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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및 연구목표 

제1절 연구배경

1. 연구개발 필요성

□ 남북접경수역(NLL), 북한 동해와 서해, 이어도 수역,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는 중일, 미국 간의 패권경쟁으로 안정적 해

상활동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국 위협요소와 대응 방안(시나리오) 제

시가 시급

○ 국제중재재판소의 2016년 남중국해 판례에 따라, 남중국해는 중국과 미국, ASEAN

국가간 갈등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 세력간 갈등은 동중국해와 황해, 동해 

수역까지 확대될 수 있음 

○ 따라서, 한반도 주변수역의 국가간 협정과 해양활동에 대한 법적 해석, 지역질서(지

정학적) 이해에 기반한 정부의 의사결정 지원 기반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

○ 정부정책결정 지원은 주변국 동향분석(해양관할권 확대 양상과 정책), 핵심해역에 

대한 국가간 이해도(圖), 상호관계, 해양경계 입장과 관할권 행사 범위(최대, 최소)

등을 분석하여 행위별 국가간 충돌가능성과 법적 대응방향을 제시 필요

□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한일간 대륙붕경계획정(일부) 외에는 해양경계선이 부재

하여 전체 해역에서 해양갈등이 야기되며, 단순한 어업활동에서 해양과학조사,

공선 활동 증가, 국제범죄 증가, 자원개발시도 등 갈등 양상도 복잡하게 진행

되고 있음

○ 주변수역의 갈등양상에 대한 이해는 군사적, 非군사적 영역에 대한 기초 정보를 기

반으로 하여야 하며, 군사적 정보는 주요국의 해역별 가치평가와 전략적 평가를 중

심으로 진행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주변수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가상 중간선 인근해역에서의 해상활동이 급

격하게 증대되고, 국내적 정책(기본계획)이 제시되는 등 장기적 측면에서 해양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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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힘의 투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모니터링 할 필요 

□ 지역해 협력을 위한 추가적 조치로 해양분야 비전통적 위협요소 공동대응을 

위한 관리협력체계 구축(환황해 포럼, 환동해 포럼)과 남북 해양협력 환경 조

성

○ 지역해의 단계적 협력 기조(지역포럼)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해양자원의 최적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비전통적 위협요소에 공동 대응하는 등 동북아 해양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

요

○�역사적 문제와 영토문제 등 경성적 대립구도가 강한 동북아에서 “해양의 비전통적 연성이

슈”를 중심으로 지역협력과 남북한 해양이용협력 및 통일시대 해양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

됨 

*�동북아 해양이용의 갈등완화 및 평화적 관리협력 환경은 “해양이용과 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의 환경적 조건과 
연계되는 바,�지역공동체 협력을 남북한 특수 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자협력 범위로 수용함으로써 저개발국으로
서의 북한 자원의 무차별 훼손 방지와 이용 효율성 확보를 공론화,�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주도형 해양정책 
수립을 도모할 필요

- 해양환경, 해상교통, 해양병원체, 자원개발, 해양경계획정, 국제범죄 등 동북아 국가가 공통

으로 직면하고 있는 초국가적 비전통적 해양위협요소에 대한 갈등요소를 분석, 연성적이고 

다자주의적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북한 해역별 주요 자원부존(현황)과 해양을 둘러싼 정책(백서, 계획, 법 등)

정보의 DB구축을 통해 통합 해역관리 기반 구축 시급

○ 북한의 해양수산정보는 국내와 일본 중심의 문헌 조사에 제한적이어서 해역별 정

보룰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계에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해

양학자간 직접교류, 러시아와 일본, 중국을 활용한 추가 정보 수집 등의 작업이 추

진될 필요

○ 북한 해양수산 정보구축을 통해 북한의 해역별 자원이용가치평가와 해양자원 관리능

력을 배양함으로써, 남북한 주변해역의 평화적 관리협력 체계와 해양정책 공조의 단계적 

수립이 긴요

○ 북한 ‘해양자원’의 활용과 보전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요소이며, 해

양환경조사 - 자원이용과 보전 - 해양과학기술 협력 등의 추진을 통한 통일시대 해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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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수립이 시급이 요구됨

□ 북한해양자원의 무차별 남획방지를 통한 남북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확보필요

○ 남북한 해양협력의 제고는 현재 제3국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북한 해양자원

의 남획을 최소화하는데 조력할 수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의 양식기술·수산자원

가공·수산자원 환경연구 등 북한의 능력배양과 남북 수자원 보전 및 주요 어종 유입 등 

상호 win-win형 협력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해해양광물자원(석유가스)개발협정,�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외에,� NLL�주변과 동해에서 북한 해양
자원을 무차별 개발을 진행하는 바,�통일에 대비한 해양자원 관리협력이 시급

○ 남북 해양수산분야 협력을 통해 남북 월경성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질서를 회복하

고,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민의 어획량, 국민 수산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기반 

보호 필요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해양경계 미획정수역과 남북 접경(NLL)지역 등 분쟁요소와 대응 시나리오 작성

- 서해 5도 주변수역(NLL포함)과 한강하구, 동해 NLL, 대화퇴어장 등 갈등현황도(圖)

- 한반도 주변수역별 주요 갈등요소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분석도-대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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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역별 주요 자원부존(현황)圖 작성과 해양수산정보 DB구축

- 남북 해양전문가 직접교류, 남(북)러/남(북)중 해양협력으로 북한 해역별 및 해역연

계형 육지역의 인프라 현황 정보 등 해양수산정보 구축

- 해역별 협력의제 도출과 북한의 해양정책(제도, 법) 분석, 정보제공 기반 확보(대외)

○ 지역해(광역해역, 국지적해역) 해양분쟁, 갈등요소 도엽화로 정책대응

- 광역 해양안보(전)도 (1건/연) 및 핵심해역별 안보도(3건/연) : 국가정책결정과 의사

결정 과정의 개념적 이해 제고를 위해 가능한 모든 갈등 상황을 도엽으로 작성

- 주요 해양공간의 갈등관계는 대부분 관할권 주장 중첩현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주변국의 주장 범위와 정책 방향을 함께 분석하여, 최종 대응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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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는 지역해 갈등 환경 역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동일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주장 근거와 차이, 우

리나라 영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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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정책 및 기관 임무와의 연계성

(1) 국가해양영토관리체제구축 등 해양과기원의 설립목적,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

○ 본 사업은 남북한 해양관련 법제도(용어 등) 비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협력 기반 

구축, 동북아 해양분쟁 대응, 통일대비 주변해역 해양공간관리 기반구축 등 경영목표

로 설정된 ‘우리바다 지키기’ 목적 달성에 기여

*�정관 제2조(목적):�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응용 및 실용화 연구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훈
련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

○ 본 사업은 동북아 해양의 평화적 관리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해양과기원「이사부 

프로젝트」의 5대 전략목표 간 협력체계를 도출하고 중점전략인 “국가사회적 해양현안 해

결”에 기여

(2) 기관(부서)의 고유기능 이행을 통한 국정목표 지원 및 선도적 역할 확보

○ 우리원의 정관 제4조(2호)에 부여된“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연구”에 해

당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협력 기반 구축, 동북아 해양분쟁 대응, 통일대비 

