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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Human Exchange Project, and 
North Korea Fisheries Investment Project.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it's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nd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Second,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clude the operation 
of the North-South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the import of North Korean seafood. Third, human exchange projects include training of aquaculture technicians 
in North Korea,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ing vessels, and boarding of North Korea'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Fourth, North Korea's fisheries investment projects include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culture feed support, aquatic product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and fishery 
equipment support. However,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however, should be promo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as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as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Firs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creation project, joint 
enforcement on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ships, and operation of the common fish area in the West Sea 
can be promoted if international sanctions are maintained at present, promote North Korea's fisheries resource 
research project. Second, boarding of North Korean's fisherman in Korean fishing vessels, conducting the 
fishing project in North Korea's East sea, and importing North Korean seafood can be aided if commercial 
transactions are possible with North Korea. Third, South Korea will support aquaculture facilities and aquatic 
feed, fisheries processing facilities and technology transfer, fishery equipment support, training of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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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quaculture technicians, fishery fishing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erman when 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is possible with North Korea.

Keywords :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International Sanctions, Fisheries of North Korea

I. 서  론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에 의해 햇빛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관계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

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이에 대응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2016년의 북

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등 일련의 사건

들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2018년 4월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으로 납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8년 6월1)과 2019년 2월2)에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

지 않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

스정책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은 남북 간 당사자가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산협력은 농업협력과 더불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세계식량계획(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조사에 의하면 2018~2019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17만 톤으로 북한의 곡물 소요량 553만 톤 대

비 136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 수산업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수산 능력배양, 수산양식기술 개발, 연어 양식사업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식

량생산의 중요한 대안으로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분야이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대를 통한 식량 생산이 한계에 이른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조건하에서도 일정 수준의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에 추진이 가능한 수산협력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수산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던 2007년의 노무현 

1)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으로, 사상 최
   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 간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두 번째 정상
   회담이다. 당초 2차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었지만, 이틀째 회담에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 실패로 결렬에 이르렀다. 
3) VOK(2019), ‘유엔,올해 북한 식량난, 10년 내 최악···기상ㆍ제재 영향’ 2019.5.4.



12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1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and aquaculture technicians, fishery fishing technology transfer, and training of fisherman when 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is possible with North Korea.

Keywords : Inter-Korea Fisheries Cooperation, International Sanctions, Fisheries of North Korea

I. 서  론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에 의해 햇빛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관계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

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이에 대응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2016년의 북

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등 일련의 사건

들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2018년 4월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으로 납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8년 6월1)과 2019년 2월2)에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

지 않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

스정책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은 남북 간 당사자가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산협력은 농업협력과 더불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세계식량계획(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조사에 의하면 2018~2019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17만 톤으로 북한의 곡물 소요량 553만 톤 대

비 136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 수산업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수산 능력배양, 수산양식기술 개발, 연어 양식사업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식

량생산의 중요한 대안으로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분야이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대를 통한 식량 생산이 한계에 이른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조건하에서도 일정 수준의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에 추진이 가능한 수산협력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수산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물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던 2007년의 노무현 

1)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으로, 사상 최
   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 간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두 번째 정상
   회담이다. 당초 2차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었지만, 이틀째 회담에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 실패로 결렬에 이르렀다. 
3) VOK(2019), ‘유엔,올해 북한 식량난, 10년 내 최악···기상ㆍ제재 영향’ 2019.5.4.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광남(2001)은 남북수산협력사업으로 수산자원의 공동개발 및 합작사업 추진 검토, 감축어선 대북

공여, 동해안 연어자원 개발, 수산기술협력, 남북공동 어로구역 설정 및 공동조업, 제3국 공동개척 및 

합작생산어획물 직수출 및 국내 반입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권태진(2004)은 남북산 농림수산물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안정적인 육상 

및 해상 운송로 확보, 통관절차 간소화, 분쟁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기구 설치, 자유로운 통신수단 강

화, 남북간 직거래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교역에 따른 손실보전제도 개선, 효율적인 검역체

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남성욱(2006)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북한의 어업생산력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 단순지원과 병행하여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공동조업 추진, 공동합작회사 설립 및 수산물가공공장 건설, 수산협력 추진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태헌(2009)은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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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북한 동해수역의 남측어선 입어, 서해 남북공동어로사업, 남북 수협 간 교류활성화 등

이유진(2015)
수산업 발전과 북한 경제 활성화 연계,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지원 강화, 수산분야 남북경협 등

박성쾌(201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와 협력

이미용 외(2015) 북한 해역 공동조사,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 북한해역의 남측 어선 입어 등

최재선(2018)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신의주와 남포 등 항만 개발, 수산양식분야 협력, 북·중·러 접경지역
의 해양관광 등

이상국 외(2018)
북한 동해 수역 입어 추진, 북한 수산물의 부산 반입, 북한 수산도시 등과의 자매결연, 수상 
플로팅을 활용한 북한 수산물류거점기지 조성, 북한 수산물의 1차 가공단지 조성, FAO 세계수
산대학을 활용한 남북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

좌민석(2018)
남북교류지원센터 설치, 냉수성 어종 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이전,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서해 5도의 공동 파시 설치 운영 등

<표 1> 남북수산협력 관련 선행 연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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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모

업의 시행, 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입 활성화, FAO 수산협력 등의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동·서해의 내

륙거점생산지 집하센터 조성, 어로기술 및 어자재 협력, 해양수산 관광지 개발, 양식업 협력사업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성걸(2012)은 북한 강원도 북고성 일대에 정치망어업단지, 수산물 가

공공장 등이 입주하는 ‘금강산 수산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2010년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북협력 관련 연구는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산협력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성과들이 나타났다4).
박성준(2014)은 남북수산협력방안으로 북한동해수역에 우리나라 어선의 입어(入漁)를 제안했다. 김

현용 외(2014)는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 과제로 어선어업기술 이전, 우리나라 어선에 북한 어선원 승

선, 남북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 북한지역 수산자원 조성, 양식시설 및 사료지원, 수산물 가공설비 지

원, 러시아수역 입어선의 직항로 개설, 북한 동해수역의 남측어선 입어, 서해 남북공동어로사업, 남북 

수협간 교류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유진(2015)은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 수산업 발전과 북한 경제 활성화 연계,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지원 강화, 수산분야 남북경협 등을 제안했다. 박성쾌

(2015)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

여 국제기구와 협력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명태 살리기 협력사업, 내수면 및 해수면 양식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용 외(2015)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남북협력방안으로 북한 해역 공

동조사,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 북한해역의 남측 어선 입어 등을 제안했다. 최재선(2018)은 남북해양수

산협력의 방안으로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신의주와 남포 등 항만 개발, 수산양식분야 협력, 북

ㆍ중ㆍ러 접경지역의 해양관광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상국ㆍ허윤수ㆍ이선영(2018)은 남북경협시대의 수산분야에서 부산의 역할로 북한 동해 수

역 입어 추진, 북한 수산물의 부산 반입, 북한 수산도시 등과의 자매결연 등 단기과제와 수상 플로팅

을 활용한 북한 수산 물류 거점기지 조성, 북한 수산물의 1차 가공단지 조성, FAO 세계수산대학을 

활용한 남북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 중장기과제를 제안했다. 좌민석(2018)은 제주도와 북한수산업의 협

력방안으로 제주ㆍ북한남북교류지원센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냉수성 어종 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이전,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서해5도의 공동 파시 설치 운

영 등을 제안했다.

