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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목적 및 방법론

현재 북한은 대외경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

너지교역 측면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에너지 

교역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향후 남북에너지교

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중

국 예속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고착화될 경우, UN 

제재 해제 이후 남북경협 시대 도래시 우리의 북한 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에너지시장 통합을 어렵게 하는 구

조적인 문제를 형성할 우려가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대비 

‘북한 에너지교역의 대중국 의존도 저감과 동시에, 북한 에너지 대외 

교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

한 각각의 현재 에너지 대외 교역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

시에 북한의 경제복구 추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적으로 

남북한 간 즉시 추진이 가능한 남북한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평가하고, 

남북 에너지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 도래 시 주변국보다 효과적으로 북한 대외 에너지교역

에서 우리의 우월한 권리를 선점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상호 경제구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선제 추진이 가능한 남북한 에너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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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잠재량 평가를 위하여 북한의 에너지교역현황과 교역구조를 분석하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 에너지교역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

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에너지교역 규

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교역 대상국별 에너지 수출

입 보고 통계를 분석하여 역으로 북한의 에너지 교역 현황을 파악하는 

일명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활용 통

계는 UN Comtrade Dtatabase를 주로 활용하되, 세부 국가별, 제품별,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KITA)의 세계무역통계와 

중국의 세관(해관)통계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북한

의 공식적인 에너지 수출입량과 함께, 비공식적 밀수규모를 추정하고, 

남한의 기존 에너지 수입량 중 북한 에너지로의 대체 가능 량을 파악

하여 전체적인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남북 에

너지교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남북한 에너지교역 잠재량 평가 결과

2.1. 정제유 남북한 교역(남한수출) 잠재량

정제유에 관한 남북 교역 잠재량 산정은 전 세계 국가별로 공식 보

고한 북한과의 에너지 교역량과 북한의 비공식 밀반입(밀수) 에너지량 

규모를 합하여 남북 교역(남한에서 수출)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비공식 

밀반입(밀수) 규모 추정은 ‘UN 안보리 의장제출 전문가 보고서

(2019.3.5.)’의 2018년 1월∼8월 중 관찰된 불법(UN 안보리 결의안 

2379호 위반) 환적을 통한 북한내 반입 148건에 대한 반입량 추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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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12월까지 추세 연장하는 방식으로 연간 정제유 밀수량 규모를 추

정하였다. 추정결과 남북한 정제유 교역(남한수출) 가능 량은 최소 470

천톤∼최대 715천톤으로 산정 되었다. 동 규모는 남한의 정제유 수

출량의 0.3%∼0.6%(평균 0.5%) 정도로 남한의 수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는 아니며, 남한의 정제설비규모(2018년 기준 334.6만

BPSD)를 고려할 때도 공급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이다. 

2.2. LPG 남북한 교역(남한수출) 잠재량

LPG에 관한 남북 교역 잠재량 산정은 정제유의 남북 교역량 산정방

식과 마찬가지로, LPG의 밀반입 규모를 추정하고 동 규모를 공식 교

역량(수입량)과 합하여 남북 교역(남한에서 수출) 잠재량을 산정하였

다. 북한 LPG의 비공식 밀반입(밀수) 규모 산정은 LPG 전체 소비량을 

추정하고, 그 소비량에 북한 국내 LPG생산·공급량(추정)과 공식 (순)

수입량을 차감한 양을 비공식 밀반입 양으로 추정하였다.

 

① 소비량
 전체가구수×사용가구비중×사용가구당소비원단위

②국내공급량  원유정제생산량납사분해생산량공식수입량공식수출량
③밀수량  ① 소비량②국내공급량
④남북교역남한수출잠재량③밀수량공식수입량

 □ LPG 남북한 교역(남한 수출) 잠재량 산정 방식 

추정결과 북한의 LPG 국내 공급은 2010년∼2017년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여 2017년 국내 공급량은 19.4천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

었으며, 비공식 LPG 밀반입(밀수) 규모는 5.5천톤∼22천톤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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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LPG 남북 교역(남한이 수출) 잠재량은 

5.7천톤∼23.7천톤 규모로 추정되었다. 동 남북 LPG 교역(남한 수출) 

잠재량 규모는 남한의 LPG 수출량의 1.9%∼4.5%(평균 3.4%) 정도로 

남한의 정제설비 규모를 고려할 때 공급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남한의 수송용 LPG 감소의 대체물량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 무연탄 남북한 교역(남한수입) 잠재량

무연탄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산 무연탄의 남한 반

입 실적이 있으며(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조치로 교역 중단), 전체 

교역량의 94% 정도인 92만톤은 제철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남한

의 현재 제철 기술 상황에서 북한 무연탄 92만톤 반입 소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현재 남한은 발전용으로 수입 무

연탄을 소비하고 있는 바, 발전부문도 북한 무연탄 소비의 주요 부문

이 될 수 있다. 이에 동해화력을 포함한 남한의 유동층연소 발전소들

의 무연탄 혼소비율에 관한 기술적 조사를 통한 무연탄소비 가능 량 

추정 결과, 발전용 북한 무연탄 반입 소비 가능 량은 186만 톤으로 산

정 되었다. 따라서 북한 무연탄 남한 반입 사용 전체 가능량(남한 수

입)은 제철용 92만톤, 발전용 186만톤으로 총 287만톤으로 추정되었

다. 동 잠재량 규모는 북한의 2016년 무연탄 수출량(2,247만톤)의 

12.8% 규모로서, 수출 중심의 석탄정책으로 왜곡 되었던 북한내 석탄 

공급량 정상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남북 교역(남한 수입)이 가능

한 규모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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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갈탄 남북한 교역(남한수입) 잠재량

갈탄의 경우, 남한의 발전 혼소용 아역청탄을 대체하기 위한 북한 

갈탄의 남한 수입이 가능하다. 남한은 비슷한 열량 수준의 발전 혼소

용 아역청탄을 연평균 34백만톤 규모로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는데, 

2013년 인도네시아산 아역청탄(4,200kcal/kg)의 수입가격 52US$/톤

(4,200kcal/kg 기준)을 기준으로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이 형성 될 수 

있다면, 북한산 갈탄의 남한 수입 잠재량은 최소 31백만톤에서 최대 

43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다수 갈탄광들은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거치며 오랜 기간 당국의 관리부재하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산 갈탄 교역 시, 광산별 생산 가능량 및 가동상황에 관한 

사전 조사를 필요로 한다.

3. 남북한 에너지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정책제언)

3.1. 3통 문제의 해결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의 개선, 나아가서는 완전한 해결이 요구된다. 물론 3통 문제가 마치 

남북이 한 국가인 것처럼 아무런 제약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되

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은 남북 에너지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당장의 과제이다. 단기적으로

는 해양운송과 함께 철도, 도로운송이 가능하도록 통행문제가 해결되

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정제유와 LPG 등이 바다를 통해서도 가겠지

만 철도, 도로를 통해서도 북으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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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양과 철도, 도로를 통해 남으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석

유류와 가스류의 운송은 위험물 운송에 대한 설비기준, 취급자격 등에 

관한 남북의 관련 법제도 조율도 요구된다. 일반적인 통행, 통관에 대

한 합의와 별도로 국경을 통과하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합의가 추진되

어야 한다. 석탄이나 석유류의 통관은 합의된 품질조건을 확인하는 절

차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LPG는 탱크로리로 통관되는 경우, 

충전용기 형태로 통관되는 경우 등에 관한 법제도가 모두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관련 인력 간의 접촉 및 통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

한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들에서는 북한 지역 방문 시 <북한방문증

명서>를, 북에서 남한 지역 방문 시에는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

아 소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초청의사 확인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방문증명서는 통일부가 발급하고, 

방문 후에는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행정 행위

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에너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

로 북한방문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신의 경우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북한주민 접촉의 범주에 포함되

어 통신접촉을 위한 행정 처리를 필요로 하는 바, 행정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북한 지역에서의 인터넷 사용, 휴대전화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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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민족 내부거래 적용을 통한 우호적 교역 여견 조성

남북교류협력법은 2009년 1월 30일 개정을 통해 제12조(남북한 거

래의 원칙)를 신설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

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1992년 남북한 간 합의

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남북 물자교류에 대해 무관세 협의 조

항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례에서처럼, 남북 

에너지교역의 무관세 통관에 대한 남북 상호간 통일된 법제도적 규범

마련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며, 개성공단 제품의 경우처럼 WTO 및 

FTA 등 대외적인 교역제도에 대하여도 민족 내부거래의 특혜적 지위 

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에너지교역에 관한 남

북 상호 가격 유인을 확보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파생적 제3국 무

역의 확대 발판으로 활용하여 남북 에너지교역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3.3.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한 남북 에너지교역의 가격유인 확대

남북 간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 수입부과금 등과는 달

리 수입된 북한 물품을 남한에서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서도 우호적인 여건 제공이 요청된다. 우리가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여 

발전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개별소비세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

류(代替油類),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

체유류,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서유정제 부산물, 유연탄 등의 에너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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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경우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입 가능성이 없어 논외로 

할 수 있으나 석탄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에는 막대한 규모의 석탄자

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이의 개발 도입과 관련된 남북 에너지협력 사

업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투자상

환 방법으로 북한의 석탄을 도입,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혼소하여 활용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검토 시 남북 경협확대라는 측면에서의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발전용

이 아닌 철강산업 등의 원료용 유연탄, 무연탄 등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북한 석탄의 도입은 우리가 북한 에너지사업 복

구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사업의 구상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

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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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and Methodology

Currently, North Korea’s energy trade structure is distorted, such that 

the country’s trade in energy, which accounts for the most important 

portion of the North’s international trade, is nearly 100 percent reliant 

on China. This situation will act as a barrier to future trade in energy 

between the two Koreas and also lead to the North’s subordination to 

China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terms. If this trend becomes 

permanent, it will not only hinder South Korea’s entry into North Korea 

but also create a structural problem that impedes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energy markets in the mid- to long term. 

In preparation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ifting its sanction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otential for inter-Korean trade in energy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rade system in the northern half of the 

peninsula. It then proposes policies to accelerate inter-Korean trade in 

energy — decreasing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for energy 

and securing South Korea’s position preemptively and promptly.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on devising ways for South Korea to 

effectively claim an advantage while minimizing the impact on the 

inter-Korean economic system in the initial stages of new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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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North Korea does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n its trade in 

energy, this study uses “mirror statistics” to estimate the volume of that 

trade, and analyzes the statistics on energy imports and exports of all 

other countries by trading partner. For specific statistics by country and 

product, we primarily used the UN Comtrade database and th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releas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and China’s statistics on its customs (maritime 

customs) as secondary sources for better accuracy. Once we derived the 

estimated volumes of energy imports and exports for North Korea in 

this way, we estimated the unofficial volume of smuggled energy, figured 

out the volume of South Korea’s energy imports that is replaceable by 

energy from North Korea, and estimated the overall potential of 

inter-Korean trade in energy. Lastly, we reviewe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could be made in South Korea to promote such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2. Evaluation of the Potential for Inter-Korean Trade in 

Energy

2.1. Potential for Inter-Korean Trade: South Korean Exports of 

Refined Oil Products

The potential inter-Korean trade in refined oil products (exported from 

South Korea) was calculated by combining the officially reported trade 

volume of refined oil products by country and the amount of refined 

oil products unofficially smuggled into North Korea. This latter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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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estimated by using the estimated volume of 148 cases of illegal 

ship-to-ship transfer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9) that were observed between January and August of 2018, 

according to the final report of a panel of experts addressed to the chair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March 5, 2019) and extending the 

trend line to December 2018. This revealed that the potential volume 

of refined oil products for inter-Korean trade (exported from South 

Korea) would be at least 470,000 tons and 715,000 tons at most. This 

only accounts for 0.3 percent to 0.6 percent (averaging at 0.5 percent) 

of South Korean exports of refined oil products, which is not enough 

to impact South Korea’s export structure or supply conditions in 

consideration of South Korea’s refinery facility capacity (3.35 million 

BPSD, or barrels per stream day, in 2018). 

2.2. Potential for Inter-Korean Trade: South Korean Exports of LPG

As with the calculation of the potential for inter-Korean trade in 

refined oil products, the potential for LPG was calculated by estimating 

the volume of unofficially smuggled LPG into North Korea, adding it 

to our estimated North Korean trade volume (imports), and calculating 

the trade potential (exported from South Korea). The volume of LPG 

unofficially smuggled into North Korea was calculated by estimating 

North Korea’s total LPG consumption and subtracting the volume of 

its domestic LPG production and supply (estimated) and the estimated 

(net) impor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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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culation of potential inter-Korean trade in LPG (exported from South 

Korea)

① LPG consumption = total number of households × proportion of LPG-using 

households × basic unit of consumption per LPG using household

② Domestic supply of LPG = (production volume of LPG refined from crude 

oil + production volume of LPG from naphtha cracking) - (official import 

volume - official export volume)

③ Volume of smuggled LPG = LPG consumption - domestic supply 

of LPG

④ Potential inter-Korean trade in LPG (exported from South Korea) = 

Volume of smuggled LPG + estimated import volume

Our estimation revealed that North Korea’s domestic supply of LPG 

increased by an average of 1.3 percent annually between 2010 and 2017, 

and that the volume amounted to 19,400 tons in 2017, while the volume 

of LPG unofficially smuggled into North Korea is estimated to be 

between 5,500 and 22,000 tons. Accordingly, the potential inter-Korean 

trade in LPG (exported from South Korea) was estimated to be between 

5,700 and 23,700 tons. This accounts for 1.9 percent and 4.5 percent 

(averaging at 3.4 percent) of South Korea’s LPG exports, which will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supply conditions given the capacity of South 

Korea’s refineries which, infact, maybe able to utilize the amount of LPG 

left over from its reduced use of that fuel for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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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otential for Inter-Korean Trade: South Korean Imports of 

Anthracite Coal

In terms of anthracite, there are records of South Korea importing 

North Korean anthracite coal from 2004 to 2010 (trade suspended due 

to the “May 24” measures implemented in response to the sinking of 

the ROKS Cheonan), 920,000 tons of which, or about 94 percent of 

the total import volume, were used for steelmaking. Therefore, with 

South Korea’s current steelmaking technology, it is possible for it to 

consume 920,000 tons of North Korean anthracite coal. In addition, as 

of 2017, South Korea is using imported anthracite coal for generating 

power, which means that the power generation sector can be a major 

consumer as well. We estimated the potential volume of anthracite coal 

consumed for power generation through technical investigation of the 

percentage of anthracite coal in mixed combustion at fluidized-bed 

combustion power plants, including Donghae Coal Power Plant. The 

number came out to be 1.86 million tons, which could be imported from 

North Korea. Therefore the total amount of anthracite coal that could 

be imported from the North and used in the South was estimated to 

be 2.87 million tons, with 920,000 tons for steelmaking and 1.86 million 

tons for power generation. This is equivalent to 12.8 percent of North 

Korea’s total exports of anthracite coal in 2016 (22.47 million tons), 

which represents the volume that can be traded between the two Koreas 

(imported by South Korea) without affecting the normalization of coal 

supply in North Korea, which has been distorted by the country’s 

export-oriented co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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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otential for Inter-Korean Trade: South Korean Imports of Lignite

It is possible for South Korea to import North Korean lignite as a 

substitute for subbituminous coal in mixed combustion for power 

generation. Currently the South imports an annual average of 34 million 

tons of subbituminous coal, which has a similar heating value as lignite, 

for mixed combustion power generation. In 2013, the volume of 

subbituminous coal (4,200 kcal/kg) imported from Indonesia cost USD 

52 per ton (at 4,200 kcal per kilogram). Using this as a standard, if 

it is possible to create better pricing conditions, the amount of North 

Korean lignite that could potentially be imported by South Korea is 

estimated to range from a minimum of 31 million tons to a maximum 

of 43 million tons. However, as many lignite mines in North Korea have 

been ill-managed for long periods of time due to economic malaise, 

importing North Korean lignite would require preliminary investigations 

of the operating status of each mine and the possible production volume 

per mine.

3.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omoting Inter-Korean 

Trade in Energy (Policy Proposals)

3.1. Resolving Problems related to Transit, Communication, and Customs

To boost inter-Korean trade,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ultimately 

resolve problems of transit, communication, and customs. It wi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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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 tim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issue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 two Koreas can trade seamlessly as i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domestic transactions, but the current challenge is to 

phase in gradual improvements to vitalize inter-Korean trade in energy. 

In the short term, the issue of transit must be resolved to enable 

maritime transportation as well as railway and road transportation. 

Refined oil products and LPG from South Korea can be transported by 

sea, but the ability to transport them by railway and road is a must, 

as well as transporting North Korean coal back to the South by sea, 

railway and roads. Transportation of petroleum products and gas would 

also require that the two Koreas coordinate and adjust the relevant laws 

regarding facility standards and qualifications for handling and 

transporting dangerous goods. Aside from an agreement on general 

transit and customs, it is necessary to pursue an agreement on th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that cross the border. Customs 

clearance of coal or oil products would be expected to focus on 

confirming the agreed quality conditions. For LPG transportation, this 

mean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adjusted to handle cases 

in which LPG is transported via tankers or in battery form.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lated to contact between and transit of 

personnel from the two Koreas are also necessary. Related laws, such 

as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9 Paragraph 

1),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12 Paragraph 1),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2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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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ipulate that a resident of South Korea visiting North Korea must 

obtain and carry a certificate of visit to North Korea and that a North 

Korean resident visiting South Korea must obtain and carry a certificate 

of visit to South Korea. Obtaining the certificate requires submission 

of documents to confirm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tent to invite 

the relevant South Korean resident. These certificates of visit to North 

Korea are issu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are accompanied 

by complicated administrative actions that need to be taken after a visit 

to North Korea, such as a requirement to submit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visit. Therefore, in the interest of vitalizing the inter-Korean trade 

in energy, such measures would have to be relaxed, gradually 

transitioning visits to North Korea from matters requiring prior approval 

and post-visit reports to matters that require only report.

Under the current system, communication with a North Korean 

resident requires that a report be submitte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it is considered contact with a North Korean resident. 

I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to coordinate and 

enable online and mobile phone use in North Korea, such requirements 

will have to be relaxed.

3.2. Creating Conditions Favorable to Inter-Korean Trade through 

Same-Ethnic Group Trade Regulations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was revised on 

January 30, 2009, to include Article 12 (Principles of Trans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stipulates that “transaction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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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all be deemed internal transactions 

between the same people, not those between nations” and thereby 

establishes the basis for a provision on a customs-free agreement, 

mentioned in the annex agreement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s in the process of unifying East and West Germany, the two Koreas 

require unified legal and institutional norms regarding duty-free customs 

clear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vance. In addition, as in the 

case of products from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ecure privileged positions in transactions between 

the same people, even in external trade systems,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free trade agreements. Through thi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allow the two Koreas to secure and maintain mutual price 

incentives for trade in energy between them, but also to use this as a 

springboard for expanding derivative third-party trade.

3.3. Expanding Price Incentives for Inter-Korean Trade in Energy 

through Individual Consumption Tax Cuts or Exemptions

Unlike for import tariffs and charges arising from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favorable tax conditions for 

the consumption of imported North Korean goods in the South. For 

instance,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may be imposed on North Korean 

coal imported for power generation. South Korea’s law on individual 

consumption tax applies to gasoline and similar substitute oil, light oil 

and similar substitute oil, kerosene and similar substitute oil, heavy oil 

and similar substitute oil, propane (including mixtures of propa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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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ane, which ar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etroleum 

gases (including liquefied gas), butane (including mixtures of butane and 

propane that do not fall under the previous category) among petroleum 

gases (including liquefied gas), natural gas (including liquified gas), oils 

produced as by-products in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goods other 

than petroleum products, which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bituminous coal.