주변해역 해양공간관리 기반구축 등 경영목표로 설정된 ‘우리바다 지키기’ 목적 

달성에 기여

○ 동북아 해양의 관리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해양과기원「이사부 프로젝트」의 

5대 전략목표 간 협력체계를 도출하고 중점전략인 “국가 사회적 해양현안 해결”에 

기여

○ 우리원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이며, 동시에 해양과학정보에 기반

한 법적 대응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가장 체계적 기관임. 해양질서가 지역 세력갈

등 기조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현상을 직시하고, 정부의 해양현안 정책지원 수요에 

대한 단지– 중기 – 장기적 대응방향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아젠다(정부 140대 국정과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와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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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62(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90(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

통일 구현), 93(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추진 등, 해양문제 현안대응과 장

기적 남북관계의 주도적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급

○ 국정과제 중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등

의 문제는 본 사업에서 ‘해양경계 미획정수역’, ‘남북 접경지역’ 관리, ‘지역해 갈등

구조 분석’ 등의 문제와 연계되며, 해역별 갈등구조와 요소, 대응방안을 통해 지원

가능

○ 본 사업은 남북 간 화해협력을 적시하고 있는 국정과제 제90번, 제93번과 연계되

며, 남북한 해양학자간 직접 교류와 학술회의를 통해 해양자원의 통합적 기반 구축

을 위한 선행 연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행은 동해안과 서해안의 경제축을 연결하는 작업과 연계

되어, 본 사업의 북한 해역 및 육상 인프라 정보 구축과 관계가 되며, 남북한 간 

경협 개시의 환경적 여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음 

○ 특히,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위해서는 해역별 ‘국제법

적 성질’과 ‘남북한 국제법적 및 국내법적, 남북한 간 특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야 하는 바, 본 사업의 정책지원 가능성을 제고 

○ 국정과제 93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을 통해서 ‘駐러시아 모

스크바 북한 대사관’을 매개로 하는 남북 해양학자간 직접교류를 꾀하고자 하며,

북한 전문가 및 기관 관계자를 통한 북한 해양수산정보 습득과 교류체계 구축에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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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기대성과

1. 연구목표별 추진전략

□ 핵심해역 및 지역해 갈등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해군,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수

요를 도출하고, 해역별 갈등을 국제법적, 지역질서(패권) 환경변화와의 연계성을 검

토하여 작성

○ 현재, 핵심해역과 경계미획정 수역의 갈등양상은 불법어업 중심에서 군사적 충돌,

군사활동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바, 해역별 법적 성질과 구조, 갈등양상에 대

한 대응방향 설정이 필요

○ 연구 내용의 일부 범위는 대외미공개 성격을 포함하는 바, 필요시 외교부/해수부/

해경청/해군 등과 유기적 연계성을 통해 공개 범위를 설정하며 접근

○ 해역별 법적 해석은 KIOST중심으로 추진하되, 현황 파악을 위해 기관별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주기적 접촉을 통해 수행하고, 관련 결과는 도엽화하여 관련 기관에 제

공

해역 인접(국/주체) 갈등요소(가능) 현황 비고

서해 NLL 북한, 중국
군사충돌, 제3국 어

업
불법어업, 군사활동

동해 NLL 북한, 중국 - 불법어업

한강하구 북한, 중국 자원 불법어업 

황해 중국, 북한 자원 불법어업, 자원탐사

경계미획정

동해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자원

불법어업, 영유권, 

관할권 행사범위

이어도 중국
군사활동, 자원, 해

양과학조사
관할권 행사범위

동중국해 일본, 중국
해상교통로, 군사활

동, 자원
관할권 행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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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해와 남북해양분야 협력을 위하여 한반도 주변수역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동북

아 해양갈등 요소를 분석하고, 평화적 협력 방안 수립에 기여 

○ 사업 영역은 동북아에서의 해양분쟁 연구를 선행 연구하고, 동북아 국가의 공동협

력 과제를 도출, 일차적으로는 남북긴장완화 환경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이차적으

로는 동북아 다자간 협력이 ‘해양’을 매개로 하도록 추진

○ 동북아 해양을 둘러싼 긴장과 남북해양협력은 KIOST의 연구영역(해양조사 - 제3국

의 북한 자원 남획으로 인한 어획고 감소 등 지역현안 - 해양경계획정 등 국가정책지원 -

해양자원개발(수자원, 광물, 에너지) - 해양환경(지질, 지형, 생물다양성 등) 및 추진방향과 

일치, 영역별 자문을 병행하며 추진 

- 동북아 해양협력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해양의 평화적 관리협력은 ‘제주도’를 거점

으로 하는「필리핀 → 대만 → 중국 → 일본 → 한국 → 북한/러시아」참여형 “한

반도 아열대화에 따른 해양질병협력센터”를 구축 → 지역해 해양협력 거점으로 활

용(추진 예)

□ 목적 달성을 위해 지리적 범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남중국해(ASEAN), 북

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주요 연안국(실체)으로 하며, (1) 동북아 갈등구조의 이해와 

협력요소 도출은 참여연구진과 국내 영역별 전문가를 활용하고, (2) 남북해양협력

사업은 북한 해양진출 경험이 있는 국가(중국, 러시아, 일본)의 정보협력을 적극 추

진하며 이행 

○ 동북아 해양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한 갈등형 이슈와 협력형 이슈가 혼재하며,

경성적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이슈는 주권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희박

함

- 반면, 새롭게 등장하는 비전통적 해양이슈는 국가별 정보교류와 공동대응 필요성이 

강한 바, 외교부와 연계한 지역다자간 협의체에 의제로 상정 가능성을 제고하며 추진 

- 특히 지역적 패권 장악을 위해 대립되는 중국과 일본 보다는 양자간 갈등의 완충지

대를 형성하는 한반도 중심의 해양의 평화적 관리협의체를 형성, 의제별 대응거점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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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해양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국, 해역별 정보제공국, 남북교류 중개거점국 선

정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북한의 해양정보(해양공간이용, 해양광

물, 어족자원, 해양생물다양성, 에너지자원, 수자원, 해역별 국제협력현황)와 해양연구

현황 등임 

○ 구축된 1차 정보는 정보구축인프라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폐쇄형과 개방형)하고,

북한의 해양자원 관리와 환경을 분석, 남북해양수산협력 과제를 도출하는데 활용,

장기적으로는 남북 통합형 해양공간관리, 자원관리 계획 수립에 활용

○ 북한 해양정보 접근과 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일본, 중국의 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며, 특히 북한 서해와 동해 해역의 조사와 자원확보

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전문가를 통한 전반적 자료수집의 수월성을 확보할 예정

○ 러시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간 매개 역할로 활용하고, 특히 駐모스크바 북한대사관 

관계자를 적극 활용, 남북한 해양협력의 신뢰성과 안정적 협력 기반을 확보토록 함

□ 본 사업은 (1) 북한 해양정보수집, (2) 남북해양교류, (3) 북한 해양관련 체계와 법

령, 남북용어자료, (3) 남북한 해양공간가치와 해양이용계획, (3) 동북아해양갈등과 

협력요소 도출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바,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 협력이 필수 

