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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국제사회로 유인하고 개발협력 정
책을 통해 북한의 사회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북한의 사회화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 구축과, 실제 사업의 국제적
그리고 북한의 대내적 수준에서 협력체계를
이론과 연계하는 일련의 포괄적인 거시와 미
시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화는
단순히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북한에 제공하
는 개발협력 내용을 통일한다고 해결될 문제
가 아니고,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고 개
발협력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을 강화한
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원조

주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북한개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득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 연계체계 구축
의 시발점이다. 국제사회, 특히 다자개발은행
과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모
색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개발과 사회화 숙제
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과업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대북한 지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목
적을 가지고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을 중심
으로 북한의 사회화를 위한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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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개발과 이론의 빈곤
주지하다시피, 북한 관련 국제개발협력은 기존의 한국이 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는 다른 양상의 개발협력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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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어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에 국가 간 이전되는 일반적인 ODA의 적용
이 어려우며, 정부기금인 남북경협기금1) 내지 민간단체들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
로 주로 대북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특정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세계식량계
획(WFP)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원조의 수혜국으로 사전에 결정해서
조건을 붙인 신탁기금(trust fund)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발협력을 간접적으
로나마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ODA에 적용되는 개발이론들과는 차별화
된 이론적 분석틀이 북한 개발협력 연구에 기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실제적인 사업이나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경험적 연구가 주류였는데 반해, 북한원조와 개발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거시적 이론틀이나 분석적 개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북한 개발협력에 관한 이론의 빈곤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는 북한연구 이슈영역의 대부분이 북한의 국내정치 및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 및
남북한관계 분석, 그리고 북한의 대외정책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서 북한연구방법도 연구방법 1세대라 볼 수 있는 전체주의
접근법, 2세대인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 다양한 방법론으로 확장되고, 기존 정치
중심의 분석에서 북한의 일상생활연구 및 북한문화연구와 같이 비정치적인 분야로
까지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다(이종석 2002). 북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보편가치
에 입각한 보편주의적 북한접근법인 외재적 접근법과 지역학으로서의 북한연구의
필요성이 3세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유환 2009; 조영주･북한연구학회 2015).
북한의 특수성을 북한연구의 절대적인 상수로 전제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인류 보편적 잣대로 북한을 재단하고 국제사회로 사회화해야 한다는 대안적인 시각
은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을 보다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하여 체제가 전환되는 과정
을 상정하고 있다(정영철 2004; 김일기 2006; 김태균 2014).
이러한 기존 북한연구의 질적 전환은 상대적으로 신생 의제인 북한개발협력 분야
1) 남북협력기금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경제협력･교류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한 기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을 기초로, 1991년 3월 조
성한 대북정책자금이다. 재원 마련은 정부출연금･민간단체의 기부금, 재정융자특별회계･금
융기관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 운용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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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한다. 북한개발협력 연구는 개발협력의 글로벌 속성과
북한이라는 사례의 특수성이 교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규범과 사회화과정을 적용하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혼재한다.
다시 말해, ‘북한개발협력의 이론’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북한연구에 배태된 두 가지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북한연구의 특수성이다. 개발협력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한국의 ODA 협력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낮고 북한정권의 폐쇄적인
성격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 이외의 개발원조 및 경제차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둘째, 개발협력 연구의 보편성이다. 취약
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개발원조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국제개발규범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특수한 대상국가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2)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특징을 상존시키고 간극을
좁히는 임무가 북한개발협력 연구의 기초적인 맥락이자 연구조건이라 볼 수 있다.
지역연구의 특수성과 개발학의 보편성을 이론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국제개발 규범의 다원주의적 해석이 필요하고
동시에 북한이 개발협력의 국제규범을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사회화 과정
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이론적 시도는 정책 단계에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미시적인 고민과 연결되며, 대북한 개발원조를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
연계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반드시 공조되어야만 이론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
타난다. 5.24 조치 이후 남북한 교류의 맥이 거의 끊긴 상황에서 북한의 사회화를
위한 개발협력 방안은 대내적으로 동원 가능한 대응체계와 국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제개발의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 제한적이나마 대북 협력을 재가동하는 방
안을 기획하여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의 협력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념화하여 통제해
왔지만, 국제원조사회와의 협력관계는 다소 질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대북한 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발이슈를 대내적으로 전략화하는 것보다 대외적인 개발
주체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오히려, 국제개
2)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는 사례로 원조효과성을 위한 5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2005년 파리선언,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그리고 2015년 새롭게 도입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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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체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내적 전략을 국제개발 주체의
정책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북한의 사회화를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북한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을 위한 이론적인 프레임
워크 구축과 이에 적용가능한 주요 개발정책과의 연계를 시도한다. 거시적인 측면
에서 개발협력과 북한의 특수한 맥락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구조적
인 문제는 주로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을 중심으로 양 극단의 정체성을 혼용할
수 있는 이론적 다원성을 제시하는 한편, 미시적인 수준에서 국제개발을 위한 북한
의 국내외 개발주체들의 협력을 목적으로 사회화(socialization)와 관련된 단계별
체제의 정합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개발협력의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본 연구
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이론의 빈곤이라는
문제에 천착하여 국제정치이론 중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역사사회학적 접근법을
제공하는 영국학파(English School) 또는 국제사회론(International Society)을 중
심으로 북한의 사회화를 위한 국제개발정책 및 사업의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사회론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규범이론으로서의 성격과 연대주의
(solidarism)와 다원주의(pluralism)로 나누어 경험적으로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국제사회의 상이한 대응 양상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발을 위한 사회
화 과정을 국제사회론의 질서(order)와 정의(justice) 간의 균형적인 결과물로 해석
한다. 둘째, 국제사회론이 제공하는 이론적 틀을 토대로 대북한 개발협력 시나리오
를 북한의 구체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 과정을 북한의 대내와 대외 수준
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먼저 국제 수준에서 북한의 사회화를 위해 동원 가능한
방식의 시나리오를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을 중심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대규모 경제개발협력과 다양한 국제원조기관들이 요구하는 시장민
주주의를 위한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도입으로 설명한다. 국내 수준에
서는 국제 수준에서 제공되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북한 국내에 적극적으로
체내화하기 위한 역량발전의 사회화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정책을 통한
북한 사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내적 수준과 대외적 수준의 정책 간 정합성
을 제고하기 위한 연계 방식을 제안하며, 국제사회론이 제공하는 이론적 프레임
내에서 국제개발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을 적극적으로 북한의 특수성에 접목하는 입체적인 시각을
강조한다.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이론적 소고 121