Since there is no possibility for South Korea to import petroleum from 

North Korea, there is no need to discuss it, but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al. North Korea has huge coal resources, and inter-Korean collaboration 

projects in energy are currently being vigorously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coal and its introduction to South 

Korea. In particular, some of the business models being studied include 

the use of North Korean coal for mixed combustion in South Korean 

thermoelectric power plants through the repayment of investments in 

inter-Korean energy collaboration project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en reviewing the imposition of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good that are subject to this tax.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bituminous coal and anthracite coal for use in the steel 

industry are not subject to this tax, and that using North Korean coal 

is part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 in energy that aims to 

support the restoration of North Korea’s energy industry, it is necessary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make policy decisions to exempt 

such imports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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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석탄 및 석유(원유·제품)는 북한 산업경제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

이자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석탄은 

2010년대 들어 통치자금 확보 차원의 외화벌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역 품목이 되어왔으며, 석유(원유·제품)는 KEDO지원 및 6자회담에

서 북한이 협상 조건으로 지원을 요구할 정도로 북한 경제전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렇듯 북한 대외경제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에너지교역은 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에너지 교역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상

황은 단순히 향후 남북에너지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넘

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중국 예속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러한 경향이 고착화될 경우, UN 제재 해제 이후 남북경협 시대 도래

시 우리의 북한 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에너지시장 통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형성할 우려가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대비 

‘북한 에너지교역의 대중국 의존도 저감과 동시에, 북한 에너지 대외 

교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

한 각각의 현재 에너지 대외 교역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

시에 북한의 경제복구 추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적으

로 남북한 간 즉시 추진이 가능한 남북한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평가하

고, 남북 에너지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

운 남북경협 시대 도래 시 주변국보다 효과적으로 북한 대외 에너지교

역에서 우리의 우월한 권리를 선점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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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상호 경제구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선제 추진이 가능한 남북한 에너지 교

역 잠재량 평가를 위하여 북한의 에너지교역현황과 교역구조를 분석하

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 에너지교역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

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교역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교역 대상국별 에너지 수출

입 보고 통계를 분석하여 역으로 북한의 에너지 교역 현황을 파악하는 

일명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 

통계는 UN Comtrade Dtatabase를 주로 활용하되, 세부 국가별, 제품

별,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KITA)의 세계무역통

계와 중국의 세관(해관)통계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석유, 

석탄의 남북에너지 교역 잠재량 평가를 위하여, 북한의 공식적인 수출

입 규모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밀수규모 추정과 남한의 기존 에너지 수

입량 중 북한 에너지로의 대체 가능 량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남북 에

너지교역 잠재량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 북한 비핵화에 관한 남·북 및 북·미 협상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에너지정책연구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 구체적으로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에서의 남한의 역할방안에 대한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관계개선 노력의 진전에 따라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남

북한 에너지교역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관련 연구

로는 정우진(2014)과 김규철(2018)이 있을 뿐이다. 정우진(2014)은 북

한의 에너지교역 실태 조사 차원에서 석탄과 석유에 대하여 북한의 수

출입 통계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별 에너지교역 규모와 가격 현황을 분

석하였다. 김규철(2018)은 북한의 석유 수입 현황 분석을 통하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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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유제품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연구는 매우 빈약한 북한 

통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 교역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본

격적 거울통계 방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북한의 교역통계 

분석을 이루어냄으로써 북한 에너지교역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발

전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두 연구의 방법론은 본 연구에서도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측면에서 두 선행연구와 본 연구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두 연구 모두 북한의 에너지 수출입 현황

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적 교역량 분석과 함께, 비공식(밀

반입) 교역량을 추정하고 남한의 에너지교역 및 수급을 고려하여 남북

한 간 에너지 교역 잠재량 및 추진방안을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방향이 두 선행 연구와 차별적이며, 분석 대상 에너지원에서도 

정제유·LPG·무연탄·갈탄 등 남북한 간 교역 가능한 에너지원 전반을 

분석하는 등 연구범위 측면에서도 두 선행연구와 분명한 차별성을 갖

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 경협 시대에 대비한 남북 에너지교역 정책수

립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남북 에너지교역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남북 에너지교역 활성화 방안을 통한 국내 에너지산업 대북진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 및 여건분석 등의 연구결과

는 북한과의 에너지교역을 준비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의사결정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북한의 전반

적인 에너지현황 파악을 위하여 북한의 에너지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수출입 보고 통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공식적인 에너지 수출입 규모를 파악하고, 북한의 비공식적 석유제품 

반입량, 즉 밀수량을 추정하여 UN의 대북제제 해제 이후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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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를 위한 에너지공급에 차질이 없고 남한의 에너지교역 및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이고 즉시 추진 가능한 남북 에너지교

역 잠재량을 추정한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에너지 공급 능력 현황 분

석을 통하여 남북에너지 교역 여건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UN 대북제재 해제 이후 시의성 있는 남북에너지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보완·개선되어야 할 제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책제

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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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한 에너지 수급 분석

1. 총에너지 공급

1.1. 일차에너지

북한의 일차에너지 공급은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경제의 붕괴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겪으면서 2017년까지 연평균 

2.8%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2017년 일차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의 

46.9%에 해당하는 11.2백만 TOE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으나 

해마다의 등락에 해당할 뿐, 그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일차에너지 공급의 지속적인 감소는 북한 내부 에너지 

산업의 기능 저하, 석유 등 에너지 수입의 감소 등과 직결되어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북한 경제 전반의 총체적 침체에 기인한다.

　
에너지공급(천 TOE)

북한(a) 남한(b) (b)/(a)

1990 23,946 93,192 3.9

1995 17,280 150,437 8.7

2000 15,687 192,887 12.3

2005 17,127 228,622 13.3

2010 15,662 263,805 16.8

2015 8,700 286,183 32.9

2016 9,910 294,232 29.7

2017 11,240 300,660 26.7

‘90-'17 증가율 -2.8 % 4.4 %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18.12

<표 2-1> 남북 일차에너지 공급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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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기별로 등락을 살펴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14.0

백만 TOE로 최소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회복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5년에는 8.7백만 TOE로 최소규모 기록

을 경신하였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

는 다시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으나 1990년 수준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990년

∼2010년의 기간(연평균 –2.1%)보다 2010년 이후 2017년까지의 기간

(연평균 –4.6%) 동안 훨씬 빠른 감소율을 보였다.

북한의 일차에너지공급 규모를 남한과 비교해보면, 1990년 남한의 

1/4 수준이던 일차에너지 공급규모는 2015년 남한의 1/33 수준까지 떨

어졌다가 2017년에는 남한의 1/27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공급량 수준 격차(차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림 2-1] 남북 일차에너지 공급 추이 비교(천TOE)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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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인당 에너지 공급은 1990년∼2017년 기간 중 연평균 2.8%

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1990년 1.18TOE에서 2017년 0.45TOE로 감

소하였다. 1인당 에너지공급량 변화 감소세를 기간별로 보면, 1990

년~2010년 기간 중 연평균 2.9%의 감소율을 기록하다가 2010년~2017

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5.1%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그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 

1인당 에너지(TOE)

북한(a) 남한(b) (b)/(a)
1990 1.18 2.17 1.8
1995 0.8 3.34 4.2
2000 0.69 4.1 5.9
2005 0.73 4.75 6.5
2010 0.65 5.34 8.2
2015 0.36 5.61 15.6
2016 0.40 5.74 14.4
2017 0.45 5.84 12.3

’90~’17 증가율(%) -3.5 3.7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18.12

<표 2-2> 남북 1인당 에너지 공급 추이 비교

북한의 1인당 에너지 공급량 수준을 남한과 비교해보면, 1990년 남

한의 1/2 수준이었다가 2015년 1/16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1/12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에너지 공급량은 일차에너지 공급량

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 에너지 공급량과 인구 변화에 의해 결정된

다. 1990년부터 2017년 기간에 북한의 일차 에너지 공급량은 연평균 

2.8% 감소한 반면 인구수는 연평균 0.8%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남한

의 일차에너지 공급량은 연평균 4.4% 증가하였고 인구수는 0.7% 증가

하였다. 북한은 인구는 증가했지만 에너지는 감소하였고, 남한은 인구 

증가보다 에너지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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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남북 1인당 에너지 공급 추이 비교(TOE)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년도)

북한의 일차에너지는 석탄과 수력 중심의 공급 구조로서, 석유 공급 

의존도는 전체 일차에너지 공급의 10% 이하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그 결과 2017년 에너지 자급도는 91.4%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공급

구조는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 정책목표와 에너지 수입을 위한 외화부

족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1990년∼2017년 기간 중 일차에너지 공급변화를 살펴보면, 석탄과 

석유 공급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수력은 상대적으로 둔한 감소

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석탄은 2011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부터 갑자기 증가한  중국 석탄 수출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국내 공급량을 줄여가면서 까지 수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석

유는 1990년∼1995년 기간 중 공산권 붕괴의 영향으로 해외로부터의 

공급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1995년 이후부터는 2010년만 제외하

고는 100만TOE 내외에서 석탄과 수력의 증감에 대응하여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탄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2015년과 2016

년 석유 공급은 증가하였고, 석탄 공급이 증가한 2017년 석유공급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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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7.1%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력은 2015년 극심

한 가뭄으로 전년 대비 23.1% 감소하였다가, 2016년 예년수준을 회복

하였으나 2017년 다시 전년 대비 6.9% 감소를 기록하였다.

총공급량계
석탄 석유 수력 기타

공급 비중 공급 비중 공급 비중 공급 비중
1990 23,946 16,575 69.2 2,520 10.5 3,748 15.7 1,120 4.7
1995 17,280 11,850 68.6 1,100 6.4 3,535 20.5 795 4.6
2000 15,687 11,250 71.7 1,117 7.1 2,540 16.2 780 5
2005 17,127 12,030 70.2 1,034 6.0 3,283 19.2 780 4.6
2010 15,662 10,347 66.1 704 4.5 3,352 21.4 1,260 8.2

2015 8,700 3,930 45.2 1,010 11.6 2,500 28.7 1,260 14.5

2016 9,910 4,280 43.2 1,170 11.8 3,200 32.3 1,260 12.7

2017 11,240 6,030 53.7 970 8.6 2,980 26.5 1,260 11.2

’90~’17
증가율(%)

-2.8 -3.7  -3.5  -0.8  0.4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18.12

<표 2-3> 북한의 에너지원별 일차에너지 공급추이 (천 TOE, %)

[그림 2-3]  북한의 에너지원별 일차에너지 공급구조 추이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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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차에너지 공급구조를 보면, 석유, 수력 등의 공급은 감소

하였으나 석탄 공급이 전년 대비 40.9%로 크게 증가하면서 총 에너지 

공급량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에너지원 간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석탄의 비중은 전체 일차에너지의 53.7%로 전년 대

비 10.5%p 증가한 반면, 석유와 수력의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3.2%p, 

5.8%p 각각 감소하였다. 

1990년과 2017년의 북한 일차에너지원별 공급구조를 비교해 보면, 

동 기간 중 석탄의 감소를 수력과 기타에너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

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탄 비중은 1990년 69.2%에서 2017년 53.6%

로 크게 감소한 반면, 수력과 기타에너지의 비중은 1990년 각각 15.6%, 

4.7%에서 2017년 각각 26.5%, 11.2%로 증가하였다. 천연가스나 원자력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의 진입은 없었다. 

1990년 2017년

[그림 2-4] 북한 일차에너지 원별구조 변화 (1990년, 2017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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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석탄

북한의 석탄 생산은 1990년 3,315만 톤에서 2017년 2,166만 톤으로 

연평균 1.6%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유엔 안보리 대

북제재 이전까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중국 수출 물량의 급

증으로 국내 공급량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석탄 수출이 금지1)되면서 국내 공급량은 1,206

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0만 톤 증가하였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1년부터 급증하였으며, 2016년에는 2,244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UN안보리 대북제재로 석탄 수출이 금지

된 2017년에는 490.6만 톤으로 전년대비 1,753만 톤이 감소하였다. 

생산 공급 수출

1990 33,150  33,150 -

1995 23,700  23,700 -

2000 22,500 22,500 20 

2005 24,060 24,060 2,804 

2010 25,000 20,694 4,641 

2015 27,490 7,860 19,631 

2016 31,060 8,560 22,438 

2017 21,660 12,060 4,906

’90~’17 증가율(%) -1.6 -3.7  -

<표 2-5> 북한의 석탄 수급 추이(천 톤) 

자료: 생산량과 공급량은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수출량은 UN Comtrade 
DB 기준임

주:  (생산량-공급량)과 수출량간 차이는 재고 증감으로 추정 

1)  UN안보리 결의안 2371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금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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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중국 

무역회사들이 선투자하여 북한 석탄광의 가동여건을 확보해 주고 생산 

물량으로 선투자분을 분할상환 받는 형식의 계약이 급속도로 확산된 

결과이다. 중국 북동부 지역 철강업체들에 대한 북한산 무연탄 수출은 

2017년 하반기, 유엔제재로 북한 무연탄의 수출이 금지되기 전까지 빠

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2-5] 북한의 석탄 공급/수출 추이(천 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UN Comtra
de DB 재구성)

1.3. 석유

북한의 원유 수입은 1990년∼2017년 기간 중 연평균 5.6%의 감소

율을 기록하며, 2017년 원유 수입량은 1990년 수입량의 21.0% 수준인 

530천 TOE로 감소하였다. 원유수입은 2001년 이후 530천 TOE 내외 

수준으로 유지2)되고 있다. UN의 대북제재(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서

도 원유 수입 규모를 현재 규모(400만 배럴 수준)를 인정해 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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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동 규모는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경우는 연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어 향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북·중간의 원

유 교역은 순수한 상업적 거래라기보다는 양국의 정치·외교적 계약에 

의한 거래로 그 거래 규모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추이 (천 TO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UN Comtrade DB,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계 재구성)

석유제품 수입은 2000년∼2017년 기간 중 연평균 2.9%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석유제품 수입량은 2000년 수입량의 60% 수준

인 440천 TOE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 북한의 석유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530천 TOE의 원유를 수

입·정제하여 생산한 석유제품 482천 TOE와 제품자체로 수입된 440천

2) 중국 해관통계는 2014년 이후 대북한 원유수출을 “0”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로는 여전히 대북 원유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통계청은 201
7년 원유 공급량을 2014년과 같은 530천 TOE로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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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의 합인 922천 TOE가 공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가운데 

217천 TOE는 발전용으로 투입되었고 나머지 705천 TOE는 최종 소비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천 TOE) 소비(천 TOE)

원유도입 제품생산 제품수입 발전 최종소비

1990 2,520 2,293 - 917 2,293

1995 1,100 1,001 375 549 827

2000 389 354 728 495 587

2005 523 476 519 495 500

2010 526 478 178 191 465

2015 530 482 480 217 745

2016 530 482 640 217 905

2017 530 482 440 217 705

’90~’17 증가율(%) -5.6 -5.6 - -5.2 -4.3

’00~’17 증가율(%) 1.8 1.8 -2.9 -4.7 1.1

자료 통계청 과 자료를 기초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재구
성 및 추정

<표 2-5> 북한의 석유 공급 추이

2. 에너지 전환(발전)

2.1. 발전설비

북한의 발전설비는 2017년 현재 수력 476.1만 kW, 화력 296.0만 

kW 등 총 용량 772.1만 k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3) 특히 수력

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체 조사결과, 북한은 총 8개의 화력발전소 중 설비를 폐기한 12월화력

을 제외하고 7개 화력발전소(서부전력망(4) :평양화력·동평양화력·청천강화력·순천화력, 

동부전력망(2) :북창화력·청진화력, 선봉화력)를 운영 중으로 화력발전 총용량은 3,310천

kW(북창화력 2018년 400천kW 증설 포함)로 추정됨. 또한, 수력발전소는 10천kW 이상 

규모 기준 29개소를 운영 중으로, 북·중 공동운영(조·중 수력발전공사) 중인 위원·운봉·수
풍·태평만 발전소의 용량 중 50%를 북한 설비로 반영시, 수력발전 총용량은 5,533천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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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백두영웅청년 3호, 흥주청년 3호, 금야강, 예성강 청년 3호, 원

산군민 1, 2호, 초산청년 3호, 어랑천 5호 등의 신규 완공으로 2015년 

대비 29.4만 kW 증가하였다.

구분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 합계

남한
6,489
(5.5)

78,953
(67.5)

22,529
(19.2)

9,187
(7.8)

117,158
(100.0)

북한
4,761
(61.7)

2,960
(38.3)

- -
7,721

(100.0)

남한/북한 1.36 26.67 - - 15.17

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화력 3,360천 kW(북창화력 400천
kW 증설 포함), 수력 5,533천 kW(북·중 공동 운영 중인 위원, 운봉, 수풍, 태평
만 발전소의 용량 50% 북한 설비 반영시)로서 전체 용량은 8,893천 kW로 추
정됨. 그러나 정부 공식통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총용량 7,721천 kW를 
유지함.

자료: 통계청,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에너지경제연구원 재구성

<표 2-6> 남·북한 발전설비 비교(2017) 

(단위: 천 kW, %)

2017년 현재 북한의 전체 발전용량은 남한의 1/15 수준이며, 그 중 

수력은 남한의 7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화력은 남한

의 1/27 수준으로 매우 낮은 형편이다. 북한 전원구성의 특성은 전통

적으로 수주화종(水主火從)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수력과 

화력의 비중이 6:4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가스나 원자력 설비는 없

으며, 2000년도 순천화력발전소에 1만 kW 설비를 추가한 이후 설비 

증설이 전혀 없다가 2017년 말에 중국의 중고설비 20만 kW 설비 2기

를 지원받아 증설하였다. 수력발전 설비는 소형설비 위주로 꾸준히 증

로 추정됨. 이에 따라 북한의 발전설비 전체용량은 8,893천kW로서 정부(통일부) 공식 통

계와 15.%(1,172천kW)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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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에만 109만 kW의 설비

가 추가로 건설되었다.

2.2. 발전연료 투입

북한의 발전용 에너지 소비(투입)는 1990년∼2017년 기간 중 연평

균 0.8%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1990년 8,809천 TOE에서 2017년에는 

7,062천 TOE를 기록하여 1990년 대비 약 20%(1,746천 TOE)정도 감

소하였다. 이 같은 발전용 에너지 투입량 감소율은 동 기간 중의 일차

에너지 감소율(연평균 감소율 2.8%)과 비교하면 그 감소세가 상당히 

작은 편으로 전력생산 우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

이다. 실제로 북한은 매년도 신년사에서 전력 증산을 위해 최우선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발전부문에 연료인 석탄은 물론

각종 부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2-7] 북한 발전용 연료투입 추이(천 TO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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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발전용 연료 투입량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1998년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급격한 감소를 기록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점차 회복하여 2008년에는 1990년 소비량의  94.4% 수준까지 증가하

였으나, 그 이후 외화벌이 우선정책의 핵심수단인 석탄 수출이 급증하

면서 석탄의 발전연료 투입량 급감으로 인해 2015년에는 발전연료 투

입량이 역대 최소 규모인 5,665천 TOE 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전력생

산 최우선 정책과 함께, 2017년 UN 대북제재(안보리 결의안 2071호)

로 인해 석탄수출 길이 막히자 발전용 석탄 투입량이 증가되면서 2017

년 발전용 에너지 소비(투입)는 총 7,062천 TOE로 1990년 투입실적의 

80.1% 수준까지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석탄 석유 수력
합계

소비 비중 소비 비중 소비 비중

1990 4,144 47.0 917 10.4 3,748 42.5 8,809 

1995 3,650 47.2 549 7.1 3,535 45.7 7,734 

2000 3,375 52.7 495 7.7 2,540 39.6 6,410 

2005 3,368 47.1 495 6.9 3,283 45.9 7,146 

2010 4,139 53.9 191 2.5 3,352 43.6 7,682 

2015 2,948 52.0 217 3.8 2,500 44.1 5,665 

2016 3,681 51.9 217 3.1 3,200 45.1 7,098

2017 3,865 54.7 217 3.1 2,980 42.2 7,062

’90~’17 증가율(%) -0.3  -5.2  -0.8  -0.8 

’90~’10 증가율(%) 0.0  -7.5  -0.6  -0.7 

’10~’17 증가율(%) -1.0  1.8  -1.7  -1.2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표 2-7> 북한의 발전용 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천 T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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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발전용 에너지원 투입은 석탄이 전년대비 5.0% 증가한 

3,865천 TOE로 전체 투입량의 절반 이상(54.7%)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 투입량은 강수량 부족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2,980천 TOE

로 전체 투입량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석유4)도 전체 투

입량의 3.1%(217천TOE)를 차지하고 있다.

　
일차에너지

(천TOE)
발전용에너지(천T

OE)
발전용  

소비 비중(%)

1990 23,963 8,809 36.8

1995 17,655 7,734 43.8

2000 15,687 6,410 40.9

2005 17,135 7,146 41.7

2010 15,662 7,682 49.0

2015 8,700 5,665 65.1

2016 9,910 7,098 71.6

2017 11,240 7,062 62.8

’90~’17 증가율(%) -2.8 -0.8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표 2-8> 북한의 발전용 에너지 소비비중 추이

북한의 일차에너지 중 발전용 소비 비중은 1990년(36.8%) 이후 지

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역대 최고 비중인 71.6%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에는 62.8%로 낮아졌다. 1990년∼2017년 기간 중의 일차에너

4) 2017년 이전까지 북한의 석유발전소는 중유를 연료로 하는 선봉화력(1973년 1호기 완공)

이 유일했으나, 1980년대 2호기 3호기의 연이은 터빈고장 및 보일러 폭발로 운영의 어려움

을 겪었고, 1990년대 초 구소련의 중유공급 중단, 2002년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 및 핵확

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KEDO 중유 공급 중단 등 연료조달의 어려움을 겪다가, 2015년부

터 연료전환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부터 무연탄 화력발전소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2017

년 현재 북한의 발전용 석유 투입량은 전량 석탄화력 발전소(무연탄5개소, 갈탄2개소)의 

혼소용 투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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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급량 연평균 감소율(2.8%)과 발전연료 투입량 감소율(0.8%)를 비

교·고려하면, 이 같은 일차에너지 중 발전용 소비 비중의 지속 증가는 

전체 에너지공급량의 감소세 속에서도 전력생산 감소를 최소화 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최종에너지 소비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수송·공공 부문은 

물론 민생부문의 에너지 공급부족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

하기도 한다.

2.3. 발전량

북한의 발전량은 1990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7년 발전량은 235

억  kWh로 1990년의 84.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 발전량 변화

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1998년 기간 중 화력과 수력 발전량

의 동반 감소로 170억  kWh 수준까지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수력

설비의 지속 확대 및 석탄 투입량 증가로 2008년 255억 kWh 수준까

지 증가하였다. 이후 석탄 수출량 급증에 따른 발전용 석탄 공급 감소

와 연속된 가뭄으로 2015년에는 190억 kWh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후 수력의 예년수준 회복과 석탄 투입량 증가로 240억 kWh를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회복 되었다.  

2017년 북한의 발전량은 총 235억 kWh로 그 가운데 50.6%인 119

억 kWh는 수력발전을 통해, 49.4%인 116억 kWh는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 되었다. 북한 전원구성은 석탄과 수력 두 가지로 무척 단순하며, 

부하여건에 따른 역할분담이 없어 석탄발전과 수력발전 간 비중이 비

교적 일정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1990년∼2010년 기간 중 수력과 

화력의 발전량 비중을 보면, 수력 비중은 55~60% 범위의 비중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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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으며, 화력발전의 비중은 40~45% 범위에서 유지되었다. 그러

나 2010년 이후 부터는 잦은 가뭄과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기술적 문

제가 이어지며 수력발전의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석탄 발전량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수력 발전량과 석탄 발전량의 비중이 비슷

한 수준(50%씩 반분)을 나타내고 있다.