○ 남북교류와 정보 구축을 위해 먼저 러시아, 중국, 일본, 駐러시아(모스크바) 주재 북

한대사관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해역별 정보는 러시아, 중국, 일본을 중심

으로 확보

○ 對北인사 접촉 절차의 수월성을 위해 통일부,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 창

구를 유지하고,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을 통한 통일시대 준비’ 사업방향과의 협력틀

을 유지

○ ‘남북의 정치적 환경’에 의한 과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협력창구는 ‘러시아 - 駐

러 북한대사관’으로 단일화 하고, 정보 확보는 양자간 세미나, 전문가 및 기관을 활용

하여 추진

□ 지역해 협력을 위해 ‘환황해포럼’과 ‘환동해포럼’을 구축 운용할 예정인 바, ‘15년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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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선행 연구를 통해 ‘환황해 포럼(가칭)의 운용을 시도한 바 있음. 포럼의 안정적 추진

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영역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  

○ 특히, 러시아는 모스크바 외에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태평양 수산연구센터를 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일본은 수산총합연구소와 해양정책연구재단 외에 북한관련 주

요 연구기관인 동아시아 무역연구회와의 교류를 개시하고자 함

○ 일본은 수산물 수요 급증 및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질서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

니터링을 하고 있는 국가로서, 북한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북한 정보의 기본을 확충하는 작업으로 추천

될 수 있음� �

○ 중국은 여전히 북한 해양수산정보의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이면서, 통일 한국의 해

양자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국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위탁연구 범위를 확

대(기관, 참여 전문가)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함

○ 특히, 두만강 포럼 등 북한 관련 지속적 국제학술행사의 주관자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결과의 습득 및 북한 학자들과의 점진적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관련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인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중국 국제법 및 해양법, 정치학 

관련 전문가 활용 역시 함께 수행 예정임

2. 추진체계

○ 연구는 KIOST 해양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해 갈등, 핵심해역 갈등분석을 선행

하고, 북한 해양수산정보는 외부 북한연구 전문가, 중국/러시아/일본 문헌연구 선

행과 주요 북한 육상인프라 현황 분석을 기초로 진행

○ 해양정책연구소는 법학(국제법, 국내법), 정책학, 지리 GIS, 해양공간계획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질서와 북한 해양공간 가치를 총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 

○ 단, 실무적 갈등양상과 현황에 대한 연구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기관)를 활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해경, 해군, 해수부, 외교부(외교원) 등의 기관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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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수행을 위해 러시아, 일본, 중국 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중국은 북황해

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요 인사 리스트를 확보한 상태이며, 해당 학자를 

중심으로 원고 및 세미나(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

- 중국 전문가는 북한 학자와의 정례 모임을 갖는 연변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참여

의 폭을 확대 

○ 북한 학자들은 駐모스크바 북한대사관을 매개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초기

에 통일부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추진  

- 駐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은 이미 ‘14년과 ’15년, ‘16년 협력관계를 추진해 온 

바, 해양관련 정례 포럼의 재건에 큰 장애 요인은 없음

3. 기대성과

○ 해역별 갈등요소를 유형화하고 주변국의 해양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과 정부 대응 시나리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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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경계미획정 핵심해역 별 분쟁요소를 사전에 유형화하고 갈등 발생시 즉

각적인 정부 대응(시나리오) 전략 구축

-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권익 침해요소에 대한 정책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우

리나라 관할수역에 대한 관할권  

○ 북한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강화와 정부의 남북한 해양협력 의제 도출 및 정부

의 남북협력 사업화에 기여 

- 북한 수역의 자원 부존 및 (육상-해상)인프라 현황분석을 통해 해역별 남북협력 사

업을 도출하고, 북한의 협력 적지 선정에 기여

- 경제협력에 제한된 남북한 협력의 범위를 해양분야로 전환하고,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양산업 정착형 과제로 확대 가능

○ 북한 해역별 자원 부존도 작성으로 남북한의 해역별 자원 통합관리 기반 확보

- 문헌 정보에 제한적인 북한 수역별 자원량의 도식화로 정부의 해양분야 통합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한 해양 및 자원의 통합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 

○ 해양경계미획정 상태인 핵심해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자원 및 관할

해역 확보에 기여

- 황해, 동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주변국의 공세적 자원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정책 결정의 (국제법, 판례)법적 근거와 대응력을 강화

- 해역별 해양권익 침탈요소를 억제하고 해양자원 이용 및 개발 기회 확대, 해양경계

획정 협상력 제고에 기여

○ 북한의 자생적 해양자원 관리능력 제고로 한반도 해양자원의 지속가능력과 안

정적 공급원 확보에 기여

- 북한 해양자원의 관리능력 강화는 북한의 자생적 해양자원 이용 능력을 강화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력 확보에 기여

- 제3국에 의한 무차별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남북 월경성 자원의 건강생태계를 보전

하고 어민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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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해양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북한 해역별 정보는 남북한의 단계적 해역(통합)관리, 해양자원관리 정책수립에 기

여할 수 있으며, 통일 전단계에서 ‘특정해역(도서) 중심의 MSP' 모델을 구축, 남북 

해양관리의 틀을 형성하는데 조력

4. 활용방안

○ 한강하구, 서해와 동해 NLL, 한중 관할권 주장 중첩수역, 동해 북한수역에 입어하

는 중국 어선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이행력 제고와 해양관리역량 제고

- 해역별 법집행 근거의 모호성과 정책적 의지의 혼란은 관할해역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해양자원의 보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법해석의 명확성을 통해 

핵심해역, 관할권 주장 중첩수역에서의 안정적 관리기반 확보에 기여

- 우리나라는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양자간 협정체제에 진입하는 제3국 어선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제분쟁 가능성을 차단, 해양권익 수호와 국민의 국가정

책 신뢰도 회복에 기여 

○ 북한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력 제고를 통한 우리나라 수산자원 훼손 방지

- 북한은 해양이용기술의 한계, 현대화된 선박의 부재, 해양의 이용을 위한 조사체계의 

부족, 자원이용과 개발을 위한 예산부족 등으로 해양자원개발을 사실상 주변국에게 

위임상태

· 이는 북한 해양자원이 중국 등 제3국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남획되는 결과를 낳았

으며, 통일시대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남북한 어족자원의 지속가능

한 이용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는 원인이 됨

· 실제, 중국의 북한 어족자원 선점과 무차별 포획으로 북한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

용과 질서가 붕괴, 그 결과가 우리나라 동해 수산자원의 관리와 적정 이용정책,

어민의 어획량과 수익, 국민 수산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불안 요소로 등장 

-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남북해양수산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의 해역별 자원이용 방향

을 제시, 영역별로는 해양과학기술협력을 통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북한 해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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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활용가능  

· 남북해양협력은 일방적 북한 지원이 아닌 북한의 해양자원 이용 능력배양이 (1)

북한의 자생적 해양생산력을 제고하고, (2) 해양자원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며, (3)

남쪽으로 이동하는 어족자원의 남획을 방지, 남북이 지속가능한 이용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해양공간 가치와 해양경계획정 방향 등 통일한국 해양영토 확보에 활용