Ⅱ. 북한개발을 위한 이론적 접근:
국제사회론과 북한의 사회화
북한개발에 관한 이론적 설명틀은 지금까지 거의 전무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론의 빈곤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북한개발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다.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방식은 북한의 특수
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견해와, 이에 반해 국제원조의 보편성은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책실행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북한개발을 위한
사회화 과정에서 동시에 상존한다(Babson 2008). 이러한 북한개발협력 정책의
이중적인 속성은 단순히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 또는 자유주의를 선택하여 이론
틀로 차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북한이라는 척박한 토양에 국제개발원조를 접목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속성과 자유주의적 속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북한의 사회화과정을
구조와 행위자라는 사회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vist) 프레임에서 해석하는, 즉
합리주의(rationalism)와 성찰주의(reflectivism)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론화할
수 있는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가 필요하다(김태균 2016;
Buzan 2014). 이러한 방법론적인 다원주의를 이론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국제정치
이론 및 사회정치이론을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으로 주류화하고 국제사회론의
프레임 안에서 국제개발, 특히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문명의 표준을 통한 강압적 사회화
국제사회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 국제정치학계가 발전시킨 규범적인 대안이
론으로서 국제정치이론의 대표 공급처였던 미국 학계가 미처 담지하지 못했던 국제
사회의 존재론적 가치와 인식론적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3) 영국학파에 따르면, ‘국제사회’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어떤 공통의 이익들과
3) 1959년 미국의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된 영국국제정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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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가치들을 의식하는 일단의 국가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공통의 규칙에 의해 구속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통의 제도의 운용에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할 때”에 존재하는 “국가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a society of states)”라 할 수 있다(Bull 1977, 13).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들은 이론적으로 공통의 가치와 제도, 그리고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고, 국가 단위로
구성되는 현실주의적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에 ‘사회성(the social)’을 추
가하여 간주관적인 국제사회가 질서(order) 중심의 현실과 정의(justice) 중심의
규범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과 절충을 지속하게 된다(Joseph 2012). 이러한 국제사
회는 17세기 유럽의 베스트팔렌 체제에서 형성된 국민국가(nation-state)를 토대로
구축된 국제체제가 역사적으로 팽창하여 비유럽 지역을 유럽식 국제사회로 포섭하
거나 물리적 개입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압적인 사회화를 일상화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국민국가라는 특정 양식에 천착하여 국제체제를 기반으로 형성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에서 탈식민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등과 같이
끊임없이 국제질서의 변화에 개별 국가가 적응해 온 역사적 진화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Watson 1992).
국가 간의 관계가 항상 주권국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통의
문명과 상호이해에 의해 공동의 규범과 제도로 상호 관계성을 규정하고 비문명의
국가를 사회화한다(Gong 1984). 국제사회론이 분석단위로서 주권국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위를 힘 중심의 질서유지 기능과 규범 중심의
인도주의적 정의로 구성되는 이중의 목적에 천착시킴으로써 초보단계이지만 질서
와 정의 사이에 진자의 추가 반복되면서 국제체제에서도 사회성을 공유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영국학파는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국제사회의 무정부상태
(anarchy)를 무질서(anomie)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위자 간에 공유된
규범･제도･정체성으로 운영되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Buzan 2004; Linklater and Suganami 2006; Bull 19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사회적 질서 내면에는 국제사회의 주요 핵심 국가들이 합의하여 정한 ‘문명의
론위원회(British Committee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가 1985년 중지될 때까지
마틴 와이트(Martin Wight)와 헤들리 불(Hedley Bull) 등 영국 학계의 주요 이론가들이 중심
으로 주류 국제정치학이었던 미국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영국학파의 위
상을 정립하여 왔다. 영국학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국제사회론의 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은 Dunne (1998) 및 마상윤(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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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이 비문명 국가들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문명의 표준은 강대국이 선택적이면서도
강압적인 사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으로 작동하였다. 문명의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비문명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데 실패하
게 되고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 역사적으로 문명의 표준을 통한 강압적
사회화가 유럽에서 비유럽지역으로 계속해서 팽창해왔기 때문에, 비문명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화를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거나 아니면 문명의 표준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제국과 문명을 세울만한 물리적인 힘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Bowden 2009; Fidler 2001; Gong 1984). 같은 논리로,
유럽식 내지 서구식 국제사회의 표준화된 문명이 북한에게 수용과 거부 중 선택을
계속해서 –특히, 탈냉전 이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에게는 유럽식 국제사회의
가치와 질서, 그리고 정의의 관념이 내부 체제 유지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강압적인
사회화로 인식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4)