　
총발전량
(억 kWh)

수력 화력

억 kWh 비중(%) 억 kWh 비중(%)
1990 277 156 56.3 121 43.7 
1995 230 142 61.7 88 38.3 
2000 194 102 52.6 92 47.4 
2005 215 131 60.9 84 39.1 
2010 237 134 56.5 103 43.5 
2015 190 100 52.6 90 47.4 
2016 239 128 53.6 111 46.4 
2017 235 119 50.6 116 49.4

’90~’17 증가율(%) -0.6 -1.0  -0.2  
’90~’10 증가율(%) -0.8 -0.8  -0.8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18.12

<표 2-9> 북한의 발전량 추이

[그림 2-8] 북한의 전원별 발전실적 추이(억 kWh)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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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전설비 이용률

1990년∼2017년 기간 중 북한의 발전설비 이용률은 지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북한 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1990년 이전 구소련·중국5)의 

지원으로 건설된 노후화 설비6)들로 부품 조달의 어려움과, 발전 연료 

투입 감소에 기인한다.

　
발전설비
(천kW)

발전량
(억kWh)

설비 이용률

총이용률 수력 화력

1990 7,142 277 0.443 0.415 0.485

1995 7,237 230 0.363 0.374 0.346

2000 7,552 194 0.293 0.254 0.355

2005 7,822 215 0.314 0.311 0.319

2010 6,968 237 0.388 0.386 0.391

2015 7,427 190 0.292 0.256 0.347

2016 7,661 239 0.356 0.311 0.428

2017 7,721 235 0.347 0.285 0.447

자료: 통계청(2018) 자료(발전설비 및 발전량)를 기초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표 2-10> 북한의 발전설비 이용률 추이 

북한의 전체 발전설비 시기별 이용률 변화를 보면, 1990년∼1998년 

기간 중에는 공산권 붕괴로 인한 발전설비 보수 및 연료공급 지원 중

단과 함께 ‘고난의 행군’시기를 지나면서 전체 이용률은 1990년 

44.3%에서 1998년에는 26.3%로 급격히 저하된다. 이후 2008년까지 

5) 특히 화력발전소의 경우, 청천강화력·순천화력은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되었고, 나
머지 5개 발전소는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음. 12월화력은 유일하게 북한 자
체 기술로 건설되었으나, 폐쇄되었음.

6)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설비용량 기준으로 북한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96.
6%가 30년을 초과한 노후 설비이며,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1만 kW이상 발전소 기
준) 30년 초과 노후 설비가 55.1%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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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연료투입량 증대 노력과 중소형 중심의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 

확대에 힘입어 38.8%까지 증가 되었으며, 이후 2017년까지는 2015년 

가뭄 시기를 제외하고는 35%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9] 북한 발전설비 총 이용률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수력설비의 경우, 1990년 이용률 41.5%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하

여 2000년에는 25.4%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1995년과 1996년 연이은 

대홍수로 인한 수력설비의 수해와, 1997년 다시 이어진 가뭄으로 수자

원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후 중소형 중

심의 신규발전설비 증대 및 기존 발전설비 보수를 통해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38.6%로 회복 되었다. 이후 산재해 있던 중소형 

설비들 대부분이 관리역량 부재로 폐기 되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집권 

이후 희천·금야강·백두청년·원산군민·어랑천(#2,#3) 등 신규설비 건설로 

35%∼3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대가뭄으로 25.6%까지 떨어지

고 나서 2017년 현재 28.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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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북한 수력발전 설비 이용률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화력설비의 경우도 1990년 48.5%에서 대외 원조 중단과 ‘고난의 행

군’ 시기를 거치면서 1998년 26.3% 까지 저하되었다가 석탄투입 증대 

등 전력증산에 대한 정책적 노력으로 2008년에는 43.2% 까지 상승하

였다. 그러나 이후 중국 석탄 수출의 급증으로 석탄 투입량의 감소와 

잦은 설비고장으로 2015년까지 35%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석탄투입의 증가와 북창화력7) 신규증설 등으로 44.7%까지 

회복 되었다.

7)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중국의 지원으로 40만kW(20만kW×2기)가 2017년 하
반기 증설 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 8월 가동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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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북한 화력발전 설비 이용률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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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 에너지 교역 잠재량 평가

본 장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하여, 북한 에너지교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시에 북한의 

에너지 대외 교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전 대응 방안 준비 차원에서 대북 경제제재 이후 단기간에 남

북간 에너지교역이 즉시 가능한 에너지원별 교역 잠재량을 산정한다. 

추정 방법은 북한의 공식·비공식(밀반입) 에너지교역량을 파악하고, 북

한의 경제복구를 위한 에너지수급과 남한의 에너지수급 및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즉시적으로 남북간 에너지교역이 가능

한 잠재량을 추정한다. 또한 북한 에너지교역의 특성 이해를 위하여, 

1990년대 공산권 붕괴 및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하게 

된 북한의 에너지교역 구조의 특성과 북한의 대외 에너지교역현황을 

분석한다.

1. 북한의 에너지교역 (생산·유통)구조 분석

1.1. 북한의 대외교역 주체 및 구조

북한 당국은 ‘무역법 제11조(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따라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제출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검토·승인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받게 된다. 이 때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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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제12조(무역거래 자격취득 조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외시

장에 실현할 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원천’ 조건을 만족

하여야한다.8) 즉, 대외 무역거래의 주체(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

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확보’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석탄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소·단체가 

무역거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 교역은 전년도에 수립된 무역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무역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역

법 제3장 무역계획’에 따라 국가계획기관은 다음 연도 무역(예비)계획

량을 영업허가를 받은 모든 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기초로 국가 

무역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의 비준을 받은 후, 다시 각 영업허가 기관

들의 수출입 물량 또는 금액 범위를 정한 수출입지표를 각 영업허가 

기관에 시달(할당)한다.9) 수출입지표를 시달(할당) 받은 영업허가 기관

은 해당지표에 따라 무역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각 기관들이 시달 받

은 지표를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와크’라고 한다. 즉, ‘와크’는 

북한 당국(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할당 받은 무역거래량 또는 무역거

래금액규모에 대한 쿼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무역회

사들은 가능한 이익이 많이 남는 물품에 대한 다량의 와크를 확보하고

자 노력한다.  

8) 이상의 생산기지 확보 조건 외에, 명칭과 기구, 규약, 업종 및 지표(무역 대상 물품), 
영업장소, 자금원천, 필요한 전문가와 보장성원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무역법 제30조(국가계획기관의 계획화방법)와 31조(해당 단위의 계획화방법)에 따
르면, 국가계획기관이 무역계획에서 작성하는 계획지표는 전략지표와 제한지표, 
기타지표가 있으며 전략지표와 제한지표는 현물(품목과 물량) 단위로, 기타지표는 
수출입금액으로 작성됨. 무역계획 지표를 시달(할당) 받은 무역(영업허가)기관은 
현물지표 계획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계획하여 무역을 실행하고, 금액지표 계획에 
대하여는 금액범위 내에서 품목과 물량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무역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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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북한의 무역계획과 무역회사 소속 구조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북한의 무역회사는 당·군부·내각에 소속되어있다. 소속 구조는 당, 

군부, 내각 내에 무역을 담당하는 복수의 총국(국 또는 총회사)들이 있

고, 각 총국들 산하 복수의 무역회사들이 무역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내각인 원유공업성에는 무역담당 총국 중 하나로 삼마지도

국이 있으며 삼마지도국은 산하 무역회사들을 두고 석유제품을 수입하

고 있다. 그리고 중앙당 39호실은 무역총국들 중 하나로 대흥지도국이 

있으며 그 산하의 무역회사들을 통하여 역시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

다. 또한, 인민무력부는 무역총국들 중 하나로 강성무역총회사를 두고 

그 산하의 무역회사들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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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북한 무역회사의 종류

  주: 1급·2급(총국 및 산하 무역회사) 북한 전체 회사 목록이 아닌 조사된 목록에 대
하여만 수록한 것으로 추정 

  자료: 아주경제, ‘곽인옥의 북한 경제 리포트: 북한 무역회사 및 물품의 유통 구조’, 
2018.7.26

한편, ‘무역법 제17조(위탁수출업무)’에서는 영업허가 취득 시 승인

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무역회사와의 위탁 계약을 통한 무역거래가 가

능하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소유·확보한 수출용 석탄광으로부터의 

석탄생산 또는 할당 받은 와크 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무

역회사와의 위탁계약을 통한 수출이 가능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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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유수입 구조 현황

북한에는 정유시설로서 봉화화학공장(평안북도 피현군, 연간 정제능

력 200만톤)과 승리화학공장(함경북도 나선시, 연간정제능력 150만

톤) 두 곳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곳의 정유시설 운영을 위하여 원유수

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2010년 이후부터 원유수입의 대 중국 

의존도 100%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는 중

국 흑룡강성 대경시 일대의 대경유전 원유로 채굴가능 매장량은 51억

톤으로 1959년 유전 발견 이후 1997년까지 연 4천만톤∼5천만톤 규

모의 생산량을 유지하였으며, 1997년 5.6천만톤 생산 이후 생산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북한은 1962년 처음으로 대경유전 원유를 3만

톤 수입하기 시작하였고, 조·중우호송유관(1976.1. 완공)과 봉화화학공

장(제1기 100만톤 규모 1978.9. 완공)이 연이어 완공되면서 대경유전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본격 공급받게 된다. ‘조ㆍ중우호송유관’은 중국 

대경유전에서 북한 평안남도 안주까지 이어져 있다. 대경유전에서 대

련(요녕성)으로 이어지는 주파이프라인으로부터 요녕성 북부 철령 지

점을 기점으로 갈라져나와 북·중 접경 단둥시와 신의주를 통해 안주로 

연결되어 있다. 

관 길이(km) 저유능력 관직경 연간수송능력 공사 사업주체

중국측 260
북한측 135
총연장 395

12만㎥
219mm
377mm

제품 100만 톤
원유 300만 톤

74.2. 착공
76.1. 완공

동북수유관리조
중우호수유공사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표 3-1> 조·중우호송유관 현황

10) 이 과정에서 무역회사 간 와크를 임대하고 임대와크에 대한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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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조·중우호송유관 노선도 

      자료: 주간조선  [2455호] 2017.05.01.

동 송유관의 총 길이는 약 395km이며, 철령 분기점부터의 중국내 

송유관 길이는 약 260km, 북한내 길이는 약 135km이다. 송유관은 지

하에 매설되어 있으며, 중국의 진완산저유소(8.3저유소)에서 출발하여 

애하 하저를 통해 단동의 가열가압기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압록강은 

강바닥과 다지도 지하를 통과해 매설되었다. 현재 이 파이프라인은 중

국 ‘동북수유관리국중조우호수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파이프라

인은 직경 377㎜와 219㎜ 2조로 되어있으며, 연간수송능력은 석유제

품 100만 톤, 원유 300만 톤으로 설계되었다. 북·중 양국 정부는 1972

년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하고 1974년 2월에 착공하여, 1975년 말에 

완공했으며, 1976년 1월에 개통하였다. 동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송량

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간 80만~100만 톤 정도를 유지하다가, 199

9년 31만 톤까지 감소하였으나 1997년 이후 다소 회복되어 50만 톤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원유 저장시설은 승리화

학공장과 봉화화학공장의 원유 정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원유를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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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20기의 원유저장 탱크가 전부이다. 우리나라가 

원유 공급국과 원유 수송로 등의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

해 운용하고 있는 전략비축 시설과 같은 개념의 원유 저장시설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11)

1.3. 석유제품 수입·유통 구조 현황12)

북한 당국의 석유제품 수입 및 공급계획은 원유공업성이 담당한다. 

원유공업성 계획국이 각 시군, 도, 중앙의 각급 기관과 기업소 등 최종 

소비단위들의 석유 소비계획을 받아 석유제품에 대한 전국 단위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면, 국가계획위원회가 

각 제품의 소비에 대한 항목 별 검토를 실시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비준

을 거쳐, 수입규모를 확정한다. 

[그림 3-4] 북한 석유제품 수입 무역총국별 와크 배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11) 김경술, “북한의 석유산업과 유통”, KDI북한경제리뷰(2018-1), 한국개발연구원 
12)「김경술, “북한의 석유산업과 유통”, KDI북한경제리뷰(2018-1), 한국개발연구원」

발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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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수입 와크(쿼터)는 원유공업성, 중앙당 39호실, 인민무력

부 27부, 4.25체육단 등에 각각 60%, 15%, 20%, 5%의 비중으로 배분

하며, 이들은 산하에 석유를 전문 수입하는 무역총국격인 (원유공업성)

삼마지도국, (중앙당 39호실)대흥지도국, (인민무력부 27부)강성무역총

회사, (4.25체육단)붉은별무역회사 산하의 무역회사들을 통하여 공식 

수입한다. 즉, 4개 기관이 북한 석유제품 수입 전체 와크를 배분 독점

하고 있다.

단, 원유는 전량 원유공업성이 수입하여 정제한다. 그러므로 원유공

업성이 공급하는 전체 석유제품은 원유 정제로부터 얻어진 제품물량과 

제품으로 수입된 물량의 60%(원유공업성 삼마지도국 와크)를 합한 물

량으로 추정된다. 원유공업성의 물량은 시·군급, 도급, 중앙급 기관과 

기업들에게 무상배분 되며, 일부 물량은 직영 주유소인 ‘삼마스탄다’에 

공급한다. 중앙당 39호실(대흥지도국) 물량은 중앙당의 수요를 위해 

배분되며, 일부는 직영 주유소인 ‘부흥스탄다’에 공급한다. 인민무력부 

27부(강성무역총회사) 물량은 전국의 군부대에 배급되고, 일부는 직영 

주유소인 ‘강성스탄다’에 공급된다. 4.25체육단(붉은별무역회사) 물량

은 각급 체육단체에 배급되며 역시 일부는 직영 주유소인 ‘붉은별스탄

다’에 공급한다. 

석유제품은 백마, 와우도, 문천 등 3개의 연유창을 거쳐 유통된다. 

원유공급성은 중앙기관과 각 도에 이를 배분하며, 각 도는 이를 도급 

기관과 기업, 그리고 시·군에 배분하고, 시·군은 시·군급 기관과 기업

소에 이를 배분한다. 실제 배급은 석유제품 배급표로 이루어지며, 배정

된 표로 각 기업은 해당 지역 공급소의 연유창(이하 저장소) 또는 연유

공급소에서 필요한 석유를 공급 받는다. 삼마 취급 물량의 일정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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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군수동원총국으로 공급되며, 각 도·시·군 연

유공급소에 공급된 물량의 일정부분도 전시물자로 저장하도록 하고 있

다고 하나 정확한 현실은 파악되지 않는다.

[그림 3-5] 북한의 석유제품 공급구조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석유 공급체계와는 달리 실제 석유의 유통은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실제 스탄다를 제외한 석유를 공

급 받는 모든 단위들로부터 시장으로의 불법 유출이 일반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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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출처 유출경로

각급 기관 및 기업소 당국으로부터 배급받은 석유제품을 유출

군부대
군부대에 배분되는 강성석유 유출(훈련시간 
조작 등을 통해)

연유창, 저장소 석유제품 책임자와 기관의 장이 유출

밀수

나홋가 연유
돈주들이 러시아 나홋가에 인력을 파견, 수
요에 따라 현지에서 불법 수입

기업소(각 기업, 광업, 
농업, 수산업 등)

생산물을 중국 등 외국(국경, 선박 등)에 제
공하고 석유 확보

민간수입업자 밀수
소형선박으로 밀수(주로 공해상에서 거래)
수입 선박의 빈 공간에 불법적 물량 수입

<표 3-2> 석유제품 유출·유통 경로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각급 기업소는 배급받은 물량을 전량 시장에 팔아 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석유가 필요할 때는 다시 시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소비한다. 

군부대, 체육단체 등에서도 불법 유출은 일반화되어 있으며, 각급 저유

소와 연유창에서도 유출되고, 발전용 중유도 열차운송 도중에 유출된

다고 한다. 시장에는 이렇게 불법 유출된 석유와 다양한 루트로 밀수

된 물량들이 ‘연유장사’라는 유통주체를 통해 유통된다. ‘연유장사’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돈주,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13) 북한에서 석

유 장사는 석유를 조달하거나 판매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면

서도 가장 돈을 잘 버는 작업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국이 

묵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패 고리와 연

계된 음성적인 산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윤 폭을 

크게 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석유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등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14)

13) 김경술, 통일 후 국내 석유산업 환경변화 및 미래전략, 대한석유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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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유소는 2016년 82개소에서 지금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15) 북한 당국도 주유소를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 늘리고 있으며, 민간 연유장사들을 단속하고 석유가격

을 민간보다 약간 낮게 책정함으로써 주유소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

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국의 비호 하에 군대가 주유소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북한 군부가 전국에 체인점, 즉 연결망을 형

성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군부가 운영하는 주유소로는 부흥 원유

판매소, 삼흥 원유판매소, 강성 원유판매소 등이 있다.16)

[그림 3-6] 북한의 석유 유통구조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14) https://blog.naver.com/sol6915/20037496367, 2007.5.25
15) 노컷뉴스, 2016.5.9
16) 자유아시아방송,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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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석탄수출구조 현황

북한 석탄광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다. 그러나 국가로부

터 광산개발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관이 광산개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광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해당 탄광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서 석탄광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구분 소속/성격 소유권 광권 운영

특급, 
1급
탄광

연합기업소 소속 국가 국가 연합기업소가 운영

특수경제 소속 국가 특수경제
소속 무역회사가 운영

※돈주에게 광권 위탁, 
돈주가 운영

2~5급
탄광

도·시·군소속, 기업
소 소속

국가
도 ·시 ·군 ,
기업소

시군 관리, 기업소 운영

※개인(돈주 등) 
탄광

국가
도 ·시 ·군 ,
기업소

돈주에게 광권 위탁, 돈
주가 운영

기타 인민갱 국가
도 ·시 ·군 ,
기업소

개인 불법 채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표 3-3> 북한 석탄광 지배구조 현황 

북한의 석탄광은 산업적 중요성, 규모와 생산-소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연료 조달을 담당하는 연합기업소 소속의 

탄광과, 당·군의 외화벌이와 같은 특수한 경제목적을 위해 당과 군에 

소속 되어 있는 ‘특수경제’ 소속17)의 탄광과, 개별기업소별 연료 공급 

자체 보장을 위한 기업소 소속의 탄광, 도·시·군 인민위 소속의 탄광, 

그밖에 폐갱에서 민탄을 생산하는 소위 인민갱으로 분류할 수 있다.18)

17) 구체적으로는 당과 군에 속해있는 무역회사의 소속의 탄광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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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북한 수출용 탄광의 지배구조 변화

       자료: 최설(2017), 경제난 이후 북한 지방경제 변화 연구

한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지방과 기업소들의 

운영비 조달19) 문제와 소속 탄광들의 관리 부재로 인한 연료 자체확보

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위 ‘돈주’라고 불리는 민간자본이 도·시·군 

및 기업소 소속의 석탄광에 대한 투자와 실질적인20) 운영 전반을 담당

하게 되었다. 이 때 ‘돈주’들은 석탄광 개발 및 계약을 포함한 전체 석

탄광 사업의 공식적인 명의, 즉 소위 말하는 ‘명판’을 위임21)받아 석탄

광을 운영하고, 석탄광 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명판 위임

18) 연합기업소 소속 또는 특수경제 소속의 탄광들은 대부분 특급 또는 1급의 대형 
탄광들임.  

19)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되자 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함. 
20) 소유권은 개인이 갖지 못하며, 탄광의 소속 역시 개인 소속이 될 수 없음.
21) 돈주들은 명판 위임의 대가로 석탄광 사업을 운영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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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가로 지불한다. 이러한 돈주들의 석탄광 개발·운영에 관한 개입

활동은 지속 확대되어 1990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특수경제 소속의 석

탄광에까지 돈주들의 자본개입이 본격화 되었으며, 중국 수입업자의 

자본 선투자와 함께, 지방과 기업소 소속 탄광과 특수경제 소속 탄광

들의 석탄 대외 수출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돈주들은 특수경제의 와

크 생산을 달성한 후 초과생산량 판매를 통해 이익 실현을 하며 이익

의 일부는 해당 탄광의 원래(공식) 소속기관에 지불한다.

[그림 3-8] 북한 수출용 탄광의 운영방식  

             자료: 최설(2017), 경제난 이후 북한 지방경제 변화 연구

북한 석탄 수출은 특수경제 소속 탄광들과 지방·기업소 소속 탄광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중앙탄광(연합기업소 소속)들도 운영비 조달

을 위하여 수출용 생산을 하고 있다.22) 

22) 외화벌이 탄광의 수출과 내수 비중은 90:10, 중앙탄광은 10:90 정도로 조사됨(201
9년 8월 26일∼8월 31일 북중접경지역 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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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들의 등장은 외화벌이용 석탄광 개발의 확대뿐만 아니라, 석탄 

수출을 위한 유통과정에서도 상당한 분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특수경

제 산하 각 무역회사 소속의 탄광들에서 생산된 석탄은 수출항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중간 집하지인 자체토장에 집결했다가 항구로 운반되었

는데, 돈주들이 운영하는 개인 토장들이 등장·확대 되면서 기존의 수

출용 석탄 유통은 상당히 복잡하게 분화된다. 

[그림 3-9] 북한 수출용 석탄 유통 과정  

             자료: 최설(2017), 경제난 이후 북한 지방경제 변화 연구

개인 토장에는 돈주들이 판매수익을 얻기 위해 생산된 석탄뿐만 아

니라, 중앙탄광이 운영비 조달을 위해 판매코자 하는 석탄도 개인 토

장으로 팔려와 집결됨으로써, 민수용(연료시장 판매) 석탄 조달을 위한 

개인 토장간 석탄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역

회사의 와크 물량 확보 조달을 위한 거래도 이루어지면서 토장 간 석

탄거래가 확대되고 토장 간 석탄운송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토장간 석탄운송을 담당하는 석탄수송전문 회사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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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에너지교역 현황 분석

석탄 및 석유(원유·제품)는 북한 산업경제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

이자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석탄은 

2010년대 들어 통치자금 확보 차원의 외화벌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역 품목이 되어왔으며, 석유(원유·제품)는 KEDO지원(1995.3.∼

2006.12.) 및 6자회담(2003.8.∼2007.9.)에서 북한이 협상의 조건으로 

지원을 요구23)할 정도로 북한 경제전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와 같은 북한 내 석탄과 석유의 경제적·정치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

식한 UN은 6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일련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로서 안보리결의안 

2371호(2017.8.)와 2397호(2017.12.)24)를 통하여 회원국들의 북한산 

석탄 반입금지와 석유(원유·제품)의 북한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공산권 붕괴와 함께 북한 내 경제침체가 시작된 1990년

부터, 북한 에너지관련 통계입수가능 최신 년도인 2017년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북한의 대외에너지교역 현황(실적)을 분석한다. 본 절에서는 

북한 에너지교역 제품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석탄, 원유, 석유제품 

등에 대한 북한의 대외 교역 통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발

23) KEDO의 북한 경수로원전 건설 지원 시, 1995년∼2002년 기간 중 매년 50만톤
(매월 5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였으며, 6자회담 결과 중유 100만톤에 해당
하는 경제지원 합의에 따라 2007년∼2008년 기간 중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였음.