Ⅲ.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 과정 및 한계점 

1. 정부 중심의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 과정 

정부 중심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은 1955년에 북한이 北남북한 어장들의 상호이용 및 관련 문제 협상 

제의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경제력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 이전보다는 구체적인 형태의 남북수산협력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84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경제회담에서 명태 반입, 공동어로구역, 

4) 드레스덴 선언에서는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공동번영을 위항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
   성 회복 등 3가지 내용을 북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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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성걸(2012)은 북한 강원도 북고성 일대에 정치망어업단지, 수산물 가

공공장 등이 입주하는 ‘금강산 수산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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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2014)은 남북수산협력방안으로 북한동해수역에 우리나라 어선의 입어(入漁)를 제안했다. 김

현용 외(2014)는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 과제로 어선어업기술 이전, 우리나라 어선에 북한 어선원 승

선, 남북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 북한지역 수산자원 조성, 양식시설 및 사료지원, 수산물 가공설비 지

원, 러시아수역 입어선의 직항로 개설, 북한 동해수역의 남측어선 입어, 서해 남북공동어로사업, 남북 

수협간 교류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유진(2015)은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 수산업 발전과 북한 경제 활성화 연계,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지원 강화, 수산분야 남북경협 등을 제안했다. 박성쾌

(2015)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

여 국제기구와 협력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명태 살리기 협력사업, 내수면 및 해수면 양식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용 외(2015)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남북협력방안으로 북한 해역 공

동조사,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 북한해역의 남측 어선 입어 등을 제안했다. 최재선(2018)은 남북해양수

산협력의 방안으로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신의주와 남포 등 항만 개발, 수산양식분야 협력, 북

ㆍ중ㆍ러 접경지역의 해양관광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상국ㆍ허윤수ㆍ이선영(2018)은 남북경협시대의 수산분야에서 부산의 역할로 북한 동해 수

역 입어 추진, 북한 수산물의 부산 반입, 북한 수산도시 등과의 자매결연 등 단기과제와 수상 플로팅

을 활용한 북한 수산 물류 거점기지 조성, 북한 수산물의 1차 가공단지 조성, FAO 세계수산대학을 

활용한 남북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 중장기과제를 제안했다. 좌민석(2018)은 제주도와 북한수산업의 협

력방안으로 제주ㆍ북한남북교류지원센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냉수성 어종 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이전,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서해5도의 공동 파시 설치 운

영 등을 제안했다.

Ⅲ.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 과정 및 한계점 

1. 정부 중심의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 과정 

정부 중심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은 1955년에 북한이 北남북한 어장들의 상호이용 및 관련 문제 협상 

제의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경제력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 이전보다는 구체적인 형태의 남북수산협력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84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경제회담에서 명태 반입, 공동어로구역, 

4) 드레스덴 선언에서는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공동번영을 위항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
   성 회복 등 3가지 내용을 북측에 제안했다.

어장 공동개발, 수산합영회사 설립, 남포항ㆍ원산항ㆍ포항항ㆍ인천항 이용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8년에 현대종합상사가 북한산 모시조개 40kg을 직수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2년 남북정상회담에 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남북수산협력사업이 추진

되었다. 태영수산이 통일원으로부터 북한 내 가리비양식 사업승인을 취득하였으며, 수협중앙회가 2년 

동안 北 실무자들과 5차례 남북공동어장 개발을 협의하였다. 200년대 이후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빈번해졌으며, 2007년 남북정상

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농수산분과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북한과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에서는 지자체 차원

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강원도 북고성의 후천강에 남북공동 연어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2003
년에는 강원도 안변군에 연어부화장을 건립했으며, 2007년에는 연어사료공장 건립을 지원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단된 상태이다.

시  기 연  도 주요 내용

1950년대
1955년 北, 남북한 어장들의 상호이용 및 관련 문제 협상 제의(5.26)
1958년 北, 남북 수산기관 및 어민단체 대표 협상 제의(12.29)

1960년대 1960년 北, 남북경제 문화교류 및 공동어로 제의(11.22)

1970년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7.4)
北, 남북공동어로 합작 제의(11.3)

1980년대

1984년
제1차 남북경제회담(11.15) : 명태 반입, 공동어로구역, 어장 공동개발, 수산합영회사 설립, 
남포항, 원산항, 포항항, 인천항 이용 논의

1985년 제4차 남북경제회담(9.18) : 南 남해수산물, 北 명태 판매 희망

1988년 현대종합상사, 北 모시조개 40kg 반입(11월,최초의 수산물 직교역)

1990년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9.17)
1997년 南 태영수산, 통일원으로부터 북한 내 가리비양식 사업승인 취득(10.14)
1998년 南 수협중앙회, 北 실무자들과 5차례 남북공동어장 개발 협의(1998.5~2000.4)

2000년대

2000년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12.16) : 남북당국자간 어업협력 회담 및 북한 동해 입어 제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차 회의 : 공동어로 및 양식 방안 제의(12.26)
2001년 南 강동수산대표, 수산협력사업 논의차 방북(11.13~20)
2004년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합의서(6.4)

2005년
수산협력실무회의 제1차 회의 합의서(7.27) : 서해공동어로, 불법어선 대응, 출입통제 상호 
협력,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협력, 수산물 우량품종 개발 및 기술교류, 제3국 어장 진출

2006년 北, 공동어로 및 불법어로 단속 관심 표명(3.3)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2~4)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총리회담 및 국방장관회담 개최(11월) : 동해 공동어로사업 착수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 
협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농수산분과위원회 개최(12월) : 북한 동해의 일정수역에 남측어선 
입어 추진

2010년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4.27) :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안전한 어로 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자료 : 박성준ㆍ이성우(2016), 이미용ㆍ박준모ㆍ박지훈(2015), 남성욱(2006)을 바탕으로 작성

<표 2> 시기별 남북수산협력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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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모

1972년 이후 남북 간 당국자 간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많은 논의와 사업추진이 있었으나, 정부 간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은 대부분 합의서 체결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의 ‘10.4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의 ‘4.27 남북정상

