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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 국제 융기구의 북한 개입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등이 순조롭

게 진행될 경우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원국가 지정 해제 등이 

2009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또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더불어 북한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문제를 비롯해 북‧미 및 북‧일 간 관계정상화 논의도 시작될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과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국제경제시스템 진입

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적 국제협력방안의 하나로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2

기본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가

입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중요하다. 실제로 향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등 주요 주주국가들

(shareholders)의 요청에 의해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동시에 개혁‧개방정책의 정착 및 심화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조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1 _ 2007년 10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문서 

(II-1)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양측은 양자 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신뢰를 증진시

키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

서 미국은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

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_ 안광명(재경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한국수출입은행‧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제3회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을 위한 

워크숍 토론문(2007년 11월 29일),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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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를 논하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자는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에서 저개발국과 사회주의권 나라들을 대상

으로 개발지원을 수행했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고, 국제

금융기구의 북한개입관련 다양한 논문과 저서들을 참고하면서, 이들의 

견해를 최대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문헌 의존성을 탈피하

면서 사실 검증과 미래 전망을 통해 논문내용의 현실정합성과 정책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중국 개입과 

협력사례 등과도 비교하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들, 국제금융

기구의 대북 지원 수단, 그리고 정식 회원가입 이전에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기 위한 북한과 남한의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금융

기구의 실체와 개입 시나리오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초기 북한 개발지원 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제

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다루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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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금융기구의 범주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주목할 국제금융기구는 크게 세계은행, 국

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일 것이다.3  세계은행은 국제

통화기금(IMF)과 함께 2차 대전 후 유럽 재건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 뒤 두 기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개발문제와 함께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과거 동유

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

방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가.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전문기관으로서 유럽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세워져 1945년 관계 국가들의 정식가입을 

거쳐 1946년 6월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역할은 첫째, 회원국의 정

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하고, 둘째,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며, 셋째,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

여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은 회원국의 지분할당에 의한 자

기자본, 특별준비금, 차입급(세계은행채의 발행으로 조달), 투자이윤 등

으로 이루어진다.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에 초점을 맞추면서4 

3 _ 국제금융기구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도 있으나, 초기에 북한 경제개발지원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4 _ World Bank Group,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presentation for par-

ticipants of Diplomatic Course at the Foreign Services Academy (March 2, 

200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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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및 지역개발, 부패퇴치, 부채경감, 교육, 경제조사 및 통계, 에너지, 

금융, 성, 세계화, 거버넌스, 정보기술, 인프라, 노동보호, 사회개발, 무역, 

수송 등 세계은행이 관여하고 있는 개발 의제는 광범위하다.5 

세계은행은 그룹(group)으로 불리는데 크게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

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국

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국제금

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등으로 나누

어진다. 이 가운데 IBRD와 IDA는 세계은행을 구성한다.6

IBRD는 국제금융기구의 중심적 기관이며, 엄격한 융자조건을 제시하

는 장기적인 하드론(hard loan)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은 

IBRD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없다. IBRD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만 

차관을 제공한다. IBRD의 차관은 상업이자와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수

반한다. 이러한 차관은 되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확실하다고 여겨지

는 국가에게만 제공된다. 따라서 IBRD의 채무국가들(borrowers)은 민

간자본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는 중간소득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IBRD의 엄격한 융자 조건을 따를 수 없는 저개발국, 주로 1인당 GNP가 

US $1,025 미만의 가난한 나라들을 위하여 IDA를 따로 조직하여 이로

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7 

5 _ Ibid., pp. 109-144. 
6 _ The World Bank, A Guide to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3), pp. 10-11.
7 _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roceedings for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stin Chosun Hotel, Seoul, July 

6-7, 200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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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허적 자금공여를 목적으로 1960년에 설

립되었으며 IBRD 회원국에 한하여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IDA의 주요 

기능은 저개발국에 대한 장기 자금 융자로 가맹국의 출자 출연금 및 

IBRD로부터의 이전수입(replenishment)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40년 상환 기간에 무이자로 융자를 제공해주고 있다. 국제금융공사

(IFC)는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1956년에 설립된 

국제투자기관으로 세계은행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금융공사가 행하는 투자는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세계은행이 제

안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risk)를 담보하기 위한 국제보험기관으로 

세계외채문제의 해결에 공헌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민간투

자를 촉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하고 있다.

IFC는 사적 부문에 대한 지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

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 적합한 지원창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등으로 북한에 기업경제가 도입되었을 때에

는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BRD 및 IDA는 기본적으

로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에 차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하므로 현 시점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지원의 유력한 창구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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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통화기금(IMF)8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1944년 6월 브

레튼우즈(Bretton-Woods)에서 조인된 국제통화기금협정에 의거하여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32개 회원국들

의 환율등급 결정 후인 1947년 3월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회원국

은 각각의 할당액(SDR Quota)을 출자하고 있으며, 이 할당액(쿼터의 

몫)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 이 할당액은 각 회원국이 IMF의 자금

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특별인출권으로

(Special Drawing Rights, SDR) 표시된다. IMF의 주 목적은 세계무역

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회원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외환시세의 안정, 외환제한의 제거, 

자금의 지원(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되었을 경우) 등

의 하위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IMF는 아시아 및 러시아에서의 금

융위기의 발발과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금융부문 규제, 기업지배구조, 정책투명성과 책임성 

같은 이슈들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혹은 “제도적인 이슈”들에 주목하고 

있다.9  또한 세계은행과의 협력 아래 기준과 법령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0 IMF는 거시경제운용을 주도하

는 반면, 세계은행은 전반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

8 _ IMF(International Monetrary Fund)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IMF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imf.org/external/about.htm>. 
9 _ Ibid. 또한 IMF, Review of the Fund’s Experience in Governance Issues, Policy 

Development and Review Department (IMF, 2001), p. 25; 다른 정책 사안으로는 

ⅰ) 환율, 통화 및 회계 정책; ⅱ) 금융 부문 문제; ⅲ) 위험 및 취약성 평가; 그리고 

ⅳ) 구조 정책 등이 있다. 총체적인 자문에 있어서 거버넌스 관련 자문에 대한 논의 

비율은 1994년 18%에서 1998～1999년에 62%로 증가했다.
10 _ Ibid., pp.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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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다. 아시아개발은행(ADB)11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아시아‧태평

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촉진과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

을 목적으로 1966년 8월 설립되었다. ADB는 지역 내 개발투자 촉진, 

역내개발을 위한 투자, 역내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조정, 기술지원공

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한 각

종 자금을 융자하거나 직접투자를 하는 등 개발자금 투‧융자 기능과 

개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자문용역, 학술연구 등의 분야에 대한 

유‧무상의 기술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자본금과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 출연액,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다. 경제개발 및 기술

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은 아‧태지역의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아

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한 국가에 한한다. 필리핀의 마닐라에 본부를 두

고 있는 ADB는 세계은행의 IDA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시아개

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을 운용하고 있다. ADF 차

관은 35～40년 만기의 연간 수수료 1%를 제외한 별도의 이자를 물지 

않는 대출금이다. 

ADB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은행으로부터 개발원조를 받는 과정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체제전환 국가 가운데 중국, 몽고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원을 받았고, 창설 회원국인 아프가니스탄, 캄

11 _ 아시아개발은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http://www.adb.org/About/default.a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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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아, 베트남의 경우에는 은행의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체

제전환 이후 은행의 지원이 재개되었다. 1986년 가입한 중국은 세계은행

이나 일본의 민간은행 등으로부터 이미 개발원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ADB 가입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지난 수십 년 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들 성공한 국가들은 공통

적으로 ADB와 같은 역내 개발공동체의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자원 이전

을 받았다는 점이다.12  

2.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역할 

국제금융기구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등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제금융기구는 체제

전환시 소요되는 자본조달의 중요한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오

랫동안 국제금융기구가 축적해 온 개발지원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개입여부와 평가가 추후 체제전환 국가

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금융기구의 활

동과 평가 여하에 따라 해외자본의 도입여부와 규모가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13 

일반적으로 원조는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

다. 거액의 원조를 지원 받고 있는 극히 빈곤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의 나라에서 해외 원조가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으나 민간 투자

12 _ Mitsuru Mizuno,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Seoul, Korea, July 6-7 (2005). 
13 _ 윤대규, 법제도개혁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

원, 200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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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환경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우호적

이어야 하며,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해당 

정부를 지원해 왔다. 