24) UN 안보리 대북제재안 2371호 결의(2017.8.5.) 한달 후, 2017.9.3. 북한의 6차 핵실
험 강행으로 UN 안보리는 한층 더 강력해진 대북 제재안 2375호(2017.9.11.) 결의
를 통하여 2018년부터 북한원유 반입을 현수준(400만배럴)으로 동결하고, 정유제
품 반입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였음. 그러나 3개월 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 화성-15형 발사(2017.11.29.)에 따라 UN 안보리는 최종적으로 북한유
입 원유를 2018년부터 연 400만 배럴(52.5만톤), 정제유 반입은 연 50만배럴로 제
한하는 UN안보리결의안 2397호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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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경제·산업·교역에 관한 공식 통계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북한 

에너지교역에 관한 정보의 소스(sources)는 UN의 무역통계 DB인 

「UN Comtrade Database」와 「한국무역협회(KITA)의 해외무역통

계」 그리고 북한 대외 에너지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역 상

대국인 「중국의 해관통계(해관총서)」의 정보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간에는 양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실제로 제공하는 HS분류 코드의 말단 자릿수25)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상호 간에 세부 품목별 교역량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북한의 전세계 국가 대상 제품별 수출입량을 한 번에 제공을 하

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에 대하여 주요 에

너지품목별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량을 조사하고 이를 합한 수치를 북

한의 대외 수출량으로 간주·추정하는 소위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 

방식을 통하여 북한의 에너지교역량 통계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일

부 품목 및 일부 수치에 대한 누락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북한의 

대외교역 상대국26)의 편중성과 에너지교역 품목의 단순성으로 오차는 

적을 것이며, 다음 절로 이어지는 남·북에너지교역 잠재량 산정시 미

칠 수 있는 오류의 범위 역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2016년의 북한 총 수출입 규모는 6,552백만

달러(수출: 2,821백만달러, 수입: 3,711백만달러)이었으며, 이 중 에

너지 수출입 규모는 1,632백만달러(수출: 1,193백만달러, 수입: 439백

25) 한국무역협회(KITA)의 해외무역통계는 HS코드 8자리까지 제공하지만 북한만의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UN Comtrade Database는 북한만의 통계를 제공 
하고 있지만(2019년 10월 부터 DB갱신 작업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HS코드 6
자리까지만 제공함.

26) 2010년 이후 북한의 석탄·원유·석유제품 교역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석탄과 원유는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10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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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러)로 전체교역(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0%(수출: 

42.3%, 수입: 11.8%)에 달할 정도로 최대의 교역 품목이다. 

연도　
총 교역(백만달러, %) 에너지품목 교역 (백만달러, %)

계 수출 수입 계 수출 수입

2013 7,344.8 3,218.4 4,126.4
2,213.8
(30.1%)

1,430.1
(44.4%)

783.7
(19.0%)

2014 7,610.9 3,164.7 4,446.2
1,925.1
(25.3%)

1,178.0
(37.2%)

747.1
(16.8%)

2015 6,251.8 2,696.5 3,555.3
1,586.0
(25.4%)

1,083.1
(40.2%)

502.9
(14.1%)

2016 6,531.7 2,820.9 3,710.8
1,632.0
(25.0)

1,193.2
(42.3%)

438.8
(11.8%)

2017 5,550.0 1,771.9 3,778.1
825.5

(14.9%)
413.6

(23.3%)
411.9

(10.9%)

주: 에너지품목은 HS코드 27(광물성연료, 광물유: mineral fuels and mineral oils) 
분류로 하였음.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각년도), 자료 재구성

<표 3-4> 북한의 총 교역 및 에너지품목 교역 규모

2017년 들어서는 회원국들의 북한산 석탄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2017.8.5.) 채택에 따라 그 규모면에서 감소

하기는 하였지만, 전체교역(수출: 1,772백만달러, 수입: 3,778백만달

러)에서 차지하는 에너지교역(수출: 414백만달러, 수입: 412백만달러) 

비중은 14.9%(수출: 23.3%, 수입: 10.9%)로써 여전히 최대교역 품목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출은 대부분이 석탄(무연탄) 수출

로서,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2017.8.5., UN 회원국 북한산 석탄 반

입 전면 금지) 채택 이전까지 북한 전체 수출규모의 40% 내외를 유지

할 정도로 석탄수출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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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유 수입 현황

북한의 원유수입 규모는 1992년 1,076천톤에서 2017년에는 530천 

톤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2.8%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7년

을 기점으로 북한의 원유수입 규모는 1997년 이전 백만톤 내외 수준

에서 1997년 이후부터 500천톤∼600천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는 북한의 주요 원유 도입선인 중국의 대경 유전 생산량이 이 시기부

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중국내 동북지방의 원유 수요 증가로 대북한 

공급 규모 축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원유수입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 의존도가 10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

국단동(8.3저유소)-북한봉화화학공장(평북 피현군) 간 직접 연결되어 

있는 조·중우호송유관(1976.1. 완공) 건설로 중국의 대북한 원유공급 

구조가 일찌감치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 선봉지역(승리화학기업연합소)에 공급되던 구소련의 원유공급이 

중단되면서 원유수입의 대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1999년∼2007년 중에는 중국 원유수입 의존도가 32%까지 떨어질 정

도로 원유수입선 다변화의 모습도 보이지만, 장기 도입에 이르지 못하

고 단발성에 그쳤다.27) 201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원유 수입규모는 

530천톤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28)

   

27) 이 시기 중국 이외에, 나이지리아, 가봉, 카타르, 예멘, 브라질, 에콰도르 등에서 
최대 849천톤(2005년, 카타르) 까지 도입한 바 있으나 모두 한해에 그치는 단발
성 도입이었음. 

28) UN 안보리 결의안 2397호(2017.12.23.)은 현재의 북한 원유 반입 규모를 연 400만 
배럴(525천톤)로 추정하고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목적의 대북제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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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북한의 원유수입 규모 변화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8)

[그림 3-11] 북한 원유수입의 중국 비중 변화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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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수입
(천톤)

중국
(천톤)

기타국
(천톤)

중국비중
(%)

1992 1,075.8 1,005.6 70.2 93.5%
1993 1,033.1 1,033.0 0.1 100.0%
1994 832.8 832.8 - 100.0%
1995 1,021.5 1,021.5 - 100.0%
1996 936.2 936.2 - 100.0%
1997 506.1 506.1 - 100.0%
1998 614.2 503.9 110.3 82.0%
1999 583.5 317.2 266.3 54.4%
2000 856.1 389.2 466.9 45.5%
2001 720.7 579.3 141.4 80.4%
2002 733.6 472.2 261.4 64.4%
2003 573.6 573.6 - 100.0%
2004 878.8 531.8 347.0 60.5%
2005 1,628.9 522.8 1,106.0 32.1%
2006 1,279.0 524.0 755.0 41.0%
2007 1,031.5 523.2 508.4 50.7%
2008 605.2 528.6 76.6 87.3%
2009 687.4 519.8 167.6 75.6%
2010 528.3 528.3 - 100.0%
2011 526.2 526.2 - 100.0%
2012 523.0 523.0 - 100.0%
2013 578.0 578.0 - 100.0%
2014 530.0 530.0 - 100.0%
2015 530.0 530.0 0.0 100.0%
2016 543.1 530.0 13.1 97.6%
2017 530.2 530.0 0.2 100.0%

’92~’17 증가율(%) -2.8 -2.5
’92~’10 증가율(%) -3.9 -3.5

주: 중국은 2014년부터 대북한 원유수출량을 “0”으로 발표하고 있음. 반면 통계청
(2018)은 2014년부터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량을 3,885천 배럴로 발표하고 
있음. 이에 본 자료에서는 2014년 수치부터는 통계청(2018)을 사용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8) 자료를 재구성

<표 3-5> 북한의 원유수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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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외의 기타 국가들로부터 원유수입이 있었던 1992년∼2009년 

기간 중 중국과 기타국간 북한 원유공급 가격을 비교해보면, 2005년

∼2008년 기간 이외에는 중국의 원유공급 가격은 기타국에 비하여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05년, 2007년, 2008년에는 기타국의 

공급가격이 중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29) 동 기간 

중의 기타국 원유 가격은 국제유가(두바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예

외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카타르는 77천톤을 북

한에 공급하면서 국제유가(두바이)의 절반 수준인 353달러/톤(두바이 

692달러/톤)에 공급하였다.   

중국의 공급가격은 1999년 까지는 국제원유가(두바이)보다 낮은 수

준으로 북한에 공급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국제원유가(두바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림 3-12] 중국 및 기타국의 대 북한 원유공급 가격 비교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무역협회(KITA) 해외무역통계

29) 2005년 카타르 201.7달러/톤(849천톤 수입), 가봉 239.2달러/톤(257천톤 수입), 200
7년 콩고 421.3달러/톤(508천톤 수입), 2008년 카타르 353.1달러/톤(77천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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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제유 수입 현황

석유정제 제품 중 LPG(프로판·부탄) 및 비에너지유를 제외한 정제

유(HS Code 2710 이하 제품들)30)에 대한 2017년 북한의 수입량은 

138천톤으로 북한의 정제유 수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4년(125천톤)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 변화의 특징은 1995년∼

2010년 기간 중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수입량이 증가하여 2007년과 

2008년에는 백만톤을 넘어서기도 하였으나31) 2010년 이후부터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림 3-13] 북한의 정제유 수입 규모 변화

           자료: UN Comtrade Database

30) HS code 2710 이하의 제품으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으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
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관세청, 관세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함. 프로판·부
탄 등의 석유정제제품과 파라핀왁스, 페트코크, 아스팔트 등의 석유정제 제품과, 
천연가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31) 2007년과 2008년의 전체 수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인도(UN Comtrade Data
base 기준 2007년 823천톤, 2008년 822천톤)의 경우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와 
큰 차이가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음.(김규철(2018)은 두 
통계 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UN Comtrade Database의 오류로 판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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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2017년 기간 중 100천톤 이상의 수입실적을 기록한 북한 

정제유 수입의 주요 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인도, 

이집트 등 6개국으로, 이 나라들의 수입량 합계가 거의 모든 년도에 

걸쳐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림 3-14] 북한 정제유 수입의 중국 및 러시아 비중 변화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무역협회(KITA) 해외무역통계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0년 이후부터는 수입

량이 전무하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5년 이전에는 중국, 싱가포르, 일본에서의 수입이 주를 

이루다가 1996년 이후부터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싱가포르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중단되고 

인도가 새로운 주요 수입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는 인도로부터의 수입량 역시 크게 감소함으로써, 2011년부터는 중국

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중국으로부

터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2016년에는 274천



제3장 남북 에너지 교역 잠재량 평가  49

톤으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단가를 북한의 정제유 전체 수입 평균단가와 비교

해보면, 1994년 이후 전기간에 걸쳐 중국의 수입단가는 전체 수입 평

균단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단가를 러시아 단가와 

비교해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이처럼 중국으

로부터 수입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꾸준

히 증가하는 것은 중국단동(8.3저유소)-북한봉화화학공장(평북 피현

군) 간에 원유 공급파이프라인과 별도로 제품 송유 파이프라인이 연결

(조·중우호송유관 1976.1. 완공)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제품 조달(수입) 

확보가 용이한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5] 중국의 북한 정제유 수출 가격 변화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무역협회(KITA) 해외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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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입
총계

6개국주)

계
중국 러시아 일본

싱가
포르

인도

1992 70.8 70.4 68.6 - - 1.9 -
1993 128.9 127.2 78.3 - 3.8 45.1 -
1994 125.4 86.7 68.0 - 2.3 16.3 -
1995 208.8 156.1 73.2 - 30.4 52.5 -
1996 449.7 398.5 66.5 20.7 224.4 86.9  -
1997 589.1 555.3 109.6 246.6 111.0 88.2 -
1998 824.7 790.0 149.8 282.3 165.1 130.9 -
1999 486.8 485.0 122.9 147.5 44.5 170.1 -
2000 238.9 219.3 111.5 6.9 44.3 56.6 -
2001 520.1 493.3 109.3 78.2 0.3 305.5 -
2002 595.4 532.4 83.5 97.9 0.3 225.4 125.3
2003 571.1 564.4 124.7 412.8 0.1 10.0 16.7
2004 756.0 752.9 128.0 542.8 0.2 0.1 81.9
2005 490.7 485.5 145.5 338.9 0.1 1.0 -
2006 367.1 356.1 122.3 119.6 0.1 0.0 114.1
2007 1,114.6 1,104.9 147.7 134.1 0.0 0.2 822.8
2008 1,155.1 1,094.9 117.7 42.1 0.1 112.7 822.3
2009 530.0 496.9 126.7 4.3 0.0 0.0  365.8
2010 804.1 775.1 145.0 28.3 - 0.0 286.7
2011 229.9 229.9 188.7 41.0 - 0.2 0.0
2012 186.0 185.9 146.8 2.4 - 0.0 36.7
2013 207.2 202.4 105.0 29.0 - 0.2 68.1
2014 197.8 192.3 166.1 26.0 - 0.1 0.0
2015 268.2 254.6 218.1 36.3 - 0.1 -
2016 278.9 277.4 274.1 3.2 - 0.1 0.0
2017 137.9 135.2 90.9 9.4 - 0.0 34.9

’92~’17
증가율(%)

2.7% 2.6% 1.1%

’00~’17
증가율(%)

-3.2% -2.8% -1.2% 1.8%

주: 표 안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6개국 합계에는 이집트 수치 포함됨. 
(이집트: 1998년 62.0천톤, 2010년 315.0 천톤)

자료: UN Commtrade Datadase (KITA 해외무역통계 검증용 병행사용)

<표 3-6> 북한의 정제유 수입 추이

(단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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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스류 수입 현황

1990년∼2017년 기간 중 북한은 천연가스, LPG 등의 가스를 단발

적으로 수입하였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는 최소 10천톤에서 최대 

300천톤의 수입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0년과 2012년에는 

300천톤 이상의 규모로 수입하였다. 수입 대상국은 1999년 이전에는 

태국에서 전량 수입하였으나 2000년 이후 수입규모가 커지면서 카타

르(2000년, 131천톤), 이집트(2010년, 318천톤), 트리니다드토바고

(2012년, 309천톤)에서 100천톤 이상의 천연가스를 수입하였다. 북한

에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전무하고, 가정용 및 상업용 도시가스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해당 천연가스 수입은 전량 

산업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32) 

이 밖에 LPG(프로판·부탄)도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수입되고 있

다. 특히, 부탄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

입되고 있다. 주 용도는 가정용 휴대용 취사기구 및 난방용 기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그리고 프로판도 2002년과 2003년에 

태국으로부터 10천톤 이상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가정용 취

사 및 난방용으로 소비 된 것으로 추정된다.    

 

32) 북한은 제철공장 및 시멘트 공장 등에서 석탄으로부터 추출한 (합성)가스를 소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경제신문, 2018.12.18.) 

33) 김경술(2013)에서는 2010년 이전 북한의 가정용 부탄 소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가정용 부탄소비는 2010년경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BN 
헤드라인뉴스, ‘북한 최고 혼수품 한국산 부탄가스’, 2012.11.15.), 이후 연료시장
이 활성화 되면서 부탄 소비가 증가됨(Daily NK, ‘북한, 가정연료도 진화 중’, 20
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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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천연가스 LPG

수입계

프로판 부탄

수입량 수입국 수입량 수입국 수입량 수입국

1990 33,528 태국 - - -
1991 84,684 태국 - - -
1992 35,652 태국 15 - 15 일본
1993 - 1 - 1 일본
1994 - 10 - 10 일본
1995 - - - -
1996 29,767 태국 - - -
1997 - - - -
1998 - 14 - 14 중국
1999 - 11 - 11 중국
2000 131,346 카타르 46 - 46 중국
2001 - 143 11 일본 132 중국
2002 - 11,685 11,473 태국(일본) 212 중국(일본)
2003 - 12,526 12,315 태국 211 중국
2004 - 299 - 299 중국
2005 10 중국 362 - 362 중국
2006 3,066 알제리 424 - 424 중국
2007 - 351 - 351 중국
2008 - 133 - 133 중국
2009 58,625 트리니 82 - 82 중국
2010 317,610 이집트 153 6 중국 147 중국
2011 17,949 트리니 284 - 284 중국
2012 308,639 트리니 830 - 830 중국
2013 - 1,195 - 1,195 중국
2014 - 1,451 - 1,451 중국
2015 10,530 카타르 1,334 - 1,334 중국
2016 - 660 71 러시아(중국) 589 중국
2017 - 1,745 721 러시아 1,024 중국

주1: 국명 중 트리니는 ‘트리니다드토바고’임.
주2: 프로판 수입량 중 2002년 일본 수입량은 14톤, 2016년 중국 수입량은 1톤임. 

그리고 부탄 수입량 중 2002년 일본 수입량은 10톤임.   
자료: UN Commtrade Datadase

<표 3-7> 북한의 가스류(천연가스, LPG) 수입 추이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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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석탄 수출 현황34)

석탄은 북한 유일의 부존 화석 에너지원으로 그 매장량은 총 200억

톤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5), 무연탄을 대부분으로 하

여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석탄 수출

량이 빠른 속도로(2000년∼2017년 연평균 증가율 16.6%) 증가하기 시

작하여 2011년부터는 석탄 수출량이 10백만톤을 넘어서기 시작했으

며, 2016년에는 역대 최고 수출 규모(22.5백만톤)를 기록하였다. 이에 

2016년 석탄의 수출액은 1,191백만달러로, 같은 해 북한의 총수출액

(통계청(2018) 기준 2,821백만달러)중 차지하는 비중이 42.2%로서 북

한 대외교역의 절대적인 주요 품목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림 3-16]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 변화

           자료: UN Comtrade Database

34) 본 장의 북한 석탄 수출 분석은 HS Code 기준 270111(무연탄), 270112(유연탄), 2
70119(기타석탄), 270120(연탄), 270210(갈탄)을 대상으로 하고있음. 

35) 통일부(2004), ‘북한연감(조선중앙년감 인용)’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은 평안북부
탄전·평안남부탄전·고원탄전의 무연탄 매장량이 45억톤, 함경북부탄전·함경남부
탄전·안주탄전의 갈탄 매장량이 160억톤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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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계

(천톤)

무연탄

(천톤)

연탄

(천톤)

갈탄

(천톤)

기타

(천톤)

수출액

(천달러)
1990 528.3 528.3 - - - 24,678
1991 498.3 498.3 - - - 23,657
1992 1,090.3 1,077.9 - - 12.5 35,192
1993 614.5 614.5 - - - 23,131
1994 474.2 474.2 - - - 17,419
1995 432.4 432.4 - - - 17,073
1996 462.5 462.5 - - - 19,658
1997 440.1 440.1 - - - 18,837
1998 377.0 377.0 - - - 15,036
1999 264.1 264.1 - - - 9,516
2000 359.2 359.2 - - - 11,834
2001 497.6 497.6 - - - 15,452
2002 761.0 761.0 - - - 19,148
2003 1,093.2 1,093.2 - - - 26,742
2004 1,900.0 1,900.0 - - - 63,202
2005 3,113.7 3,113.6 - 0.0 0.0 128,267
2006 2,621.9 2,617.1 - 0.5 4.2 106,643
2007 3,771.8 3,768.3 - 2.2 1.3 164,725
2008 2,629.8 2,626.6 - 2.3 0.9 213,789
2009 3,660.3 3,657.2 - 3.1 - 262,318
2010 4,683.7 4,637.0 34.8 5.6 6.3 400,717
2011 11,325.6 11,177.1 139.0 9.5 - 1,175,258
2012 12,084.0 11,999.1 82.4 2.4 - 1,247,819
2013 16,743.5 16,685.1 54.6 3.8 - 1,424,041
2014 15,464.8 15,422.2 37.5 5.0 - 1,173,319
2015 19,909.2 19,855.8 51.8 1.3 0.4 1,081,122
2016 22,527.6 22,469.9 55.8 0.0 1.9 1,190,916
2017 4,918.5 4,906.2 12.2 - - 411,139

’90~’17
증가율(%)

8.61 8.60

’00~’17
증가율(%)

16.64 16.62

자료: UN Commtrade Datadase

<표 3-8> 북한의 석탄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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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수출량의 99% 이상은 무연탄으로 나머지 1% 내외를 연

탄 수출이 점하고 있으며, 그밖에 소량의 갈탄과 기타석탄 수출이 이

루어지고 있다. 연탄의 수출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 139천톤

을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2천톤으로 2011

년의 9% 이하 규모로 감소하였다. 연탄 수출은 거의 전량을 중국에 수

출하였다. 

