무력공격을 했거나, 대상국이 승복한 부분이 목표와 다르거나, 제재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5건 정도가 경제제재 자체의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5건은 1933년 영국의 소련 제재(인질석방 요구), 1975년 미국 ․ 캐나다
의 한국 제재(핵개발 포기 요구), 1979년 아랍연맹의 캐나다 제재(대사관 철수
취소요구), 1987년 미국의 엘살바도르 제재(죄수 3인 수감지속 요구), 1989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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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네팔 제재(중국산 무기 수입 취소 요구) 등이다(Pape, 1997, 92-103). 경제제
재가 효과를 냈다기보다는 그 효과를 예상하고 제재가 가해지기도 전에 미리 순응
한 경우라는 평가도 있다.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 걸린 사안은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영토나 안보, 체제 안정성 같은 핵심적 이익이 아니라면 비교적 저강도 제재로
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대상국이 경제적으로 부과국에 의존적일수록 제재
가 효과적이다. 무역관계가 거의 없다면 제재 효과도 별로 없다. 목표가 핵심이익
이고 경제관계가 약한데도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미 무력공격에 버금
가는 극단적 수준일 것이다(Pape, 1997, 109-110).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목표는 북한이 국가적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핵무기의 폐기이다. 그러나 기존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거나 무력공격에 버금갈 수준은 아니
었다. 지금까지는 제재 수위와 이행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면서 큰 효과를 발휘하
지 못한 실패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간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역내 불안정을 조장해 왔고, 2016년 1월에도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사일 발사
를 진행하였다. 미국은 제재의 폭과 강도를 늘려, 북한 핵무기 개발과 확산은 물론
불법행위, 인권침해 등에 관여한 개인, 기관, 관련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까지도 대상(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법안(H.R.757)
이 2월에 상 ․ 하원을 통과하여 공식 발효되었다. UN 안보리도 새 결의안에서 기존
결의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담아 북한을 압박하였다. 2016년 3월 2일 2270호
결의안을 통해 북한 광물수출 제한, 북한행 ․ 발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의심 항공
기 이착륙 ․ 통과 금지, 항공유 수출금지 등을 추가한 강력한 제재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중첩되
어 있다. 독재국가 중에도 북한은 특히 내부 통제가 철저하고 국제사회의 상호의
존에서 고립되어 있다. 특히 북한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교류가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 그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목되어 왔다. 이제 중국
의 태도도 변화하여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중국의 대북한 전략
에 큰 변화가 없다며 제재 효과에도 회의적인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
을 반대하면서도 제재 강화에는 협조적이지 않았던 이유를 중국의 관리 전략과
경제적 수단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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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대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의 의미
중국과 북한은 소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전통적 혈맹관계
를 강조하며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유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 유대는
항일운동 시기에 시작되어, 한국전쟁과 냉전적 대립을 지나며 이어져 왔다(이종석,
2000; 최명해, 2009). 냉전 시기 중 ․ 소 이념분쟁에서 북한이 중국을 지지하면서
양국의 유대는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탈냉전 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에게 중국은 유일한 정치적 후원자였고, 2000년대부터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확대되어 왔다. 1990년대에 개혁개방을 적
극 추진하던 중국과 고난의 행군 중이던 북한과는 소원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고 북한 경제도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양국 경제관계는 급
속히 확대되었다. 현재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게 중국이 거의 유일한 교역
및 협력 대상이다.
북 ․ 중 교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확대되었다(<그림 1> 참조). 북한과
접경한 동북3성과의 교역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은 생필품, 원유 등을 수입했고,
동북3성에 광물자원 등을 수출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들어가는 국제사회 지원의
조달처 역할도 하였다(이재호 외, 2010, 5-6). 공식무역은 정부 관할이며 대북 수
출도 중국 중앙 및 동북3성 지방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공식무역
외에 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차원 수출입이나 밀무역도 증가해 왔다. 소규모 수하물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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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밀무역 형태로 공급된 물건의 유통이 용인되고,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 수요․ 공급
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였다(오승렬, 2009, 12-17). 공식무역과
비공식적 교역이 공존하면서 북 ․ 중 경제 관계는 확대, 심화되고 있다.