IMF는 해당 국가의 거시 경제 정책을 검토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거시 경제 정책 개선을 위한 회원국에 대한 자문, 경제 위기

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금융 지원을 담당하며, 정책 개혁 수행도 지

원한다. IMF의 지원에 관계없이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많은 원조 제공

자측이 IMF의 거시 경제 평가 자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며, 특히 

IMF가 해당국의 거시 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경우 원조 제공

을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곧 거시 경제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원조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인위적이고 왜곡

된 환율 정책을 유지할 경우 프로그램원조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금융기구는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오랜 

활동을 통하여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자본

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국제금융기구가 수원국에 지원하는 방

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같은 대부의 형식, 장기 

저리의 차관, 무상원조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원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에 대한 자문이나 현장실습, 또는 인력양성 등 여러 가지 부대적 요건이

나 환경을 갖추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14  

14 _ 이러한 지원을 통틀어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technical assistance loan을 institution/capacity building loan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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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는 다른 지원단체로부터 오는 지

원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만약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면 많은 다자‧양자적 지원단체들로부터 개발지원을 위한 혜

택을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으로 결정되는 

원조(political aid)는 통상적으로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분석과 

엄격한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금융지원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 의한 지원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세계은행이 지원 통합조정에 관여하고 세계은행이 

이러한 지원금의 흐름을 검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정치

적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경제적 합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노력

북한은 1991년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

금융기구 가입을 모색해왔다. 북한은 IBRD나 IMF보다 먼저 ADB 가입

을 희망했다.15 

국제금융기구들과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평양에 현지조사단을 보낸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간헐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로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IMF의 북한방문 조사결과는 

DPRK Fact - Finding Report(1997.11.12)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

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들은 북한에 기술지원,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

Ibrahim F. I. Shihata, Contemporary Reform: Essays on Legal, Judicial and 

Other Institutional Reforms Supported by the World Bank (Kluwer Law Inter-

national, The Hague, 1997), p. 17 참조.
15 _ 일중동북개발협회, 조선북부항만시찰단보고서 (1992년 3월), p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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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로 기본적 거시 경제 통계 작성, 금융시스템 개혁, 재정 개혁, 대외

부채 문제, 법적 개혁, 거시 경제 정책 구성 등을 제시했다.16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1997년 

4월 북한은 ADB에 가입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

다. 중국, 한국 및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북한의 회원가입을 지지하여 

왔으나 이 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ADB 가입을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미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북한이 테러리스트 지

원국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한 법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ADB 회원가입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으며, 

2000년 8월 북한 무역성 김룡문 부상이 ADB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 가입

의사를 재표명하였다. 2001년에는 IMF, IBRD 가입의사도 다시 표명한 

바 있다.17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미국과 일본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한

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미국 정부는 1988년 이후 북한을 국제

테러지원국가로 지명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거부

해 왔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게 테러리즘, 미사일개발 및 핵개발 문

제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

국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현안에서 납득할만한 결

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미국으로

16 _ Kenneth Kang,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Assistnance to North 

Korea,”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남북협력, 통일연구원‧UNESCO 한국위원회 공동

주최 학술회의 (2001. 9). 
17 _ 한국경제신문, 2001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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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를 보상으로 받아내려고 외교력을 집중

하고 있고, 이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18  

18 _ 2006년 9월 평양을 방문했던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합의하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꾀하지 않는다는 적대정책 완화

의 구체적인 증거를 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그 사례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같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의 방안을 예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AP (200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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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의 일반적 금융지원은 회원국에게만 제공된다. 이는 

그 밖의 지역적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즉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금융/비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

는 북한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측면의 조건을 일정 수준에서 충족시킬 

경우 본격적인 개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 국제정치적 조건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부는 회원국들의 충분

한 정치적 지지에 달려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은 핵문제

의 해결 진전 등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핵심 관건으로 지적된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국제금융기구 회원 가입 과정도 미국과의 관계개선 

과정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19  실제 북한의 핵폐기와 연관된 

경제지원은 정치적 원조(political aid)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20

즉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6자회담의 성공적인 해

결이 전제되어야 가입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전 단계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불능화조치뿐 아니라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단이 된 농축우라늄

19 _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24.
20 _ 장형수,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비전

과 전망, 산업연구원 주최 자료집 (2007년 11월 22일).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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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P)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한 분명한 해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거나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북한을 빼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1  이처럼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은 포괄적인 경제지원방안을 비핵화 등 군사안보적 의제와 연

관시키는 ‘대타협’의 일환으로 북한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

의 ADB 가입은 핵 문제와 더불어 일본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납치문제 등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1979년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해졌고, 회원국 자격은 1980년에 획득하였다. 1986년 베트남정부는 

경제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로 한동안 매우 

제한된 외국인 투자만을 받아들여야 했다.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국제금

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은 1991년부터 미국

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했고, 1993년 마침내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다는 결정을 얻어냈다.22 이에 따라 세계은행과 베트남정부 간 경제정책 

대화창구가 개설되고, 금융지원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세계은행과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 개선이 주는 시사점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 문제 

해결 등을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면 정치체제 변화 없이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의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23 

21 _ 연합뉴스, 2007년 11월 6일. 
22 _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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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제도적 조건 

역사적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정치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입을 희

망하는 개별 회원국들의 정책과 제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도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

지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가입 승

인이나 지원과정에서 정책과 제도적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에 대해

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5월 전 세계

은행 총재인 윌포위츠(Paul Wolfowitz)의 기자회견 내용이 주목할만하

다. 그는 북한이 참조할 모델로서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이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필수적인 전제조

건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등소평의 지도 아래 경제개혁에 착

수했을 때 세계은행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기술지원까지 상당한 지원

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선결조건은 이러한 지원

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경제정책의 변화를 착수하는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진적‧정치적 변화 없이

도 경제발전은 가능하다면서, 북한에서도 리더십의 경제개혁의지와 실천

이 이어진다면 세계은행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북한개발에 참여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런 기조는 6자회담 진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조건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개혁 심화 여부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선행조건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체제로 공식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지도자 수준에서 지속성 있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3 _ Press Conference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Tokyo, May 

29. 2006 <http://www.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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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금융실무그룹회의(11.29～20)에서 미국측 대표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중단을 비롯해 국제금융체제에서의 공인된 규범과 기준 등 국

제금융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한 한 대목을 

통해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즉 북한이 국제규범에 맞게 내부의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샘 브라운 백 의원 등 4명의 미 상원의원은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전제조건들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한국인 전범 600여 명에 대한 행방확인 등을 제시하

고 있다.24  물론 미 의회 결의안은 정부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미국이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조건으로 

인권개선이나 기타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

인다. 