무연탄 수출량은 1990년∼2017년 기간 중 연평균 8.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증가율이 17%에 육박

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16년에는 22.5백만톤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림 3-17] 북한의 무연탄 수출 규모 변화

        자료: UN Comtrade Database

북한 무연탄 수출의 대상국은 2001년 까지는 일본이 주요 수출 대상 

국가로서 전체 무연탄 수출량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2

년 중국 수출량이 일본 수출량을 앞서기 시작한 이후부터 일본 수출량

은 빠르게 감소하여 2006년을 마지막으로 일본 수출은 중단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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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북한 무연탄의 중국 수

출은 1992년 711천톤을 기록한 이후 2000년까지 계속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0년∼2017년 기간 중 중국 수출량

의 연평균 증가율은 45.7%를 나타내었고, 일본 수출이 중단된 2007년

부터는 중국 수출량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림 3-18] 북한 무연탄 수출의 중국 및 일본 비중 변화

         자료: UN Comtrade Database

이 같은 북한 무연탄의 중국 수출량 증가는 중국 무연탄 수입업체의 

북한 무연탄 광산 개발 선투자36) 확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돈주들의 실질적 개인탄광 운영확대 등 북한내 수출용 석탄 생산·유

통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37) 정우진(2014)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용 무연탄은 평안남부 탄전과 평안북부탄전에 위치한 탄광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중국 수출량 대부분은 산동성, 하북성, 요녕성, 

강소성, 길림성 등 동부 5성에서 발전용 및 제철용으로 소비 되었다.

36) 합영·합작 형태가 아닌 기계 장비 등을 포함한 자본 선투자 형태를 의미 

37)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장조사(2019년 8월 26일∼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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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계 중국 일본 기타 중국비중

1990 528.3 - 528.3 - 0.0%
1991 498.3 - 498.3 - 0.0%
1992 1,077.9 711.2 366.7 - 66.0%
1993 614.5 154.9 459.6 - 25.2%
1994 474.2 64.3 409.9 - 13.6%
1995 432.4 28.8 403.6 - 6.7%
1996 462.5 33.8 428.8 - 7.3%
1997 440.1 42.7 397.4 - 9.7%
1998 377.0 27.3 349.6 - 7.3%
1999 264.1 12.2 251.8 - 4.6%
2000 359.2 8.1 351.1 - 2.3%
2001 497.6 86.4 411.2 0.1 17.4%
2002 761.0 406.5 354.5 - 53.4%
2003 1,093.2 745.3 333.5 14.3 68.2%
2004 1,900.0 1,571.3 255.9 72.7 82.7%
2005 3,113.6 2,797.8 277.0 38.7 89.9%
2006 2,617.1 2,480.9 110.4 25.8 94.8%
2007 3,768.3 3,740.8 - 27.5 99.3%
2008 2,626.6 2,536.6 - 90.0 96.6%
2009 3,657.2 3,598.2 - 59.0 98.4%
2010 4,637.0 4,602.7 - 34.3 99.3%
2011 11,177.1 11,046.6 - 130.5 98.8%
2012 11,999.1 11,795.3 - 203.9 98.3%
2013 16,685.1 16,477.1 - 208.0 98.8%
2014 15,422.2 15,422.0 - 0.2 100.0%
2015 19,855.8 19,573.0 - 282.8 98.6%
2016 22,469.9 22,388.6 - 81.3 99.6%
2017 4,906.2 4,899.9 - 6.3 99.9%

’90~’17 증가율(%)주) 8.60 7.41
’00~’17 증가율(%) 16.62 45.71
주: 대중국 무연탄 수출은 증가율은 ’92-’17 기간 중의 증가율임 
자료: UN Commtrade Datadase

<표 3-9> 북한의 무연탄 중국·일본 수출 추이

(단위: 천톤)

일본의 북한 무연탄 수입이 중단된 2007년 이전 중국과 일본의 북한 

무연탄 톤당 수입가격을 비교해보면, 2000년 이전 중국의 톤당 수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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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일본 수입가격의 절반수준을 밑돌았으며, 2001년부터 중국의 수

입가격이 일본 수입가격의 절반을 넘기 시작하여 대체로 일본 수입가

격의 60%∼70% 수준으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38) 이 처럼 낮은 

수준의 북한 무연탄 중국 수출가격은 지속적인 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

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이와 같은 중국수요 급증에 따른 북한의 

무연탄 수출량 증가추세는 2016년까지 이어지다가, 북한 핵실험 대응 

북한산 석탄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

(2017.8.5.) 채택으로 2017년 무연탄 수출량은 전년의 22% 수준인 4.9

백만톤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그림 3-19] 중국의 북한 무연탄 수입 가격 변화

            자료: UN Comtrade Database

38)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2019. 북·중 석탄교역업자 조사)에 따르면 2015년∼2017년 
기간 중 북한의 제3국 무연탄 수출 가격이 톤당 120달러∼150달러에 이르던 시
기에도 중국의 수출가격은 톤당 100달러 이하를 유지함. 이처럼 낮은 중국 수출 
가격 유지에는 북한내 수출용 무연탄광 개발에 대한 중국측 선투자에 대한 보상
차원과 함께 관행적으로 북한 측에 제공하는 킥백(Kickback)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됨(킥백의 규모는 전체 수출 금액의 10%∼15% 수준으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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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 평가

3.1. 비공식 부문을 고려한 정제유 남북교역(남한수출) 잠재량 산정

3.1.1. 북한의 정제유 공급 구조

북한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필요한 정제유를 조달하고 있다. 수

입된 원유를 공장(승리화학공장·봉화화학공장)에서 정제하여 공급하는 

방식과,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무역회사들이 자신들의 와크

(쿼터)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 그리고 

비공식적인 조달, 즉 밀반입(밀수)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림 3-20] 북한의 석유 공급 구조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북한의 비공식적인 석유조달, 즉 밀반입(밀수)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북한은 ’90년대 공산권 붕괴와 ‘고난의 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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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지나면서 국가 배급시스템의 와해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체조달’이라는 비공식적 경제체계가 새롭게 출현한다. 이러한 비공

식 경제체계는 국가의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 부분을 메꿔주는 

자생적 재정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익과 효율을 가져다주는 경제

적 수단으로서 북한 체계 내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북한에서의 밀

반입(밀수)은 민간뿐만 아니라 기업소, 정부, 당, 군 등 국가적 차원의 

또 다른 재화의 공급방식이다. 

수입루트 수입지 내역 비고

원유 송유관 조·중우호송유관 중국 석유 ·공식와크수입

석유
제품

해  
상

서해안 남포항, 해주항 중국 석유 ·공식와크수입

·공해상 또는 연안 
대규모 밀수 
(Ship-to-Ship)

동해안
나선항, 청진항, 
함흥항, 문천항

러시아 석유

육  상 신의주 중국 석유

기  타

기업소(각 기업, 
광업, 농업, 
수산업 등)

생산물을 중국 등 
외국(선박, 기업 등)에 
제공하고 석유 확보

·국경밀수(차량 
또는 선박)

개인 국경지역 밀수 ·국경개인밀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표 3-10> 북한의 석유 수입구조

북한에서의 정제유 밀반입(밀수)은 주로 남포·해주·나선·청진 등의 

항구를 통해 반입되며, 서해안(남포·해주)은 중국산 석유 밀반입, 동해

안(나선·청진·함흥·문천)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밀반입이 이루어진다. 

중국산 석유 밀반입은 해상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 개인들도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밀반입

을 행하고 있는데 대표적 제품으로는 LPG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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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북한의 정제유 공식 수입 규모와 교역 조건

2012년39) 이후 북한의 정제유 수입 현황을 보면, 중질유 중심의 수

입 형태를 보이다가 UN 대북제재40)가 시작된 2017년부터 중질유 수

입이 격감하고 있다. ‘자동차용(motor vehicle) 석유스피릿(spirit)’으로 

분류(271012)되는 경질제품은 2015년 111천톤 수입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였으며, ‘경질이 아닌 조제품(271019)’으로 분류되는 중질제품은 

2016년 182천톤 수입 이후 감소하였는데 두 제품군 모두 2017년과 

2018년의 수입량은 UN제재의 영향을 받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경질제품(271012)의 수입량은 111천톤(2015년)∼24천톤

(2018년), 중질제품(271019) 수입량은 182천톤(2016년)∼10천톤(2018년)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다. 

39) 2012년부터 UN 무역통계에서 HS Code 2710(석유조제품)계열 6자리 세부 분류 
중 271000, 271011, 271012, 271013, 271014, 271015 제품들에 대하여 271012로 분류
하고, 그 외 제품들은 2002년부터 271019로 분류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데이
터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 장에서는 2012년 이후의 통계에 대하여 서술함.     

40) 2017.8.5. 2371호 결의, 2017.9.11. 2375호 결의(정제유 반입 연 200만 배럴), 2017.1
2.22. 2397호 결의(정제유 반입 연 50만 배럴)를 채택함.   

계
HS 2710- (단위: 천톤)

-00 -11 -12 -13 -19 -21 -26 -29 기타

1989 10.2 0.1 0.0 - - 4.0 - 0.1 1.8 4.2
1990 11.5 0.3 0.0 6.5 - - - 0.1 1.0 3.5
1991 5.9 0.2 0.0 - 0.0 - - 0.1 2.1 3.5
1992 70.8 0.3 - - 13.0 - - 44.3 0.3 13.0
1993 128.9 78.4 - 22.2 - - - 0.1 4.8 23.4
1994 125.4 0.0 - 0.0 11.8 - 62.1 19.2 4.8 27.5
1995 208.8 176.2 0.3 -  - - - 0.4 29.8 2.2
1996 449.7 - 0.0 0.0 2.7 0.0 62.2 13.2 331.2 40.4
1997 589.1 334.7 - - 16.9 - 42.2 34.3 118.0 43.0
1998 824.7 312.3 - - 31.8 85.0 56.6 53.1 278.0 7.9

<표 3-11> 북한 정제유 및 제품별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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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입가격과 남한의 수출가격 비교를 통해 북한의 수입가격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질제품(271012)의 경우, 2012년∼

2014년 기간에는 남한의 수출가격이 북한의 수입가격에 비하여 낮았

으며, 2015년∼2017년 기간 중에는 남한이 수출가격이 더 높았다가 

계
HS 2710- (단위: 천톤)

-00 -11 -12 -13 -19 -21 -26 -29 기타

1999 486.8 147.6 0.0 - 31.6 - 55.2 30.4 198.3 23.7
2000 238.9 238.9 - - - - - - - -
2001 520.1 520.1 - - - - - - - -
2002 595.4 125.3 130.0 - - 340.1 - - - 0.0
2003 571.1 0.0 137.5 - - 433.6 - - - 0.0
2004 756.0 0.0 98.7 - - 657.3 - - - -
2005 490.7 - 49.7 - - 441.0 - - - 0.0
2006 367.1 - 88.2 - - 249.2 - - - 29.7
2007 1,114.6 - 848.6 - - 266.0 - - - -
2008 1,155.1 - 895.9 - - 259.2 - - - -
2009 530.0 - 383.1 - - 146.8 - - - -
2010 804.1 - 329.9 - - 474.2 - - - -
2011 229.9 - 58.3 - - 171.6 - - - -
2012 186.0 - - 56.4 - 129.6 - - - 0.1
2013 207.2 - - 58.2 - 149.0 - - - 0.0
2014 197.8 - - 79.4 - 118.4 - - - 0.0
2015 268.2 - - 110.8 - 157.4 - - - -
2016 278.9 - - 96.7 - 182.2 - - - -
2017 137.9 - - 84.8 - 53.1 - - - 0.0
2018 34.4 - - 24.3 - 10.1 - - - 0.0

HS Code (6-digit, WCO)

2710 70%이상의 석유,역청유를 함유한 석유 조제품의 구성물

-00 70%이상의 석유,역청유를 함유한 석유 조제품

-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12 자동차용(moto vehicle) 석유 스피릿(spirit)  (WCO 비분류코드) 

-13 석유 스피릿(spirit), 자동차용·항공용 연료 제외  (WCO 비분류코드) 

-19 경질이 아닌 석유 조제품

-21 제트연료 등유  (WCO 비분류코드)

-26 벙커오일, No1 furnace, 자동차경유(motor diesel)  (WCO 비분류코드)

-29 중증류유(heavy distillates)  (WCO 비분류코드)

자료: UN Comtrade Datab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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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다시 남한의 수출가격이 더 낮아졌다. 북한 수입가격 기준

으로, 남한이 낮을 때는 1.4%~13.7% 낮았고, 남한이 높을 때는 

7.0%~16.2% 높았다. 이러한 남북 상호간 수입(북한) 수출(남한) 가격 

변동과 제품의 품질을 고려한다면, 경질제품(271012)의 남북 교역(남

한에서 수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그림 3-21] 경질유(HS 271012) 북한 수입가격 및 

한국 수출가격 비교 

         자료: UN Comtrade Database

중질제품(271019)의 경우, 2002년 이후 남북한간 수입(북한) 수출

(남한) 가격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남한의 수출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부터는 남한의 수출가격이 북한의 수

입가격보다 (북한 수입가격 시준)1.0%~36.6% 정도 규모로 더 낮았다. 

따라서 중질제품(271019)의 경우 역시 가격수준 자체만으로도 남북 교

역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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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중질유(HS 271019) 북한 수입가격 및 

한국 수출가격 비교

         자료: UN Comtrade Database

3.1.3. 정제유 비공식 밀반입 규모를 고려한 남북교역(남한수출)잠재량 산정

이하에서의 정제유에 관한 남북 교역 잠재량 산정은 앞에서 살펴본 

공식 교역량과 비공식 밀반입(밀수) 규모를 합하여 남북 교역(남한에

서 수출) 잠재량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정제유 수입량 

자료는 북한에 정제유를 공식 수출한 국가들의 보고 통계를 활용한 거

울통계(mirror statistics) 방식으로 구해낼 수 있었지만, 북한의 비공식 

밀수 규모에 관한 자료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UN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대외 

정제유 공급규모를 440만배럴(60만톤)∼500만 배럴(68만톤)로 추정

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41) 또한, ‘UN 안보리 의장제출 전문가 보

41) UN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2017.9.11.) 채택 시 북한 반입 정제유 연간 
200만 배럴 제한 조치는 현재수준 반입의 55%가 삭감되는 것이라 밝힌 바 있으
며, 2379호(2017.12.22.)채택 시에는 북한 반입 정제유 연간 50만 배럴 제한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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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2019.3.5.)’42)에서는 2018년 1월∼8월 동안 정제유를 불법(UN 

안보리 결의안 2379호 위반) 선적하여 북한내 반입한 148건에 대하

여, 선적명과 선적의 사중톤수(dead weight tonnage), 반입 항구명 및 

반입 추정량43)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는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

(밀수) 규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유일한 정보라 할 수 있다.

2018년
밀반입
건수(건)

밀반입량(톤)
(적재 33% 가정)

밀반입량(톤)
(적재 50% 가정)

밀반입량(톤)
(적재 90% 가정)

1월 15 11,672 17,686 31,834

2월 13 9,792 14,836 26,705

3월 22 15,768 23,891 43,004

4월 18 14,132 21,412 38,542

5월 21 13,761 20,850 37,530

6월 15 11,785 17,856 32,141

7월 26 17,845 27,038 48,668

8월 18 13,476 20,418 36,752

계 148 108,230 163,986 295,174

9월∼12월 추정 (선박적재 90% 가정)

9월

    
( ) 

적용하여 9월∼12월 추정

38,331

10월 36,653

11월 34,376

12월 31,499

합계 436,033

자료: 1월∼8월 자료는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Note by the President of 
Security Council, 5 March 2019’ 자료를 재구성. 9월∼12월 자료는 에너지경
제연구원 추정  

<표 3-12> 2018년 북한 정제유 밀반입 량 추정

현재수준 반입의 90%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힌바 있음(UN미국대표
부 발표). 

42) 표지제목: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Note by the President of Security Coun
cil, 5 March 2019 

43) 해당 선박의 사중톤수에 적재율 가정 33%, 50%, 90%를 적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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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에서는 2018년 1월∼8월중 밀반입 선박들의 적재율별(가정) 

반입 추정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33%일 경우 108.2천톤, 50%일 경우 

164.0천톤, 90%일 경우 295.2천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박용선 비용 

및 항구 이용료, 밀반입의 행정적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선박은 최대로 적재하는 것이 유리한 바, 본 절에서는 적재율 90%에 

관한 UN 안보리 전문가보고서의 추정치를 추세 연장하는 방식으로 

2018년 9월∼12월에 대하여도 밀반입량을 추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 총량은 표에 나타나있듯이 436.0천톤으

로 추정되었다.

[그림 3-23] 북한 정제유 해상 밀반입량 추정(2018년 9월∼12월)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이상의 추정량을 북한의 밀반입 규모라고 가정하고, 2012년∼2018

년 기간 중의 정제유 공식수입량과 합한 양을 남북 정제유 교역(남한

에서 수출) 잠재량으로 보면, 교역 가능량은 최소 470천톤(2018년) ∼ 

최대 715천톤(2016년) 으로 산정된다. 해당 산정량들의 평균은 623천

톤으로 동 수치를 UN안보리에서 대북제제안 결의 시(2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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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1.) 및 2379호(2017.12.22.)) 시사했던 북한의 정제유 대외 공

급 규모 60만톤∼68만톤 범위와 비교해 볼 때,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 남북 정제유 교역(남한 수출) 잠재량 산정결과를 남

한의 정제유 수출량과 비교해보면 전체 남한의 정제유 수출량의 0.3%

∼0.6%(평균 0.5%) 정도로 남한의 수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

모는 아니며, 남한의 정제설비규모(2018년 기준 334.6만 BPSD)를 고

려할 때도 공급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공식수입량(천톤) 밀수추정량(천톤) 합계(천톤)

2012 186.0 436.0 622.1
2013 207.2 436.0 643.2
2014 197.8 436.0 633.8
2015 268.2 436.0 704.3
2016 278.9 436.0 714.9
2017 137.9 436.0 574.0
2018 34.4 436.0 470.5

평 균 623.3
※UN 안보리 추정 북한의 정제유 대외 반입 규모 600∼68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표 3-13> 정제유 남북 교역 잠재량 산정

연 도 남한수출량(천톤)
남북교역

잠재량 추정 (천톤)
비중

2012 113,115.6 622.1 0.5%
2013 108,016.8 643.2 0.6%
2014 111,065.7 633.8 0.6%
2015 118,337.1 704.3 0.6%
2016 119,840.9 714.9 0.6%
2017 126,366.2 574.0 0.5%
2018 135,093.5 470.5 0.3%
평균 118,833.7 623.3 0.5%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표 3-14> 정제유 남북교역 잠재량의 남한 수출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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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공식 부문을 고려한 LPG 남북교역(남한수출) 잠재량 산정

3.2.1. 북한의 LPG 공급 구조

북한의 LPG 공급구조는 석유 정제유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필요한 LPG를 조달하고 있다. 즉, 수입된 원유를 공장(봉화화

학공장)에서 정제하여 LPG를 생산하고, 또한 원유정제를 통해 생산된 

납사를 분해(남흥청년화학)하여 LPG를 생산한다. 다음으로 각 무역회

사들이 자신들의 와크(쿼터)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제품을 수

입하는 방식, 그리고 비공식적인 조달, 즉 밀반입(밀수)44)하는 방식으

로 전체 LPG를 공급하고 있다.

[그림 3-24] 북한의 LPG 공급 구조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44) 북한의 LPG는 북·중간 변경무역을 통해 상당량이 조달되어 왔는데, 변경무역은 
변경소액무역형태(하루 8천위안 규모 감세)와 변경호시무역형태로 분류될 수 있
음. 이 중 변경소액무역은 세관을 통해 집계가 되지만, 변경호시무역은 집계되지 
않음. 따라서 본 절에서의 LPG 비공식 밀반입은 변경호시무역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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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LPG 소비는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전후부터 사

용이 본격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술(2013)의 새터민 

면접조사결과 2010년 이전에는 LPG 소비가 거의 없었으나, 그 이후 

중국으로부터 부탄 취사기기의 수입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비량이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의 공식적 LPG 수입량 

데이터를 보면, 2010년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여 2013년부터는 1천톤

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김경술(2016)의 새터민 면접조사 결과 혜산과 

청진지역은 LPG 사용가구 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LPG는 대부분이 가구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2.2. 북한의 LPG 공식 수입 규모와 교역 조건

2010년45) 이후 북한의 LPG 수입 현황을 보면, 2010년∼2017년 기

간 중 연평균 41.6%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2010년 153톤에서 2017

년에는 1,745톤으로 약 11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김

경술(2016)에서도 확인되는 바, 수입량의 거의 대부분이 가구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5년 이전까지 전량 부탄으

로(HS 271113) 중국에서 전량 수입되다가, 2016년(프로판 비중 11%)

과 2017년(프로판 비중 41%)에 프로판이 러시아에서 수입되었다.

분석 기간중 LPG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탄에 대한 북한의 

수입가격과 남한의 수출가격 비교를 통해 북한의 수입가격 여건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46) 2010년, 2011년에는 남한의 수출가격이 북한의 

45) LPG(부탄) 소비 급증(김경술, 2013, 2016) 및 수입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2010년 
이후의 수입량 통계에 대하여 서술함. 또한 이전 수입량은 워낙 소량인 관계로 
분석의 의미가 떨어짐.

46) 2010년 이후 프로판 수입은 2016년과 2017년 두 개년도 밖에 없어 가격 비교의 
의미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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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에 비하여 높았으나, 2012년부터는 남한의 수출가격이 북한의 

수입가를 밑돌고 있으며, 남북한 가격(남한 : 수출가, 북한 : 수입가) 차

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가격수준 자체만으로도 남북 

교역(남한 수출)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5] 부탄(HS 271113) 북한 수입가격 및 

한국 수출가격 비교 

          자료: UN Comtrade Database

연도
LPG

수입계(톤)

HS 2711-12(프로판) HS 2711-13(부탄)

수입량
(톤)

수입국
수입량

(톤)
수입국

2005 362 - 362 중국
2006 424 - 424 중국
2007 351 - 351 중국
2008 133 - 133 중국
2009 82 - 82 중국
2010 153 6 중국 147 중국
2011 284 - 284 중국
2012 830 - 830 중국
2013 1,195 - 1,195 중국

<표 3-15> 북한의 LPG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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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LPG 비공식 밀반입 규모를 고려한 남북교역(남한수출) 잠재량 산정

이하에서의 LPG에 관한 남북 교역 잠재량 산정은 앞서 살펴본 석유 

정제유의 남북 교역량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LPG의 밀반입 규모를 

추정하고 동 규모를 공식 교역량(수입량)과 합하여 남북 교역(남한에

서 수출)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북한 LPG의 비공식 밀반입 규

모 산정을 위한 자료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김경술(2016)이 새터민 

인터뷰 조사를 기초로 추정한 북한 가구당 LPG 소비원단위 결과와 

‘2008 북한 에너지센서스(통계청, 2011)’의 가구 수를 활용하여 LPG 

소비량을 추정하고, 그 소비량에 북한 국내 LPG생산·공급량(추정)과 

공식 (순)수입량을 차감한 양을 비공식 밀반입 양으로 추정하였다.