2. 체제이성(raison de système)의 물리적 존재성
국제사회론은 현실주의의 국가이성(raison d’Etat) 대신 체제이성(raison de
système)을 강조한다(Watson 1992, 14). 현실주의의 국제체제를 유지하는 자기목
적적 존재로서 국가를 지탱하는 법칙과 행동기준으로서 국가이성이 존재한다면,
체제이성도 국가이성과 마찬가지로 국제체제가 체제이기 위하여 이를 유지･강화해
가는 데 필요한 법칙과 행동기준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국가이성이 아닌 체제이
성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고 역사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존재가 이성화
되고 합리화되는 중요한 구성주의적 요소가 체제이성이라 볼 수 있는데, 다른 각도
에서는 체제이성이 앞서 언급한 문명의 표준을 통한 강압적 사회화를 정당화하고
국제사회 영역 밖에 위치하여 아직 미개한 집합체로 머물러 있거나 국제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거부하는 주권국가 및 비정부기관을 국제사회 영역 안으로 인도하고
4) 국제사회론자들은 유럽 방식의 국제사회를 제3의 문명지역으로 적용하고 상호 구성하는 과
정을 분석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일본, 중국, 한국에서도 그 시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개발규범을 통한 개도국, 특히 취약국가에 대한 문명화
과정에서 개발원조의 제도적 영향력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사례는 신욱희(2008)와 장인성
(2003)을, 중국 사례는 Zhang (1991)을, 그리고 일본 사례는 Suzuki (200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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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하는 이성적 규범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환언하면, 국제사회에
서 통용되는 가치･규범･행동기준 등을 포괄하는 체제이성을 부정하고 수용하지
않는 국가와 이에 준하는 집합체를 국제사회에서 배제시키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체제이성이 수행하는 것이다(Kingsbury 1999). 즉, 체제이성은 국제사회의
존재이유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행동기준과 구조적인 운영기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의 핵심이다(Chong and
Druckman 2007; Mintz and Redd 2003).5) 만약 북한이 대규모의 원조를 서방의
공여국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
회의 주요 공여주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체제이성을 원칙적으로 수용해야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도전하는 세력들은 통제의 대상이 되고 강압적으로 사회화하려는
행동기준을 고안하여 제도로 고착시킬 것이다.