회담’ 등 남북합의 내용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2. 민간 중심의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 과정 

민간부문에서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은 북한 해역의 입어사업, 양식투자협력, 수산가공투자협력 등 3가
지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본격적인 민간부문 남북수산협력사업은 1991년 수협중앙회가 북측의 민족경

제협력연합회와 북한 수역의 합작 입어 및 생산물의 반입을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 (주)해주, 수협중앙회, 고성군수협, 안승유통 등은 북한 수역의 입어사업

을 추진하였다. 태영수산과 LG상사, 대동수산, (주)매리는 북한에 가리비, 뱀장어, 홍합 등의 양식사업

에 투자하려고 했으며, 미흥식품, 파라우수산, 피쉬닷컴(주), 아이니무역 등은 북한에서 가공수산물을 

생산하여 남측에 반입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가리비와 바지락 등 일부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

입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에서 논의과정에서 머무르거나 시범사업 추진 중 북한의 일방적인 

구  분 사업주체 북측파트너 설립회사명 추진연도 사업규모 추진내용

북한
해역
입어
협력

전어총
민족경제

협력연합회
- 2002 어선 42척 원산은덕어장 어로사업

(주)해주
광명성
총회사

풍어수산물 
합작회사

1998~
1999

299만$
(북측 98만$)

북측수산물 생산 및 판매

수협중앙회
민족경제

협력연합회
- 1991 어선 5~10척

합작입어, 생산물 반입 및 
제3국 수출

고성군수협 - - 2001
현금, 식량, 기자재, 

장비 등
북측수역 입어

안승유통
민족경제

협력연합회
- 2001 어선 5~10척 원산-장전 수역 홍게조업

양식
투자
협력

태영수산ㆍ
LG상사

라진바다
양식사업소

라진수산
합영회사

1998 65만$ 가리비 양식ㆍ생산

대동수산
광명성
총회사

- 2008 500만$
수산물 가공 
뱀장어 양식

(주)매리 -
칠보산매리
합작회사

2009 -
나진ㆍ선봉지역 

홍합ㆍ가리비 양식

수산
가공
투자
협력

미흥식품
조선철산

수산총회사
조중합영

철산주식회사
1999 47만$ 수산물 채취, 가공, 판매

파라우수산
조선은파산
무역상사

- 1997 300만$ 수산물생산, 가공

피쉬닷컴(주) - - 2003 가공시설 지원 바지락 가공, 반입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 2005 15만$
다슬기, 가공설비투자, 

반입, 판매

자료 : 이미용ㆍ박준모ㆍ박지훈(2015), 박성준(2014)

<표 3> 민간부문 남북 수산협력 추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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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1972년 이후 남북 간 당국자 간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많은 논의와 사업추진이 있었으나, 정부 간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은 대부분 합의서 체결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의 ‘10.4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의 ‘4.27 남북정상

회담’ 등 남북합의 내용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2. 민간 중심의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 과정 

민간부문에서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은 북한 해역의 입어사업, 양식투자협력, 수산가공투자협력 등 3가
지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본격적인 민간부문 남북수산협력사업은 1991년 수협중앙회가 북측의 민족경

제협력연합회와 북한 수역의 합작 입어 및 생산물의 반입을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 (주)해주, 수협중앙회, 고성군수협, 안승유통 등은 북한 수역의 입어사업

을 추진하였다. 태영수산과 LG상사, 대동수산, (주)매리는 북한에 가리비, 뱀장어, 홍합 등의 양식사업

에 투자하려고 했으며, 미흥식품, 파라우수산, 피쉬닷컴(주), 아이니무역 등은 북한에서 가공수산물을 

생산하여 남측에 반입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가리비와 바지락 등 일부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

입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에서 논의과정에서 머무르거나 시범사업 추진 중 북한의 일방적인 

구  분 사업주체 북측파트너 설립회사명 추진연도 사업규모 추진내용

북한
해역
입어
협력

전어총
민족경제

협력연합회
- 2002 어선 42척 원산은덕어장 어로사업

(주)해주
광명성
총회사

풍어수산물 
합작회사

1998~
1999

299만$
(북측 98만$)

북측수산물 생산 및 판매

수협중앙회
민족경제

협력연합회
- 1991 어선 5~10척

합작입어, 생산물 반입 및 
제3국 수출

고성군수협 - - 2001
현금, 식량, 기자재, 

장비 등
북측수역 입어

안승유통
민족경제

협력연합회
- 2001 어선 5~10척 원산-장전 수역 홍게조업

양식
투자
협력

태영수산ㆍ
LG상사

라진바다
양식사업소

라진수산
합영회사

1998 65만$ 가리비 양식ㆍ생산

대동수산
광명성
총회사

- 2008 500만$
수산물 가공 
뱀장어 양식

(주)매리 -
칠보산매리
합작회사

2009 -
나진ㆍ선봉지역 

홍합ㆍ가리비 양식

수산
가공
투자
협력

미흥식품
조선철산

수산총회사
조중합영

철산주식회사
1999 47만$ 수산물 채취, 가공, 판매

파라우수산
조선은파산
무역상사

- 1997 300만$ 수산물생산, 가공

피쉬닷컴(주) - - 2003 가공시설 지원 바지락 가공, 반입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 2005 15만$
다슬기, 가공설비투자, 

반입, 판매

자료 : 이미용ㆍ박준모ㆍ박지훈(2015), 박성준(2014)

<표 3> 민간부문 남북 수산협력 추진 사례

조처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5).

3. 기존 남북수산협력사업의 한계점

기존에 추진되었던 남북수산협력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남북관계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못한 것에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의 해빙국면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남북수산협력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논의가 어려웠다. 이외에도 기존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이 부

진했던 원인으로는 남북 합의의 제도화 미흡, 수산물 생산기지 중심의 접근방식, 북한산 수산물의 국

내 반입에 따른 어업인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남북수산협력사업의 법제화가 미흡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 형태에 머무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국내 정권

의 교체시 이전 정부에서의 합의내용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간 합의내용에 대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제화하여 남북협력사업과 정치적 상황

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은 대부분 북한의 수산자원을 남한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

한 시각이 중심적이었다. 북한 수역으로 남한의 어선이 입어하는 사업, 북한에 양식장을 설립하여 양

식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사업, 북한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사업 등이 

모두 북한을 저렴한 수산물 생산기지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남북수산협력사업이 실질적인 결과

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수산물의 안정적인 국내 반입은 물론 북한의 수산업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산 수산물 국내 반입에 따른 국내 어업인 대책이 준비되지 않았다. 남북수산협력사업의 

결과는 국내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렴한 가격의 북한산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

되면 국내 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거 1990년대 말에 북한산 가리비와 꼬막이 수입

되었을 때 국내 가리비와 꼬막의 가격하락이 나타난 경험이 있다. 국내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어업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