북 ․ 중 교역량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데에는 중국의 수요 증가 요인과,
북한과 일본, 남한의 교역이 급감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다. 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같은 기간 북한의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와 경협 사업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면서, 자
연스레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북핵 및 북한 관리에 활용하리라 예상이 가능하였
다. 정치적 사안인 핵문제에 경제적 수단으로 영향을 주고자 했다면, 정치적 목표
를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국제 경제제재와 기본 구도는 비슷해진다.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인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핵문제로 악화된 국면
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의 ‘혈맹’보다는 국익에 근거한 ‘정상적’ 국가 관계
로 전환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따라 처벌과 보상을
하는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국익을 저해할 경우 처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고, 국익에 도움이 될 부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핵문제
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국익에 따라 우선순위를 규정해 왔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직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최우선으로 언급했으나, 북한이 2006년
과 2009년 핵실험을 강행하자 실제 핵포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우선순위를 ‘안
정수호’, ‘대화와 협상’, 그리고 ‘비핵화 최종실현’으로 바꾸었다. 2013년 시진핑 집
권 이후에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언급하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방법
은 관련국 협력으로 북한을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 대화 해결궤
도”로 복귀시키는 것이다(최명해, 2014, 5).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
면서 최고지도자 방문도 성사되지 않고, 고위급 방문도 크게 줄어 중국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거의 유일한 정치경제적 후원자임을 감안하면, 중국이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의존적인 북한이 이를 크게 저해할 만한 극단적
도발은 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도발을 통해 동북
아에서 미 ․ 중 대립을 격화시키고, 냉전적 진영 논리로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
내려 하리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강대국 갈등구도를 이용하여 지원을 얻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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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활용하던 전략이며,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동북아에
서 한 ․ 미 ․ 일 협력이 강화되는 경향을 중국이 경계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진핑 정부는 북핵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 ․ 미 ․ 일 공조 강화에 대
해서는 중국의 국익에 반할 것을 우려하며 강한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예민한 반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UN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명기할 정도로 북핵으로 인한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
북제재에 참여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미국과 한국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며 북한 체제 유지를 포함한 동북아의 현상유지적 안정
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핵실험과 같은 북핵문제에는 처벌의 의미가 있는 제재로 대응하여 불만
을 명확히 표시하되, 북한 체제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거나 한 ․ 미 ․ 일 3각 협력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 북한을 지원하는 양방향의 대북전략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
다. 핵실험 등 북한의 간헐적 도발에도 북 ․ 중 경제관계가 지속되고 확대되어 왔다
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1>에 나타났듯이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도
경색된 정치적인 관계와 달리 실질적 교역액은 계속 증가하였다. 제재 참여로 압
박은 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며 경제적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관리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이 4차에 이르면서 중국의 관리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이 약화
된 상황이다.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강조하며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해 경제관
계를 지속해 온 중국에 대해 비판이 확산되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
과의 우호 관계 역시 유효한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북핵 제재와 북한 지원을 병행
하며 관리를 해온 중국으로서는 어느 한 쪽 일변도로 치우치기 어려운 입장이다.
대북제재 관련한 중국의 입장 변화나 가능 범위를 논하기에 앞서, 최근 북 ․ 중 경제
관계의 특징과 그 정치적 영향력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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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 중 경제관계의 심화와 영향
·

1. 최근까지 북 ․ 중 교역 및 투자 동향
북 ․ 중 교역액이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외교역
에서 중국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90%를 넘어서고 있다(<그림
2> 참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교역상대로는 중국, 한국, 일본이 각각 20%
내외로 비슷하였으나, 2002년 이후 일본의 비중이 급감하였고, 2008년 이후 한국
과의 관계도 정체되었다. 급성장하는 중국경제를 상대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을
늘리고 다시 필수품과 전략물자 수입을 확대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은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하게 되었다(이영훈, 2012, 72-73).
<그림 2> 북한의 대중국 교역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한국의 5.24 조치가 있었던 2010년 북 ․ 중 교역액이 처음 3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어서 2011년에는 56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특히 수출의 증가폭이 커서 대중 무
역수지 적자폭은 감소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5.24 조치로 인한 영향도 있다.
북 ․ 중 교역은 대부분 접경인 동북3성과 이루어졌으나, 5.24 조치 이후로 한국으로
부터의 외화획득이 급감하면서 중국의 산동, 하북, 강소성 등 타 지역에도 광물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이석 외, 2012, 11-18). 물론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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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급증한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중국의 수요와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베트
남이나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중국 주변 개도국과 중국의 무역도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였다(김석진, 2013, 95-97). 중국 국가 차원의 동북3성 개발이 본격화되
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여기에 한국의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감소하면서 중국에
대한 편중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중 수출 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광물이다. 중국의 수요가 증가한데다,
북한의 열악한 제조업에 비해 광업은 단시간에 외화를 벌어들이기 용이했기 때문
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광물 교역액 증가에 기여하였다. 수출품 중 광물의
비중이 2011년 65.1%, 2012년 64.4%, 2013년 63.3% 등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대 수출품목인 섬유제품도 증가하였지만 광물의 비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성백웅 외, 2014, 18-19). 2010년 5.24 조치로 남북교역마저 중단된 타격을 줄이
고, 김정은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도 단기간에 외화획
득이 가능한 광물 교역을 늘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12년경부터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주춤하게 되었다.