- 북한의 서해, 동해 자원의 다수는 중국과의 협정을 통해 사실상 선점, 우선사용권이 

양도된 상태로 판단되며, 이는 북한의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능력 부재, 가치평가 부

재 등에 기인함

· 본사업의 특정 해역 MSP, 남북 해양공간의 공간가치 평가와 해양이용방안 수립은 

현재의 북한 수역 이용방향을 설정하고, 통일시대 해양자원과 공간의 합리적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가능 

- 북한은 러시아와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하였으나, 중국과는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하지 

않은 상태임. 이는 중국 어선과 중국기업의 무차별적인 북한해역 진입 사태를 형성

하고 있음

- 향후, 본 사업의 연구결과는 북중간 해양경계획정 방향성을 함께 도출할 예정이며,

결과물은 남북 협력사업으로 제공, 북한의 최대 해양관할권 범위를 인지시키고, 대

중 협상력을 증대시키는데 활용 가능 

· 종국적으로는 통일시대 한국 해양영토의 최대, 최적 확보정책에 활용가능하며, 통

일전단계의 남북신뢰도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의 북한 해양자원 이용, 개발 범위 

확대에 활용

○ 북한해양법제 이해를 통한 남북협력체계 구축과 통일해양정책 수립에 활용

-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라 해양관련 상당한 용어는 중국어에 기반하고 있

으며, 이는 향후 남북협력의 기초적 해석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에 달함

· 이에, 본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북한 해양법제이해는 남북한 해양관리체계와 법제,

관리행위, 관리수단, 주요 대상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해양협

력 사업 추진상의 불필요한 오역을 방지하는데 활용 

- 본 사업의 결과물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남북한 해양정보 교류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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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재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 운용 등 통일시대 대비 해양인프라의 조기 통일

(정상화)시스템 구축과 해양을 통한 북방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활용 

- 기존의 수산분야 남북협력은 對北지원 보다는 단순 교역(반입)이 주를 형성하였다

는 점에서 상호이익형 협력구조는 미약한 바, 북한 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지속

에 중점을 둔 연구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 → 관리체계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협

력 환경조성에 활용

- 북한해양법제 이해를 통해 대북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오해의 문제를 방지하고, 국

가의 對北정책 수립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민감성을 해소하는데 활용가능

○ ‘해양’분야 지역협력 이슈로 도출, 지역해 협력 이행에 활용

-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동북아 해양분쟁과 역학관계의 이해, 실제 협력 가능한 

요소도출과 실천 가능한 주제는 지역해 협력과 주변해역 안정화에 기여 

- 동북아 해양협력은 사실상 지역해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국의 지역거점화와 공동연구 시행력 확보 →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센터 

구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의제들인 바, 우리나라의 지역갈등 조정력 제고에 활

용

- 본 결과는 동시에 해양정보에 대한 “정보구축 → 처리 → 해석 → 공동대응”의 과

정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지역적 협력 - 국가적 조정력 - KIOST의 역량” 지원의 

순환구조를 형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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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8년도 성과목표별 연구 추진 내용 

제1절 연구영역별 추진 

○ 본 과제는 크게는 2개의 연구 영역, 구체적으로는 세 개의 연구영역으로 추진되는 바, 전자

에는 (1)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정기포럼), (2) 미경계획정 수역(NLL, 한강하구, 이어도, 황해

/동해/동중국해) 갈등 관리를 대상으로 함

○ 세부적으로는 (1)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정례포럼), (2) 북한의 해역별 해양수산정보구축 및 

통합형 관리정책 수립, (3) 동북아 지역해 및 미경계획정 수역 갈등 대응을 중심으로 함  

[그림] 주요 협력기관 및 중점 협력기관



- 18 -

○ 이에, 과제 추진체계는 2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국내외 협력기관 및 연구결과의 

정부정책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남북해양수산 협력은 북한의 해양수산정보 확보와 구축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북한과의 직

접교류와 직접정보를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간접자료 

취득의 지속을 위해 환황해 포럼(한·중), 환동해포럼(한·러, 북한) 운영을 선택적으로 취하

고 있음

○ 북한의 직접정보를 위한 교류는 2018년 5월, 駐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추진체계에는 누락 되어 있으나 남북 협력을 위한 중요한 협력기관으로 설

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2018.5월 남북 협력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 추이에 

맞추어 남북해양수산 협력의제를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북한의 해양수산정보 취득을 위한 국외 협력기관은 러시아의 극동연구소와 모스크바대학,

중국의 약 12개 기관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제1차 및 제2차 환황해 포럼)

○ 2018년 10월에 개최된 제3차 환황해 포럼에는 대련해양대, 연변대, 길림성 사회과학원, 중

국해양대, 요녕성 사회과학원,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요녕성 해양수산과학연구원, 천

진농업대, 중국수산과학원 황해수산연구소, 청도대, 중국지질조사국, 중국수산기술연구원 황

해수산연구소 등 총 11개 기관 30여명의 중국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 두 번째 연구영역인 NLL, 한강하구와 황해 등의 경계미획정수역 갈등관리는 청와대, 외교

부, 해군, 해경, 해양수산부와 기본적 상황발생에 대한 (초기)정보 분석과 현쟁대응, 국제법

분석과 양자간 협정 등 다양한 분석 틀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제언하

는 추진체계로 진행됨 

○ 경계미획정 관리 영역은 문서의 민감성으로 인해 모든 정보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이 요구

되고 있으며, 단계별 정보 또한 최종 결정(대응) 단계까지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것이 대

부분임 

○ 정책 대응을 위한 단계별로 추진 전략상의 관련 기관 외에 전문적 협력을 요하는 기관, 전

문가 등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으나,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설정되어 운용 중임

 - 2018년도 경계미획정 수역 갈등관리는 크게 황해, 이어도 남부, 한강하구 및 NLL 등에 

대한 대응방안 설정, 동해 한일 어업협정 수역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등을 중심으로 추진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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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단계에서 각 지역별 협력(관련)기관은 다르게 접근되고 있으며, 위 표에서는 의사결

정과 구체적 대응력을 갖춘 대표 기관만 언급하고 있음

[그림] 갈등해역 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 과제 수행은 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갈등요소의 접수(법집행 기관, 중앙부처 등)로 

사전 분석(행위분석)을 진행하고 현장 대응토록 한 후에, 구체적 대응수위는 관련 부서 및 

청와대 등과 협의 하여 최종 결정을 이루는 형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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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성과 목표별 수행 결과

성과목표 1  (핵심해역)서해/동해 NLL, 특정금지수역, 한강하구수역 법집행 해석

○ 동해 한일 어업협상 갈등 대응

- 한일 양국은「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어업협정”)

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 입어하였으나, 2015년 어기가 

종료(‘15.1~’16.6)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된 상태

임 

- 2018년 어기(‘18.7~’19.6)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6

회*에 걸쳐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초까지 개최키로 예정

되어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함

  * 2018년 어기 협상(총 6회)은 과장급 1회(‘18.4월), 국장급 3회(’18.5∼6월), 실장급 

1회, 차관급 1회(‘18.6월)가 진행되었음

- 한일 간 어업협상 갈등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대상임. 첫째,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

어선 입어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 지난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

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

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기 합의했던 40척 이외 추가적 감척방안도 전향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