3. 질서와 정의의 미학: 연대주의와 다원주의
북한개발과 같이 특수성과 보편성이 교차하는 경우 문명의 표준과 체제이성을
통한 강압적 사회화를 북한개발협력연구의 주요 이론틀로 이용한다면, 북한이 개방
을 선택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개발프
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당히 단순화된 예상답안을
국제사회론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론은 정의와 질서의 균형을
위한 사회화를 추구함으로써 일방적인 압박으로 사회화를 관철하는 방식과 동시에
연대주의와 다원주의라는 방법론적 다원주의로 북한원조 및 개발협력에 관한 보다
입체적인 이론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다(Hurrell 2003; Alderson and Hurrell
2000). 이론적으로 국제사회라는 공간에 현실주의적 질서와 자유주의적 정의가
공존하고, 질서와 정의 중 어느 가치에 무게를 두냐에 따라 국제사회 공간 내에서
현실주의적 국제체제에 입각하여 북한의 개발협력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5) 프레이밍이론은 사회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하나로 어떤 행위자가 특정 간주간적 이해와 거
시적 맥락을 권력구조에 맞게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표상화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의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이 의도한 목적을 기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특정 담론이나 가치를 중요한 내･외장 프레임으로 주류화(mainstreaming)
하는 전략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레임은 경합관계에 있는 권력구조들이 표
출하는 담론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갈등이 어떻게 행위자들의 관계와 위계성을 형성하
는 과정과 연계되는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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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자유주의적 세계사회(world society)에 입각하여 북한기근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공간적 권력
이 국제체제와 세계사회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제공되는 개발원조의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할 수 있으며, 공여주체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세계사회에
가까울수록 정의와 연대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국제체제에 가까울수록 질서와 다원
주의를 강조하게 된다. 요컨대, 국제사회는 다양한 접근법의 공존과 분리가 상대적
으로 용이하고, 특정 국가가 문명의 표준을 수용하여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그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국가전략은 국제사회 내에서 복합적으로 조합되고 표출될 수 있다.
국제사회 내적 분화의 산물인 연대주의와 다원주의는 각각 현실주의적 속성과 자유
주의적 속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법론적 유연성과 도구적 절충
주의를 꾀한다(Little 2000). 따라서, 국제사회론은 주권국가의 전통적 역할을 수용
하는 반면, 국제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규범을 제도화하는 사회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국제사회론이 보유하고 있는 질서와 정의의 미학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적
이라는 상보성(complementarity)이라는 특징에 근거한다(김태균 2016). 정의가
보장되지 않은 국제사회는 질서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보편적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며, 반대로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는 정의를 보호하기위한
국가 간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하게 된다(Foot 2003). 정의가
부재한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국제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를 제도화하는 보편주의적 규범이 필요하며, 이는 자유주의 비전이 부활하도록
연대주의적 인식을 확대하는 움직임과 직결된다. 실제로, 북한의 사회화를 목적으
로 추진되는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사회의 정의와 질서 간의 균형과 안정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매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원주의는
국제사회에 있어 정의보다는 질서를 강조하게 되고 국제개발 영역에서는 보편주의
보다는 국가이익을 선호하는 반면, 연대주의는 국가주권의 독립성을 제한하고 공동
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과 제도를 강조하며 개발원조를 국익을 넘어서 보편주의
적 시각으로 기획하게 된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원주의와 유사하게 국제사회의 연대주의에서도
권력관계가 개별 주체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설정되는 것보다는 연대주의 내부의
권력관계가 다소 위계적인 질서로 구성되고 사회화되는 현상을 자주 목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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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kenberry and Kupchan 1990). 다시 말해, 국제사회 내부에서 분화된 연대주
의 안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의 사회적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개발원조의 협력대상국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환치된다. 보편적 목표로서 국제개발을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는 반면 이를 위한
개도국의 문명화 내지 사회화가 연대주의 내부의 권력관계를 반발 없이 수용해야한
다는 내부 모순이 존재한다.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
고 이를 위한 사회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력관계와 지나친 문명국의 비문명국에 대한 개입을
당연시할 수 있다는 불편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Bowden 2009; DiMaggio and
Powell 1983). 따라서 국제사회론자들은 연대주의의 내부에서 분화되는 두 가지
파생지류를 강압적 연대주의(coercive solidarism)와 합의적 연대주의(consensual
solidarism)으로 세분화하여 연대주의 안에서도 일방적으로 연대의 목표를 강요하
는 경우와 연대의 형성이 스스로의 합의와 협력의 산물로 수렴되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Buzan 2004). 특히, 북한과 같이 사회화가 용이하지 않은 대상국가를 국제원
조사회의 연대주의 메커니즘을 동원해서 사회화를 한다는 거시적인 동의가 형성되
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국가를 얼마나 강압적으로, 또는 합의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미시적인 단위의 방법론을 접목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관계와 연대주의의 분절화 구조를 국제개발 영역에서, 특히
북한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이론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동시에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내부적 분화는 개발원조를 둘러싼 국제원조사회와 협력
대상국으로 분류되는 북한 간에 형성되는 사회화 과정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틀을 제공한다. 국제사회의 국가연대주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세계
사회와의 경계선에서 만나게 되는 낮은 수준의 글로벌 자유주의가 형성될 때, 개발
원조의 규범적 보편성이 주류 담론으로 일반화되어 불량국가의 하나로 알려진 북한
의 경우 보편적 규범을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Hurrell 2007).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에게 보편성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사회화는 북한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될 것이다. 반면에
국제사회의 국가다원주의가 주류화된다면 그리고 북한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된다면, 인도주의가 국익에 의해 상쇄되며 국가 간 권력정치가 보편화되는
현실주의적 국제체제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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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국제개발원조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레짐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제원조사회의 성격이 연대주의와 다원주의 사이에서 변화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의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북한의 사회화 방식도
다층적으로 분화될 것이다.

Ⅲ. 북한의개발협력방식의다원성: 사회화방식의다층적분화
정의와 질서에 기초한 연대주의와 다원주의의 분화, 그리고 연대주의 내부의
추가적인 분화로 구성되는 국제사회론의 다층적인 접근법은 북한을 둘러싼 다양한
개발협력의 가상 시나리오를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차원으로 (재)구성하는데 도움
을 준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개발이 주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속성이 강했기
때문에 다원주의보다는 국제사회의 연대주의와 쉽게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북한의 사회화 과정에서 더욱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국제사회의
연대주의가 북한에게 적용될 때 합의적이었는가 아니면 강압적이었는가라는 문제
이다. 만약 질서를 강조하는 다원주의가 북한개발원조에 적절한 분석틀이라면, 북
한개발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협소해지고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개발원조를 북한의
통제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며 공여주체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프로젝트
가 변용되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김태균 2013). 따라서, 국제사회의 북한을 위한
개발프로젝트가 합의적 연대주의와 강압적 연대주의의 양 극단으로 이루어지는
스펙트럼 선상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달리
표현하여 연대주의 내부의 합의성과 강압성이 일정 수준에서 타협을 찾게 되고
타협점이 북한개발의 경우 어떻게 다변화되고 생성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횡적인 스펙트럼과 교차하는 또 하나의 종적인 축이 개발프로젝트 규모와
분석수준에 따른 변수라 한다면, 글로벌 수준의 거시적 프로젝트에서부터 북한
내부의 제도개선과 같은 미시적인 처방까지 이 종축에 포함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대규모 대북한 경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시나리오가
국제수준에서 기획되고 북한에 조건부로 지원되는 사례를 예상할 수 있으며, 후자
의 경우는 북한 내부의 개발역량강화와 거버넌스 개선 등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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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인 수준의 대북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국제사회의 대북개입과 북한 내부의 대응으로 구체화되는
시장민주주의를 위한 굿거버넌스와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렇듯, 국제수준에서
국내수준까지 종적으로 포진하는 분석수준과 연대주의 방식(합의적, 강압적)의 횡
축이 상호 교차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한 원조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체제이성을 보유한 국제사회가 문명표준의 강압적 사회화를 국제개발원조
라는 특수한 정책이전(policy transfer) 채널을 통해 북한에 요구하는 방식이 다양하
게 형성가능하며, 이러한 방법론적 다원성이 분석수준 중심의 종축과 연대주의
방식의 횡축이 교차하는 모든 지점에서 제도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국제사회론이
제공하는 다층적인 북한개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개발역량강화가
북한이 스스로의 사회경제발전을 주도하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근원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북한이 국제사회와 개발협력을 추진할 때 강압적 연대주
의와 합의적 연대주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산이 된다(이종무･
김태균･송정호 2012).