대중 수입이 여전히 수출보다 많으나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가운데, 대중
수입은 원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그리고 섬유제품, 음식료품 등이 뒤를 이었다.
원유 수입과 광산물 수출을 주축으로 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2013~2014년간
최대치를 나타냈다(방호경 외, 2014, 3-6). 그러나 2015년에는 북 ․ 중 교역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15년 대중 수출은 12% 이상 감소하였는데, 주요 품목인 석탄
이 약 7%, 철광석은 70% 가까이 감소하였다. 석탄 수출액은 2014년 18% 이상
감소하고 2015년에 더 감소한 것인데, 물량은 늘었으나 가격 하락으로 금액이 줄
어들었다. 철광석은 가격도 하락하고 물량도 감소하였다. 원유를 뺀 북한의 대중
수입도 약 17% 감소하였다(이종규, 2016, 3-7). 대중 광물 수출 급감은 원자재
가격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중국 내 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교역과 함께 대북투자 역시 2000년대를 거치며 증가해 왔다. 자원개발 및 인프
라 건설 투자가 대부분으로, 중국의 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북한 광산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났고, 북한도 2004년 이래로 광산을 위주로 중국
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하였다. 동북3성의 수요가 늘면서, 대북 투자의 위험성에
도 불구하고 관련 중국 기업의 장기적 투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2008년을 전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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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 ․ 중간 투자 관련 협정도 늘어나 경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고 있었다.
북한의 해외 투자 유치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90%를 넘어섰으나, 실제 계약 체결이
나 생산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파악이 어렵고, 계약 체결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최장호 외, 2015, 60-61, 106-107). 북‧중 경제협
력 논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
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의류나 수산물 가공 등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대북 위탁가공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동북3성은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대북 위탁가공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북 ․ 중 접경 지역에 산업단지나 물류센터 계획이 추진된다는 소식들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2012년부터 북한의 대중 노동력 파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저임금의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수요와 북한의 외화 수요가 맞물
려 파견 규모가 확대되었고, 남북관계 단절과 대북제재 국면에서 노동력 파견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제
재 강화 등으로 타격이 예상되나, 지금까지는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까지 북 ․ 중 교역은 가파른 증가세였고, 대중 의존이 심화되고
있었다. 개성공단을 통해 유지되던 남북교역마저 전면 중단된 현 상황에서 중국은
거의 유일한 교역 및 경제협력 상대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 경제의 상대적
정체로 교역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에서 중국의 절대적인
위상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무역 다각화를 강조하며 대중 의존도를 낮추겠다
는 의지를 비치기도 하지만, 핵문제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일변도의 경제관계를 분산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경제적인 대중의존도가 현저
하게 높아지면서, 그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 경제적 의존 심화와 정치 ․ 경제적 영향
북한이 비핵화, 개혁 ․ 개방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대외경제에
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 의존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다. 북 ․ 중 교역과 협력은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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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화 획득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북 ․ 중 교역 물품과 자원의 편중 등 구조적 한계가 있어 북한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
기여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3) 교역이나 투자대상으로서의 북한은 아직 정치
적 불확실성이 커서 중국 기업들도 장기적인 안목의 협력관계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중국 교역 구조는 일부 광물에 편중되어 그 생산량과 가격에 전
체 수출액이 큰 영향을 받는다. 중국 중앙 또는 지방정부 정책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안정적 외화수입을 확보하고 경제성장 기반을 다지
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방호경 외, 2014, 13).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의 대중 수출은
북한 내 산업이나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고, 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동북3성에 대한 수출보다는 국내 수요 증가로 연결될 때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최지영, 2010, 192-193). 중국의 수요와 공급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은 북한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생산품이
나 가공무역 의류를 수출하고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구조는 북한을 동북3성 개발의
배후지역으로 종속시킬 우려도 있다(이종운, 2014, 64-67).