하여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Ⅳ.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1. 유엔의 대북제재 

유엔(UN)의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대북제재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6) 탈퇴에 따른 대응으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5) 태영수산은 LG상사와 함께 1998년에 북한 나진에서 가리비양식을 시작하였으나 1999년에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 

6) 핵확산금지조약은 전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무기의 생산을 금지하고 핵보유국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8년 7월 1일 UN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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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모

탈퇴 결정에 대한 재고(再考)를 촉구한 안보리 결의 825호(1993.5.11)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이다. 유
엔의 안보리 제재 2270호(2016.3.2) 이전의 유엔 제재는 북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재재인 반면, 안보리 제재 2321호(2016.11.30) 이후에는 북한 경

제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로 성격이 변화했다. 안보리제재 2397호(2017.12.22.)는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의 수입금지와 함께 민생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그리고 북한의 

해외노동자의 송환, 어획권 판매 금지 등 안보리제재 2375(2017.9.11.)에서 규정한 대북제재의 내용을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주요내용은 대북 수출입 금지, 대북 사업 금지, 북한 화물 이동에 

대한 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북 수출입 금지는 북한산 무연탄, 철광석, 바나듐광, 티타늄광, 
납광석, 희토류, 금 등 지하자원의 수입금지, 북한산 식품, 농산품, 목재, 직물, 의류 완제품 등의 수입

금지, 원유 및 정제유(민생용 제외), 기계류(민항기 수리용 제외), 운송기기, 금속 등의 대북 수출 금지 

등이다. 대북 사업 금지는 북한에 금융서비스(현금 지급 포함)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 금지, 해외파견

노동자 고용 금지 및 본국 송환, 북한과의 합작사업, 어획권 구입 등 경협사업 금지 등이다. 북한 화

물 이동에 대한 금지는 북한국적 선박의 소유, 운영, 대여 및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인 수화물 

및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북한 행(行)ㆍ발(發)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공해상에서 북한선박 화물 

이송 금지 등이다.  

제재안
UNSCR 2270

('16.3.2)
UNSCR 2321

('16.11.30)
UNSCR 2371

('17.8.5)
UNSCR 2375

('17.9.11)
UNSCR 2397

('17.12.22)
관련
사건

4차 핵실험
(’16.1.6)

5차 핵실험
(’16.9.9)

ICBM 미사일 발사
(’17.7.3, ’17.7.28)

6차 핵실험
(’17.9.3)

ICBM 미사일 발사
(’17.11.28)

대북
수출입 
금지

- WMD와 관련된 무
연탄, 철, 철광석 금
지(단 민생목적 예
외)
-금, 바나듐광, 티타
늄과, 희토류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단, 인도주의적 용
도 및 북한 민항기 
해외 급유 제외)

- 북한산 무연탄 4억
달러 또는 750만톤 
중 작은 쪽 선택
-은, 동, 아연, 니켈 
금지

-북한산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전면 금지

-북한산 직물 및 의
류 완제품 전면 금지
- 정제유 200만 배
럴, 원유 400만 배럴
  (LNG,콘덴세이트 
전면금지)

-북한산 식품, 농산
물, 기계류, 전자기
기, 토석류, 목재, 선
박 수입금지
-원유금지
  (단 민생목적 허
용, 연간 400만배럴)
-정제유 금지
  (단 민생목적 허
용, 연간 50만 배럴)

대북
사업
금지

-북한 행ㆍ발 화물 
전수 조사
-북한은행 해외지점 
개설 금지

-회원국의 북한내 금
융 기관 폐쇄 및 무
역 금융지원 금지
-북한인 수화물 및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 국적 선박의 
소유, 운영, 대여, 보
험제공 금지

-해외 노동자 현 수
준 동결
-북한과 합작사업 신
설 및 확대 금지
-제재위가 제재선박 
지정 후 회원국은 입
항 불허
-일반회사의 금융서
비스 제공 불가

-해외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북한과 합작사업 전
면 금지(120일 이내 
폐쇄)
-공해상에서 북한선
박 화물이송 금지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어획권 구입 금지
-북한선박에 대한 해
상 차단 의무화

자료 : 이승열(2018), 임소정(2018)

<표 4> 2016년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19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탈퇴 결정에 대한 재고(再考)를 촉구한 안보리 결의 825호(1993.5.11)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이다. 유
엔의 안보리 제재 2270호(2016.3.2) 이전의 유엔 제재는 북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재재인 반면, 안보리 제재 2321호(2016.11.30) 이후에는 북한 경

제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로 성격이 변화했다. 안보리제재 2397호(2017.12.22.)는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의 수입금지와 함께 민생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그리고 북한의 

해외노동자의 송환, 어획권 판매 금지 등 안보리제재 2375(2017.9.11.)에서 규정한 대북제재의 내용을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주요내용은 대북 수출입 금지, 대북 사업 금지, 북한 화물 이동에 

대한 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북 수출입 금지는 북한산 무연탄, 철광석, 바나듐광, 티타늄광, 
납광석, 희토류, 금 등 지하자원의 수입금지, 북한산 식품, 농산품, 목재, 직물, 의류 완제품 등의 수입

금지, 원유 및 정제유(민생용 제외), 기계류(민항기 수리용 제외), 운송기기, 금속 등의 대북 수출 금지 

등이다. 대북 사업 금지는 북한에 금융서비스(현금 지급 포함)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 금지, 해외파견

노동자 고용 금지 및 본국 송환, 북한과의 합작사업, 어획권 구입 등 경협사업 금지 등이다. 북한 화

물 이동에 대한 금지는 북한국적 선박의 소유, 운영, 대여 및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인 수화물 

및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북한 행(行)ㆍ발(發)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공해상에서 북한선박 화물 

이송 금지 등이다.  