3. 법적 가입 절차 

미국은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테러지원

국에 대한 지원반대 근거법은 반테러법(Anti-terrorism and Effe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으로 재무장관은 국무장관에 의해 테러지원

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제공 또는 자금 지원시 

반대입장을 표명하도록 해당 국제금융기구 미국 상무이사에 지시하여야 

한다. 이 법이 테러지원국의 가입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공여에 반대하는 것은 동 기구 가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미국은 가입자체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견지하

24 _ U.S. Senator Sam Brownback Press Release, December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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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5 따라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정치

적, 법적 요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 획득과정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특정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미국이 단독으로 결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6 IMF의 가입을 위해서는 총회 정족수인 총

투표권수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참석과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권은 회원국들의 경제규모와 그에 따른 쿼터(Quota)에 맞

게 주어지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아래 <표 Ⅲ-1>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미국은 17.08%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27 이는 새로운 회원의 

가입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머지 투표권은 회원국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데 일본 6.13%, 독일 5.99% 그리고 다음으로 규모가 큰 

8개 회원국은 각각 2～5%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미

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25 _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77. 
26 _ 폴 월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도 북한의 가입은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Press Conference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Tokyo, May 29. 2006 <http://www.worldbank.org>. 
27 _ The World Bank, A Guide to The World Bank,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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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국제금융기구(IFI) 가입, 투표권, 지분(2006년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
(ADB)IBRD IDA

설립연도 1945년 12월 1960년 9월 1945년 1966년

회원국 수

184개국
(2006년 5월 현재)

165개국
(2006년 5월 현재)

184개국
(2006년 5월 9일 
현재)

65개국
(2006년 4월 30일
현재)
-지역회원국: 47
-비지역회원국: 18

주요 
지분국:
지분/ 

투표권(%)
28

지분/투표권(2006년 
3월 31일 현재)
1. 미국
(16.85%/16.39%)
2. 일본
(8.08%/7.86%)
3. 독일
(4.60%/4.49%)
4. 프랑스
(4.41%/4.30%)
4. 영국
(4.41%/4.30%)

기타:
▪ 중국
(2.85%/2.79%)
▪ 베트남
(0.06%/0.08%)
▪ 한국
(1.01%/0.99%)

투표권(2006년 5월 
22일 현재)
1. 미국(13.40%)
2. 일본(10.36%)
3. 독일(6.65%)
4. 영국(5.06%)
5. 프랑스(4.1%)

기타:
▪ 중국(1.96%)

▪ 베트남(0.08%)

▪ 한국(0.60%)

쿼터/투표권
(2006년 5월 9일 
현재)
1. 미국 

(17.40%/17.08%)
2. 일본 

(6.24%/6.13%)
3. 독일

(6.09%/5.99%)
4. 프랑스 

(5.03%/4.95%)
5. 영국 

(5.03%/4.95%)

기타:
▪ 중국 

(2.98%/2.94%)
▪ 러시아 

(2.79%/2.74%)
▪ 베트남(0.12%)
▪ 한국 

(0.77%/0.76%)

지분/투표권
(2006년 4월 30일 
현재)

지역 회원국
1. 일본 

(15.7%/12.9%)
2. 중국 

(6.47%/5.48%)
3. 호주(5.8%/4.9%)
4. 한국 

(5.06%/4.36%)

비지역 회원국
1. 미국 

(15.7%/12.9%)
2. 독일(4.3%/3.8%)
3. 프랑스 

(2.3%/2.1%)
4. 영국 

(2.02%/1.9%)

기타:
▪ 베트남 

(0.3%/0.58%)

융자 기간
15～20년
3～8년

40년, 35년, 10년

이자율
6개월 LIBOR + 
0.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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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
(ADB)IBRD IDA

회원국 

요구조건

▪ IBRD 헌장

▪ IMF 회원국

▪ 기타

▪ IDA 헌장

▪ IBRD 회원국

▪ Part Ⅰ 회원: 

주로 선진국

▪ 헌장 ▪ 아시아개발은행 

설립 헌장(제 3조)

▪ 유엔 아시아 및 

극동아시아 

위원회 회원국 

또는 다른 지역 

국가 및 유엔 산하 

전문기관의 

회원인 비지역 

선진국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29

▪ GNI per capita 

USD 1,466 ～ 

USD 

5,295(2003년 

현재)

▪ 기타

▪ Part Ⅱ 

회원국/차용국: 

주로 GNI per 

capita가 USD 

1,466 미만(2003년 

현재)인 국가

▪ 기타

자료: 윤대규, 법제도개혁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관한 연구, pp. 148-149를 

토대로 일부 통계 수정보완 

법적으로 세계은행의 규약에 따라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는 먼저 반드시 IMF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관행상 세계은행과 국제통

화기금(IMF)의 가입절차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려면 IMF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IMF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IMF 총재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IMF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따른 질서 있고 안정

28 _ “지분”이라는 용어는 회원이 되고 투표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 국가의 

출연 자본(authorized capital stock)의 지분을 일컫는다. 
29 _ The World Bank, IDA Eligibility, Terms and Graduation Polic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The World Bank, Jan. 2001), pp. 1-5; <http://www.

worldbank.or.jp/01tokyo/01about_us/pdf_about_us/eligibility.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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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환율제도 운용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로서 IMF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총재가 가입신청서를 이사회에 회부하면 이사회는 Membership 

Committee(MC)를 구성하여 가입신청국의 경제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MC에서 조사한 가입신청국의 경제상황, 쿼터, 쿼터납입방법 등에 대한 

보고서(가입국 동의)와 가입결의안을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위원

(Governor)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을 의결한다. 회원국이 준수

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 IMF 협정문 서명후 납입쿼터의 

25% 이상을 IMF계좌에 예치하면 회원국 자격이 발효하게 된다.30 

문제는 심사과정이다. MC는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더 많

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원국이 되려는 국가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토론을 거치게 된다. 이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심사

가 중단될 수도 있다. 즉 현재 북한과 같은 정보공개 및 개혁수준으로는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의 성

공적 해결로 북한의 가입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 뒤 북한경제에 관한 데이터

를 수집하고 북한의 적절한 출자금을 결정하는 기술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과거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자국 경제에 

관한 경제데이터를 공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혜택을 얻는 것은 북한이 경제문제에 관하여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이런 변화에 적극적이라 

가정하고 동구권이나 구소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이러한 정보공

개와 쿼터와 기금에 대한 협상 그리고 가입을 승인하는 절차는 1년에서 

30 _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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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31  정치적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가입 

절차를 밟는 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도 있다. 

ADB 경우는 ESCAP 가맹국과 UN 또는 UN 산하기구의 회원국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총재와 이사회가 비공식적으로 가입허용 여부를 검토

한 후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가입희망국 경제사정을 고려

하여 출자금 규모와 납입방법 등을 ADB 집행부가 당사국과 협의‧결정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ADB 전체 회원국의 2/3 이상, 총투표권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이 결정된다.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정식가

입이 된다.32  ADB 가입 이전에 IMF나 세계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 

요구조건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미국, 일본 등의 태도는 ADB 우선 가

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33  

이처럼 북한이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는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이

들 국제금융기구 모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따라서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실제로 세계은행, IMF, ADB 가운데 

세계은행이 선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북한에 개입할 가능

성이 크다. 세계은행은 북한에 대한 경제‧사회적 현황 분석과 관련 정보 

축적, 중단기적 개입가능분야 및 우선 개입 분야 등을 선정하기 위한 비

공식국가팀(Informal Country Team)을 구성해놓고 있다.34  따라서 북

한의 경우 우선 세계은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초기 수혜여건, 지원 종

류와 조건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31 _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 4.
32 _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81. 
33 _ 세계은행 내부 비공개 자료(2003년) 참조. 
34 _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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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북한이 위에서 제기한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 국제금융

기구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된다면 국제금융기구는 어떤 원칙을 갖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은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한다면 당장 장기저리의 대규모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일부 선행연구35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원 사례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여 대규모 자금수

혜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기

대이고 주장인지를 북한 개입의 순서 혹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구체적

인 금융지원 종류, 대상, 절차 그리고 실제적 북한 적용을 통해 알아보고

자 한다. 