남북교역 중단 이후 외화획득을 위해 광산물의 대중 수출을 급격하게 늘렸던
것은 북한 내부 경제에도 무리가 되었을 수 있다. 석탄을 추가생산하기도 했겠으
나, 북한 내수용 무연탄을 수출로 돌렸다면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이석 외, 2012,
25-26).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도 부담이고, 중장기적 발전에도 부정적이어서
북한에서도 교역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북한 경제가 장기적 성장을 추구
하려면 현재 북 ․ 중 교역과 같이 부가가치가 적고 긍정적 효과도 별로 없는 구조보
다는, 노동집약적 생산의 강점을 살려 해외 투자를 다양하게 유치하고 국내 생산을
활성화해야 한다(이재호, 2011, 36-37). 이러한 방향으로 기여하는 경제협력이 심
화될 때에야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대북 투자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북한 경제의 변화와 개방을 촉진
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중국 종속 우려도 함께 제기
3) 최지영(2010)은 국제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동북3성을 위주로 하여 북․ 중간 교역이 양국 산업
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였고, 이재호(2011)는 한․ 중․ 일간의 용도별 역내분업구조로 인
한 각국 간의 무역구조와 북․ 중 무역구조의 차이와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영훈(2012)은 중
국의 영향으로 황금평이나 나선 개발 등 북한의 개방이 속도를 내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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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북한은 공장 설비나 자재, 전력 생산, 산업시설 가동, 수리, 보수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북한도 생산기지 구축, 특구 활성화, 기술협력 강화 등을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201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출품 생산기지 육성’, ‘특구지
역 개발과 합영 ․ 합작 사업 전개’, ‘외국과의 경제기술협조 강화’ 등이 언급되었고,
대부분 북 ․ 중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김상기, 2013, 68). 그러나 아직 대중
국 경제협력도 단기적 외화취득이 가능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요령성의 ‘연해경제벨트’전략이나 길림성의 ‘창지투(長吉圖)선도구’와 같은 국가
급 사업에 연결되는 인프라 건설이 있었으나, 황금평 경제지대나 나선경제무역지
대 등은 정체된 상황이다(김수한, 2014, 116-118).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제공할
만한 사업에는 북한 내 정치경제적 위험성, 투자조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투자
추진이 미진하다. 접경 지역이나 일부 특구의 인프라 또는 광산 투자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은 실질적인 진행이 된 경우가 별로
없다.
대중 의존도 상승으로 중국이 북한 경제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한 것은 사실
이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은 북한의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력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2013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무역 다각
화’를 강조하며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박형중 외,
2014, 30-31). 냉전 시기에도 중국이 북한에 원조를 하였으나, 북한의 정치적 입장
이나 정책의 변경을 끌어내는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
서 전략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주요 정책은 독립적으로 추진하였다.
물론 중국이 석유 공급을 끊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의 열쇠를 쥐고는 있다.
북한은 중국에 석유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극단적으로
중국에 도발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북 ․ 중 관계의 경제적 수단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오승렬, 2012, 47). 북한이 대안 모색에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석유 공급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수단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중국이 경제 관계를 이용해 정치적인 영향력
을 행사할 만한 부분은 많지 않다. 접경 무역은 소규모나 밀무역도 많아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광물 교역액이 감소하면서 관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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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중국이 북한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경제적 수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으로 정책 결정에 자율성을 잃는 것은 북한도
결코 원치 않는다. 현재 경제적인 대중국 의존이 불가피하나, 그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북한 내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 물품 거래와 유통의 비중도 커져 왔고, 중국 경제의 발전상 등
외부정보 유입으로 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이영훈, 2012, 87-89).
북한 지도층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파급효과를 차단
하고 오히려 독립성을 더욱 과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핵실험을 포함한 핵-경제
병진 노선도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한 ․ 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석유 공급을 비롯해 교역과 투자를 추진 또는 허용하는 모든 조치가 ‘제재’
와 대척점에 있는 ‘지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제재는 지원과 함께
북한, 한반도, 동북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의 일종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하여 또 다른 수단인 지원을 일체 중단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득이 되지도 않고, 다양한 형태의 교역과 협력을 일률적으로
통제한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북한의
정치적 결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혈맹을 명분으로 지원을 요구할 뿐 정치적 파급력은 차단하면서, 일방적 의존을
타개하기 위해 내부 동원을 강조하고 러시아 등으로 관계 다각화와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Ⅳ.

최근 대북 경제제재와 중국의 딜레마

북한 핵실험이 반복되고 대북제재도 반복되면서, 북핵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리는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상황은
중국에게도 곤혹스러운 전개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제재는 지역 안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의 일부로서, 북 ․ 중 관계가 갖는 특수성과 동북아의 미 ․ 중
역학관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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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던 중국의 반응을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제재 관련 조치들을 포함하
여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가능 범위를 분석해 본다.