1. 다자기구를 통한 경제개발협력: 국제수준의 강압적 연대주의
국제사회에서 대북 경제협력 차관 및 유･무상원조는 주로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 의해 주도될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고 지금까지 다른 개도국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개발원조도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자기구를
통한 경제개발협력이라는 사회화를 위한 시나리오는 몇 가지의 상황적 가정을 토대
로 구성된다. 우선적으로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6개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상당히 완화된 상황을 가정한다. 이러한
초기 조건이 만족한 가운데 북한은 중국이나 한국의 제안과 조정으로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사회화 과정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에 세계은행 등 다양한 다자개발은행
에 가입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 또한 가입 이후 바로 대규모의 개발자원이 북한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발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적 조치와 검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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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개발은행이 직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기 전까지는 또
다른 개발원조를 동원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자개
발은행의 경제개발협력 재원이 투입될 때를 전후로 다양한 북한의 역량강화프로그
램이 조성되고 활발하게 적재적소에 시행되어야 한다. 개도국에게 대규모의 개발자
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브레튼우즈 기구들이 사업 집행 시 엄격한 신자유주의적
원조조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핵포기･시스템 개혁 등 사전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
면 북한에 경제개발협력 프로젝트기 시행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가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결성과 북한 개발협력
을 위한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체제의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넘어서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관련 시설의 폐기, 핵개발 인력 재배치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정치적 안보확약이 명시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장형수 2008; 장형수･김석진･송정호 2009). 이러한 정치적인 약속이 선행적으로
이행되면 2007년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중유를 비롯한 에너지･경제 지원을 공여국 간에 조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제･에
너지협력실무그룹’을 능가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북한개발협력 지원을 위한 동
북아시아 국제지역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 새롭게 구축될 국제지역협의체는 지속
적으로 북한의 핵포기와 그 추이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 아닌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다자개발은
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실무과정에 포함하여 북한의 경제
개발협력을 위한 주변국가와 다자기구가 협력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경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성공
적으로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여야한다는 선결조건이 있다. 이를 위해서 세계은행이
나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가입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
기금의 가입조건은 서로 밀접하게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조건들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와 준비가 필요조건으로 요구된다. 특
히, 북한은 불법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국제표준에 순응한다는 적극
적인 자세를 보여야하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재정정책의 건전성 등에 관련한
국제기준과 표준화에 부응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Babson 2015).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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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회원국들(특히, 중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신규가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직 국제개
발협력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가입하자마자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받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는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와
다자개발은행의 원칙과 사업방식에 대한 사전 교육과 역량개발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초기단계의 환경이 조성되면, 다음 단계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와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양자 간 공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하
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장형수･김석진･임을출 2012). 이 단계에서는 한국과 국제사
회가 북한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할 것이고,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농업 및 에너지･수송부문의 개발과 기본적인 경제인프라시설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층적인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경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북한의
핵포기 선언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북한의 중국
일변도 경제관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로 사회화될 수 있는 경로를 소개하고 적극적
으로 북한의 개방을 선도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조건부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일련의 다자기구를 통한 대북한 경제개발지원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지원을 절대로 받아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자개발기구가 요구
하는 선결조건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사회화 조건들로 작동하게 된다.
국제사회, 특히 북한 핵문제로 연결된 주변국들은 북한이 경제지원을 다자개발기구
로부터 받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화 과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시나리오는 이미 기존에 제도화된 국제기구의 연대주
의에 입각하여 ‘one-size-fits-all’ 정책을 모든 협력대상국에게 관철시키는 강압성을
띠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강압적 연대주의의 사회화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국익과 관계없이, 그리고 개별 대상국가의 주권적 요구가 반영되
지 않는 이미 주어진 조건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화이고, 국제사회론의 강압적 연대
주의에 기반한 사회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자개발은행의 경제개발협력 프로
젝트 경우 북한이 확장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정치하게 체계화
된 기존의 규범과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 다시 말해, 문명의 표준을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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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며 글로벌 수준에서 기획된 프로젝트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주입되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원조공여국들, 특히 BRICS가 최근에 출범시킨 신개발은
행(New Development Bank: N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으로 인한 국제원조사회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Stuenkel 2016). 물론 AIIB의 경우 북한의 가입 신청을 거부
한 상태이기는 하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보다는
NDB와 AIIB에 대한 접근도가 더 용이하다고 판단할 것이나 일정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신흥다자은행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브레튼우즈 중심의 다자개발기구들이 구사하는
강압적 연대주의의 사회화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UN 중심의 국제사회는 공여국과 함께 유엔기구의 대북한 경제발전
지원에 관한 노력과 조응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프레임을 구축을 시도해 왔고 이러한
시도는 브레트우즈 시스템에서 강요하는 강압적 연대주의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Meyer and Rowan 1977). UNDP는 2006년 북한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문서(Country Programme Document for DPRK, 2007-2009)
를 기획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포괄적인 대북 개발지
원전략을 담은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는 ‘북한 정부와 유엔기구 간의 협력을
위한 전략계획’으로서 유엔기구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인 틀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북한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낸 바 있다(UNDP 2006).
이를 토대로 북한개발지원 계획이 한 단계 진일보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UN-북한 협력을 위한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UN 2010). 따라서 현재까
지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경제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한 주체가 유엔기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향후 북한 경제개발협력 관련
강압적 연대주의의 탈동조화 주체로 가장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UN의
전략계획이라 할 수 있다. UN전략계획의 주목적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북한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
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지식과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
십(partnership for knowledge and development management), 영양(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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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환경(climage change and environments) 등 4개 분야에서 북한 내에
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의제설정부
터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그리고 자료수집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자세하게 제공하
고 있다. MDGs가 완료된 2015년까지 유효했던 반면, 2015년 9월부터 새롭게 시작
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UN은 다시 2030년까지의 대북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이고 UN의 대북한 활동까지 포괄하는 거시적인 프레임이
준비되고 있다.