1. 개입 시나리오 

선행연구들36은 국제금융기구의 단계적 개입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이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협력한다해도 북한의 세계은행과의 역사적 관계 부족 등

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정확한 사회‧경제적 현황파악, 상호학습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아래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기본

적으로 단계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

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 등의 대주주들의 영향력 행사에 따라 단계별 추진 

기간이 단축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37 

35 _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의 국제금융체제복귀에 따른 국제원조 재원현황 분석,” 한국

경제주평 통권 제274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7) 참조. 
36 _ Bradley O. Babson, “Implications of a bold switchover in security policy for 

involv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financing North Korean 

Development,” pp. 64-65; 세계은행 내부 비공개 자료(2003년) 등 참조. 
37 _ 전 세계은행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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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통계 분야 등 교육과 훈련 활동38, 포괄적인 경제평가와 개발전

략 수립, 쿼터 배정 등을 위한 정책대화 및 가입협상(약 1년 소요) 

2) 2단계: 우선순위 교육, 기술지원 제공, 각 분야와 제도에 대한 평가, 

투자 전단계 연구작업 등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신탁기금의 

조성

3) 3단계: IMF, IBRD, IDA의 회원가입과 북한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설립. IFC와 MIGA 가입(2단계와 중복될 수 있고, 필요하다

고 간주되는 경우 이 단계가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음) 

4) 4단계(장기): IBRD 차관 상환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

다른 국제금융기구 관계자의 개입시나리오는 보다 구체적이다. 지금

까지의 저개발국 혹은 체제전환국 지원 사례와 경험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북한 개입은 다음과 같이 상호 학습과정을 포함하는 기술지원이 

선행될 것이며, 프로젝트, 프로그램 원조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39

1) 기술지원(Technical Assitance)

2) 식량원조(Emergency/Food Aid) 

3) 부채경감(Debt Relief)

4) 특정분야 프로젝트 투자

5) 제도구축을 위한 지원

6) 정부예산 직접지원(Government Budget Support) 

38 _ 통계수집 및 분석관련 교육은 나라마다 달랐다고 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원 초기

에 인구통계자료는 양호한 상태였다고 한다. 
39 _ 전 세계은행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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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 등을 위한 부채경감으로 이는 주로 양자간 협상으로 진행

된다. 북한의 경우 적용여부가 불분명하나 검토는 필요하다. 북한이 미결

제 외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신용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자 차입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특정분야 

프로젝트 투자는 산업부문 투자를 포함하여 빈곤감소를 위한 투자, 농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투자가 포함될 수 있다. 제도구축을 

위한 지원은 장기적인 자본투자나 제도적인 발전, 또는 분야별 수용능력

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실제 최

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보면 수원국에 대한 직접적 재정이전은 순서상 

마지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지원

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기술지원이 선행될 가능성이 높

다. 베트남의 경우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정부 예산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초 개입에서 15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40 즉 북한 당

국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기술지원이나 프로젝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

지만 현금 형태의 자금지원을 지원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2. 금융지원의 대상과 절차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은 투자프로젝트, 개발정책 운영, 기술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탁기금을 포함한 무상지원(Grant 

Funding)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원조는 투자차관(Investment Lending)을 통해 특정 투자 부

문, 예컨대 철도, 도로, 항만 건설, 병원건립 등 특정 사업을 위해 지원된

40 _ 전 세계은행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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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로 물리적, 사회

적 인프라건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은행 차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물리적인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개발, 공공정책

개발 등의 제도적 인프라 건설에도 투자되고 있으며, 비교적 장기간 (5～

10년)소요되는 활동을 주요 영역으로 한다. 

보통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원국에 특별관리기관이 신설되

기도 한다. 프로젝트 진행기간은 보통 3～7년 소요된다. 원조제공국은 

프로젝트원조가 비용에 맞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며 그 성과가 비용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금융지원은 프로젝트

가 진행 중일 때 이뤄지며, 사전에 지원이 제공되지는 않고 특정 재화나 

서비스 비용 지불에 사용된다. 재화 및 서비스 조달은 사전에 동의한 원

칙에 따르도록 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 처리를 요구한다. 

프로그램원조는 보다 폭넓은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지출

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

책기반차관(Policy-based lending)’이 있다. 이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출에는 관련되지 않은 대신 정부가 동의한 개혁정책 수행에 지원되는 

원조 형태이다. 이는  ‘개발정책운영’으로 불리는 것으로 일련의 정책과 

제도적 개혁 이행을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한다.41  ‘정책기반차관’ (과거 

‘조정차관’으로 불림)42의 경우 원조제공국은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동의

41 _ 프로젝트원조와 프로그램원조에 대한 차이점 및 함의는 Paul Mosley and Marion 

J. Eechhout, “From project aid to programme assistance,” Foreign Aid and 

Development (Routledge, NY; Taylor & Francis Group, 2000), pp. 131-153 참조.
42 _ 개발정책자금지원으로 통합된 자금으로 1) 구조조정 자금지원(Structural Adjust-

ment Loan/Credit, SAL/C), 2) 분야별 조정 자금지원(Sector Adjustment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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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이 준수되는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호 동의한 

개혁프로그램이 경제 성장과 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조제공국은 이러한 지원이 수혜국 정부의 책임 아래 투명하고 건전한 

정책 지침을 바탕으로 지출되기를 기대하며, 조달(procurement)과 관련

된 지침은 따로 마련된다. 프로그램원조는 회원국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트랑슈(tranches)’의 형태로 지급되며 재화 및 서비스 

구입과 연계되지 않는다.43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은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거나 정부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한다. 즉 기술지원은 교육, 역량 강화 활동은 물론 

정부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와 자문그룹의 지원을 위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무상지원의 형식은 기술협력합의(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TCA), 제도개발기금(Institution Development Facility, 

IDF), 개발공여기금(Development Grant Facility, DGF), 신탁기금공

여(Trust Fund Grant, TFG) 등이 있다.

모든 형태의 지원에는 프로젝트원조와 프로그램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 즉 아이디어와 전문성 제공이 함께 이루어진다. 국제금융

기구는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단지 금융지원뿐 아니라 보다 

나은 프로젝트 개발, 정책과 제도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지 특정 프로젝트의 성과는 물론 전체 거시 경제 환

Credit, SECAL/ SECAC), 3) 프로그램적 구조조정 자금지원(Programmatic Struc-

tural Adjustment Loan/ Credit, PSAL/C), 4) 특별 구조조정 자금지원(Special 

Structural Adjustment Loans, SSALs), 5) 半 국가적 조정 자금지원 및 (Subna-

tional Adjustment Loans, SNALs) 등이 있었다. 
43 _ Daniel Morrow, Understan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 Intro-

duction,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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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개선을 위해 수원국과 정책 및 제도 개발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만들

고자 한다. 국제금융기구는 대부분의 원조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원조 집

행의 기획 및 실행 단계에 깊이 개입하는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사이클

(project cycle)을 따른다. 