1. 북한 핵실험의 반복과 중국의 반응
중국은 2003년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이래 북한을 다자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UN의 대북 제재결의에 참여하면서도, 제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6자회담을 통하여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중재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었
다.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등을 도출하였으나 2007년 이후로 열리
지 못했고, 핵문제 발생 시마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요청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이 있었다. 북한이 그 직전인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부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며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에 찬성하였다. 북한의 1차 핵실험 후에는 중국도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UN의 보다 강화된 결의안 1781호에 찬성하였다. 미국의 BDA 자금동결
에 협조하여 북한의 인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중국도 핵실험 이전에 비해 북핵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북한 핵무장은 중국의 이익에도 배치되었으므로 중국
은 미국과 협력하여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13 합의 이후 북 ․ 미 관계가 훨씬 부각되자,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고
북한 체제의 지속과 안정을 위해 북 ․ 중 관계 복원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과 군
사교류를 재개하고,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한 특구, 에너지, 항만 개발 등 경제협력
을 추진하며 다시 관계를 강화하였다.
2009년 4월 북한은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5월에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1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이때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한반도 긴장고조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핵 해결
과 북한 지원을 분리하고 압박 수위는 낮추었다. 물론 단기적으로 관계가 경색되
고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에 동의하였으나, 경제제재는 무상원조(인도적
지원)나 정상적 경제교류와 구분할 것을 주장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였다. 북 ․ 중 관계는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수교 60주년 기념 방북을 계기로
오히려 냉각기를 벗어나 급속히 회복되었다. 2010~2011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76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3호

네 번 방중했고, 접경 지역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협 논의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를 무색하게 하였다(이기현, 2015, 7-9). 이 시기부터 중국은 북한 대외
경제관계에서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 ․ 미동맹이 강화
되면서, 중국은 고립이 심화된 북한을 지원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의 5.24
조치 이후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가 되었고 북한 대외경제는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었다. 정상급 교류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훨씬 많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반영하고 있었다(이동률, 2011, 3). 북핵 해결을 위한 중
국 역할론이 확산되었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적 수단은 북한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영향력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북핵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
했으나, 동북아에서의 미 ․ 중 역학관계 가운데서 북한은 과거의 ‘혈맹’ 논리를 이어
가며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계속 얻어냈다(홍석훈, 2015, 18-19). 중국은
UN 결의안에는 동참하였으나 정상급 상호방문, 단동-신의주, 황금평-위화도, 나선
등 경협 논의와 사치품 교역 등을 지속하였다.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만한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하면서 중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갓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북핵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다시 높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하였고,
UN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에 찬성한 후 경제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철저한 이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애경, 2015, 49-51). 그러나 공식 관계
냉각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경제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기적
으로 접경 지역 통제가 강화되고 수출금지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
나, 북 ․ 중 교역액은 계속 증가하였다. 관광업도 잠시 타격을 받았을 뿐 2013년
말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경제특구에도 대규모 투자가 추가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수준은 유지되었다.
중국이 북핵에 반대하고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조치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제재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고 중국이 석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
한 조치를 가하는 것은 지역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은 기본적 전략에 큰 변화 없이 고립된 북한 체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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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본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UN 제재 금지품목인 북한 화물이 여전히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고, 이에 대해 중국이 안보리 결의
를 위반하고 있다는 불만도 지속되었다. 북한은 반복된 경험으로 얻은 학습효과까
지 더해져, 국제사회의 제재결의나 중국의 참여 또는 몇몇 제재조치에 흔들리기보
다는 핵-병진 노선을 더욱 내세웠고 예측 불가능성이 증폭되었다.
2016년 1월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고, 국제사회는
UN을 통해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 ․ 중
관계나 동북아 역학관계, 미 ․ 중의 입장 등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도 UN 안보리 제재결의안 2270호에 동의하였고 적극 참여를
약속하였으나, 한 ․ 미 ․ 일 공조 강화를 경계하며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입지를 높이고, 미국을 견제하며 한국과도 우호
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북제재 동참은 필수적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
으로서는 북한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한 지원도 여전히 중요하다. 지역 안정을
내세운 중국의 관리 목표 안에서 실행 가능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범위를 다음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중국의 대북제재 조치와 가능 범위
핵실험을 지속하는 북한에 제재로 압박을 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북한과
한반도의 안정 유지,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경쟁 및 한 ․ 미 ․ 일 공조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재, 지원 등 가용한 경제적 수단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것이
중국의 고민이다. 핵실험 때마다 중국은 UN의 제재결의에 일단 동의하고 실제로
단기적이나마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그 범위는 제
한적이었고 병행된 지원 조치들로 상쇄되곤 하였다. 중국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취했던 제재 조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차 핵실험이 발생한 2000년대 중반에는 첫 핵실험에 대하여 중국도 반대 의견
을 명확히 하고, UN 제재결의에 동의하면서 적절한 수단을 모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차 핵실험 직전 대포동 2호 발사 때 중국이 일시적으로 석유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었고,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찬성한 당시 대북 송유관을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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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하기도 하였다. 중국이 독자적인 제재조치로 석유 공급 중단을 시도한 것인지
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제재 수단이 될 수는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당시 미국
의 BDA 금융제재가 있었고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예상을 상회하는
효과를 낸 바 있는데,4) 2007년에는 중국도 북한의 자금인출 요청을 거절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결정적 타격을 주기보다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2.13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
는 의미가 있었다. 북 ․ 중 경제관계는 곧 회복되어, 2000년대 후반 북‧중 교역액은
계속 증가하였고 북한의 대중 의존이 심화되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였
으므로 중국의 수요가 폭증하던 영향도 있었다.