는 방안 등을 제시

 * 우리어선 불법현황 : (‘12) 9건/연승5건 → (‘13) 12건/연승5건 → (‘14) 11건/연승

7건 → (‘15) 6건/연승6건 → (‘16) 6건/연승4건 → (‘17) 1건/연승1건

 

- 두 번째 주요쟁점은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간의 원활한 조업

을 위한 어장의 교대이용에 관한 협의(이하 “교대조업 협의”)와 관련한 양측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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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임

- 과거부터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

역과 기간을 합의하여 어장을 교대로 이용(‘01~’11년)해왔으나,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

이 중단된 바 있음

  * 정부간 입어협상과는 별도로 양국 어업인들은 교대조업 협의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민간 간 협의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한일 민간간 업종별(연승, 선망, 오징어 

채낚기, 붉은대게 통발) 협의회가 있으며, 2018년 민간 협의로는 한일 붉은대게어로

장 협의회가 8.1일부터 2일까지 일본 하코다테에서 개최 

- 교대조업 협의는 2015년부터 재개되었으며,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여 일

본 측과 협의해 왔음. 우리정부도 양측 어업인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조언‧지도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 등에 대해 아직까지 양

측 어업인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임

- 다만, 우리 정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하여 상호 호혜의 목적 아래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해나갈 방침을 고수

- 현재, 일본 EEZ에 대한 우리측 의존도는 전체 생산액의 약 1.9% 수준(생산량은 약 

1.7%)이며, 주력 업종별 의존도 차이는 있음(예컨대, 선망은 약 5.9%, 연승은 19.8%, 

채낚기는 약 5.2%, 중형기저는 약 10.6%임)

- 다만, 일부 지역(예컨대 부산)의 경우 일본 EEZ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서 일본의 입어협상 지연은 그대로 어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 

- KIOST에서는 일본의 어업협상이 ‘어업협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

의 법적 성질은 다르다는 점, 어업협정을 통한 입어 할당에 대하여 협약은 연안국의 

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다만 한일 양국은 여전히 해양경계미획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업협상은 일본

이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행사의 완전한 권리 내에 있는 것이 아닌, 잠정약정 

상태에서 향유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 주도적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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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수역의 남북협력 방안 

-「정전협정」은 해당 수역을 이른바 ‘한강하구’로 규정하고, 수역에서는 “쌍방의 

민용선박에게 개방되나, 관련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제1조 제5항)하

도록 함 

   * 제8차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인 ‘한강하구에서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

계사항’(1953.10.3, 제22차 군사정전위 비준) 규정

- 한강하구수역은 서해 NLL이 시작되는 지점의 남북 하구 폐쇄선에서 임진강까지의 

해역으로 총 70km의 면적 약 280㎢의 수역을 말함

- 즉, 한강하구에 대한 통제는 남북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존하는 서해5도, 북한과 유

엔사의 합의에 의존하는 정전협정 상의 비무장지대와의 중간에 해당

-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경계선이 획정된 군사분계선, 사실상의 경계로 주장

하는 NLL과 달리, 이 지역은 경계구분 없이 한강하구라는 포괄적 용어로 대체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간선 방법(군사분계선)*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안에서 불법어업행위지는 국제법원칙상 (영해는)중간선 방식 혹은 (강은)탈베그 

방식이 하나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간선을 근거로 관할권 행

사가 가능

- 한강하구(중간선 남측)에서 유엔사가 행사하는 관할권은 일반적 국가관할권(입법/사

법/행정)과는 다르며, 휴전체제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제법상 인정되는 ‘특수권한’, 

즉 ‘군사적 차원의 관할권’에 제한적이라고 해석될 필요가 있음

- 결국, 해당수역에서 유엔사 관할권은 특수상황에 대한 관리에 제한적이며, 한강하구 

항행권에 대하여는 旣 인정된 민간선박의 통항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적 요건(권리존

부확인)에 불과

- 한강하구가 군사적 통제구역이라 할지라도, 해당수역의 행위 제한 등의 조치와 방법

은 유엔사 관할권 행사 결과가 아닌, 유사 타법*과 같은 국내법상의 통제에 해당

 *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민통선, 선박조업안전규칙에 따른 어로한계선 등

- 이는 마치 한강 하구에 대한 해상경계획정이 유엔사가 주체가 아닌 남북한에게 있

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며, ‘06년 제12차 및 ’07년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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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추위)에서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한다”고 합의 한 선례 역시 동수역이 남북 주도의 질서

형성에 의존함을 증명

- 물론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국내법과 함께 정전에 관한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유엔사 관할권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고 해석 될 수 없음. 한강하구에서의 항행규칙과 습관 역시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

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의 우선성이 인정되고 있음

- 상기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협력이 UN사가 아닌 남북

간 합의 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남북한 충분한 선례를 확보하고 있

다고 제언 

- 따라서, 최근 한강하구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협력을 위한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수로조사는 남북한 합의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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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강하구 수역 (출처 : 뉴시스, 2018.11.05.)

- 기타 한강하구 및 NLL에 대한 정책 제언 내용은 선택적 공개로 진행 

*대외비적 지도와 문건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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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2
(미획정수역)동해, 황해, 이어도 및 동중국해 수역 해양분쟁 현안분

석 및 국제법 해석

○ 이어도 및 황해 해양갈등 현안 국제법 해석 및 대응 

- 중국의 이어도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조사(과학조사)가 2015, 2016년도에 지속된데 

이어 2017년과 2018년도에는 수행 지역을 황해로 이전하여 진행하는 등 공세적 태

도가 강하게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수요 중 이어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조사 성질, (국제

법)적 해석, 대응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 특히,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중국이 황해에 설치한 황해 대형 부이(지름 약 13m)에 

대한 국제법 분석, 국내 대응방향(외교적, 법집행, 항행통보 등)을 중심으로 수행

[표] 황해 중국 부이 및 해양과학조사 관련 대응 일지

일시 내용 참여방식 장소/기관

2018.2.20 중국의 황해 부이 설치 
국제법해석, 부이(장비)용도, 

초기대응방향

비공개

2018.2.26 중국 황해 부이 설치 대응
항행경보, 권리침해요소, 외

교대응

2018.3.5 중국 황해 부이 설치 대응(정부) 권리침해요소, 대응방향

2018.4.10
중국 기상관측부이(동중국해, 황

해, 북황해)
위치와 법적 성질, 활용성 

2018.5.24 경계미획정수역 해양활동과 대응
권원중첩해역 성질, 관할권 

행사와 대응방향

2018.06.02 중국 MSR 동향과 대응방향
지역, 장비, 사업규모와 지속

성, 대응방향

2018.4.~9. 중국의 황해 조사 국제법적 해석

2018.8.~10. 황해 조사 대응 국제법/외교적 대응방안

2018.09.27 한중 황해 가상중간선 ** ****
배경, 국제법(판례)분석, 대

응방향

2018.10.01 중국 MSR 분석 및 대응 국제법 성질, 활용성,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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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 중국 부이에 대하여는 대응적 차원의 지역 설정과 향후 갈등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었으며, 우리측 대응부이는 2018.10월 설치 완료함 