1) 수요조사: 원조의 주요 형태, 요소, 범위에 대해 수원국 정부측과 협의

2) 준비: 주요 투자 부분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정책 변화, 수행 등의 

제도 조정

3) 사전 평가: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최종 분석 및 수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에 대한 진단

4) 승인: 원조공여기구에 의한 공식 이행 약속

5) 이행 및 감독: 동의 조건 이행 및 감독을 위한 수여국 스탭(staff)의 

정기적 방문 및 프로젝트 변경에 대한 동의

6) (사후)평가(evaluation):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시

사점 도출

프로젝트 형태에 따라 기간은 차이가 나며 보통 사전 승인 기간까지는 

6～18개월이 소요된다. 기간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보다 장기

간이 걸린다. 보통 국제금융기구는 재화 및 서비스 조달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한다. 이는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차단, 저가에 보다 

나은 질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 등을 위해서다.44  

프로그램원조의 경우 원조제공측은 수원국이 수행해야 할 정책과 제

도 개혁에 우선적 관심을 두며, 통상적으로 수원국이 이러한 개혁을 수행

44 _ 거액의 계약은 국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도 하나 양자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여국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연계원조’라고 한다. 개발원조위

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통계에 따르면 전체 ODA의 약 

7% 정도가 ‘연계원조’로 집계된다.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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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필요한 (단기적) 비용을 감당하기도 한다. 때로는 수원국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보상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프

로그램원조의 경우도 프로젝트원조의 사이클을 따르지만, 초기 단계에서

부터 바람직한 개혁프로그램에 주목한다. 프로그램원조의 경우 ‘이행

조건’이 수반되며 이는 곧 수원국과 공여국/기구 간에 금융지원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동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수원국

이 약속 이행에 실패할 경우 지원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세계은행은 기술지원을 

위한 유무상지원이나 투자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가능성이 높

다.45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개발정책운영은 세

계은행과 북한 사이의 신뢰 수준이 관건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중국도 초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개입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동반

하는 금융지원을 배제하여 왔다.46 

3. 금융지원 원칙과 규모: 북한 적용 

공적개발금융(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은 상환방식에 

따라 그 형태가 분류되는데, 크게 세 가지, ‘공적개발지원(ODA)’, 

‘공적원조(OA)’, ‘기타 공적개발금융(Other ODF)’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ODA가 전체 지원액의 약 85%를 차지한다.47 ODA는 대략 1인

45 _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 11. 
46 _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p. 56. 
47 _ OA는 주로 체제전환국 중 중-상위 소득국가에 집중되며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

고, ODF가 그 나머지 5%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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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민소득 900달러 이하인 나라에 집중되며 무상원조 혹은 양허성차

관의 형태로 지원된다. 이미 다른 금융재원으로부터 차관 도입이 가능

한 나라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 국가는 비양허성차관을 도입해야 하

는데, 북한의 경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차관도입으로 ODA가 해당

될 수 있다. ODA는 양자48 혹은 다자간 지원의 형태를 띤다. 다자

지원기구의 경우 최대 ODA 지원은 세계은행의 일부인 국제개발기구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를 통해 이뤄진다. 아

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2004년 세계은행 대출의 대부분은 

IDA를 통해 이뤄졌다. 

<표 Ⅳ-1> WB의 최근(회계 연도 02～05) 대출 규모

2002회계연도 2003회계연도 2004회계연도 2005회계연도

실제 실제 실제 예정

백만 US$ 백만 US$ 백만 US$ 백만 US$

프로젝트차관 300 106 591 255

개발정책차관
(조정차관)

500 190 190 700

총액 800 296 781 955

그 중(IDA 금액) 800 296 731 600

그 중(IBRD 금액) - - 50 355

자료: World Bank Group,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p. 24. 

48 _ 양자 지원기구는 곧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서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들이 해당된다. 다자지원기구라 함은 다자개발은행, 즉 세계은행, 

ADB를 비롯해 EC, UN 기구 (UNDP 등) 등이 해당된다. ODA의 대부분(2/3)은 양

자지원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중 80%가 무상지원의 형태로 지원된다. ODA 최대 

지원국은 미국과 일본이나 EU가 전체 ODA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

내 주요 기관으로는 USAID이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이 특별한 정치적 이해관

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예컨대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제협력은행이 최대 지원 기구이며 대부분 아

시아 국가들을 위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36 _ 국제 융기구의 북한 개입

IDA 기금은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지원되며 40년의 상환기간과 약 

0.5%의 서비스 비용이 추가된다. 최근에는 20% 이상의 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기

관은 세계은행그룹 IDA이다. IBRD 차관은 일반적으로 15～20년 만기

의 6～7%의 이율이며, IDA 신용대부는 0.5～1%의 연간 수수료를 제외

한 이자를 따로 물지 않으며 35～40년 만기이다. IDA는 1인당 국민총소

득(GNI)이 1,025달러 이하(2007회계연도 기준)인 국가나 IBRD 대출자

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에 금융지원을 한다. 

IDA 차관은 특히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제공된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06년 북한의 1인당 GNI가 1,108달러로 지원

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이나,49  국제금융기구 가입준비과정을 통해 보다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ID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IDA는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체 자금지원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공여국들의 재원보충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3년마다 열리는 IDA 재원보충회의(replenishment)를 통해 협상

이 이루어진다. 2005년(7.1)～2008년(6.30) 회계연도를 다루는 14차 

IDA 재원보충회의(Replenishment)에서 IDA는 81개의 자격국가들을 

대상으로 할당되는 340억 달러의 신규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

다.50 14차 회의의 특징은 무상원조비율이 크게 상승한 점이다. 과거에는 

49 _ 한국은행, “2006년 북한경제성장율 추정결과,” 한국은행 보도자료(2007년 8월 17일). 
50 _ 국제개발협회(IDA)는 2005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4차 재원보충회의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약 340억 달러의 신규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회원국들은 동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IDA 회원국들로부터 180억 달러, IDA 자체재원으로부터 160억 달러

를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5년 3월호), p. 107; 

만약 이 기간 안에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하게 된다면 북한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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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원보충 규모의 21% 한도 내에서 기술지원, 빈곤‧채무압박 국가

지원, 분쟁종식국 지원, 자연재해 복구, HIV/AIDS 퇴치 등 ‘특정 지원분

야’에 대해서만 무상원조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 한도가 없어

지고 수원국의 채무압박(debt distress) 수준에 따라 무상원조가 자동적

으로 제공됨에 따라 무상원조비율이 약 3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은 보다 많은 개발재원을 무상원조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IDA 지원자금의 양허성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51

일반적으로 IDA는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성과기준평가(PBA: Perfor-

mance based allocation)시스템을 따른다.52  이러한 자금 할당은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적 요건들을 갖춘 국가에서 지원이 최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과 스스로 좋은 정책을 통해 노력하는 국가에서만이 이러

한 노력이 효과적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IDA는 할

당을 위한 공식(formula)을 갖고 있다. 이 공식은 각국의 정책 수준과 

제도적 환경에 상당한 비중을 두며, 특히 경제정책의 운영(governance)

수준과 IDA프로젝트 이행 기록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공식은 각국의 

1인당 GNI에는 비중을 덜 두고 있다. PBA시스템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세계은행은 국가성과‧제도평가지표(CPIA)를 통해 각국의 정책과 제도

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 CPIA점수는 경제운용능력과 진행중인 IDA 프

로젝트의 이행 점수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이행등급

(CPR: Country Performance Rating)과 인구수 그리고 1인당 GNI가 

각국의 IDA 할당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성과배분주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1인당 기준에 따라 IDA로부

51 _ 위의 책, p. 107. 
52 _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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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최근 PBA 등급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1인당 12달러의 금액을 받았다. 그리고 하위 

20%의 국가들은 평균 1인당 2.4달러를 지원받았다. 결국 이것은 경제 

및 제도적 개혁의 수준에 따라 금융지원 규모가 달라짐을 보여준다.53  

<표 Ⅳ-2> 정책 건전성과 ODA 및 IDA 일인당 원조액54

ODA ($) IDA ($)

1990 1997～98 1990 1997～98

Good policy 38.8 28.0 4.7 6.5

Bad policy 44.1 16.4 2.0 2.3

<표 Ⅳ-2>는 수원국의 정책 건전성과 ODA 지원액의 추이를 보여준

다. 정책이 건전치 못한(bad policy) 나라의 경우 ODA 1인당 원조액이 

1990년 1인당 44.1달러에서 1997～1998년 16.4달러로 크게 감소되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IDA의 경우에도 건전한 정책(good policy)을 편 나

라의 경우 1990년 4.7달러에서 1997～1998년 사이 6.5달러로 상승했다. 