2009년 2차 핵실험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중국이 4개월 정도 석유 공급을 중단했
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단기적이나마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1~2개월의 원유 수출 중단은 간혹 있는 일로 알려져 있다. 4개월이면 다소 길기는
하나 원유를 완전 중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5) 통계에 원유 수출이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르게 표기하거나 공급형태를 바꿀 수 있다. 중국의 교
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약 52만 톤의 원유
를 수출했다고 한다(이상숙, 2014, 17-18). 북한 내 에너지 수급이나 석유 가격도
큰 변화가 없었음에 미루어 볼 때,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이 다른 형식과 경로로
이루어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조치는 제재보다는 지원으로 귀결되었는데, 1차
핵실험 이후의 국제제재가 별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와 한 ․ 미 ․ 일의 대북 공조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결과였다. 2009년 원자바오 총리, 2010년 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였고, 2010~2011년간 김정일이 네 차례 방중하였다. 경제관계
4) 미국이 주도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는 미국 국내법(애국법 311조)에 의거하여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금융기관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이다. 은행들
이 미국과의 거래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여 BDA와 거래를 중지하였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에 개설된 북한 계좌도 동결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단행하였다. 북한의 금융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후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가 되었다. 일각
에서는 북한이 BDA금융제재 경험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금융제재
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5)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8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통계가 ‘0’으로
나타났으나, 최명해(2014, p. 289)는 당시 중국이 대북 수출물량통계를 ‘여타 동아시아지역’
으로 분류했을 뿐 실제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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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역 확대, 신압록강 대교 건설, 나선, 단동, 황금평-위화도 개발, 도로 확장
등 접경 위주의 협력 사업이 확대되었다.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러시아도 비중
은 작지만 북한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북한은 과거와 비슷하게 전략적인
위치 활용을 통해 제재를 피하고 지원을 얻어내며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하기
에 이르렀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공식 입장에 명확히
반하는 도전과 같았다. 중국은 UN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채택에 찬성하고 철저한
이행을 지시하였다고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무기금수 관련하여 900여 가지에
달하는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하였다. 해관총서(세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
기구와 공동 발표한 목록에는 군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군민양용기술 수십 건이
포함되어, 전례 없이 강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금융에서는 중국 인민은행, 공상은
행, 농업은행, 건설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해 핵,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
로 의심되는 계좌 폐쇄를 통지하고 거래 중지를 발표하였다. 대북한 전략물자 수
출 경로이자 주요 밀수 통로였던 중국 대련항의 통관절차가 엄격해진 것도 단기적
이나마 통제가 엄격해졌음을 보여주었다(이상숙, 2014, 16; 김애경, 2015, 46-51).
핵실험 직전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 이후의 UN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대해서도
엄격한 집행을 지시하여, 통관 검사, 북한 주민 출입경조사 강화, 중국 내 북한
은행들의 미인가 영업이나 환치기 단속이 시행되었다.6) 여기에 북한 식당, 노동자
파견과 같은 사업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여 비자 발급이나 불법노동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고,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사업도 일시 중단되었다.
중국이 UN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내세우며 취했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 조치의 가능 범위를 보여주었다. 주로 세관통제(수
출 금지, 검색 강화), 금융제재(자금줄 동결) 등으로, 북 ․ 중 경제 관계를 단기적으
로 축소시켰다. 일정 기간 관광을 비롯한 외화 수입이 감소하고,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러나 북 ․ 중 경제관계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변화
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관계 경색은 지속되었으나, 교역이나 투자
가 현저히 위축된 것은 아니었다. 교역액이 2015년 들어 줄어든 추세가 있으나,
6) “중국 대북제재 어떻게?… ‘새로운 제재안 검토 중,’” 데일리 한국 2016년 1월 11일자(29일
수정)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601/dh20160111120007137590.htm (접
속일: 201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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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둔화 등 다양한 외부 변수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로 인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제재도 북한 내 달러와 위안화 수급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징후는 없었고, 북한 내 환율은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
세관통제나 관광중단 등의 조치는 2013년 하반기부터 약화되었다. 사치품 교역
금지, 북한 화물 검색 등도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UN이 보다 강화된 조치로 마련한 제재결의안 2270호에
대해서도 중국은 철저한 이행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취한 조치
의 종류와 내용은 3차 핵실험 이후 UN결의에 따라 이행을 발표했던 조치들과 비
슷하면서 좀 더 신속하고 강화된 수준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 상무부는 이행
조치의 하나로 4월 초에 대북 금수 품목을 다시 발표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여러 종의 수입을 금지하고 항공유, 등유 등 연료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민생 목적의 예외가 있으므로 관련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7)
3차 핵실험 이후에도 금수 품목을 발표했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였는데,
당시보다 신속하게 발표하면서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였다.