[표] 황해 중부부이 이설에 대한 항행경보(국립해양조사원)

 

- 기타 정책 제언 내용은 선택적 공개로 진행 

*대외비적 지도와 문건 내용 삭제 

2018.10.15 중국 MSR 분석 및 대응 대응방향

2018.10.03 황해 부이 및 해양과학조사 대응 정부 대응방향

2018.10.24 황해 MSR 대응방향 대응방향 

2018.10.26 황해 부이 설치 이후 국내외 대응 정부 대응방향 및 대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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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3  북한 해양수산정보구축

□ 연구내용 3-1. 북한 해양수산정보 DB화

○ 북한의 해양수산정책 변화

- 북한은 해방 이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특히 북한의 

수산업 관련 정책의 원형은 1957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수산

업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고 평가됨

- 전후 북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마련된 수산업 정책은 ‘중공

업 우선정책’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0년대 들어 집중 지원을 받으

면서 실행단계로 전환됨

- 북한의 수산정책은 대체로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기본적인 수산업 생산기반

을 조성한 1960년대 이전, 어로어업을 중심으로 수산업 발전을 추진한 1960년대 이

후, 그리고 기르는 어업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구

분됨

- 본격적인 수산업 발전기인 1961년(제1차 7개년계획)∼1986년(제2차 7개년계획)에는 

어로어업을 위주로 한 증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원양어업 발전, 어

선의 대형화 및 다목적화, 과학적 어로체계 확보사업 등을 실시함

- 그 결과 오호츠크 해와 베링 해 등 구소련 해역, 이란과 앙골라 해역 등 주로 사회

주의 국가의 해역을 대상으로 원양어업이 시도되었으며, 만능어선이라고 불리는 다

목적 어선도 건조되기 시작함

- 북한의 수산행정 및 관리체계의 기본적인 틀도 이 시기에 마련되었는데, 1987년(제3

차 7개년계획)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류공급 사정의 악화와 어

선의 노후화 등이 겹쳐 어로어업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

환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음

-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2000년 내수면 양식

사업의 확대를 위해 도와 시․군에 각각 100ha와 20∼30ha 이상의 양어장을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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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04년에는 수산분야의 과업 목표로 재배어업(양식업) 강화, 세소어업(연안어

업) 및 양어부문의 강화가 설정된 바 있음

- 무엇보다도 2000년 이후의 가장 큰 정책적 변화는 경제상황이 심화되면서 북한수역

에 대한 중국의 입어를 허가하거나 양식장 개발권을 내주는 등 수면과 수산자원을 

이용한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임 

- 정권수립 이후의 북한 수산정책의 변화과정은 크게 김일성 시기, 김정일 시기, 그리

고 김정은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대체로 북한 수산정책의 전반적인 제도와 조직체

계는 김일성 시기에 형성됨

-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며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김정일 시기의 수산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경제난과 

더불어 수산물 생산도 급감함에 따라 양식어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정일은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수산과학연구소 산하 양

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식어종 개발과 보급 등에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군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많은 수확을 거두는 방식으로 수산

업 전반을 독려하면서 빈번하게 현지지도를 하고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는데, 수산물의 생산량이 이전 시기에 비해 일시적으로 상당히 증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에서 모든 정책의 결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상명하달식(上
命下達式)으로 최고지도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주요 노선과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하의상달식(下意上達式)으로 당·내각·군 등의 해당 분야에

서 정책을 입안하여 검토와 협의를 거쳐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하는 방식임

- 상명하달식은 물론이고 하의상달식도 지도자의 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

는 정책 입안 시 강령과 교시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임

- 하의상달식 정책결정과정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검열부의 검토를 받고 최고지도자의 비준을 받아 집

행하는 형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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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군부대 수산관련 부문 등 특수기관이 당의 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정

책을 입안하여 직접 비준을 받아 집행하는 형식임

-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상명하달식이든 하의상달식이든 불문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에는 현지지도 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조사하여 관련 교시를 준비

한 후 현지지도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즉흥적으로 현지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음

○ 북한 수산생산 증산정책 현황 

- 2010년 이후 북한은 군을 활용한 단기간 내 수산생산 증산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군을 앞세워 수산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와 외화획득은 물론 주민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친인민적 정책의 일환으로 수산업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김정은의 ‘애민지도자’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이를 위해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신설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수산물 공급업무를 부여함. 또한 수산업을 ‘먹는 문제해결 3대축’의 

하나로 지정하는 등 주민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인식을 제고한 바 있음 

- 군을 통한 수산물 증산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군부대 산하 8월25일 수산사업소

를 모델로 제시하고 다른 일반 ‘사회’의 수산사업소의 생산성 증대를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군 산하 수산사업소 건설 및 수산가공공장 등의 운영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 예를 들어 제810군부대는 산하에 3개의 양어장, 양어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김정은이 

시찰한 바 있으며, 군부대 산하 서해안 금산포에 연간 1,000톤을 생산하는 젓갈 가

공공장 및 수산사업소 건설을 발표하고, 수산물 가공기지의 표준으로 삼도록 지시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북한이 군 인력을 수산 증산 정책에 활용하는 이유는 인원동원이 쉽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단기간에 수산 생산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그 결과 북한군 산하 수산사업소 건설 및 수산가공공장 등 운영 사례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수산사업소 현장 시찰도 증가함. 실제로 제810군부대는 산하

에 3개의 양어장·양어사업소를 운영 중인데 김정은은 전 사업장을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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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김정은은 군 수산부문 열성자를 표창하고, ‘어로전투’ 및 ‘물고기 대풍’을 

지시했으며 ‘철령정신’을 통한 수산증대를 강조하고 있음 

- 농업과 축산업이 201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문의 성과

보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민물 양식 등 내수면 수산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던 것과 대조적임

- 수산업의 강조는 농업, 축산업과 함께 식량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공급을 곡물 중심에서 육류 및 해산물 등으

로 다양화 및 고급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 등 해양수산 거점이나 갈마식료공장 등 수산물 가공공

장 건설이나 양식장 신규 조성 등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동향이 보도되었으며, 평안

북도수산관리국 산하 수산사업소, 이원수산사업소, 신창수산협동조합 등 등 각지의 

어로 및 수산물 생산실적 등이 매우 큰 비중으로 보도됨

- 그런데 수산업 기지를 주로 군부대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문의 

강조는 군인을 동원한 세포등판개간사업 등 군대를 경제 건설에 적극 활용한다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해양수산부문의 성과를 선전하는 보도 중 상당수는 해당 성과가 군부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수산업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

나이고 당과 군이 이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부대를 동원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수산 기지를 건설하고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산부문의 외화 수입 및 사용에 대한 통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김정은식 실용

주의’가 2014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해석됨 

- 김정은은 2015년 2월 24일 당과 국가 경제부문 간부들에게 한 담화에서 “수산부문

을 추켜세우고 수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

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노동당이 “농산, 축산과 수

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

- 김정은은“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과 호수가 많아 수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작면적이 적은 북한에서 바다와 강, 호수는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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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지적

- 김정은은 이어서 “지난 세기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물고기 생산에서 

기록적인 성과가 이룩되었다.”며 김일성은 수산부문에서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고, 김정일은 잡은 