북한이 경제개혁 이행 속도가 느리고, 실적이 없어 PBA 등급의 하위 

20% 국가에 포함될 경우 최소 2달러에서 최고 5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 전체 인구가 2,300만 명이므로 해마다 4,600만 

달러 내지 1억1,500만 달러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세계은행 주주들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보다 많은 금액을 

53 _ Ibid., p. 6. 
54 _ David Dollar, “Some Thoughts on the Effectiveness of Aid, Non-Aid Devel-

opment Finance and Technical Assist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

opment, Vol. 13, No. 7 (October 2001), p.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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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IDA의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금액과 

향후 상향조정 여부는 북한의 경제개혁속도와 IDA의 프로젝트의 이행기

록 두 가지에 달려 있다. 

IMF 또한 5～10년 만기의 다양한 차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산하 기구인 빈곤감축 및 성장 지원기관(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이 세계은행의 IDA의 역할을 담당하며, 

IDA와 마찬가지로 1996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925달러 이하의 개

발도상국에게 차관을 제공한다. IMF는 다소 성격이 다른 지원을 하고 

있다. IMF지원은 단기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IMF 차관은 상환 기간 5년에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며, 이에 

더해 차관 수원국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거시 경제 정책의 변화를 이

행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IMF는 빈곤감소 및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이라는 저소득국가의 경제 

정책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부

분 이외의 영역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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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쟁점과 시사점 

일부 국내 선행연구55는 IMF ‘가입조건’과 관련하여 IMF에는 시장경

제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거나, 북한이 주요 경제지표

를 ‘IMF 가입 전’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북한의 IMF 가입의 ‘전제 

조건’이라는 주장은 IMF 가입조건을 상당히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이전 경험을 보면 가입이전 단계에서 통계정보의 공유수준은 

각 나라마다 달랐다. 북한의 경우 국제금융기구가 가입 협상과 병행하여 

통계수집 및 분석활동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가입

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56 가입 심사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경제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자료제출과 통계 수집 및 분석활동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IMF 가입 이후 회원국은 경제전반에 대한 통계제출과 IMF와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정책 조율 등 정책협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57 

경제지표제출 문제나, 정책과 제도의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

니다. 이는 북한 스스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과제이다. 

55 _ 선행연구는 1980년 IMF, 세계은행에 가입한 중국이 당시에는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

한 국가가 아니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중국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1979년부터 시작된 IMF 출장팀과의 가입 협상시 주요 의제는 중국의 IMF 

투표권 확보 문제, 대만 축출 문제, 중국에 공여할 양허성 자금지원 확보문제 등 중국

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기 위한 유인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차원의 협상이었

다. 통계의 정확성이나 통계제출의 성실성 등이 IMF 가입의 ‘전제조건’이 된 경우도 

없었다. 구소련 붕괴 후 IMF에 가입한 중동구 체제전환국들의 경우는 IMF 가입 신청

시 기초적인 통계도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가입 후 15년

이 지난 지금도 IMF로부터 통계작성에 대한 기술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장형수,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p. 47.
56 _ 세계은행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년 12월 1일). 
57 _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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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MF 가입과 경제지표 제출 문제 

국제금융기구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 그리고 기술지원 외, 수원

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함께 수행하는데 이는 수원국의 경제 상황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보다 나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창출하

기 위해서다. 세계은행의 경우 이런 분석활동은 ‘Economic and Sector 

Work (ESW)’라 불리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쏟

고 있다.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세계은행의 ESW 임무가 자신들의 경제 

개발 노력에 최대의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분석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수원국 정부, 대학,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58 국제금융기구는 대부분의 원조공여국과 마찬가지로 수원국

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작업, 프로젝트, 프로그램원조의 결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을 마

련한다.

잠재적 원조공여자 입장에서는 지원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의 기간 동안 얼마나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북한의 에

너지 및 수송 관련 공적 인프라의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실질적 자산 상황 및 평가에 대한 

세부 목록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도시 인프라와 관련하여 수도, 위생 

및 주택과 연관된 평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는 

북한 정부와 공동으로 공적투자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객관적으

로 평가하는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지원이라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58 _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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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계가 중요한 것은 초기 분석의 중요성 때문이다. 국제금융기

구는 중동부 유럽과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체제전환 초기단계에서 빈곤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개별국가와 접촉하기 시작한 순간부

터 공여자는 정부가 빈곤수준을 관리하고 빈곤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59  가구별 생활수준에 

관한 설문조사와 다른 도구들이 전반적인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사회

적 지원의 대상을 보다 잘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후자

의 경우 체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세계은행은 정부가 생활수준조

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했다. 이것이 정책 분석 및 분석지도

에 근거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대상 선정의 기초가 되었다.60

세계은행이 베트남과 러시아에 접근했던 사례는 북한에게도 적지 않

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베트남에 개입할 때 가장 기초

적인 가구조사(household survey)에서 통계수집 및 분석활동을 시작

했다. 세계은행의 생계수준측정조사(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를 베트남 현지에 맞게 수정하여(customized) Vietnamese 

Living Standard Survey (VLSS)를 조사틀로 만들었다. 3단계로 나눠 

접근하였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 예컨대 영양상태, 일

59 _ The World Bank Operation Evaluation Department(OED), Economies in Tran-

sition: An OED Evaluation of World Bank Assistan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4), p. 39. 
60 _ Daniel Morrow, “Aid to Transition Economies: Lessons of Experience,” Pro-

ceedings for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July 6-7, 2005),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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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섭취량 등에 대한 조사와 다음 단계에서 심도있는 가구조사를 체계적

으로 실시했다. 이 두 단계를 거친 후 정부부문과 거시경제에 대한 정보

를 요청했다. 정부부문과 거시 경제 부문도 처음에는 매우 제한된 정보

만 요구했다.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예산 규모로는 2/3 정도 였으며, 그

것도 베트남 정부가 공개하기를 원하는 정보만을 우선 받아들였다. 이후 

전체 예산의 95% 수준까지 요구했다. 물론 초기에는 예산 집행 그 자체

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듣기만 했다. 중요한 것은 구

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배경설명(background information)

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1990년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를 방문하여 그들의 경제 

계획에 대해 토론을 했다. 처음에 세계은행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계

획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발표가 끝난 후 “이런 이런 부

문에는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했다. 특

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고려가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을 

알려 주는 것으로 활동을 제한했다. 베트남의 경우도 초기에는 구체적

인 자문을 해주기보다 베트남에 대한 여러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

도 북한의 예산 지출과 국가계획은 매우 예민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부문에 대한 작성의 과정(process)은 토론을 통해서

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세계은행의 한 전직 임원의 아래

와 같은 조언은 참고할 만하다.61  

61 _ 세계은행 전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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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결과물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A라는 정책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았느냐, 

혹은 고려해야 한다” 등과 같은 정책 형성 “과정”에 중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이는 국가주인의식(country-ownership)과 정통성(legitimacy)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특정 프로젝트를 먼저 구상하는 것보

다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을 이러한 토론의 과정에 적절히 참여시켜야 한다

는 점이다.”