 

① 소비량
 전체가구수×사용가구비중×사용가구당소비원단위

②국내공급량  원유정제생산량납사분해생산량공식수입량공식수출량
③밀수량 ① 소비량②국내공급량
④남북교역남한수출잠재량③밀수량공식수입량

 □ LPG 남북한 교역(남한 수출) 잠재량 산정 방식 

연도
LPG

수입계(톤)

HS 2711-12(프로판) HS 2711-13(부탄)

수입량
(톤)

수입국
수입량

(톤)
수입국

2014 1,451 - 1,451 중국
2015 1,334 - 1,334 중국
2016 660 71 러시아(중국) 589 중국
2017 1,745 721 러시아 1,024 중국

자료: UN Commtrade Data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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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도시가구 
수 (천호) 

LPG 사용가
비중 (%)

LPG 사용가
수 (천호)

LPG 소비량
추정 (톤)

2010 3,636.5 17.8% 648.2 23,298

2011 3,665.3 19.2% 703.7 25,296

2012 3,694.3 20.7% 764.1 27,465

2013 3,723.6 22.3% 829.6 29,820

2014 3,753.1 24.0% 900.7 32,377

2015 3,782.8 25.9% 978.0 35,153

2016 3,812.7 27.8% 1,061.8 38,167

2017 3,842.9 30.0% 1,152.9 41,44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주: 1. 가구당 LPG 소비 원단위 연 35.945kg(김경술, 2016) 사용 
   2. 도시가구수 ‘2008북한에너지센서스(통계청,2011)’ 2008년 도시가구수에 ‘UN

북한도농인구통계(통계청, http://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
sp#SubCont)’ 2005~2015 연평균증가율 사용

   3. LPG사용가구 비중 2014년은 김경술(2016) 사용, 2017년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조사치 사용 (타년도 비중은 연평균 증가율 내삽) 

<표 3-16> 북한 LPG 소비량 추정

김경술(2016)은 2014년 현재 북한에서 LPG는 도시가구에서 사용 

중으로 LPG 사용가구의 소비원단위는 연 35.945kg으로 조사하였으며, 

LPG 소비량을 약 3만톤(LPG사용가구비율 24% 해당)으로 추정하였

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새터민 대상 ‘북한 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47), 동 조사의 

LPG 연료시장 현황 부분 중 LPG 사용가구 비중에 대한 조사 항목에

서 30% 구간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에 북한의 LPG 사용가구 비중을 

47) 본 “북한 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상황에 관한 설문조사, 2019.8.∼2019.9)”는 북
한의 에너지공급 구조에 대한 심층면접조사(15명)와 연료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130명)로 구성되어있으며, 2017년 기준 북한의 석탄·석유 공급구조와 소
매유통구조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에너지원별 소비원단위 파악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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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4%, 2017년 30%로 하여 LPG 소비량을 추정하였다. 추정결

과 2010년∼2017년 연평균 8.6%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2017년 소비량

은 41.4천톤에 달했다. 

북한의 LPG 국내공급량 추정을 위해서는 원유정제(봉화화학공장)로

부터 생산된 LPG 양과, 정제된 납사를 분해하여(남흥청년화학공장) 생

산된 LPG 양을 합산한 국내생산량에, 공식 (순)수입량을 합산하여야

한다. 동 추정을 위하여 원유정제시 LPG 및 납사의 수율과, 납사 분

해시 LPG 수율은 김경술(2016)의 조사치를 사용하였으며, 공식 (순)

수입량은 UN Comtrade Database의 전세계국가별 대북한 LPG 수출

입량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북한의 LPG 국내 공급은 2010년∼2017

년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국내 공급량은 19.4천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도
① LPG
소비량

② LPG 국내공급
③ LPG
밀수

(①-②)

교역
가능량
추정

(③+④)
계

원유
정제
LPG

납사
분해
LPG

④LPG
수입

LPG
수출

2010 23,298 17,792 15,585 2,060 153 -7 5,506 5,659
2011 25,296 17,858 15,522 2,052 284 -0 7,438 7,722
2012 27,465 18,252 15,430 2,040 830 -47 9,213 10,042
2013 29,820 20,279 17,051 2,254 1,195 -221 9,541 10,736
2014 32,377 19,036 15,635 2,067 1,451 -117 13,341 14,792
2015 35,153 18,869 15,635 2,067 1,334 -167 16,284 17,618
2016 38,167 18,774 16,021 2,118 660 -26 19,393 20,053
2017 41,440 19,440 15,635 2,067 1,745 -6 22,000 23,744
주: 1. 김경술(2016)의 원유정제 LPG수율 2.95%, 원유정제납사수율 13.0%, 납사분해

LPG 수율 3.0% 적용
    2. 북한 원유수입량 및 LPG 수출입량 UN Comtrade Database 사용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표 3-17> LPG 남·북 교역 잠재량 추정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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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추정한 LPG소비량과 LPG국내공급량(순수입량 포함)간의 

차이를 비공식 밀반입 량으로 파악하였으며, 밀반입(밀수) 량과 수입량

의 합계를 LPG 남북 교역(남한이 수출) 잠재량으로 파악하였다. 추정

결과 2010년∼2017년 기간중 북한의 비공식 LPG 밀반입 규모는 5.5

천톤∼22천톤에 달하며, 이에 따라 LPG 남북 교역(남한이 수출) 잠

재량은 5.7천톤∼23.7천톤 규모로 추정되었다. 또한 동 남북 LPG 교

역(남한 수출) 잠재량 산정결과를 남한의 LPG 수출량과 비교해보면 

전체 남한의 LPG 수출량의 1.9%∼4.5%(평균 3.4%) 정도로 남한의 

정제설비 규모를 고려할 때 공급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남한의 수송용 LPG 감소(2010년∼2017년 연평균 4.1% 감소율, 

감소량 1,143천톤)의 대체물량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 도 남한수출량(톤)
남북교역

잠재량(추정)(톤)
비중

2010 247,459.4 5,659.1 2.3%

2011 401,675.1 7,721.7 1.9%

2012 280,097.4 10,042.2 3.6%

2013 319,527.4 10,735.9 3.4%

2014 327,493.5 14,791.9 4.5%

2015 447,496.6 17,617.6 3.9%

2016 540,618.0 20,053.2 3.7%

2017 669,347.5 23,744.3 3.5%

평균 404,214.3 13,795.7 3.4%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표 3-18> LPG 남북교역 잠재량의 남한 수출량 비중 

 

한편, 본절에서는 북한 LPG의 대부분이 가정용으로 소비된다고 가

정하고 있으나 겸경술(2013)에서 일부 상업용으로 소비되고 있음이 조



제3장 남북 에너지 교역 잠재량 평가  75

사된 바 있다. 따라서 상업용 소비량까지 포함을 한다면 비공식 LPG 

반입(밀수)량은 본 절에서 추정한 양보다 더 클 수 있으며, 따라서 남

북한 교역(남한 수출) 잠재량도 더 커질 것이다.

3.3. 석탄 남북교역(남한수입) 잠재량 산정

3.3.1. 남북 석탄교역 현황 및 여건 

남북 석탄교역은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의 남북 자원협력에 대

한 ‘남북신경협’의 핵심 사업 인식에서 출발하여, 2005년 노무현 정부

의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남북 석탄

협력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석탄의 교역뿐만 아니라, 북한

내 석탄교역 인프라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사업도 추진 하면서48) 남북

한 석탄교역 본격 확대로 이어지는 듯 하였으나, 2010년 5.24.조치 이

후 남북한 석탄협력은 중단되었다. 

남북한 석탄교역은 거의 전량 북한산 무연탄 남한 반입으로, 2004년 

3.2천톤(전체 무연탄 수입량 대비 0.1%) 반입을 시작으로 2009년 에는 

468.0천(7.2%)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조치 이후 반입이 중단되었다. 당시 반입된 북한산 무연탄은 대부분 제

철용으로 사용되었고 일부 민생용(연탄용)으로도 사용되었다.49)

48) 남한측 서평에너지와 북한측 조선명지총회사간 합작으로 ‘천성석탄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남포에 무연탄 수송 전용 대안부두 건설 추진

49) 제철용은 포스코 파이넥스 공정에서 사용. 민생용은 연탄수요 급증에 따라 2008
년 12월 석탄공사에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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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무연탄 수입량 북한산 반입량 북한산비중

2000 2,038,016 -
2001 3,110,114 -
2002 3,878,823 -
2003 4,640,004 -
2004 4,251,497 3,200 0.1%
2005 4,566,800 -
2006 5,112,987 10,388 0.2%
2007 5,443,912 235,976 4.3%
2008 5,955,268 260,277 4.4%
2009 6,467,541 467,962 7.2%
2010 7,405,597 42,386 0.6%
2011 8,816,449 -
2012 8,054,977 -
2013 8,482,428 -
2014 8,293,559 -
2015 8,938,411 -
2016 9,423,522 -
2017 7,003,336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2017 북한 주요광물자원’ 자료를 
재구성)

<표 3-19> 북한산 무연탄 남한 반입 현황

가격 여건을 살펴보면, 북한의 무연탄 수출 평균가격은 남한의 무연

탄 수입 평균가격 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그 가격차이가 점점 커져서 남한의 수입가격 기준 

최대 51%(2008년)까지 밑돌고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북한 무연탄 반

입이 이루어졌던 2004년∼2009년 기간 중의 반입 무연탄 가격은 북한

의 수출가격과 남한의 수출가격 사이에서 결정되었다(2009년 제외, 

2009년은 북한의 수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남한에 반입). 따라서 

가격 측면에서 북한 무연탄의 남한 반입은 남북한 상호간 win-win이

라는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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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북한산 무연탄 수입가격과 남북한 수출입가격 비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UN Comtrade Database’ 및 ‘2017 북한 
주요광물자원’ 자료 재구성)

3.3.2. 무연탄 남북교역(남한 반입) 잠재량 산정

2000년∼2017년 기간 중 남한의 무연탄 수입량은 연평균 7.5%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2000년 2.0백만톤에서 2017년에는 7.0백만

톤으로 약 3.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전용 수입무연탄 소

비는 2016년 2.3백만톤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0.8 백

만톤으로 전년의 37% 수준으로 소비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동화

력의 연료전환(우드펠릿)과 서천화력 폐지에서 기인한다. 2017년 현재 

수입 무연탄의 용도별 소비 비중은 산업용 87.0%, 발전용 11.9%, 가

정·상업용 1% 정도이다. 2017년 기준 수입 소비되는 무연탄의 량은 

7.0백만톤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모두 북한 무연탄으로의 대체가 가

능한 지는 소비하는 공정 및 기술의 특성과 경제성에 관한 기술적 분

석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남한의 부문별 현재의 공정·기술 상태에서 

북한 무연탄으로의 대체 가능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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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소비 계 발전 산업 가정·상업

무연탄
계

국내탄
계

수입탄
계

국내 수입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00 6,200 4,159 2,041 2,850 117 2,041 1,192
2001 7,140 4,026 3,114 2,689 107 3,114 1,230
2002 7,735 3,808 3,927 2,558 75 3,927 1,175
2003 8,584 3,924 4,660 2,710 40 4,643 1,174 17
2004 8,249 3,871 4,378 2,356 145 4,363 1,370 15
2005 9,037 4,347 4,690 2,354 34 4,639 1,959 51
2006 9,769 4,596 5,173 2,356 16 5,070 2,224 103
2007 9,690 4,035 5,655 2,156 294 7 5,142 1,872 219
2008 10,247 4,134 6,113 1,960 579 11 5,408 2,163 126
2009 9,585 3,114 6,471 1,360 1,330 8 4,946 1,746 195
2010 9,956 2,508 7,448 839 1,565 5,693 1,669 190
2011 11,073 2,239 8,834 543 1,116 7,592 1,696 126
2012 10,315 2,288 8,027 591 1,206 6,685 1,697 136
2013 10,507 2,054 8,453 323 1,406 6,861 1,731 186
2014 9,924 1,642 8,282 250 1,794 6,251 1,392 237
2015 10,538 1,541 8,997 245 1,880 6,940 1,296 177
2016 10,800 1,373 9,427 240 2,288 7,017 1,133 122
2017 8,261 1,244 7,017 235 844 6,103 1,009 7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에너지통계연보

<표 3-20> 남한 무연탄 부문별 소비 현황

(단위: 천톤)

2004년∼2010년 기간 중 남한에 반입된 북한 무연탄은 총 1.0백만

톤으로 해당 량은 남한의 수입 무연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용도를 추정해보면, 2005년∼2009년 포스코에서 북한 무연

탄 92만톤을 반입 사용한 바 있으며,50) 이는 동 기간 중 반입된 북한 

무연탄 총량의 94%에 이르는 양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2004년∼

2010년 기간 중 남한 반입 북한 무연탄 량을 제철용으로 간주한다. 

50) IT조선, 2018.9.20., ‘포스코 고유기술 “파이넥스”, 북 철강 재건 불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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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명 동해 1,2호기 여수 1,2호기 삼척그린 1,2호기 비 고

발전 용량 2 × 200 MW 340 + 328.6 MW 2 × 1022 MW

보일러 형식 순환유동층 순환유동층 순환유동층

설계 연
료

탄종 무연탄 아역청탄 아역청탄

발열량 4230 kcal/kg 4910 kcal/kg 4250 kcal/kg

소비량 2 × 98,150 kg/h 2 × 159,254 kg/h 4 × 246,361 kg/h

발전소 이용율 76.37 % 74.61% 71.90%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 전력거래소
-동해, 여수: ’14~’18 실적 평균 기준
-삼척: ’18년 #1 실적 기준

무연탄
소비량 
추정

혼소율
(열량 %)

100 
(무연탄 전소 발전
으로 설계, 현재 
국내탄 생산 감소

로 혼소 중)

10
(보일러 설계 무연
탄 10% 혼소 가능)

5 -무연탄 혼소율은 보일러 개조 없고, 유류 혼소 
없는 조건임.

-미세혼탄 및 Feeding을 위한 설비 추가 필요
-탄 사양에 따라 회처리설비 및 집진설비 보완 
여부 결정 필요

연간
소비량

131 만톤 24 만톤 31 만톤
-무연탄 소비량=유연탄소비량(kg/h) × 8760(h/년)

×이용율×혼소율× (유연탄발열량 / 동해화력 
설계 무연탄 발열량)

북한 
무연탄 
사양

수분(%) 고정탄소(%) 회분(%) 휘발분(%) 황(%)
발열량 (Kcal/kg)
(Air Fired basis)

2.92 82.37 8.69 6.02 0.23 6,875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外 북한에너지산업현대화방안 연구 전문가협의회(2019.8.23.)

<표 3-21> 유동층연소 발전소별 북한 무연탄 혼소 소비 가능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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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남한은 발전용으로 0.8백만톤의 수입 무연탄을 소비하

고 있는 바, 발전부문도 북한 무연탄 소비의 주요 부문이 될 수 있다. 

2018년 말 현재 발전사별 무연탄 소비실적을 보면, 서부발전, 남부발

전은 무연탄 소비실적이 없으며, 동서발전과, 중부발전만이 무연탄 소

비실적이 있다. 그러나 중부발전의 서천화력(2×200Mw)은 2017.7월 

폐지 결정되어 현재는 무연탄 재고량만 소진중일뿐이다. 이에 현재 

북한산 무연탄 사용 가능한 발전소는 동서발전의 동해화력(2×200Mw) 

뿐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동해화력을 포함한 유동층연소 발전소의 

경우는 혼소비율 조정을 통하여 무연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국내유

동층연소 3개 발전소 동해·여수·삼척그린파워에 대하여 무연탄 혼소 

가능비율에 관한 기술적 조사를 통한 무연탄소비 가능 량을 추정하였

다. 유류 혼탄 및 보일러 개조 없이 설계상 가능 혼소율 기준 시, 동해

화력 131만톤, 여수화력 24만톤, 삼척그린파워 31만톤 무연탄 혼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발전용 북한 무연탄 반입 소비 가능 량은 

186만 톤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북한 무연탄 남한 반입 사용 가능량(남북교역 잠재량) 추정 

결과, 제철용 92만톤, 발전용 186만톤으로 전체 남북교역(북한산 무연

탄 남한 반입) 잠재량은 총 287만톤으로 추정되었으며, 동 잠재량 규

모는 2017년 남한의 전체 수입무연탄 소비량(700만톤)의 40.9%에 해

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북한의 무연탄 수출량과 비교해보면, 북한산 석

탄의 회원국 반입을 전면 금지한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2017.8.5.)

채택 이전 최대 수출량을 기록했던 2016년(2,247만톤)의 12.8%의 규

모로서, UN제재 해제 이후 수출 중심의 석탄정책으로 왜곡 되었던 북

한내 석탄 공급량 정상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남북 교역이 가능

한 규모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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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톤) 제철용(천톤) 발전용(천톤)

잠재량(추정) 2,870 920 1,86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표 3-22> 무연탄 남·북 교역 잠재량 추정

3.3.3. 갈탄 남북교역(남한 반입) 잠재량 산정

북한은 갈탄 매장량이 160억 톤으로 무연탄(40∼45억톤) 매장량의 

4배에 달할 정도로서 그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현재의 개발 및 

이용 측면에서는 석탄화학산업에서 일부와 발전용(청천강화력·청진화

력)으로 사용될 뿐이다.

  

발전사

발열량(kcal/kg), 아역청탄 혼소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열량 혼소율 발열량 혼소율 발열량 혼소율 발열량 혼소율 발열량 혼소율

남동 5,668 21.9% 5,558 27.8% 5,438 34.1% 5,231 45.2% 5,207 46.4%

남부 5,856 11.9% 5,784 15.7% 5,600 25.5% 5,505 30.6% 5,547 28.4%

동서 5,860 11.7% 5,769 16.5% 5,472 32.3% 5,384 37.0% 5,540 28.7%

중부 5,681 21.2% 5,631 23.9% 5,482 31.8% 5,423 34.9% 5,541 28.7%

서부 6,060 1.1% 6,066 0.7% 5,767 16.6% 5,663 22.2% 5,680 21.3%

주: 혼소율은 역청탄과 아역청탄의 발열량을 각각 6,080kcal/kg, 4,200kcal/kg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

자료: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3.8 감사원

<표 3-23> 발전사별 혼합탄 발열량 및 아역청탄 혼소율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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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한은 비슷한 열량 수준의 발전용 아역청탄을 연평균 34백만톤 

규모로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갈탄 자원 역시 남북

간 에너지교역의 유망 에너지원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연도 입하량 (천톤) 비고

2011 39,956.9

※한국전력 5개발전사 
8개 석탄화력발전소 
혼소용 아역청탄 소비

2012 30,303.0

2013 31,685.1

2014 37,769.7

2015 31,306.1

평균 34,204.2

자료: 김민욱 외(2007), 국내 아역청탄의 발열량 추이 분석과 탄소배출계수 개발,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2017. Vol.8, No2, PP. 145∼151, 한국기
후변화학회 

<표 3-24> 남한 발전용(혼소용) 아역청탄 소비량   

남한의 발전사들은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저열탄(아역청탄)을 수입

하여 역청탄과 혼소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남한 발전 공기업 5사의 

아역청탄 혼소율은 최저 21%에서 최대 46%에 이르고 있으며, 열량은 

평균 4,200 Kcal/kg 수준으로, 사용량은 2011년∼2015년 기간 중 30.3

백만톤∼40.0백만톤에 달하며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 갈탄의 열량은 탄전 및 탄광별로 다양한 범위를 갖고 있

는데, 고참탄광의 경우 3,345Kcal/kg의 낮은 열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최근 함북탄좌의 새별군·온성군에서 새롭게 개발중인 매장량 3억톤 

규모의 경원1·2탄광 및 태산탄광의 갈탄 열량은 3,950∼4,700 Kcal/kg에 

달하여 남한의 발전 혼소용 아역청탄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51) 

51) 2019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2018년 북한 석탄공업성 작성 함북탄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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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 발열량 (Kcal/kg)

고참탄광 4.7% 43.6% 28.6% 23.7% 3,345

안주탄광 4.6% 38.9% 26.4% 30.0% 3,724

금야탄광 12.4% 11.2% 41.3% 34.6% 3,934

경원탄광 4~6% 40~47% 24~26% 22~28% 3,950 (3,700~4,200)

태산탄광 3~5% 25~35% 25~36% 30~40% 4,700 (4,200~5,200)

주: 경원탄광·태산탄광은 신규매장확인(2018) 조사 기준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체조사)

<표 3-25> 북한 갈탄 성상  

이에, 남한 발전 혼소용 아역청탄 열량 4,200kcal/kg, 사용량(전량 수

입) 34백만 톤을 기준, 북한 갈탄 수입 규모를 추정하면(최저 및 최대

열량 할인) 최대 43백만톤∼최소 31 백만톤에 이른다.    