물고기를 수출하지 말고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었으며 평양시에 물고기 전문

매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주었다고 선대의 관련 업적에 대해 회고

- 결국 북한이 오늘날 수산부문을 중시하고 수산업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선대 수령들의 유훈을 관철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서라는 

것임. 이에 따라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당의 의도를 받들어 어로전투를 힘차게 

벌려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있으며, 사회의 수산부문에서도 물고기를 적지 않게 잡고 

있지만 인민군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

  

○ 북한의 양식과 양어 정책

- 김정은은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그는 지난날 북한 

곳곳에 양어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나, 양어를 꾸준히 진행하지 못해 노력을 들여 

건설해 놓은 양어장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함

- 그 이유로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가 바로서 있지 않고 양어방법도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현대적인 양어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양어의 과

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는” 것; “물고기 종자와 먹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양어에서 먹이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은 될수록 자연먹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기

르는” 것; “양어장들에서 생산능력에 맞게 동물성 단백질 먹이 서식장을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가축 배설물과 생활오수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물고

기를 기를” 것; “배합먹이와 먹이첨가제 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질 좋은 배합먹이

와 먹이첨가제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하도록” 할 것;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를 세

우고 양어기술을 발전”시킬 것; “물 온도와 산소공급을 비롯한 과학기술적 요구

를 잘 지키도록” 할 것 등을 제시

- 천해양식에 대해, 김정은은“바닷가 양식을 많이 하면 해양 어업의 계절적 제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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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얕은 바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수산물 생산을 늘릴 수 있으며 인민들

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해역에는 다시마와 미역, 전

복, 해삼 같은 것을 양식할 수 있는 적지가 많으므로 양식면적을 늘리고 양식의 생

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종자가 중요한 만큼 빨리 자라고 생산성이 높은 양지식물 종자를 확보하고 충

분히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

- 수산물가공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수산업의 2대 생산부문의 하나이며, “물고기 가공

은 냉동, 냉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절임과 통조림을 적절히 배합하고 영양가 높은 젓

갈품을 많이 생산하는 방향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은은“현대수산에서는 수산물 생산에 가공을 접근시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어선에서 직접 가공하는 것이 추세이므로 가공모선들에 초급동 설비들을 설치하고, 

수산사업소들의 냉동설비와 절임 탱크들을 보수·정비하며 현대적인 가공시설을 더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수산물 먹거리를 위한 현대적 가공시설에 대

한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음

- 나아가 “수산물 가공공장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가공품

을 다종화, 다양화하며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문화성을 제공할 수 있게 포장을 질적

으로 하고 상표도 특색 있게 만들어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산물가공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가공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수산부문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수산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수산과학 연구부문에서 성능이 좋은 현대적인 어군탐기지를 개

발하여 어선들의 항해 속도를 높이며, 기망당 물고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기술과 

능률적인 어구들을 창안하며 어로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물고

기 생산과 가공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

계적으로 앞선 수산 기술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하여야 한

다고 지적

- 김정은은 수산부문의 과학연구기관들과 교육기관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고 연구조건, 교육조건을 잘 제공해주어 실력 있는 수산과학자들과 유능한 선

장, 기관장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

-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에 관해서는 “정착어족들을 보호증식하지 않고 새끼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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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마구 잡아내면 바다의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수역들에 대한 수산

자원 조사를 정확히 하고 자원량에 맞게 수산단위들의 수산물 생산규모를 정해주어

야 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단위에서 해마다 담당수역에 양식시설물과 종자, 

새끼고기를 계획적으로 넣어주어 수산자원을 늘여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

를 위해 “수산자원보호증식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를 강

화할 것; 승인되지 않은 어구와 방법으로 물고기 잡이를 하거나 알쓸이시기(산란기)

를 비롯하여 금지된 시기에 물고기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바다와 강, 호수, 저

수지들에 유독성 물질과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마구 버리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북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제공해 줄 것도 주문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그물과 연유를 비롯한 어구, 

자재공급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유와 전기, 소금은 물고기생산

과 가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대 요소 이므로 내각과 해당 부문에서는 물고기 잡

이와 가공에 필요한 연유와 전기를 계획에 맞물려 공급해주며 소금과 비닐 밧줄 같

은 것도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적시

- 또 “물고기 잡이와 양어, 양식에 필요한 어구와 자재들을 최대한 국내에서 생산 공

급하면서 부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서라도 공급해주어야 한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군들에 수산사업소들을 분담하여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하게 하고 대신 

물고기를 받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양선단의 어로공들을 비롯하여 바다에 

나가 일하는 인원들에게 식량을 떨어지게 하지 말고 공급해주며 수산부문에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해주어야 한다.”고 강조

- 끝으로,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 소속 어선들의 어로 조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 군민협동을 강조하면서 “군대와 사회의 수산부문들이 서로 해상 정보자료도 알

려주고 경험도 교환하면서 군민일치의 미풍을 살려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사

회의 수산단위들이 물고기 잡이와 바닷가 양식을 할 수 있게 출항조건과 어장조건

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수산부문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사명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할 

것을 주문

 ○ 김정은 시대 수산업 증산정책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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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강행함. 김정은은 36년 만에 열린 7차 

당 대회에서 3시간 넘는 사업총화 연설을 통해 수산업 생산 증대를 빼놓지 않고 독

려한 바 있음

- 김정은 시대 수산물 장려 정책은 유훈통치의 하나로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 전

날 서명한 것이 물고기 대책 문건이었음

-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을 이어받아 집권 초기부터 수산업 장려에 나섰는데, 이른바 

‘어로전투’라는 말까지 등장했고 201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산부문 열성자 대

회를 열어 매년 같은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김정은이 작년에 수산 기관을 방문한 횟수만 15회에 달했다는 점은 북한이 수산업

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음

- 대북 전문가들은 수산업이 농업이나 중공업 등 다른 산업과 달리 별다른 기반 없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이 백분 활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실제로 김정은 집권 전까지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60만t 수준이었지만 집권 이후 

꾸준히  늘어나 5년 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80만t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북한 수산물의 90% 이상은 북한과 접경을 이룬 중국 훈춘과 단둥 등으로 수

출돼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음

 ○ 북한의 수산 관리조직

- 북한 최초의 수산행정기관은 1946년 3월 25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 농림국내에 설치

된 수산과이며 이듬해 수산부로, 그 다음해인 1948년 1월에는 다시 수산처로 승격

됨. 동년 9월에 북한 정권의 수립과 함께 농림성내에 수산부와 수산관리국을 설치하

여 수산부는 수산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를, 수산관리국은 국영수산부문에 대한 관리

를 담당하도록 함

- 1951년 8월에는 농림성에서 수산부문을 분리하여 내각 직속의 수산국을 설치함으로

써 독립적인 수산행정부서가 탄생

- 그 후 경공업성에 수산부가 통합되는 등 여러 번의 체계 변화를 거쳐 1978년 10월 

당 중앙정치위원회 확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 이전에 국영수산부문과 협동수산부

문의 2원적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온 기존 조직체계를 대폭 개편, 국영수산부문을 관

리하는 수산부와 협동수산부문을 관리하는 협동수산총국을 동격으로 격상시키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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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수산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이 체계를 근간으로 오늘에 이르