초기에는 최소한 민감한 정부, 군사부문 외 비정치적인 일반 경제, 사

회적 통계 분석 및 공유가 필요하다. 점차 정부관련 및 거시경제 통계 

공유가 요구된다. 일반주민의 영양상태 등 가구조사, 농업, 에너지관련 

통계로부터 경상수지, 무역규모, 외자유치규모, 공식/비공식환율, 대외부

채 등도 국제금융기구에서 중요시하는 통계들이다. 북한의 통계수집 및 

분석능력 결여 문제도 북한이 개선하기를 희망한다면 국제기구나 한국의 

지원역할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정책‧제도의 문제 

국제금융기구와 수원국 간 건전한 대화는 성공적인 원조 집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는 수원국에 대해, 수원국

은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역량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산적 대화는 수원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측이 서로를 협

력자로 인식하고, 공통의 목표와 장기간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인식

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공적개발금융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체 투자액과 비교해 보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국가 또는 소국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나 국내저축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민간

투자는 약간의 변동은 늘 있으나, 주목할 대목은 건전한 정책과 제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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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갖춘 나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62

최근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은 개발원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과거의 안보중심에서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국제규

범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통계와 관련된 협력 문제와도 연결된

다. 이는 북한이 현 국제금융질서 아래에서는 IMF, WB, ADB 등 국제금

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북한 경제개발에 소요되

는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투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작업과 동시에 기금을 사용할 북한 당국의 

제도적 수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원자금사용 

방법과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능력은 공여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즉 제도적 평가는 앞서 지적한 공적 투자에 대한 평가

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공여자는 어떠한 조건과 

감독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고 향후의 자금제공과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제공된 자금의 군사적 전용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므로,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도 및 투자에 대한 사전 조사

를 담당하는 그룹은 이 과정에서 복수의 공여자가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상호간에 수용가능한 표준적 지침

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금융지원의 규모와 개입의 정도는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제금융기구가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책 개입의 수준을 높이려 할 것이다. 중국은 초기 회원자격 획득과정에

서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적 개입 또는 구속력을 최소화한 나라이다. 당시 

62 _ 윤대규‧임을출,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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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분야는 다양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에 치중하였고, 제도적 또는 구조적 측면의 개선 역할은 한정되었다. 구

조개혁을 조건으로 하는 IMF의 지원은 가능한 자제하고, 세계은행의 지

원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시켜 국제금융기구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것이

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의 사례를 따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중국은 IMF에 가입할 당시 세계 9위의 분담액을 냈고 이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에 집행이사를 파견함으로써 발언권을 갖게 되었

다. 북한이 중국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63  

정책과 제도는 원조 효과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래서 원

조 제공자인 국제금융기구는 자금지원을 하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인적‧제도적 수용능력을 분석하고 파악하려 한다. 정책 건전도에 대한 

측정은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국가제도정책평가(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CPIA는 

거시경제 정책, 구조적 이슈들, 공공 부문 관리 및 거버넌스, 사회 통합 

등에 대한 20여 개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된다.64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수용능력 개발은 해당 지역의 국가가 자신들의 발전목표

를 성취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필요한 인간, 제도,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수용능력에 대한 분석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

에 개발 방향이나 전략,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 지출

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63 _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pp. 6-7. 
64 _ David Dollar, “Some Thoughts on the Effectiveness of Aid, Non-Aid 

Development Finance and Technical Assistance,” pp. 104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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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자원지원은 자금지원에 따른 이행조건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행조건은 원조제공자가 재정적 지원을 할 때 

내세우는 일련의 정책적, 제도적 요구사항이다. 국제금융기구가 내세우

는 여러 이행조건들 가운데 핵심은 공공거버넌스의 개선에 대한 요구이

다. 공공거버넌스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공적 관리능력을 말하며, 이

는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강조되고 있다.65  각 나라의 부

패를 감시하는 국제투명성기구는 앞으로 북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진출을 노리는 북한

으로서는 부패방지와 국가 투명성 확보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66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더라도, 개혁 수준이 낮을 경우 원하는 수준의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로부터의 양허성 

차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북한의 경제개혁 속도와 IDA 프로젝

트의 이행기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2. 향후 과제 

북한이 보다 조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세계은행과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형성은 북한 스스로 일정 

수준의 추진역량을 구축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아래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는 국제사회가 담당할 몫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목

65 _ 임을출‧최창용, “경제개혁과 이행조건 그리고 공공거버넌스,” 통일정책연구, 제
16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56. 

66 _ Radio Free Asia (200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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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그 이전 단계 혹은 동시에 실현가능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

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 기술지원의 조기 실현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라고도 불리는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의 목적은 국제적인 지식, 규범과 경험의 전수에 있다. 프로

젝트원조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개발을 위한 전문성 제

공이 해당되며, 프로그램원조의 경우보다 광범위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

책기획, 수행, 평가와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과 구별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역량 강화 외에 기술지원은 개발 정책과 개

혁 프로그램의 작성과 이행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담당자들

의 개인적 역량 강화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

술지원은 훈련, 교육, 자문서비스, 워크숍, 세미나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기술지원은 투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 지원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술지원은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환경 개선,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을 돕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 역량의 강화에 기여하며, 수

원국 정부의 양자 혹은 다자원조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술지원은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 참고할만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자체예산을 통한 집행

부의 연구사업(이사회 승인 불요)과 신탁기금설치를 통한 지원(이사회 승

인 필요)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추진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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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면 북한의 경제구조 강화, 개혁 중심역할을 담당할 인력양성을 위

해 기존의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67 IMF도 북한의 지원요청을 전제로 집행부 자체예산

을 통한 대북 기술지원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경우 통계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기르는 것이 우선적 기술지원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나. PRSP와 MDGs의 연계68

국제금융기구는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작업, 프로젝트, 프로그

램원조의 결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향후 3～5년간의 전략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

행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과 원조의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는 

대외부채 경감을 위한 협상수단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수원국과 대화

를 통해 향후 지원계획을 작성하며, 수원국의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적 

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원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작성하고자 한다. 

반면에 수원국에 대해서는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의 작성을 요구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향후 3년 

간의 개발전략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근거 등이 담기게 된다. PRSP는 

매우 중요한 전략 보고서로서 수원국의 개발전략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보다 나은 통제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개발

전략보고서는 보통 수원국 정부의 참여과정을 거쳐 작성되며 그 목적은 

67 _ 교육과정은 거시 경제(국민계정, 통계), 지배구조(공공재정, 조달), 사회부문(보건, 교육, 

사회보장, 노동), 금융부문, 농업지역개발, 기업환경 개선 등이 있었다. 
68 _ 기술지원과 PRSP의 관계는 임을출‧최창용.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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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의 주도권 (ownership)’에 있다. 이는 수원국 자체 내에서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보고서는 

빈곤감소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성장계획을 담고 있어야 하며, 거시 경

제에 대한 정책틀을 포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투자계획과 원조 

요청액 등에 대한 재정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수원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 지원 

활동이 상호협조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계은행과 

IMF는 모든 저소득국가로 하여금 금융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이 전략보

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이 이뤄

질 경우 우선 북한이 스스로 PRSP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69

PRSP 작성시에는 MDG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북한이 작성할 개발전략

의 우선적 준거 지표로 2001년 UN이 수립하고 선포한 ‘밀레니엄 개발목표

(MDGs)’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역시 UN가입국이므로 UN에서 합

의된 방식으로 개발전략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에 

유엔이 추진중인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

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개도

국 회원국에 대해 의무적으로 MDGs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MDGs는 보건의료교육 등의 지

원을 위한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식수, 위생, 자연환경, 에너지, 운송 및 

통신기술이 갖추어진 필수적인 기반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빈곤감소, 고

용창출, 정보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남북협력뿐 아니라 

69 _ 빈곤감소전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위의 책뿐 아니라 임을출, “북한의 개발협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 
평화재단 주최 제9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2007년 10월 26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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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국제적 연대와 

교류의 시금석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서 유엔을 비롯해 국제금융기구와 국내외 NGO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ODA를 보다 많이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개도국 가운데는 정부차원의 PRSP를 MDGs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경

우가 많다. 중국은 MDGs를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국민생활개선정책

에 적용하여 국가종합개발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MDGs의 목표달성

에 있어서 절대빈곤과 기아퇴치는 수원국의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공여국의 원조에 의존하거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이 분야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적절

한 정책수립과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전략과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UN 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유엔기구 또는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에 

의지하여 정부차원의 빈곤감소종합프로그램 즉 PRSP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ODA지원을 통해서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

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개발전략은 향후 북한이 IMF, 세계은행과 정상

적 관계를 맺는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확장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면, 기존

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체제개혁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 등의 경험에서도 충분히 실증된 바 있다. 