제재안
UNSCR 2270

('16.3.2)
UNSCR 2321

('16.11.30)
UNSCR 2371

('17.8.5)
UNSCR 2375

('17.9.11)
UNSCR 2397

('17.12.22)
관련
사건

4차 핵실험
(’16.1.6)

5차 핵실험
(’16.9.9)

ICBM 미사일 발사
(’17.7.3, ’17.7.28)

6차 핵실험
(’17.9.3)

ICBM 미사일 발사
(’17.11.28)

대북
수출입 
금지

- WMD와 관련된 무
연탄, 철, 철광석 금
지(단 민생목적 예
외)
-금, 바나듐광, 티타
늄과, 희토류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단, 인도주의적 용
도 및 북한 민항기 
해외 급유 제외)

- 북한산 무연탄 4억
달러 또는 750만톤 
중 작은 쪽 선택
-은, 동, 아연, 니켈 
금지

-북한산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전면 금지

-북한산 직물 및 의
류 완제품 전면 금지
- 정제유 200만 배
럴, 원유 400만 배럴
  (LNG,콘덴세이트 
전면금지)

-북한산 식품, 농산
물, 기계류, 전자기
기, 토석류, 목재, 선
박 수입금지
-원유금지
  (단 민생목적 허
용, 연간 400만배럴)
-정제유 금지
  (단 민생목적 허
용, 연간 50만 배럴)

대북
사업
금지

-북한 행ㆍ발 화물 
전수 조사
-북한은행 해외지점 
개설 금지

-회원국의 북한내 금
융 기관 폐쇄 및 무
역 금융지원 금지
-북한인 수화물 및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 국적 선박의 
소유, 운영, 대여, 보
험제공 금지

-해외 노동자 현 수
준 동결
-북한과 합작사업 신
설 및 확대 금지
-제재위가 제재선박 
지정 후 회원국은 입
항 불허
-일반회사의 금융서
비스 제공 불가

-해외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북한과 합작사업 전
면 금지(120일 이내 
폐쇄)
-공해상에서 북한선
박 화물이송 금지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어획권 구입 금지
-북한선박에 대한 해
상 차단 의무화

자료 : 이승열(2018), 임소정(2018)

<표 4> 2016년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 미국의 대북제재 

미국에서 대북제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계국(OFAC: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며, 미국의 대북제재는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의회에서 통과되는 법령(statues)으로 구성된다. 

법령에 의한 대북제재는 2016년 2월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7)과 2017년 7월, 북한, 러시아, 이란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 대처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제정으로 구체화 되었다8). 미국에

서 대북제재를 위한 총 여섯 번의 행정명령 중 2005년의 행정명령 13382(2005.6.28)를 제외한 다섯 

번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행정명령 13810(2017.9.21)은 북한과 거

래하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 그리고 북한인이 소유관리하거나 북한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해외금융계

정을 통해 미국인의 소유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 유입되는 자금까지 제재의 대상에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재제 이다.

7) Congress Gov(2016), 'H,R757-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8) Congress Gov(2017), 'H,R3364-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구분 관련사건 주요내용

행정명령 13382
(2005.6.28)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8개 기관 대상
 -행정명령에 지정된 대상과 모든 형태의 거래 금지
 -제재 대상이 제공하는 물자, 서비스, 기술의 직간접적인 미국 수입 금지 

행정명령 13466
(2008.6.26)

-
˚북한 정부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항공기 등록 및 북한 국적기에 대한 소유, 임대, 운영 
   및 보험 등록 금지

행정명령 13551
(2010.8.30)

천안함 사건(’10)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09)

˚미국 내 또는 미국 국민이 소유한 북한 개인 자산 동결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무기 관련 물품 및 사치품 거래를 했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금융거래를 한 개인 등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행정명령 13570
(2011.4.18

- ˚UN결의 1718호와 1874호와 관련된 수입 금지

˚북한으로부터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의 직간접적 미국내 수입 금지

행정명령 13687
(2015.1.2)

북한의 
사이버테러(’14)
UN결의 위반, 

인권침해

˚미국 국민 또는 영토 내의 자산에 대한 자금 동결 대상 확대 및 입국 금지

행정명령 13810
(2017.9.21.)

북한의 ICBM발사(17) 
6차 핵실험(17)

UNSCR 2371호 및 
2375호 후속조치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외국기업 및 
   개인 포함)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재산 몰수
 - 북한의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어업, IT, 제조업, 의료, 광업, 의류제조업, 
   교통업계와 연관된 사업
 - 북한의 항구, 공항 또는 내륙통관지의 소유, 조정 또는 운영
 - 북한의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차례 이상의 유의미한 거래
 - 북한 정부나 노동당을 위해 수입을 창출하는 북한인

˚북한인이 소유관리하거나 북한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해외금융계정을 통해 
   미국인의 소유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 유입되는 자금은 제재 대상 
 - 이에 저촉되는 해외금융기관도 제재 대상

자료 : 김슬기(2016), 임소정(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 행정명령에 의한 미국의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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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는 대북 수출입 금지, 북한 정부 및 개인, 북한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자

산 동결 및 몰수, 북한 정부 및 개인, 북한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북 수출입 금지는 북한의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 티
타늄광, 구리 니켈,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의 직간접적 미국 내 수입 금지, 북한에 항공유 수출 금

지 등이다. 
북한 정부 및 개인, 북한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몰수는 북한 정부 및 북한 

정부 관리, 노동당 관리 등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 대한 미국 내 

재산 몰수, 북한과 거래한 후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재산 몰수를 당한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ㆍ지원하거나 그 밑에서 일하는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재산 몰수 등이다.
북한 정부 및 개인, 북한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금지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

든 기업과 개인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금지, 북한과 거래한 후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 미국 내 재산 

몰수를 당한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ㆍ지원하거나 그 밑에서 일하는 기업과 개인의 미국 금융거래 금

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북제재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5.24조치’이다. 5.24조치는 2010년 3월에 백

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9). 이후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나진ㆍ하산프로젝트’를 5.24조치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5.24조치의 주요내용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5가지이다. 이에 따라 순수 인도적인 대북지원

을 제외한 모든 대북 협력활동이 중단되었다. 5.24조치 이후의 남북교류활동은 2011년의 투자자산 점

검을 위한 방북 허용, 선금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ㆍ의약품 등 대북 지원 품목 

확대, 종교ㆍ문화인의 방북 허용, 2015년의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 허용(4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남북교류 허용(5월) 등 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9) 2016년 2월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다.

구 분 내   용 비   고

1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제주해협을 포함한 우리측 해역 전체

2 남북교역 중단 ˚일반 교역,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입 금지

3 방북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제외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제한

4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개성공단 포함)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5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정부
 와 사전 협의 필요)

자료 : 임성택(2011)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6> 5·24조치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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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미국의 대북제재는 대북 수출입 금지, 북한 정부 및 개인, 북한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자

산 동결 및 몰수, 북한 정부 및 개인, 북한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북 수출입 금지는 북한의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 티
타늄광, 구리 니켈,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의 직간접적 미국 내 수입 금지, 북한에 항공유 수출 금

지 등이다. 
북한 정부 및 개인, 북한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몰수는 북한 정부 및 북한 

정부 관리, 노동당 관리 등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 대한 미국 내 

재산 몰수, 북한과 거래한 후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재산 몰수를 당한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ㆍ지원하거나 그 밑에서 일하는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재산 몰수 등이다.
북한 정부 및 개인, 북한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금지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

든 기업과 개인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금지, 북한과 거래한 후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 미국 내 재산 

몰수를 당한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ㆍ지원하거나 그 밑에서 일하는 기업과 개인의 미국 금융거래 금

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북제재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5.24조치’이다. 5.24조치는 2010년 3월에 백

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9). 이후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나진ㆍ하산프로젝트’를 5.24조치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5.24조치의 주요내용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5가지이다. 이에 따라 순수 인도적인 대북지원

을 제외한 모든 대북 협력활동이 중단되었다. 5.24조치 이후의 남북교류활동은 2011년의 투자자산 점

검을 위한 방북 허용, 선금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ㆍ의약품 등 대북 지원 품목 

확대, 종교ㆍ문화인의 방북 허용, 2015년의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 허용(4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남북교류 허용(5월) 등 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9) 2016년 2월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다.