2. 시장민주주의를 위한 굿거버넌스: 국내-국제와 강압-합의의 혼합
개혁･개방의 성공에 대한 평가의 수준은 차이가 있으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내
수준의 개혁･개방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경제에서 개혁･개방은
결국 어느 수준까지는 시장화가 확산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이는 부분적이나마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사한다. 김정은 시대가 도래하면서
뚜렷한 개혁･개방의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6.28 방침’으로 불리
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북한의 기존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시장경제 요소를 제도
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또한 북한경제에서 시장화가 실질적으로 확산
되기 위해서는 다자개발기구와 같은 국제사회의 대규모의 개입과 협력이 뒷받침되
어야하는 것이 필수요건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독자적인 시장화는 경험 및 재원의
부족으로 또한 체제 붕괴의 우려로 인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기도 하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북한 경제시스템은 ‘위로부터의 시장 조율 및 통제’와
시장발전의 기초인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의한 시장 확산’이 동시에 발현하여, 공격
과 반격의 큰 틀 내에서 다양한 조율･협력･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 이후 추가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어느 정도로
시장화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석 외 2009). 북한의 시장 활동은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 계획경제 내 불법적 경제활동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이는 곧 본래 불법영역이었던 시장화가 점차 확대
되면서 정부가 묵인하는 반합법적 지위까지 도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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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합법화로 인정하는 확산 일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
치에 따라 상품 및 가격 원리가 북한체제 내 도입되는 등 부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
는데 반해, 시장화의 속도는 아직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시장을 사회주의 상업유통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기존 시장의 합법화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이로써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종합시장의 도입은 주민 및 기업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
였고 상거래의 증대는 시장화의 진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2003년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이전의 농민시
장을 농산물뿐만 아니라 각종 공업제품도 거래되는 종합적인 상설시장을 개편하였
다.
<표 1> 국제금융기구의 저개발국 및 체제전환국 시장화 촉진 사례
기 간

19951999

1994

사업기관

세계은행

세계은행

대상국가

사업내용

러시아

러시아시장경제교육 프로젝트
∙ 러시아 관료, 기업인 대상의 시장경제교육 실시
∙ 경영관리, 금융, 공공재정 분야 교육
∙ 국립교육재단(National Training Foundation) 설립

중국

중국경제개혁법 프로젝트
∙ 종합법률지원 사업으로 경제개혁법 프로젝트 실시
∙ 입법요소, 훈련요소, 제도지원 요소 등으로 구성
∙ 1995년 시작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지원
목적

몽골기술지원 프로젝트
∙ 몽골 법조인 교육 프로그램
1998아시아
몽골
∙ 법조인교육센터(Lawyer Retraining Center) 설립
2005
개발은행
∙ 중견 판검사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된
법률을 교육
자료: 조명철 외(2008); 민경배･류길재(2009).