북한이 조성한 핵 위협의 수준이 증폭되었으므로, 한 ․ 미 ․ 일은 강력한 대북 공조
를 다짐하며 UN 제재결의안 외에도 각국별 추가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중국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UN의 제재결의안 협의 시에도
북한에 결정적 타격이 될 만한 사항을 배제하였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전제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해 왔다. UN 제재결의안 이외에 국가별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대북 제재가 지나친 압박이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UN 제재결의에는
성의껏 임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핵확산 우려 등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하
되,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므로 반대하고,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와 같이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중국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 또한 경계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6월에 UN에 제출한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행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8)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고서 말미에 삽입한 사드 배치 반대
7) “中 중앙정부, 대북제재 공식화 ... 석탄항공유 등 금지품목 발표,” 연합뉴스 2016년 4월 5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5/0200000000AKR20160405180651083.HT
ML (접속일: 2016년 4월 5일)
8) 이하 내용은 UN 안보리 산하에 2006년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중국 UN대
표부가 2016년 6월 20일에 제출하고 6월 29일에 회람된 “Report of China on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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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가 화제가 되었으나, UN 결의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를 밝힌 첫 문장부터 중국
은 ‘평화적, 외교적 방법’을 관철하고자 하며 6자회담 재개로 대화를 바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다. UN 제재결의 이행을 위해 무기 관련 금수조치와 핵, 미사
일 관련 기술지원 중단, 통관 등 규제 강화, 금융제재, 입항 금지 등 누적된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음을 나열하였다. 광물 수입금지와 같이 추가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는 민생 목적의 거래 등 예외 조항이 있어 실효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항공유 금지 역시 인도적 목적이거나 순수 민간항공기 귀국 목적 등의 예외 사유
를 명시하고 있다. 제재조치가 전보다 강화되었고 중국의 참여 범위와 강도도 늘
어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대북 제재가 임의로 추가되거나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
는 점도 이행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제재라는 수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대화와 협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임을 다
시 확인하였다.
UN 제재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부터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기대했던
강력한 조치는 역시 석유 공급 중단이었다. 2013년 말 장성택 처형 이후 2014년부터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통계상 전혀 나타나지 않아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다.9)
최명해(2014)는 2014년 원유가 아닌 정제유, 휘발유, 항공유 등의 대북수출이 크
게 증가하였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공급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았다. 북한의
노후한 원유 정제시설로 인해 북한이 정제유 수입을 원했을 수도 있고, 또는 북한
이 석유보다는 석탄 활용에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2014년부터 석
탄 수출을 줄이고 석탄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했다고 선전한 적도 있었다(최명해,
2014, 290-292). 북 ․ 중 관계에서 중국이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압박이 석유
공급 중단임은 분명하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고려하는 범위를 벗어난다.
석유 공급을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 참여한다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의 제재가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대북
경제제재가 민간의 일반적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역 자체는 막을
수 없다. 접경 교역은 소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황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2016)” 문서를 참조하였다.
9) 중국 세관(해관) 통계와 KOTRA 자료에서 2014년 초 대북 원유 수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었다. “중국 대북 원유수출, 사상 첫 5개월 연속 ‘제로’,” 연합
뉴스 6월 26일자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26/0511000000AKR
20140626154500083.HTML (접속일: 2016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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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이나 제재 대상 판별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일반 국제무역과 달리 물물교환
이나 현금거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금융제재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물이나
현금 거래는 세관이나 관련 당국이 통제하기가 더욱 어렵다(오승렬, 2009, 6-7).
대북투자나 협력사업 측면에서도 국제 경제제재의 직접적 영향은 많지 않다.