구 분 내   용 비   고

1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제주해협을 포함한 우리측 해역 전체

2 남북교역 중단 ˚일반 교역,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입 금지

3 방북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제외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제한

4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개성공단 포함)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5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정부
 와 사전 협의 필요)

자료 : 임성택(2011)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6> 5·24조치의 주요 내용

Ⅴ. 대북제재에 대응한 남북수산협력 추진방안

1. 남북수산협력 추진 방안

과거 추진되었던 남북수산협력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으로는 불안정적인 남북관계와 함께 기존

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이 대부분 남한이 북한의 수산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수산물을 남한에 판매하거나, 남한의 기업 또는 단체가 북

한의 수산물을 어획하는 댓가로 일정 수준의 금전적인 댓가를 받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남북

수산협력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수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와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

에, 북한 당국이 남북수산협력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남북수산협력사업의 내용이 남한의 기업과 단체가 북한 수

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북한 수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방안이 동시

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 과제를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

업, 수산업 협력사업, 인적 교류사업,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1)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업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업은 북한의 수산업 기반이 되는 수산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 어선의 불

법조업 공동 단속 등이 있다.
첫째,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은 북한 해역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북한 해역의 수

산자원의 현재 상태와 어획 강도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연근해 해양 

환경 및 수산자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북한의 민간인과 접촉 가능성이 낮은 근해 수역

부터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연안 해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남한에서는 수산자원 및 해양 환경 조

사의 총괄·기획 및 조사에 필요한 선박과 장비를 제공하며, 북한은 해양 환경 및 수산자원 조사에 필

사업 분야 세부 사업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
 1.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2.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3.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공동 단속

수산업 협력 사업
 1. 동ㆍ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2. 동해 북한수역 입어 사업 
 3.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인적 교류 사업
 1.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2.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3.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북한 수산업 투자
 1.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2.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3. 어업 기자재 지원 

<표 7> 분야별 남북수산협력 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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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초자료와 조사 인력을 제공한다.
둘째,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북한 해역의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통일 한국의 해양수산자원 다

양성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내용은 북한 해역의 수산자원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조성 대상 품목과 대상 해역을 결정하고, 육성 품목의 육종 개발과 종묘생산 시설을 구

축한다. 남한에서는 종묘부화 설비와 부화 기술의 전수와 건설자재를 부담하고, 북한은 사업 부지의 

제공과 건설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한다. 
셋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의 

효과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 해역 및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

업 단속을 위한 ‘남북 공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동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기준을 수립하고, 중국 어선들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2) 수산업 협력사업

수산업 협력 사업은 남북간 수산협력사업의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

으로는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동해 북한수역 입어 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등이 있다.
첫째, 동ㆍ서해 남북공동어로사업은 남북 간 접경 해역인 서해5도 주변 해상과 원산앞바다 인근의 

은덕어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10). 서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사업은 중국어선에 의한 해상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조업과 과다어획을 방지하고, 남북 간 긴장관계를 완화하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동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사업은 북한 동해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의한 북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국내 어업인의 어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남북공동어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어로구역, 어로기간, 입어 어선의 수, 어획방법, 선원 및 어선의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

한 남북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해에서의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북공동어로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구역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서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

사업은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관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해 북한수역의 입어사업은 북한 동해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고 동해

안지역 어업인들의 어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동해 북한수엽 입어사업과 서해 남북공동어로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동해 북한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을 배제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동해 북

한수역 입어사업은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입어 제한을 전제로 우리나라 어선이 입어하는 형

태이다. 정명화ㆍ이상건(2017)에 의하면 2004년 북중어업협정이 체결 이후 북한 동해 수역에서 입어

10) 은덕어장은 원산 앞바다에서 150~200km 떨어진 동해상에 위치한 34,000km2 규모의 어장이다.

체 결 시 기 협 정 명 협정 유효 기간

2004년 6월 제1차 북중어업협정 2004년~2008년(5년)
2010년 4월 제2차 북중어업협정 2010년~2014년(5년)
2015년 7월 제3차 북중어업협정 2015년~2016년(2년, 연장가능)

자료 : 강원도환동해본부(2016)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8> 북중어업협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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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초자료와 조사 인력을 제공한다.
둘째,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북한 해역의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통일 한국의 해양수산자원 다

양성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내용은 북한 해역의 수산자원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조성 대상 품목과 대상 해역을 결정하고, 육성 품목의 육종 개발과 종묘생산 시설을 구

축한다. 남한에서는 종묘부화 설비와 부화 기술의 전수와 건설자재를 부담하고, 북한은 사업 부지의 

제공과 건설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한다. 
셋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의 

효과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 해역 및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

업 단속을 위한 ‘남북 공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동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기준을 수립하고, 중국 어선들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2) 수산업 협력사업

수산업 협력 사업은 남북간 수산협력사업의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

으로는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동해 북한수역 입어 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등이 있다.
첫째, 동ㆍ서해 남북공동어로사업은 남북 간 접경 해역인 서해5도 주변 해상과 원산앞바다 인근의 

은덕어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10). 서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사업은 중국어선에 의한 해상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조업과 과다어획을 방지하고, 남북 간 긴장관계를 완화하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동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사업은 북한 동해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의한 북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국내 어업인의 어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남북공동어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어로구역, 어로기간, 입어 어선의 수, 어획방법, 선원 및 어선의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

한 남북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해에서의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북공동어로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구역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서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

사업은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관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해 북한수역의 입어사업은 북한 동해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고 동해

안지역 어업인들의 어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동해 북한수엽 입어사업과 서해 남북공동어로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동해 북한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을 배제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동해 북

한수역 입어사업은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입어 제한을 전제로 우리나라 어선이 입어하는 형

태이다. 정명화ㆍ이상건(2017)에 의하면 2004년 북중어업협정이 체결 이후 북한 동해 수역에서 입어

10) 은덕어장은 원산 앞바다에서 150~200km 떨어진 동해상에 위치한 34,000km2 규모의 어장이다.