그러나, 아직까지 전형적인 자본주의형 시장경제가 도입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를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본격적으로 받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자개발은행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중국･몽골과 같은 체제전환국의
경우에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및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다.
5.24 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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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프로그램은 북한 당국이 체제 흔들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국제기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지원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
이 아직 다자개발은행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
행의 경우 미가입 국가에게도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자개발은행을 활용하여 북한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면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태균
2014). 첫째, 국제경제의 시장경제시스템 노하우를 가장 효율적으로 북한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주체가 다자개발은행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최상급의 지식을 수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아직 다자개발은행에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기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징검다리로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민주주의를 조건으로 북한에게 제공되는 개발원조는 미국이 오랫동
안 정책화화고 전략화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조(democracy aid)’와 맥을 같이 한다
(Burnell 2000; Carothers 2009). 민주주의 개선과 정착을 위한 원조는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원조정책과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원조정책은
이른바 민주주의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와도 연결고리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시스템 개혁(투명선거･정당정치제도･투표권･법치 등), 시장경제
개혁(거시경제안정화･가격자유화･사유화･반독점정책･사회복지제도･외환시장개
혁･대외무역제도개선 등), 그리고 시민사회 정착(민주시민교육･자금지원 등)으로
구성된다(Carothers 1999). 따라서 시장민주주의 도입을 앞세운 개발협력원조는
상품･노동･주택･기업 등의 시장화와 더불어 정치체제 자체를 서구민주주의의 기본
프레임으로 변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도국으로부터 또 하나의 서구 제국주의
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장민주주의를 위한 원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원조사회의 정책기본이 되고 있는 굿거버넌스 논리와도 쉽게 연결된다
(World Bank 1998). 굿거버넌스와 관련된 미사여구를 모두 삭제하면 결국 최종적
으로 주장하는 논리는 좋은 정책(good policies)과 좋은 제도(good institutions)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대상국은 대외원조를 받을 경우 좋은 결과 및 원조효과성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항진명제(tautology)’의 성격이 강하다(Riddell 2007). 아
직까지 굿거버넌스 주장에서 갖추어야 할 초기단계도 도달하지 못한 개도국에게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이론적 소고 135

이러한 시장민주주의에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안으로 ‘Good Enough Governance’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다(Grindle 2007). 이러한 주장은 굿거버넌스를 원조조건
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개도국에게
굿거버넌스를 위한 원조를 별도로 제공하고 이 단계에 진입할 경우 다시 굿거버넌
스를 원조조건으로 부과하자는 대안이다. 즉, 개도국에게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한꺼번에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시장민주주의를 어느 한 순간에 달성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만무한
일임이 자명하다. 시장민주주의를 북한체제에 정착시키고 개혁･개방의 경로로 북
한을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변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주요 조건들
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장민주주의에 입각한 굿거버넌스는 국제사회에
합의된 강압적 연대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대상국가가 시장민주주의에
기반한 원조를 거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정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자개발기구가 요구하는 강압적 연대주의 속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장민주주의를 위한 굿거버넌스는 주권국가인 대상국
가와의 합의가 어느 정도까지 도출될 수 있는가에 따라 연대주의적 사회화의 속성
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연대주의적 사회화
는 강압적 연대주의 사회화와 합의적 연대주의 사회화의 중간 형태 내지 과도기적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협력대상국인 북한이 기획에 참여하고 원하는
방향성을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게 되면 연대주의의 강압성이
합의적 연대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 수준에서 국제사
회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패턴은 북한의 참여도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냐에 따라 연대주의의 사회화가 강압형에서 합의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3.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국내수준의 강압적-합의적 연대주의
북한의 개발역량강화는 앞서 기술한 경제개발협력과 시장민주주의를 적극적으
로 도입하기 전･후 단계에서 모두 공히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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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자개발은행에게 대규모 원조를 받기 전에도 북한 스스로 개발역량을 강화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는 단계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다. 시장민주주의를 위한 굿거버넌스 경우에도 시장민주화
에 관한 경험 및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북한이 본격적으
로 국제사회의 사회화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 특히,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민주주
의로 체제를 전환하고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되기 위하여 – 필수조
건이자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개발역량강화가 동원되어야 한다. 본격적으
로 다자개발은행과 선진공여국의 개발재원이 제공되기 위해서 북한 내부의 개발역
량강화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 경제발전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을 경우, 북한은 극심한 체제 전환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원조조건 및 구조조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일 것이
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경제원칙과 실제 정책에 익숙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 관련 부처와 기관에 역량발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발학 분야에서는 역량발전(capacity development)을 크게 개인 차원과 제도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종무･김태균･송정호 2011). 개인차원에서는 북한의
교육은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발전을 위한 교육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전문가･관료･학자들은 시장경제 및 세계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비판담론이 공식담론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헌법 및 법률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가역량으로 수렴되는데, 국가역량은 정책의 입안 및
시행, 그리고 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강한 국가는 정부 개입이 제한되면서도 법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능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규정될 수 있다(Fukuyama 2004). 이러한 역량강화의 총집결체인 국가역
량을 개발협력에 맞추어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양자 간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제3의
국제기구, 관련국가 내지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다자협력채널을 중심으로 북
한의 개발협력을 위한 남측의 전략적 접근을 도모함으로써, 대북지원의 정치화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북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북한의 개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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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김
태균 2014). 개발협력을 위한 역량발전이 개도국의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범분야적(cross-cutting)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발행위자의 개
입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을 위한 역량발전 사업을
제3자를 통한 다자간 지원방식으로 집행할 경우, 남측의 직접 개입을 간접화할
수 있고 개발 사업이 정치화되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공식적
인 교류가 끊긴 이명박 정부에서도 다자채널을 이용한 북한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6) 다시 말해, 북한의 역량발전에
초점을 맞춰 대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토대와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시장경제‧무
역‧공공행정과 같은 자본주의체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공유와 기술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연착륙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데 그 주목적이 있다(박형중 외 2009). 따라서, 북한이
개발의 주체로서 제도적 역량강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가 선도하는 역량발전의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의 개발협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국제사
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개발협력 해법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북한의 조건에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곧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관하여 북한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합의적 연대주의의 사회화 내지 강압적 연대주의의
사회화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된 두 가지 방식의 개발협력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보편적
인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6)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이어져 온 남북한 대치상황은 양 측 모두 경제
협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 왔다. 2010년 5･24
조치로 남북한 간에는 위탁가공교역은 물론 1988년 이후 계속되어 왔던 남북 간 일반 무역
마저 끊어졌다. 이에 북한은 동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격렬하게 대응하였으며, 2011년
여름에는 전격적으로 발효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특구 내에 있는 남측 자
산에 대한 법적 처리를 단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3의 기구를 통하여 한국 정부기관이 추진하였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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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체적인 사회화이론과 정책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연구는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사회과학적 이론틀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천착하
여 국제사회론에서 제공하는 방법론적 다양성을 이 문제에 접목하는 것을 기초적이
나마 시도하였다. 정의와 질서 간의 상보성과 이를 기반으로 확장되는 연대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더욱 세분화되어 연대주의 내부에 합의적･강압적 연대주의로
이어지는 국제사회론의 다층적인 이론분석틀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국제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다자기구를 통한 경제개발, 시장민주주의를 위한 굿거버넌스, 그리고 개발
을 위한 역량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식의 대북한 개발원조에 특징과 사회화 방식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각의 방식을 강압적 연대주의 사회화, 강압적 연대주의와
합의적 연대주의 사회화의 혼합방식, 그리고 합의적-강압적 연대주의의 기초적 토
대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그림 1> 참조).
첫째, 북한 국내의 개발역량강화는 기본적으로 국내수준의 개발협력 프로젝트이
다. 그러나, 시장민주주의와 경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주체적인 입장이 반영되거나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주입이 시행되든
지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요구되는 사항
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연대주의적 개입에 적용되는 스펙트럼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즉, 강압적 연대주의 방식에서부터 합의적 연대주의까지 북한 개발역
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굿거버넌스를 위시한 시장민
주주의를 국제사회가 대북한 사회화 프로젝트로 추진할 경우 이와 연관된 분석수준
과 연대주의 유형 등 모든 변수가 혼합방식을 띠게 되고 연결되는 주체와 효과가
가장 광범위하다(<그림 1> 참조). 이는 시장민주주의 주입이 상황에 따라 가장
복잡다단한 이행주체와 제도･절차, 그리고 합의의 과정이 거시와 미시가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다자개발기구의 경제개발협력과 같이 일방적인
비타협적 개입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타협점들이 존재하다는 측면에서 연대주의의
다양한 유형들이 포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다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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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행의 경제개발협력이 북한의 선제적인 변화와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을 전제
조건으로 시행되는 국제 수준의 대규모 대북 원조이자 강압적 연대주의의 전형적인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수원주체로서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이
가장 축소되고 제한되어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이 북한 경제개발을 짧은 시기에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공여
주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림 1> 북한개발과 사회화를 위한 이론적 구성도