북한 갈탄 (발전용 아역청탄) 대체 추정량

최소 (태산탄광 열량기준)
(4,200 Kcal / 4,700 Kcal 적용)

최대 (고참탄광 열량기준)
(4,200 Kcal / 3,345 Kcal 적용)

30,565 천톤 42,947 천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체조사)

<표 3-26> 남한 발전용 아역청탄 북한 갈탄 대체 가능량 추정  

남한 발전 혼소용 아역청탄을 북한산 갈탄으로 수입 대체하기 위해

서는 가격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2013년 기준, 남한의 인도네시

아산 아역청탄(4,200kcal/kg)의 수입가격은 43US$/톤이었으며 해상 운

송비는 9 US$/톤 수준이었다. 따라서 북한산 갈탄 수입가격은 52US$/톤

별군·온성군 4개 신규개발 탄광 (경원1·2, 태산, 농포)의 탄광 성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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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kcal/kg 기준) 미만이어야 가격 여건이 충족 될 수 있을 것이다.52) 

또한, 북한의 갈탄광들은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거치며 당국의 관리부

재하에서 다수가 침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광산별 생

산 가능량 및 가동상황에 관한 조사의 선행과 함께, 이러한 대규모 

반입을 위한 북한내 수송 및 처리시설 정비에 관한 사전 검토가 필

요하다.

52) 국내로 수입되는 인도네시아 아역청탄의 발열량은 4,200kcal /kg 정도로서, FOB가
격의 기준이 되는 Newcastle 역청탄 열량의 2/3 수준이며, 낮은 발열량에 수반되
는 물동량 증가로 인한 운임 및 보험료 증가, 석탄 하역/저장/공급시설의 용량 증
가, 하역/공급시설의 소비동력 증가 등을 고려하여 통상 역청탄 열량단가 대비 2
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FOB 가격을 결정함. (김경술, 남북협력을 위한 발전 신
기술 활용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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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북 에너지교역 여건 분석

1. 북한의 에너지 수급 및 수출입 여건

북한의 일차에너지 수급구조는 석탄, 석유, 수력, 기타로 매우 단순

하다. 남한에 비해 에너지 믹스에 천연가스,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은 

없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

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에너지의 사용은 최소화하는 이른 바, ‘자력갱

생’을 정책의 제1원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지표로 나타나는 북한의 

에너지 자급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다. 석유 이외의 에너지는 전량 국

산 에너지이므로 자급률을 판정하는 것도 매우 간단하다.

[그림 4-1] 북한의 에너지 자급도 추이(%) 

          자료: 북한의 주요경제지표(통계청, 각년도) 자료 재구성 

1990년 이후 북한의 에너지 자급도는 88%에서 90%의 범위 내에서 

변화해왔다. 그해 그해의 에너지 수급 여건과  석유류 수입 여건에 따

라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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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북한의 에너지 자급률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재와 같은 

극도의 에너지 공급난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북한

이 개혁·개방되고 경제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구조로

는 에너지 수급이 불가능하다. 국내의 에너지 자원과 관련산업 만으로

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해

외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자급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에너지 믹스에는 천연가스와 같은 새로운 수입 에너지원들이 

등장하여 그 비중을 늘려갈 것이며, 국내 자원으로 자급하던 석탄도 

외국으로부터 대량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수급은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에

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시기는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정상 국가화 된다면 그로부터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

은 석유이다. 오늘날 북한 에너지수급 구조에서 석유의 비중은 산업국

가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에너

지 국가배급제를 유지해온 북한 당국이 석유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군사 등 필수불가결한 수요에만 석유를 배급하는 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이다. 그러한 정책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산업의 동력과 열수요도 대부분 석탄으로 해결하

고 석유화학 대신 석탄화학을 육성하는 등의 산업정책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에너지 수급에서 석유의 비중은 4%에서 12%의 

범주에서 변화하였다.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 2016년에 기록

한 11.8%에 불과하다. 2015년과 2016년의 경우는 중국으로의 석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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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기상여건 변화로 수력발전량이 감

소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급하게 정제유 수입을 증가시킨 결과로 

오히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그림 4-2] 북한 에너지수급에서 석유 비중 추이(%) 

자료 북한의 주요경제지표 통계청 각년도 자료 재구성 

그러나 북한이 성장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석유의 비중은 가장 빠르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술(2014)의 전망에 의하면 북한의 에

너지 자급률은 2040년에 26.2%로 낮아지고, 석유 의존도는 2012년 

5.6%에서 2040년 24.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53)

북한은 지금 당장은 석유 수입, 석탄 수출 등의 에너지 교역 수요가 

있으나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에너

지원의 수입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 가운데 

남북 에너지 교역과 관련해서는 석유 수입 수요의 증가가 주목된다. 

53) 김경술, 북한 중장기 정치경제체제 변화 전망 및 에너지인프라 수요분석 공동연
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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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석탄 수출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주목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

로는 산업경제 성장에 따른 석탄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석탄을 수입하

여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다.  

2012 2020 2025 2030 2035 2040

에너지자급도(%) 94.4 91.9 84.3 57.0 35.9 26.2

석탄의존도(%) 56.7 59.5 63.3 61.9 57.1 49.1

석유의존도(%) 5.6 8.1 10.5 14.4 19.4 24.1

1인당ENG(TOE) 0.50 0.59 0.99 1.51 2.36 3.21

ENG/GNI(TOE/백만원) 0.367 0.368 0.389 0.374 0.368 0.310

<표 4-1> 북한의 주요 일차에너지 지표 전망

자료: 북한의 주요경제지표(통계청, 각년도) 자료 재구성 

2. 남한의 에너지 수급 및 수출입 여건

남한은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근년 

들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자급률이 상승하는 추

이를 보이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구간 동안에는 2%대의 

자급률을 기록한 바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실정이었다. 이는 국내 부존 에너지 자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석탄의 경우는 부존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 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생

산을 정책적으로 크게 줄인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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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남한의 에너지 자급률 추이
(단위: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18) 자료 재구성

남한의 이와 같은 에너지 수급 방식은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 수입 

수요와 그를 수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2017년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에너지 순수입국

이었다. 한국의 에너지 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차에너지
(백만TOE)

석유소비
(백만 톤)

전력소비
(TWh)

1인당에너지
(toe/인)

1인당 전력소비
(KWh/인)

규모 282 123 544 5.51 10,618

순위 8 8 7 10 10

<표 4-2> 남한 에너지 소비규모의 세계 순위(2016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18) 자료 재구성

남북 에너지 교역과 관련하여 남한의 에너지 수급 방식을 볼 때, 대

북 에너지 수출은 석유제품을,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은 

석탄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기도 교역 품목으로 고

려될 수 있으나 전력의 교역은 구조적으로 송배전계통의 규모와 안정



90

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어

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2018년 남한의 원유정제 능력은 334.6만 BPSD로 세계 5위에 해당

한다. 2017년 329.8만 BPSD에서 한 해 사이 4.8만 BPSD가 증가하여 

일본을 앞질렀고 세계 전체 정제능력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일본 세계

만 BPSD 1876 1565 659 497 334.6 334.3 1억4만

순위 1 2 3 4 5 6

<표 4-3> 국가별 원유 정제설비 규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18) 자료 재구성

남한의 원유정제 설비는 자국의 정제유 수요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과잉 상태로, 과잉설비는 수출용 석유제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남한의 

정제유 수출은 정제설비 증설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4억 

8,772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41.2%에 해당하는 

량이다.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은 밀수 물량을 포함하여 450만 배럴 정도

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연간 수출하는 정제유 규모는 이의 108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이므로 남한 석유산업의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

출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석탄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자원이다. 남한이 무연

탄 수급은 국내 생산은 얼마 되지 않고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충당한다. 2017년 남한은 1억 3,146만 톤의 유연탄을 수입하

였으며, 무연탄도 7백만 톤을 수입하였다. 동년 무연탄의 국내 생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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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만 톤에 불과하였다. 국내 석탄산업에 대한 합리화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19년 현재 가행탄광은 4개에 불과하다. 아들도 곧 

1개의 탄광만 남게 되고 3개 탄광은 폐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국

내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무연탄은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왔다.  

[그림 4-4] 남한의 석유제품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천 배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18) 자료 재구성

북한은 45억 톤의 무연탄과 160억 톤의 갈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유연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부한 석탄 자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석탄수급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국내 석탄공급은 1990년 33,150천 톤에서 

2016년 8,560천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7년의 경우는 유엔 안보

리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내공급이 전년 대비 크게 증

가하여 16,754천 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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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남한의 무연탄 생산 및 수입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18) 자료 재구성

[그림 4-6] 북한의 석탄 수출과 국내 공급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북한의 주요경제지표(통계청, 각년도) 자료 재구성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201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 2016년의 

수출규모는 22,470천 톤에 달하여 같은 해 국내 공급의 2.6배에 달하

였다. 국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화 획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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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을 크게 늘린 결과이다. 

북한의 무연탄 수출 여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탄

광의 상당부분이 복구된다고 해도 국내 공급을 1990년대 수준으로 회

복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물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탄의 경우는 상당한 수출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북한은 160억 톤의 갈탄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2017년 650만 톤에 불과하다. 

무연탄 갈탄 합계

2016 21,740  9,320 31,060

2017 15,160 6,500 21,660

<표 4-4> 북한의 석탄 생산량
(단위: 천 톤) 

자료: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18

북한의 갈탄자원은 마땅한 투자 원리금 상환방법이 없는 북한에 대

한 투자사업의 구상품으로 가장 적정한 자원의 하나로 논의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발전소를 개보수해주고 그 대가로 갈탄을 받아 남한 화력

발전소의 혼소용 아역청탄을 대체하여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이 

구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갈탄은 일반 상품으로의 교역보다는 

대북 투자사업의 투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구상품으로의 남한 도입이 

더 유력하게 예상되는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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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 에너지교역 여건 

남북 에너지 교역 여건은 단순히 남북 간의 교역 여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에너지 교역 여건, 특히 주변국과의 교역 여건과 그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 동북아시아 역내에 북한의 에너지 교역과 연관 

있는 상황변화를 에너지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 동북아 역내의 북한 원유 공급 인프라 변화

북한에는 봉화화학공장과 승리화학공장, 두 곳의 원유정제 공장이 

존재한다. 원유 공급 인프라는 서쪽으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조·중

우호송유관과 동쪽의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북·러 간 철도가 있다. 

서쪽의 봉화화학공장은 오직 조·중우호송유관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해

상으로는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이며, 동쪽의 승리화학공장은 

해상으로의 원유 공급이 가능한 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공장이 준공된 

이후 계속 철도를 통해서 원유를 공급받은 바 있다. 조·중우호송유관

은 중국 대경유전에서 대련항으로 연결된 중국 내 송유관의 중간 지역

인 철령에서 분기하여 압록강 하저를 통해 북한 봉화화학공장으로 연

결되어 있다. 원유관과 제품관 두 개의 라인이 있으며, 원유관은 중국 

빠산저유소에서 북한 봉화화학공장까지 135km 구간에 연결되어 있으

며, 제품관은 중국 빠산저유소에서 북한 안주지역까지 260km에 걸쳐 

건설되어 있다. 1976년에 완공되었으며, 원유관은 연간 3백만 톤을 수

송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고, 제품관의 경우는 빠산에서 봉화 구

간은 건설 직후부터 사용되지 않았으나 봉화에서 안주 구간은 현재에

도 나프타 운송에 활용되고 있다.



제4장 남북 에너지교역 여건 분석  95

중국으로부터의 원유공급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

다. 대경유전의 산유량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량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세계 2위의 원유 수입

국인 상황이므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중국으로부터의 정제유 공급은 전량 해상운송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

로 파악된다. 정제유의 국제시장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어 북한이 서쪽 해역을 통해 정제유를 수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

을 것으로 보인다. 정제유는 그 유종별로 생산과 수요가 각기 다르고 

수급상황과 시장여건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으

로부터의 수입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만강을 사이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승리화학공장은 “조·소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협정(1967.3)”에 따라 구소련의 원조에 의해 함경북도 

선봉에 건설되었다. 1973년 1기 설비(100만톤)가 먼저 완공되었고 2기 

설비(100만톤)는 1979년 완공되었다. 웅기항의 하역설비를 통해 구소

련 공급 원유가 반입되면, 4km 떨어진 서선봉역에서 유조열차로 공급

받거나 선봉항을 거쳐 유조선으로 공급받았다. 선봉항에서 3.2km 떨어

진 곳에 설치된 플랫폼에서 해저 파이프라인(직경 53cm)을 통해 항구

의 저장탱크(2기)로 보내져 부두 송압소를 통과, 6km 떨어진 정유소에 

송유되어 제품화되는 수송방식을 가지고 있다. 선봉항에는 5천톤급 선

박 2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석유제품 전용부두(길이 455m, 연간취급

능력 200만톤)와 서비스전용부두(길이 100m)가 있다. 또한 공장구내에 

전용철도가 부설되어 있는데 40톤급 열차용 탱크로리 9대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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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주입이 가능하고 시간당 360톤의 작업이 가능다. 이 열차는 중국 

도문과도 운행이 가능하며 광궤선로가 공장구내까지 설치되어 러시아 

열차도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러시아의 경제

체제 전환 등으로 인하여 결제방식이 기존의 우호가격에 기초한 청산계

정방식에서 국제가격에 기초한 경화결제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러시아로

부터의 원유 공급은 중단된 상태이다.54)  

[그림 4-7] 러시아의 동태평양 송유관 노선도 

         자료: 에너지타임즈, 2010.1.13.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러시아 원유의 수입은 중단되었으나 러시아로

부터의 원유 공급 여건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는 극

동 지역에서 태평양 시장으로의 석유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극동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동태평양 송유관(ESPO, East Siberia-Pacific 

Oil Pipeline)을 2011년 말에 완공하였다. 중앙시베리아 타쉬에트에서

54) 홍철선 외,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에너지시장 분석 연구-석유산업’, 
에너지경제연구원, pp. 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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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극동 코즈미노에 이르는 5천여 km의 송유관을 건설하여 송유관

이 지나는 지역의 유정으로부터 원유를 모아 코즈미노항으로 운송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정제유 공급 여건은 현재로서는 크게 개선된 바 

없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에 의

해 향후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18년 현재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의 원유 공급 증대를 위한 ESPO 

송유관 확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ESPO-1 송유

관의 수송용량을 8,000만 톤까지, ESPO-2 송유관의 수송용량을 5000만 

톤까지 증대시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제유 수출능력 확장을 위해서

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35년경 극동지역의 석유정제량을 현재보

다 약 3.5배 늘어난 3,9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그 일환으로 2014년에

는 Khabarovsk 석유정제설비의 현대화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콤소

몰스크 석유정제설비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7

년 1분기에 러시아 정부가 연해주에 ‘석유화학선도개발구역(Priority 

Development Territory)’을 지정하면서, 극동 연해주 내에서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단지 건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55)

애초 러시아는 동태평양 송유관 완공과 연계하여 코즈미노만에 대규

모 석유정제 단지를 건설하는 구상을 추진하였으나 국제유가의 하락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의 과잉 정제설비 등에 따른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북한 동쪽으로부터의 석유 공급 여건은 한국, 일본 등의 공

급능력이 충분하며,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능력 확

충도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크게 개선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55) 에너지경제연구원,「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43호, pp. 32~33, “[글로벌 
에너지] 러시아 에너지 정책, '유럽서 아시아로' 한중일과 협력 강화”, 에너지경제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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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북한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변화

북한은 아직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이다. 북한의 경제가 회

복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기 이전에는 천연가스 사용을 기대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러시아에서부터 북한을 관통하여 남한까지에 

이르는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이행될 경우에

는 북한에 천연가스 공급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예상 노선도

           자료: 가스공사 제공

파이프라인의 북한 영토 통과료로 러시아는 북한에 천연가스를 공급

할 예정이며, 그 경우 북한의 에너지 믹스에 천연가스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크라스키노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의 인천이나 평택에 이르는 1,122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

하는 사업으로 러시아 구간은 150km, 북한 구간은 740km, 남한 구간은 

232k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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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유럽에 편중된 천연가스 수출이 유럽시장 

포화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신규 공

급 증가 등 경쟁상황 증가로 더 이상 확장이 어려워지자 극동 시장으

로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련의 투자를 진행해 왔다. 

[그림 4-9] 러시아의 UGSS 가스관 노선도 

         자료: 투데이에너지, 2009.9.29

러시아는 사할린 가스전 개발과 LNG 플랜트 건설 등을 추진하여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로의 LNG 수출을 증가시켰으며, 사할린센

터, 이루크츠크센터, 야쿠츠크센터 등 대규모 가스전을 연결하는 통합

가스공급시스템(UGSS, United Gas Supply System)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할린에서 하바로브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구간과 야쿠츠크센터에서 블라고베첸스크까지의 구간은 완공된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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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북한 북동부지역 갈탄자원 개발 여건

북한의 갈탄은 그 부존량이 막대하나 적극 개발되지 못하여 그 활용

도 미진하며, 수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갈탄자원은 

서쪽의 안주탄전과 동북부 지역의 함북남부탄전, 함북북부탄전 지대에 

주로 부존되어 있다. 

탄전 기업소 탄광

평남 안주 탄전 안주지구탄광연합소
청남, 화풍, 태향, 신리, 칠리, 룡림, 립석, 

서호, 연풍, 삼천포 

함북북부 탄전 
온성지구탄광연합소

온성, 강안, 학포, 상화, 주원, 풍인, 궁심, 
회령, 신유선

경원지구탄광연합소
고건원, 룡북, 하면, 농포, 6월13일, 오봉, 

룡연, 경흥 

함북남부 탄전 명천지구탄광기업소
명천, 양정, 고참, 일신, 덕신, 석성, 명간, 

룡반, 화성, 극동

기타 금야, 사리원, 경암, 봉산

<표 4-5> 북한의 주요 갈탄광 현황 

자료: 북한 광물자원개발현황, 2011, 한국광물자원공사

안주탄전은 부존량은 가장 많으나 상당부분의 매장량이 해저에 부존

되어 있다, 안주탄전에서 생산되는 갈탄의 주 사용처는 갈탄전용 발전

소인 청천강화력발전소이다. 함북북부탄전의 주요 탄광들은 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 속해 있으며, 함북남부탄

전의 주요 탄광들은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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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북한의 갈탄 탄전 

     자료: I-RENK 북한지하자원넷

북한의 갈탄은 그동안 남한으로의 반입을 고려하기 어려운 제약요인

이 있었다. 갈탄은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많고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높아 수송상의 불리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아직까지 갈탄

을 소비해본 적이 없어 수요처도 마땅치 않았다. 또한 북한의 갈탄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탄광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항만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항만에 대한 투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북한의 갈탄이 발전소 현대화 등 남북 에너지협력사

업의 투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구상품으로 검토되고, 북한 청진항의 

일부가 러시아의 투자로 현대화되는 등의 여건변화가 생기면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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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의 남한 반입에 대한 가능성이 새로이 조명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극동지역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 북한 청진항 3호부

두를 현대화하는 투자를 시행하였다. 러시아는 극동에 Vostochiny, 

Vanino, Posyet, Nakhodka, Sukhodal 등의 석탄 수출이 가능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 물동량이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모두 겨울철

에는 동결항이 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어 부동항인 북한의 나진항을 

개발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RDZ)는 북

한과 ‘라선콘트라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러시아 국경도시 핫산

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 현대화, 나진항 현대화, 복합

물류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철도 현대

화 공사는 2013년 9월 완공되었으며, 나진항 현대화는 2014년 7월 완

공되었다. 나진항 3호부두는 석탄 수출을 위한 부두로 현대화되었으며, 

러시아의 석탄을 철도로 운송하여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시범사업을 3차례 이행하였다. 나진항 현대화는 북한의 갈탄 개발 여

건을 크게 개선하는 혁신적인 변화로 이해된다. 이미 나진항 3호부두

가 석탄 부두로 현대화되었으므로 함경북부탄전과 함경남북탄전의 갈

탄을 개발하여 남한으로 반입하는 구상이 보다 현실성을 가지게 된 것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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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 에너지교역 활성화방안 : 정책제언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전략물자적 성격을 가지는 물자이다. 직접적으

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도 군수산업의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비교적 우호적 남북관계가 형성되어 다

각적인 남북교역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도 남북 간의 에너지 교역은 전

개되지 못했던 이유이다.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며, 테러지원

국이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국이며,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

상무기 보유국이다. 

현재 북한과의 에너지 교역을 제재하는 대표적인 국제제재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있다.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제재는 다

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

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결의안 2270호는 북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제재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개발 연관이 있는 석탄, 철, 철광의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결의안 2321호는 북한 석

탄 수출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두 결의안은 2017년 8월 5일, 북

한의 ICBM급 대륙간탄도탄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된 결의안 2371호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북한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되었다.

석유 부문의 대북제재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유엔 안보리 대

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최초로 북한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를 도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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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일시 에너지 관련내용

결의안 2270호 2016.3.3

· WMD 개발 연관 시 석탄, 철, 철광 수출금지 
(예외: ➀ 민생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➁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 제재위 
사전 통보 시)

· 대북 항공유(로켓연료 포함) 판매·공급 
금지(예외: 인도주의적 목적, 제재위 사전 허가 
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결의안 2321호 2016.11.30

· 북한 석탄 수출을 결의 채택일로부터 2016.12 
31.까지는 53,495,894미국달러 또는 1,000,866톤 
(두 기준 중 낮은 쪽)으로 제한

· 2017.1.1. 이후는 연간 400,870,018미국달러 또는 
7,500,000톤(두 기준 중 낮은 쪽)으로 제한

결의안 2371호 2017.8.5
·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금지(예외: 
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

결의안 2375호 2017.9.11

·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 
2017.10~12월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 NGL, 콘덴세이트 대북 수출 전면 금지

결의안 2397호 2017.12.23

· 북한에 대한 원유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 
을 금지(예외: 결의 채택일로부터 12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 12개월간 총 400만 배럴 
혹은 525,000톤을 초과하지 않는 원유)

· 북한에 대한 모든 정유제품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예외: 2018.1.1.을 기점으로 
12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 12개월간 총 
50만 배럴을 상한으로 하는 디젤 및 케로신 
포함 정유제품)

<표 5-1> 에너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개요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UN안보리 대북제제안 각호의 에너지관련 제재 내용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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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대북 항공유 판매를 금지한 바 있으며, 추후 

결의안 2375호와 2397호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결의안 2375호는 대

북한 원유 공급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수출을 인정한 대신 정유제품 

수출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였으며, NGL(Natural Gas Liquid)과 

컨덴세이트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하였다. 2017년 8월 5일, 북한의 

ICBM급 대륙간탄도탄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된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에 대한 원유의 공급을 연 400만 배럴 혹은 525,000톤으로 제한하였

으며, 북한에 대한 모든 정유제품의 공급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

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북한을 둘러싼 모든 정치

역학적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개혁개방

의 길을 걷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상기와 같은 에너지 

분야의 대북 제재조치들도 모두 해제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

나 남북 간의 안정적인 에너지 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둘

러싼 정치역학적 리스크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현재 이행 

중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여건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일관된 지원이 필

요하다. 