체 결 시 기 협 정 명 협정 유효 기간

2004년 6월 제1차 북중어업협정 2004년~2008년(5년)
2010년 4월 제2차 북중어업협정 2010년~2014년(5년)
2015년 7월 제3차 북중어업협정 2015년~2016년(2년, 연장가능)

자료 : 강원도환동해본부(2016)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8> 북중어업협정 개요

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최대 1,904척, 2016년에는 1,968척의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북중어업협정 체결로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

서 조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중어업협정의 기간 만료되는 2020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북

한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북중어업협정 대신 남북어업협정을 체결해야 실현 가능한 사업이다. 
셋째,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사업은 생산된 북한산 수산물의 안정적인 국내 반입을 통한 국내 시

장에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12).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북한수산물의 국내 반

입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북한산 수산물의 가격 안정화 장치의 정비 그리고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에 

따른 국내 어업인의 이해조정 및 피해최소화 정책의 수립이다.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다른 형

태의 남북수산협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진이 용이한 

반면, 국내 여론의 동향이 사업의 성패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인적 교류사업

인적 교류사업은 수산업을 매개로 하여 남북 간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긴장감을 해소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등이다. 
첫째,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는 수산양식산업을 발전시켜 연근해어업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수산업의 구조 개선과 생산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북한은 수산 양식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있으나 대부분 자라, 메기, 잉어 등 담수어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식기술도 낮은 수준으로 알려

지고 있다13). 국내 양식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북한 수산양식분야에 대한 사전 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양식이 가능한 어종과 지역이 확정된 이후에 양

식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 발달된 해수어종 양식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기 위해 북한

의 양식전문가 및 기술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일정기간 교육과 현장견학을 실시하거나, 국내 양식전문

가를 북한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양식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은 북한 어선어업 기술 향상을 통한 북한 수산업의 생산

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남북이 어선어업 기술협력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지역별, 
어업별, 업종별 어선어업 기술의 이전사업을 실시한다. 어선어업기술 및 이전사업은 단순히 북한에 어

선어업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어선어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활동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어선원에 대한 교육은 국내 어선어업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하여 현지 어업전문가와 기술

자에게 어업기술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셋째,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은 어선원의 고령화와 내국인 어선원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언어가 동일한 북한 선원을 국내 어선에 승선시킴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수협중앙회(2019)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선원의 수는 2007년 1,740명에서 2014년에는 3.805명으로 

11)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 수역 입어료는 연간 척당 3(2014년 기준)~4만 달러(2015년 기준)로 알려져 있다(강원도 

    환동해본부, 2016).
12)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은 북한 수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3) 북한의 내수면양식 어종은 메기, 잉어, 숭어, 무지개송어 등 20여 종이며, 이 중에서 메기양식에 주력하고 있다. 메기  

 양식은 평양메기공장, 삼천메기공장, 5월 9일 메기공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좌민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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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3,413명으로 나타났다14). 북한 어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은 국내 어선어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어선원의 일자리와 관계가 없다.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은 국내 연안어선이 아니라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 향후에 승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4)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은 북한 수산업 생산기반 및 가공산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

으로는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등이다. 최재

선(2018)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서 수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부문은 어선 건조와 어선 

수리능력 제고, 과학적인 어로활동, 양식어업의 활성화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은 북한의 수산업 기반 중 가장 취약한 분야인 양식분야의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어선어업 기반이 취약하여 연안어업 어획량 감소를 만회하고 수산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식업에 집중하고 있다. 남북공동관리를 전제로 북한지역에 양식장을 조성하고 

양식기술과 사료생산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북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 자본의 양식업 진

출을 저지하고, 국내 양식기술을 북한 수산양식업의 표준기술로 정착시킬 수 있다. FAO(2017)에서도 

북한의 수산물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북한의 양식 기술 역량과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15). 북한 양식산업에 대한 투자는 

북한의 필요와 남한의 수요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는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은 수산물 가공시설과 보관시설의 확충으로 북한 수산물

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도

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와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등 수산물 보관ㆍ가공시설이 

부족하여 어획된 수산물을 소비지까지 원활하게 수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향후 북한산 수산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원물수산물이 아닌 가공수산물의 형태로 반입되어야 한

다. 북한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북한의 수산물 가공시설과 유통시설을 개선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북한산 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남북 간 수산물 가공산업

과 수산물 유통업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은 중국산 기자재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북한 수산업 기자재

사업의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수산업은 어선어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자재의 부족으로 정

상적인 조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업 기자제의 자체 생산 능력도 부족해 대부분을 중국에

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

업 기자재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 수역의 남한 어선의 입어를 조건으로 북한에 어업 기자

재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에 어업 기자재 생산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의 대상지는 북한에 설치된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를 활용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북한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시기에 각각 지정한 5개의 국제 경제특

14) 외국인선원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으로 20톤 이상 선박에 승선한다.
15) FAO는 북한 양식산업 분야에서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5년 개발계획(2017-2022)과 3,400만 달러의 
    투자제안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FA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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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3,413명으로 나타났다14). 북한 어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은 국내 어선어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어선원의 일자리와 관계가 없다.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은 국내 연안어선이 아니라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 향후에 승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4)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은 북한 수산업 생산기반 및 가공산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

으로는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등이다. 최재

선(2018)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서 수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부문은 어선 건조와 어선 

수리능력 제고, 과학적인 어로활동, 양식어업의 활성화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은 북한의 수산업 기반 중 가장 취약한 분야인 양식분야의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어선어업 기반이 취약하여 연안어업 어획량 감소를 만회하고 수산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식업에 집중하고 있다. 남북공동관리를 전제로 북한지역에 양식장을 조성하고 

양식기술과 사료생산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북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 자본의 양식업 진

출을 저지하고, 국내 양식기술을 북한 수산양식업의 표준기술로 정착시킬 수 있다. FAO(2017)에서도 

북한의 수산물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북한의 양식 기술 역량과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15). 북한 양식산업에 대한 투자는 

북한의 필요와 남한의 수요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는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은 수산물 가공시설과 보관시설의 확충으로 북한 수산물

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도

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와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등 수산물 보관ㆍ가공시설이 

부족하여 어획된 수산물을 소비지까지 원활하게 수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향후 북한산 수산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원물수산물이 아닌 가공수산물의 형태로 반입되어야 한

다. 북한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북한의 수산물 가공시설과 유통시설을 개선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북한산 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남북 간 수산물 가공산업

과 수산물 유통업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은 중국산 기자재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북한 수산업 기자재

사업의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수산업은 어선어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자재의 부족으로 정

상적인 조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업 기자제의 자체 생산 능력도 부족해 대부분을 중국에

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

업 기자재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 수역의 남한 어선의 입어를 조건으로 북한에 어업 기자

재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에 어업 기자재 생산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의 대상지는 북한에 설치된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를 활용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북한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시기에 각각 지정한 5개의 국제 경제특

14) 외국인선원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으로 20톤 이상 선박에 승선한다.
15) FAO는 북한 양식산업 분야에서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5년 개발계획(2017-2022)과 3,400만 달러의 
    투자제안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FAO,2017) 

구16)와 22개의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북한 경제특구는 1999년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2002년 신의주 행정구 특별법 등 개별적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었다. 경제개발구는 2013년 5월에 제정

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도(道) 1구(區) 원칙에 입각해 

지정되었다(최재선, 2018).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남포시의 와우도 수출가공구

와 진도 수출가공구, 황해남도의 강령녹색시범구, 강원도의 현동 공업개발구, 함경남도의 흥남 공업개

발구와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의 청진 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등 9개소의 경

제개발구와 경제특구인 라선 경제무역지대를 포함하여 10개소이다.