각각의 사회화 방식은 단계별로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 별개의 과정
을 고집하지 않는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개발협력을 위한
북한의 사회화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북한개발협력의 경험적 효과와 이론적
함의를 지나치게 외부적 시각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역량발
전 단계가 시장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초과정 역할을 수행한다하더라도, 시장민
주주의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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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민주주의를 위한 굿거버넌스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전환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수준의 사회화 과정이
단계적으로 거시적 프레임 안에서 체계적으로 연동되는 미시적인 기획을 이론화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곧 다자개발은행과 UN으로 구성되는 국제원조사회, 개
별공여국, 개발NGO, 그리고 북한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사회라는 공간에서 총체적
인 사회화 과정이 동시에 때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인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적인 차후 숙제로 귀결될 수 있다(Myrdal 2002).

Ⅴ. 맺으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인하고 개발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의 사회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화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 구축과, 실제 사업의
국제적 그리고 북한의 대내적 수준에서 협력체계를 이론과 연계하는 일련의 포괄적
인 거시와 미시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화는 단순히 국제사회가 단결
하여 북한에 제공하는 개발협력 내용을 통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고 개발협력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주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북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득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 연계체계 구축의
시발점이다. 국제사회, 특히 다자개발은행과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개발과 사회화 숙제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과업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북한 지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이론
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개발을 위한 북한 국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연계가
시도되어야 한다. 북한이 다자개발은행에 가입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스스로 개방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원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내 수준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원조패러다임의
변화, 국제경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공유, 시장민주주의로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은 5.24 조치 이후에도 꾸준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앞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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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든 연계정책에 기본으로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북한의 대규모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자
개발은행의 자금을 동원하는 국제적 수준의 공조체제와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와주는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개발지원그룹이라는
잠정적인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의
정부･민간･기업･학계, 그리고 또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국제적
대북한 개발협력 컨소시엄을 조직하기 위해서 정부제도 하에 범협력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관련 유엔기구 및 다자개발은행의 협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컨소시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단계적으로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이 선제
적으로 개입하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 또한 국제컨소시엄에 일원으
로 합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화를 위한 이론과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첫 단계로 지금
까지 부족했던 북한개발의 이론화 노력을 보완하고자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을
소개하고 실제 북한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적용해 봄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단초들을 마련하였다. 북한의 개발협력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모순관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 다원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사회론을
토대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회화하기 위한 이론적 재구성이 가능하며, 이에 맞춰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되었던 그리고 앞으로 기획할 수 있는 개발협력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현실 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전망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과 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정치한 연계고리를 찾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론의 다변
화와 정책의 현실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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