중국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위탁가공무역을 추진하는 경우, 정식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식적 우회 투자도 많아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다. 또한 위탁가공이나
노동력 활용과 같은 대북 협력사업은 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기
업의 필요성에도 부응하므로,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 핵무
기, 미사일 등 UN제재 관련 품목에 연계되지 않는 한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국의 UN 제재 이행 상황을 볼 때 향후에도 민간의 필요에 따른 경제
교류로서 제재 범위에서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 ․ 중 교역이나 투자 측면에서
강력한 제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UN 결의안에는 성의를 보이며 일부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북
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만한 조치는 배제하고, 제재의 확대를 경계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방식이다. 최근 몇 년
간 북한 경제 지표들이 호전됨에 따라, 중국이 당장 북한 체제의 붕괴를 걱정하지
않고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실질적인 이행의 강도와 효과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북공조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 역시 제재 범위와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핵과 북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동북아에서의 위상 강화와 미 ․ 중 역학관계의
일부로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기본적 입장이나 정책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중 경제 관계와 대북제재 83

Ⅴ.

결론 한국에 주는 함의
:

중국의 UN 제재결의 동참은 동북아에서 주요 사안에 책임 있는 강대국의 역할
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제재와 지원을
병행해 관리하는 중국의 대북, 대한반도 전략은 큰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체제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6자회담과 같은 대화 채널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석유공급 중단과 같은 방안은 중국의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그래도 중국이 가진 경제적 수단이 어떤 다른
관련국보다 많으므로, 중국은 이를 미국과의 협상에 카드로도 활용하고 있다. 북
한의 4차 핵실험 후 이루어진 미 ․ 중간의 협의에서도 북한 핵과 남중국해 분쟁
등 타 이슈들이 함께 의제로 등장하기도 하였다.10)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에 반대하여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북한 체제 유지, 동북아
에서 미 ․ 중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재 범위를 조절해 왔다. 대북 경제제재의
가장 많은 수단을 중국이 쥐고 있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중국의 목표가 북핵
과 북한의 안정적인 관리인 상황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가능성에는 회의적
인 시각이 많다. 북핵으로 인해 북한이 고립될수록 체제 불안정이나 붕괴도 우려
하여 중국의 제재는 단기에 그치고 중장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온 측면이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핵실험과 도발로 고립된 북한의 대중국 의존은 그만큼
심화되었다. 그러나 북한도 일방적인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면 향후 중국의 영향이
강화되고 북한 내에 파급효과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독립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북한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효과는 오히려
제한되기도 한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경제제재는 그 자체로 효과를 발휘한 경우가
10)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왕이 외교부장이 케리 미 국무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중동의 IS에 대한 논의부터 남중국해, 북핵 이슈를 함께 다루며 상호 협의를 도모하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February
23, 2016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접속일: 201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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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으며, 제재 목표가 대상국의 핵심이익일 경우 더욱 효과를 내기 어렵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핵무기 개발을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
고 있다. 핵실험과 도발을 지속 중인 북한이 고립을 탈피할 계기는 찾기 어려워졌
고, 일방적인 대중국 의존 역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면
서 제재 기조를 확실히 하고 있고,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거의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다. 대북제재의 효과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 역시
필수적이나,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동북아에서 미 ․ 중 역학관계의 변화 가능
성을 중시하는 중국과의 공조는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우려를 빚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에 주목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분명하고 심각한 위협이므로 비핵화 필요성에는 중국도
공감하나, 방법 면에서 대화와 협상을 위한 6자회담 복귀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한 ․ 중간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최종 목표가 같다는 공감을 지속하며 전
략적 이해를 조율해 가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장기적 과제가 되면서 북핵문제가
미 ․ 중간의 역학관계에 상시적 변수가 되어 남중국해 문제 등 타 이슈와 함께 협상
의제가 되고, 사드 배치문제 등이 민감한 지역안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는
한국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도 북핵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지원 사이에
서 고민이 있고, 한국 역시 중국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이므로 중국의 대북전
략과 의견에 대해서 한국의 목소리는 분명히 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 미 ․ 일
협력에 민감한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동북아 관계와 대북전략
에 있어서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점은 북핵문제를 넘어 향후 북한
과의 관계도 고민해야 하는 한국에게 시사점이 크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고 북
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어 동북아 경제에 편입하는 것은 북핵과 북한 관리를 통한
지역 안정이라는 중국의 목표에도 부합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북한을 넘어 동북아
와의 경제적 연계망을 바라보는 한국의 비전에도 부응한다. 한국은 중장기 전략으
로 북한의 지역경제 편입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중국이 기 구축한 북 ․ 중
경제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북 ․ 중 교역과 투자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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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구조는 아니었으므로, 핵문제 해결 후 북한의
지역 경제 편입이 시작되면 구조적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과의 경제관계 구축에 시너지를 내고, 한국이 바라
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중국이 바라는 지역 안정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미 ․ 중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이러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북한 비핵화
는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을 포괄하는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
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16.04.18.
심사완료일 : 2016.05.24.
게재일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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