다. 특별신탁기금의 조성 

앞에서 제시한 가)와 나)의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은행은 빈곤감소전략신탁기금(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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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Strategy Trust Fund, PRSTF)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신탁기금공여는 말 그대로 기금 공여자로부터 신탁을 받아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세계은행 자체의 계정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따

로 관리된다. 이것은 특별한 개발 필요성(high priority development 

needs), 즉 기술지원이나 자문, 채무구제, 전후 복구, 공동 재정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탁된 기금의 관리자(administrator)로서 기금 공여

자를 대신하여 특정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대부분 세계은

행의 조직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식

이다.70  

특별신탁기금은 대부분 기술지원에 충당되는 일반신탁기금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구조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세계은행의 IDA 차관과 동일한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물론 주요 공여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비용이 들겠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에 가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조정비용보다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

라고 예상된다. 북한의 향후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라 특별신탁기금 

구상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회원국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적지 않

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사례들71에 비추어 볼 때 북한

70 _ The World Bank, Guidelines and Operating Procedures for Application, Ap-

proval, and Execution of Grant, Japan Social Development Fund (JDSF) (The 

World Bank, 2004) 참조.
71 _ 1993년 세계은행은 비회원국인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자지구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일에 참여한 바 있다. 2000년 6월까지 가자지구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은 4억 달러가 조성되었다. 이는 세계은행의 이익금 3억 달러 및 기타 

공여국 원조로 이루어졌으며, 팔레스타인에서의 다양한 개발프로젝트에 개발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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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접근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72

라. 국제자문그룹의 구성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세계은

행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 유엔기구, 비정부단체 (NGO) 

등 관련 주체를 포함시켜 국제자문그룹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한국은 자문그룹의 설립 및 운용 그리고 원조 조정에 있어 세계은행과 

함께 주요 공여국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자문그룹은 첫째, 다수의 공여국과 협상할 외교능력이 부족한 

수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합체로서 기능한다. 둘째, 공여국 및 기구의 

입장에서 다자간 정책대화 메커니즘으로서 중복된 지원을 방지하고 공여

된 자원의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셋째, 공여

국 및 수원국 모두에게 양자간 대화채널보다 국내정치적 가변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 UNDP 활용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회원이 주는 혜택과 회원가입 이후 감당해야 

할 현실적 책임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국제금융기

구들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북한 관료들을 국제금융기구의 

로 활용되었다. 또한 1999년에 세계은행과 ADB는 공동으로 동티모르를 위한 신탁기

금을 조성하였다. 기금의 조성에는 세계은행의 수익금 및 일본, 포르투갈 및 호주 등의 

공여국이 참여했다. 당시 동티모르는 세계은행 및 ADB의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이 기금은 동티모르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72 _ 신탁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장형수‧박영곤,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

개발 지원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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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초청하거나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프로그램, 예비경제조사에 관

한 훈련을 제공하는 UNDP와 함께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73  

UN이 베트남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앞으로 북한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에는 중요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1986년 이래로 베트남은 공산주의라는 

일당체제를 고수하면서 중앙집권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제도적 전환

을 추진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북한이 그랬듯이 초기에 장기간의 구조조

정 프로그램을 따르기보다는 ‘실천을 통한 학습’이라는 점진적 변화를 추

구했고, 미국의 제재조치로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저지당했

다. 1975년～1993년 사이 UN은 UNDP를 통해 기술지원, 훈련, 베트남 

정부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베트남 주재 UNDP는 1990년까지 베트남의 경제회생에 집중적인 노

력을 기울였다. 같은 해에는 ‘경제관리능력 강화’ (Strengthening 

Economic Management) 조치를 취했다. 이는 중견 정책 결정자들을 

시장경제의 기능에 익숙하게 만들어 경제개혁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시키

기 위한 것이었다.74  UNDP는 베트남 정부와 1993년 전까지 28개의 경

제관련 구조개혁 보고서를 작성했고, 1985년～1997년 사이에는 훈련, 역

량강화에 7,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1990년대 초 베트

남에 국제금융기구 등 다자기구의 개입이 가능해진 이후, 베트남 경제가 

비교적 빠르고 성공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경제체제 전환의 토대를 

제공했다. 1979년부터 대북지원 활동을 시작한 UNDP는 긴급구호활동

73 _ Peter Beck & Nicholas Reader, “Regional Actors’ Role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Proceedings for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July 6-7, 2005), p. 11. 
74 _ Gus Edgren and Dharam Ghai, “Capacity Building for Eradicating Poverty in 

Vietnam: An Impact Evaluation of UN System Activities in 1985～1997,” 

(UNDP, Hanoi, Februar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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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면서 2005년 초에는 2,000만 달러 규모의 체제이

행 프로그램($20 million transition program)의 초기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정부와 협상을 한 바 있다.75

바. 법제도 개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시 대상국의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각종 법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재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76  북한처럼 외부 경제와 단절된 상황 하에

서 국가의 주도하에 제한적으로 외국과 무역이나 거래를 하는 사회주의

권 국가들이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되어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법질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 스스로 해결하기

는 어려운 과제다. 그 동안의 체제전환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제

금융기구들의 지원이 있을 때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다. 

더구나 법제도 개혁은 기술지원의 형식으로 회원국 가입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소련이 회원국이 되기 전에 받았던 무상지원의 다른 방

식인 ‘기술협력합의’77도 가능할 것이다.

75 _ Peter Beck & Nicholas Reader, “Regional Actors’ Role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p. 11.
76 _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76. 
77 _ 구소련 말기 당시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1년 세계은행은 ‘기술협력합의’의 이

름으로 당시 비회원국이던 소련에 3,0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지원을 한 것이다. 이때의 

합의 내용에는 법적 기술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새로이 출

현한 독립 국가들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벨라루스 등에 계속 지원되었다. 

이때의 법적 기술지원은 이러한 독립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잘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하는 데 주로 집중되었다. 예를 들면, 은행법, 외국인 투자법, 사유화법 

등이다. 윤대규, 법제도개혁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관한 연구,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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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핵화조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이 시작될 경우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이며, 금융/비금융지원이 

어떤 조건, 원칙아래 제공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정식 

회원국 가입지원을 위하여 단계적 혹은 동시적으로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국제금융기구 개입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의 규모는 많지 않을 뿐더러, 이는 북한의 제도나 

정책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최근 국

제금융기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은 과거의 안보중심에서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국제규범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이 스스로 제도나 정책을 개혁하는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

터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규모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제도나 정책 

개선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원칙 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한다. 

북한이 핵폐기를 조기에 이행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는 정치적 원조차원에서 보다 많은 금액의 자금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및 정책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정치적 성격의 자금지원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빈곤퇴치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은 많은 체제전환국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자금의 제공만으로는 북

한이 처한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최종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초기 

단계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외자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실제 경제개혁 전

략의 수립 시점에서부터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공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 및 제도의 구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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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중국, 베트남 사례 등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가치는 직접적 금융지원 규모

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최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보면 수

원국에 대한 직접적 재정이전은 순서상 마지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

서 살펴본 대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개입 시나리오에 따르면 직접적 재

정지원보다는 비금융지원 성격을 가진 기술지원이 선행될 것이다. 따라

서 가입준비 단계 혹은 이전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을 최대

한 조기에 이끌어내어 법제도의 개선, PRSP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의 작

성, 통계 수집분석 능력 등 국가, 조직 및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은행, IMF의 정책조언, 원조 통합 조정 능력 

및 원조의 촉진 기능과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역할 등에 주목하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많은 

체제전환국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조적, 제도적 변화는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

원자들은 참을성과 유연성을 갖고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개발지원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적으로는 한국도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주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역

량을 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북한지

원은 단순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지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견인해야 한다. 한국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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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구의 북한 경제개발지원 등 국제협력을 능동적으로 견인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 노력과 더불어 국제협력 추

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이뤄지면 북한 체제가 보다 역동적인 시장주도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국제금융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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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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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 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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