2. 대북제재에 대응한 단계적 추진 

남북수산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회복과 상호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중요한 요소

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재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남북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수산부문을 포함

하여 모든 종류의 남북협력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수준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현금과 자원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과 협력사업 추진시 북한으로 현금, 기자재, 
부품, 원료 등 유ㆍ무형의 자원 및 지식의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단계에 따른 

남북수산협력사업은 현재 대북제재 유지시,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 북한과 포괄적 경제협력사

업 금지 해제시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현재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에 현금 및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공동사

16) 5개 경제특구는 개성공업지구, 원산ㆍ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 라선 경제무역지대, 신의주 
   국제 경제지대 등이다.

도  명 시(군) 개발구 명칭 주요 개발사업 비고

경제
개발구

황해남도 강령군(읍) 강령녹색시범구 유기농산물, 수산물 가공 등 중앙급

강원도 원산시(현동리) 현동 공업개발구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산업 등 지방급

함경남도
함흥시(덕풍동) 흥남 공업개발구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 등 지방급

북청군(문동리 등) 북청농업개발구 과수, 과일가공, 축산, 수산물가공 지방급

함경북도

청진시(송평구역) 청진 경제개발구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 

경공업제품, 수출가공업 등
지방급

어랑군(룡전리) 어랑농업개발구 농업과학연구개발, 농축산기지 지방급

경원군(류다섬리) 경원경제개발구 전자정보산업, 수산물가공 지방급

남포시
와우도(령남리) 와우도 수출가공구 수출지향 가공조립업 지방급

와우도(진도동, 화도리) 진도 수출가공구 경공업, 화학제품 등 보세가공 지방급

경제
특구

함경북도 라선특별시 라선 경제무역지대 첨단기술, 국제물류, 수출가공 중앙급

자료 : 최재선(2018)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9>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한 북한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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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어선

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단속, 동·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조사선과 조사 인력이 직접 북한해역에 진입하여 조사

해야 하며, 북한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북한에게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자금과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조성하기를 원하는 수산자원을 우리나라가 직접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에는 북한과 단순한 형태의 상업거래는 가능하게 된다. 가장 대

표적인 것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북한의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북한으로 현금은 유입되지만 현금 이외의 자원은 유입되지 않는다. 북한과 상업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수산협력사업은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동해 북한수역 입어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이다. 이러한 단순한 상업거래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셋째, 북한과 포괄적 경제협력사업 금지 해제시에는 모든 형태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

하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과 단순한 상업거래를 넘어서 북한에 직접투자와 지식 제공이 가능하게 된

다. 이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등이 있다.

Ⅵ. 결  론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

를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혁ㆍ개방시 북한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다. 북한이 지속적인 개혁ㆍ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상대적으로 위협이 약한 부

문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방정책의 효과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 협력사업은 북

한의 입장에서 체제유지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수산협력사업을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업, 수산업 협력사업, 인적 교류사업, 

대북제재 완화 수준 세부 사업

대북제재 유지시

 1.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2.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
 3.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공동 단속
 4. 동ㆍ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
 1.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2. 동해 북한수역 입어 사업 
 3.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북한과 포괄적 경제협력사업 금지 해제시

 1.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2.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3. 어업 기자재 지원
 4.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5.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표 10> 대북제재 완화 단계에 따른 남북수산협력 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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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어선

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단속, 동·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조사선과 조사 인력이 직접 북한해역에 진입하여 조사

해야 하며, 북한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북한에게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자금과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조성하기를 원하는 수산자원을 우리나라가 직접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에는 북한과 단순한 형태의 상업거래는 가능하게 된다. 가장 대

표적인 것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북한의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북한으로 현금은 유입되지만 현금 이외의 자원은 유입되지 않는다. 북한과 상업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수산협력사업은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동해 북한수역 입어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이다. 이러한 단순한 상업거래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셋째, 북한과 포괄적 경제협력사업 금지 해제시에는 모든 형태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

하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과 단순한 상업거래를 넘어서 북한에 직접투자와 지식 제공이 가능하게 된

다. 이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등이 있다.

Ⅵ. 결  론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

를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혁ㆍ개방시 북한의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다. 북한이 지속적인 개혁ㆍ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상대적으로 위협이 약한 부

문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개방정책의 효과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 협력사업은 북

한의 입장에서 체제유지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수산협력사업을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업, 수산업 협력사업, 인적 교류사업, 

대북제재 완화 수준 세부 사업

대북제재 유지시

 1.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2.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
 3.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공동 단속
 4. 동ㆍ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
 1.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2. 동해 북한수역 입어 사업 
 3.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북한과 포괄적 경제협력사업 금지 해제시

 1.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2.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3. 어업 기자재 지원
 4.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5.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표 10> 대북제재 완화 단계에 따른 남북수산협력 추진 사업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12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북한 수산업 

기반 조성사업은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공

동 단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수산업 협력 사업은 동·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동해 북한

수역 입어 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등 이다. 셋째, 인적 교류사업은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

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등이다. 넷째, 북한 수산업 투자

사업은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등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제시한 남북수산협력방안을 정

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북제재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북제재의 수준이 변화되는 

상황을 기초로 각 단계별 사업추진이 현실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단계에 따른 남북수산협력사업

은 현재 대북제재 유지시,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 북한과 포괄적 경제협력사업 금지 해제시 등

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현재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에 현금 및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북

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단속, 동ㆍ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등을 추진한다. 둘째,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에는 북한 선원의 국

내 어선 승선, 동해 북한수역 입어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추진한다. 셋째, 북한과 포괄적 경

제협력사업 금지 해제시에는 모든 형태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며, 양식시설 및 사료 지

원,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

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등을 추진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동ㆍ서독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 민간교류를 통

한 상호 신뢰회복 및 유지활동이었다. 남북 간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만간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수산협력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부문에서 지

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교류사업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과제들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관점에서 북한과 협력사

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들이다. 이는 북한 수산업의 현황과 북한 수산당국이 필요

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과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북한 

수산업에 대한 자료 접근성이 개선된 이후에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남북수산협력사업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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