북한의 체제전환 지원은 대표적인 정치적 정책수단이지만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남북관계 전 부문의 협력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남북의 에너지 교역은 모든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북한

의 개혁과 개방이 안정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남북의 에너지 교역은 최소한의 교역여건이 확보되는 시

점부터 시작될 것이며, 교역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에 맞추어 그 범위와 

규모가 확장될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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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반복된다거나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갑자기 원위치로 회귀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남북 간의 에너지 교역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가

다가 중단되는 국면을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에

너지 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행 중인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 해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전환이 가능하

도록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노력이 제공

될 필요가 있다. 

2. 3통문제의 해결

모든 유형의 남북경협과 마찬가지로 남북 에너지교역도 안정적인 남

북관계의 정립이 가장 중요한 기반 여건이다. 특히 남북교역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개선, 나아가서는 

완전한 해결이 요구된다. 물론 3통 문제가 마치 남북이 한 국가인 것

처럼 아무런 제약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

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은 남북 에너지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당장의 과제이다. 

남북 간에는 이미 3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합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

다.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

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킨 

것이 그 예이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라는 제한된 지역에 

서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로 두 지역이 접경지역이라

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군사적 보장’으로 합의되었다. 합의된 내용들

도 두 지역에서의 경협사업 전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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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

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

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

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자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

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통행

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

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

동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

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

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로 하였다.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표 5-2> 2007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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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

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대로 하기로 하였다.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실무접촉에

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

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

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 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

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협의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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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에너지 교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해왔던 에너지 교

역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교역은 

수출, 수입 모두 해양운송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북한과의 교

역은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송전망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통행, 통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해양운송과 함께 철도, 도로운송이 가능하도록 통행문

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정제유와 LPG 등이 바다

를 통해서도 가겠지만 철도, 도로를 통해서도 북으로 운송될 수 있어

야 하며, 북한의 석탄도 해양과 철도, 도로를 통해 남으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석유류와 가스류의 운송은 위험물 운송에 대한 설

비기준, 취급자격 등에 관한 남북의 관련 법제도 조율도 요구된다. 일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

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

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

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

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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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통행, 통관에 대한 합의와 별도로 국경을 통과하는 위험물 운

송에 관한 합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통관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에너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석

탄이나 석유류의 통관은 합의된 품질조건을 확인하는 절차 위주로 진

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스류 특히 천연가스의 통관은 북한으로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재화이므로 관련 법제도가 먼저 정비되어야 하는 상

황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아직 천연가스를 소비한 적이 없는 사회이므

로 이의 수입, 통관, 유통, 소비 등에 관한 법제도가 없을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천연가스가 액화천연가스 형태로 통관되는 경우와 파이

프라인을 통해 가스 형태로 통관되는 경우가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 

LPG의 경우에도 탱크로리로 통관되는 경우, 충전용기 형태로 통관되

는 경우 등에 관한 법제도가 모두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과 관련하여 남북 간에는 여전히 높은 벽이 가로막혀 있다. 남

한 국민들에게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기 힘든 나라이며, 북한 국

민들에게도 남한은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경우는 국민들이 남한 방문

이나 남한주민 접촉에 대한 관련 법규나 제도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남한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들이 북한주민 접촉승인과 북한방문 

신청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https://www.tongtong.go.kr)을 구축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주민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

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 수단, 장소 등

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 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 내용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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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한다. 북한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

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포함된다(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p.123). 

[그림 5-1] 북한주민 접촉신고의 절차와 과정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대한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남북한 왕래란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

이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

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재외국민 (①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②외국에 소재하

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9조 8항)56) 북한방문승

인신청을 할 때에는 여권 대신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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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초청장 등’이 필요하다. 북한방문증명서는 

통일부가 발급하며, 방문 후에는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림 5-2] 북한방문 신청 절차와 과정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

남북 간의 에너지 교역을 위한 북한 주민접촉이나 북한 방문 절차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은 현행의 제도와 절차가 준용될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주민 접촉은 신고사항이지만 북한방문은 승인사항이다. 남

북 에너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북한방문도 승인사항

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신의 경우도 점차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북한주민 접촉의 범주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다. 남북 에너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남한 내의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북한 지역에서의 인터넷 사용, 

휴대전화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남북 당국간 협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5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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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호적 교역여건 조성

3.1. 민족 내부거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주민의 인적 교류, 물품의 반출입 등 물적 

교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승인제도, 결제수단의 취급기관·수송장비의 

운행·통신역무의 제공·검역 등 절차적 측면,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내용

과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출용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의 준용과 기타 

벌칙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동법은 1990년 8월 1일 제

정되어 2014년 6월 12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57)

동법은 2009년 1월 30일 개정을 통해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를 신설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

부의 거래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

닌 ‘민족 내부거래’로 명시, 남북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무관세로 상품 

교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통일

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

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29일 제정)은 제3조 1항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

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2항에서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

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여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족 내부거래는 분

5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783&efYd=201406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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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간 교역을 서로 다른 국가간의 대외교역으로 보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 한 국가내에서의 거래로 간주하여 무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교역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 동서독의 경우 1951년 GATT 가입 시 동서독간의 교역에 대하여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받았다. 남북 간 거래도 지난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물자교류를 실시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내부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2009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였다.58)

과거 서독의 경우 대외경제교류는 대외경제법에 의해 규율되었지만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외경제법이 아닌 내독거래(서독과 동독의 

상품 및 용역 거래) 관련 법규를 통해 별도로 규율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 및 농산물 수입부과세를 철폐하여 특혜대우를 하는 특혜관세제도

를 도입하고, 부가세 및 유통거래세에 대한 조세상의 특별규정을 두었

으며, 동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서독과 

동독의 이런 특수한 무역형태는 1951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할 때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된 바 있고, 독일이 통일

을 이루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반영하고,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

과 북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물자교류를 실시한다고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에 채택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

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 ‘남북관계발

58) 통일교육원, 남북관계 지식사전(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srel
/view.do?id=16204&mid=SM00000173&limit=1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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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천

명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

래로 본다고 명시하였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

에서는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200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통해 민족내부거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59) 이

에 따라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EFTA(유럽

자유무역연합) 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무역의 경우 한국산 제품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보자는 것은 남북끼리 만의 약

속일뿐으로 아직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경협 규모가 더욱 커진다면 세계무역기구 등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

다. 실제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남북 간 거래도 WTO(세계무역

기구)가 규정한 자유무역질서에 따라야 한다며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

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60) 

실제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동서독간 민족내부거래로 인해 여타  

EC국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칙적으로 ‘독일원산지의 상품’만 취

급하였고 ‘동독으로부터의 반입품을 재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EC 국가들은 서독정부의 자율적인 보호조치

들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독일 내 교역을 통해 반입된 동독상품에 대하여 

59) NAVER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164&cid=40942&category
Id=31819)

60) NAVER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431&cid=43659&categoryId=
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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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를 발부하지 않았다.61)

보도에 따르면,62) 우리 정부는 정부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나진선

봉 특구 등 북한 전 지역으로 역외가공(OP·Outward Processing) 적용 

범위를 넓혀 북한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 제도를 통한 

북한의 수출 확대 지원’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남한 원재료를 이용해 

개성공단 또는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한국산 물품으로 인

정해 FTA 특혜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며 역외가공 확대 적용을 제

시했다. 관세청은 특히 “나진선봉지구 등 경제특구, 제2의 개성공단, 

남북 경협 지정 지역 또는 북한 전(全) 지역으로 역외가공 지역을 확

대”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것. 또 북한산 원재료 사용 인정, 

역외가공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반입 없이 FTA 상대국으로 직접 수출 

허용 등의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세관 간 협력기구 설립

을 요청하고, 무역 통계 작성 시스템,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지원 계획

도 마련했다. 이는 남북 교역 활성화 국면에서 북한의 수출을 자연스

럽게 늘리는 한편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게끔 해 한반도 평화 체제

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관계의 개선,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해제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변화 추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와 범위로 전

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의 민족 내부거래 조건은 남북 에너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선결조건이다. 이는 우리의 에너

지 상품과 서비스가 북한 시장에서 무관세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1) 제3의길 44호, 박광작 (http://road3.kr/?p=15862&cat=270)
62) 동아일보, 201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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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주변국에서 수입된 에너지와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매우 유력한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이다. 

3.2. 개별소비세

남북 간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 수입부과금 등과는 달

리 수입된 북한 물품을 남한에서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서도 우호적인 여건 제공이 요청된다. 우리가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여 

발전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개별소비세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

류(代替油類),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

체유류,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

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유연탄 등의 에너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63) 

석유류의 경우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

성이 없어 논외로 할 수 있으나 석탄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에는 160

억 톤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갈탄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이의 개

발 도입과 관련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투자상환 방법으로 북한의 갈탄을 도입,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과 혼소하여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연구

63) 국가법령정보센터-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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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 처럼 북한의 갈탄을 도입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 

외국으로부터 갈탄이 수입된 사례가 없어 관련법이 검토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연탄은 갈탄, 아역청탄, 역청

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유연탄을 부과 대상으

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갈탄도 부과대상이 될 여지가 크

다. 현재에도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열량이 낮은 아역청탄을 수입하여 

열량이 높은 유연탄과 혼합 연소함으로써 연료비 단가를 낮추는 방법

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그 아역청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적용되

고 있다. 북한의 갈탄은 그 아역청탄을 대체하는 자원이므로 개별소비

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북한의 갈탄자원은 마땅한 투자 원리금 상환방법이 없는 북한에 대

한 투자사업의 구상품으로 가장 적정한 자원의 하나로 논의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발전소를 개보수해주고 그 대가로 갈탄을 받아 남한 화력

발전소의 혼소용 아역청탄을 대체하여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이 

추천된다. 북한에는 적정 요금을 내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업에너지

시스템(Commercial Energy System)이 없는 사회로 요금을 통해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방식 에너지 투자사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이 구상품

으로 무엇인가를 받아오는 방안인데, 갈탄은 그 구상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갈탄의 경우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어 그를 보완할 제도적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북한의 석탄산업은 내

부적 수요도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 남한 반입을 위해서

는 석탄광 개보수 및 현대화에 대한 협력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

는 상황이다. 또한 갈탄의 경우는 수분 함량이 많고 자연발화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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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 수송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여건 하에서 

북한의 갈탄을 도입하여 수입 아역청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

역청탄의 수입가격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예상된다. 

갈탄은 국제적 교역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전혀 수입 실적이 없는 

탄종이다. 우리가 북한 갈탄을 도입하려는 것은 갈탄이 가지는 발전연

료로서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며, 기존 수입품을 대체할 뛰어난 경제성 

때문도 아니다. 갈탄은 석탄 가운데 가장 낮은 품질의 탄으로 그 보관, 

수송 및 사용에 적지 않은 불리함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

으로부터 그 갈탄을 토입하여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북한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의 투자원리금으로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력한 구상품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도입할 갈탄은 유연탄발전소의 

혼소용 아역청탄을 대체하게 되므로 수입 아역청탄과의 가격 경쟁력에

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로 북한 갈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이다. 이는 국내 발전용 석

탄 시장에서 북한 갈탄의 수요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로, 적정 

투자회수 방안을 갖춘 다각적인 상업적 협력사업 모델의 개발을 가능

하게 하는 정확한 정책코드이다. 

북한의 에너지 산업은 수십 년에 걸친 투자부족과 각종 부실이 누적

된 상태로 내부적 역량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외부로

부터 대규모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에너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이나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성 상 시장경제 방식의 협력사업 설계는 사

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투자 원리금을 구

상품으로 상환 받는 접근이다. 그러나 적정 구상품을 특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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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 구상품이 남한 시장에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요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갈탄의 경우는 국제적 교역

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및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 재화로 그의 개발과 수송, 보관 및 이용에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

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갈탄의 도입은 우리가 북한 에너지사업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사업의 구상품이라는 점과 갈탄의 개발, 수송, 보관, 이용 

과정에서의 상대적 불리함 등을 고려하여, 남북 에너지 협력사업의 구

상품으로 북한 갈탄을 도입하여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서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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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종합 및 결론

현재 북한은 대외경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

너지교역 측면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에너지 

교역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향후 남북에너지교

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중

국 예속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고착화될 경우, UN 

제재 해제 이후 남북경협 시대 도래시 우리의 북한 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에너지시장 통합을 어렵게 하는 구

조적인 문제를 형성할 우려가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이후

를 대비하여, ‘북한 에너지교역의 대중국 의존도 저감과 동시에, 북한 

에너지 대외 교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확보’ 하기 

위하여, 현행 북한의 에너지교역 현황과 교역구조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에 기초하여, UN의 대북제재 이후 단기간에 즉시 추진 가능한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평가하고, 남북 에너지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

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 에너지교역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에너지교역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교역 대상국별 에너지 수출입 보고 통계를 

분석하여 역으로 북한의 에너지 교역 현황을 파악하는 일명 거울통계

(mirror statistics)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활용 통계는 UN 

Comtrade Dtatabase를 주로 활용하되, 세부 국가별, 제품별, 통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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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KITA)의 세계무역통계와 중국의 세

관(해관)통계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북한의 공식적

인 에너지 수출입량과 함께, 비공식적 밀수규모를 추정하고, 남한의 기

존 에너지 수입량 중 북한 에너지로의 대체 가능 량을 파악하여 전체

적인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남북 에너지교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제유에 관한 남북 교역 잠재량 산정은 전 세계 국가별 공식보고 

교역량과 북한의 비공식 밀반입(밀수) 규모를 합하여 남북 교역(남한

에서 수출)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비공식 밀반입(밀수) 규모 추정은 

‘UN 안보리 의장제출 전문가 보고서(2019.3.5.)’의 2018년 1월∼8월 

중 관찰된 불법(UN 안보리 결의안 2379호 위반) 환적을 통한 북한내 

반입 148건에 대한 반입량 추정 결과를 12월까지 추세 연장하는 방식

으로 연간 정제유 밀수량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남북한 정제유 

교역(남한수출) 가능 량은 최소 470천톤∼최대 715천톤으로 산정 

되었다. 동 규모는 남한의 정제유 수출량의 0.3%∼0.6%(평균 0.5%) 

정도로 남한의 수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는 아니며, 남한의 

정제설비규모(2018년 기준 334.6만 BPSD)를 고려할 때도 공급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이다. 

LPG에 관한 남북 교역 잠재량 산정은 정제유의 남북 교역량 산정방

식과 마찬가지로, LPG의 밀반입 규모를 추정하고 동 규모를 공식 교

역량(수입량)과 합하여 남북 교역(남한에서 수출) 잠재량을 산정하였

다. 북한 LPG의 비공식 밀반입(밀수) 규모 산정은 LPG 전체 소비량을 

추정하고, 그 소비량에 북한 국내 LPG생산·공급량(추정)과 공식 (순)수

입량을 차감한 양을 비공식 밀반입 양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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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PG 국내 공급은 2010년∼2017년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이

며 2017년 국내 공급량은 19.4천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비

공식 LPG 밀반입(밀수) 규모는 5.5천톤∼22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이에 따라 LPG 남북 교역(남한이 수출) 잠재량은 5.7천톤

∼23.7천톤 규모로 추정되었다. 동 남북 LPG 교역(남한 수출) 잠재량 

규모는 남한 LPG 수출량의 1.9%∼4.5%(평균 3.4%) 정도로 남한의 

정제설비 규모를 고려할 때 공급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며, 특히 남한의 수송용 LPG 감소의 대체물량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무연탄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산 무연탄의 남한 반

입 실적이 있으며(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조치로 교역 중단), 전체 

교역량의 94% 정도인 92만톤은 제철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남한

의 현재 제철 기술 상황에서 북한 무연탄 92만톤 반입 소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년 현재 남한은 발전용으로 수입 무

연탄을 소비하고 있는 바, 발전부문도 북한 무연탄 소비의 주요 부문

이 될 수 있다. 이에 동해화력을 포함한 남한의 유동층연소 발전소들

의 무연탄 혼소비율에 관한 기술적 조사를 통한 무연탄소비 가능 량 

추정 결과, 발전용 북한 무연탄 반입 소비 가능 량은 186만 톤으로 산

정 되었다. 따라서 북한 무연탄 남한 반입 사용 전체 가능량(남한 수

입)은 제철용 92만톤, 발전용 186만톤으로 총 287만톤으로 추정되었

다. 동 잠재량 규모는 북한의 2016년 무연탄 수출량(2,247만톤)의 

12.8%의 규모로서, 수출 중심의 석탄정책으로 왜곡 되었던 북한내 석

탄 공급량 정상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남북 교역(남한 수입)이 가

능한 규모로 판단된다.

갈탄의 경우, 남한의 발전 혼소용 아역청탄을 대체하기 위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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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의 남한 수입이 가능하다. 남한은 비슷한 열량 수준의 발전 혼소

용 아역청탄을 연평균 34백만톤 규모로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는데, 

2013년 인도네시아산 아역청탄(4,200kcal/kg)의 수입가격 52US$/톤

(4,200kcal/kg 기준)을 기준으로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이 형성 될 수 

있다면, 북한산 갈탄의 남한 수입 잠재량은 최소 31백만톤에서 최대 

43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다수 갈탄광들은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거치며 오랜 기간 당국의 관리부재하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산 갈탄 교역시, 광산별 생산 가능량 및 가동상황에 관한 

사전 조사를 필요로 한다.

남북간의 에너지교역은 상호간의 이익 실현이 가능한 교역 공급여

건과 가격적 여건의 형성 외에 제도적인 보완·개선을 통하여 교역 활

성화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의 대북제재 해제 

이후 신속한 에너지교역의 준비 차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전적 제

도·정책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개선, 나아가서는 완전한 해결

이 필요하다. 물론 3통 문제가 마치 남북이 한 국가인 것처럼 아무런 

제약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이나 이에 대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은 남북 에너지 교역 활성화

를 위한 당장의 과제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양운송과 함께 철도, 도로운

송이 가능하도록 통행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정제유와 

LPG 등이 바다를 통해서도 가겠지만 철도, 도로를 통해서도 북으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석탄도 해양과 철도, 도로를 통해 남으

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석유류와 가스류의 운송은 위험물 운

송에 대한 설비기준, 취급자격 등에 관한 남북의 관련 법제도 조율도 

요구된다. 일반적인 통행, 통관에 대한 합의와 별도로 국경을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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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에 관한 합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석탄이나 석유류의 통관

은 합의된 품질조건을 확인하는 절차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LPG는 탱크로리로 통관되는 경우, 충전용기 형태로 통관되는 경우 등에 

관한 법제도가 모두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관련 인력 

간의 접촉 및 통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사항이다.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들에서는 북한 지역 방문 시 <북한방문증명서>를, 북에서 남

한 지역 방문 시에는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초청의사 확인 증명서류 등을 요구

하고 있으며, 북한방문증명서는 통일부가 발급하고, 방문 후에는 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 따라

서 남북 에너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북한방문을 신

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신의 경우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북한주민 접촉의 범주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다. 남북 에너

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남한 내의 제도개선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의 인터넷 사용, 휴대전화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남북 

당국간 협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민족 내부거래 적용을 통한 우호적 교역 여건 조성이 필요하

다. 남북교류협력법은 2009년 1월 30일 개정을 통해 제12조(남북한 거

래의 원칙)를 신설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

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1992년 남북 간 합의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남북 물자교류에 대해 무관세 협의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례에서처럼, 남북 에너

지교역의 무관세 통관에 대한 남북 상호간 통일된 법제도적 규범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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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며, 개성공단 제품의 경우처럼 WTO 및 FTA 등 

대외적인 교역제도에 대하여도 민족 내부거래의 특혜적 지위 확보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에너지교역에 관한 남북 상호 

가격 유인을 확보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파생적 제3국 무역의 확대

의 발판으로 활용하여 남북 에너지교역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한 남북 에너지교역의 가격유인 확대가 

필요하다. 남북 간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 수입부과금 등

과는 달리 수입된 북한 물품을 남한에서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세금

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여건 제공이 요청된다. 우리가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여 발전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개별소비세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유 및 이와 유

사한 대체유류,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

(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석유가스 중 부탄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

함한다.),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유연탄 등의 에너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

하고 있다. 석유류의 경우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발

생할 가능성이 없어 논외로 할 수 있으나 석탄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

에는 막대한 규모의 석탄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이의 개발 도입과 

관련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투자상환 방법으로 북한의 석탄을 도입, 국내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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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서 혼소하여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대한 검토 시 남북 경협확대라는 측면에

서의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발전용 유연탄이 아닌 철강산업 등의 원

료용 유연탄, 무연탄 등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 북한 

석탄의 도입은 우리가 북한 에너지사업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사업의 구상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간 에너지교역 잠재량 평가를 위하여 북한의 공

식·비공식 교역량을 파악하여 남한의 수입 및 수출 가능량 및 가격조

건을 비교하여 교역 잠재량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 교역 가능한 에너지원별 소비에 대한 기술적 분

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 갈탄의 남한 발전용 사용 

시 혼소설비의 개조 및 증설 또는 신설 필요 여부, 발전소별 설계 기준 

혼소비율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필요 혼소탄의 스팩 등에 관한 기술

적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교역 잠재량의 정확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실질적인 남북 간 에너지 교역추진을 위한 비즈니스 측면

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북한이라는 특수한 경제체

제와 지정학적 문제를 고려하여 리스크 부담을 포함한 교역사업 추진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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