고 있음

- 북한 수산업의 관리·운영체계는 1958년 10월 이후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를 기본으

로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각 기관, 

기업소에서 직접 어로작업을 하는 부업작업반, 해안에 위치한 협동농장에 편성된 수

산작업반 또는 분조 등이 생산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 수산위원회 산하의 조직 중 수산부내에는 내수면어업을 담당하는 양어총국, 해면 양

식어업을 담당하는 바닷가양식국, 원양어업 담당의 먼바다어업총국 등 8개 국이 있

으며 산하의 6개 도에 수산관리(총)국을 두어 도 산하의 수산사업소, 국영세소어업 

사무소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음

- 수산사업소의 편성 및 임무를 보면 지배인과 부지배인 및 지사장이 있고, 지사장은 

기술, 어선관리, 가공, 어로 등 생산기술 분야를 포함한 사업 경영의 전반적인 분야

를, 경영지배인은 소요경비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수산사업소마다 당 위

원회가 조직되어 모든 생산계획에서부터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통제·지도하고 있

음

- 한편, 협동수산총국은 각 산하조직 단위에서 경영에 대한 계획과 사업을 독자적으로 

계획·추진하는 책임생산제도가 가능하도록 기업적 방법에 의한 경영을 하고 있는

데, 일선조직으로 도 단위에 협동수산경리 위원회, 군단위에는 군 수산협동이사회를 

두고 있음

- 군 수산협동이사회는 수산협동조합 대표들의 선거로 구성되는 수산지도위원에 의해 

수산협동조합을 관리, 운영하며, 협동농장의 수산작업반, 기관·기업소수산작업반에 

기술 지도와 자재 보급, 어선 수리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

- 북한의 수산분야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은 수산위원회임. 수산위원회 산하에 수산부

와 수산협동지도총국이 있어 실질적인 생산주체인 국영수산사업소(88개소)와 수산협

동조합(284개소)을 각각 관리하고 있음

- 국영수산사업소는 세소어업(연안어업)사업소, 바닷가 양식(천해양식)사업소, 냉동가공

공장, 종합어구공장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연구기관의 경우, 동해에는 동해수

산연구소와 양식연구소가 각각 원산과 문천 지역에 소재해 있어 이 지역에 맞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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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법 및 양식방법 등을 연구

- 서해도 마찬가지로 수산연구소(남포)와 양식연구소(옹진)가 서해지역에 맞는 어구어

법 개발 및 양식법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에 수산가공연구소(고성, 신포), 

어구어망 개발 등 어업기계연구소(신포), 해수면양식시설연구소(기원), 내수면양식연

구소(성호)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북한의 수산행정 체계는 행정조직인 수산성과 국영수산사업소 조직, 수산협동조합 

관리 조직의 3기관으로 구분됨. 수산성은 내각 산하의 37개 중앙부서에 속해 있으

며, 전국 각도 수산행정을 통제․관리하는 북한 수산행정의 최고 집행기관임

- 수산성은 북한 수산업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수산 제도를 집행하는 최

고 기관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지도·감독하며, 대외적으로는 수산 관계를 대표함

- 그리고 수산성은 3개국(수산국, 협동수산국, 내수면수산국)과 20개 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지방 수산 관리부는 지역수산업을 관리함

- 수산성은 1952년 북한 농업성으로부터 분리되어 1954년에 수산성으로 신설되었으며, 

당시 수산성 최고 책임자는 수산상(水産相)이라 칭했으며, 1959년 8월부터 1960년 

12월 까지 수산성은 경공업성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부(部)로 부활한 후 1978년 10월

부터는 현재의 수산성이 됨

- 따라서 북한의 수산행정 최고기관은 내각(총리) 산하 수산성이라 할 수 있고 그 집

행 기관은 수산부와 협동수산지도총국의 두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집행은 지

도총국을 축으로 수산업 활동을 전개해 가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북한의 조선노동당 산하 수산위원회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수산위원회

는 수산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입안과 기획을 담당하며, 어업, 어구, 수산사업소 및 

수산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통괄하는 북한 수산분야의 최고기관임

- 북한에서 수산위원은 내각서열 11위이며 농업위원은 10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며, 1980년대 북한의 경제건설 10대 지표 가운데 수산업은 7번째 항목으로 꼽혔으

며, 북한 당국은 수산업을 매우 중시해 왔음

- 북한은 정무원 수산위원회 산하에 수산부와 수산지도총국을 설치했고, 도에는 수산

국과 수산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군(시)에는 수산합작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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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구의 종속관계는 수산위원회의 영도 하에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모두 국영 

형식의 조직과 사회주의 집체경영 형식의 조직을 갖추었으며, 국영 형식의 기층단위

인 수산사업소는 수산부가 관장하고, 집체형식의 기층단위인 수산합작사는 수산지도

총국에서 관장함

- 우리의 기업과 비슷한 생산조직인 국영수산사업소는 1947년 5월에 ‘국영사업소를 

창설할 데 대한 방침’에 의해 전국에 설립되어 있으며, 도인민위원회 수산부 산하

에 소속되어 있고 국영수산사업소, 국영세소어업사업소, 천해양식사업소, 잠수사업

소, 냉동가공공장, 종합어구공장 등 6가지 형태가 있음

- 북한의 수산성 직속 수산사업소는 11개로, 동해안에 8개, 서해안에 3개가 있고 그 

중에 연 생산량이 5만 톤 이상 10만 톤 이하인 회사가 2개, 3-5만 톤인 회사가 9개

이며, 용량이 만 톤 이상인 냉장창고는 12개가 있음다. 대형 조선소는 두 곳으로, 

매년 400마력짜리 어선 20척을 건조할 수 있고 50-100척을 수리가능하며, 이 외에

도 통조림 가공공장, 미역 양식장, 종묘장 등이 있음

- 북한에는 국영수산사업소와 함께 북한 어업의 양대 생산주체의 하나인 수산업협동

조합이 있음. 북한의 수산협동조합은 전국에 설립되어 있으며 1개 조합별로 100-200

명의 조합원에 70-100호의 평균 세대수가 참여하며 20-70척의 어선을 소유함

- 해역별로는 동해안에 168개(59%), 서해안에 116개(41%)가 있으며, 각 생산 분조는 

10-25명이나 최근에는 농업 분야와 같이 개인의 생산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7-8명

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정착되지는 않았음

- 1개 조합은 20명의 조합원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6세 이상인 자가 조합에 

가입금과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됨.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이익금과 

노동 배분금이 배당되며 조합 어로 작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대신 조합이 세운 

생산 책임량을 완수할 의무를 짐

-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수산행정체제는 내각조직 체계에 따라 ‘내각(총리) → 

수산성 → 도수산 관리국 → 국수산사업소’로 연결되는 행정조직이 있고, 당 수산

위원회 → 수산성 → 협동 수산지도총국 →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 시·군 수산

협동조합이사회 → 수산협동조합’으로 연결되는 당 조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북한의 수산관련 연구기관은 수산과학연구원 산하의 8개 연구기관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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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생산을 통한 식량 확보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산관련 연

구소를 중심으로 기술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내용 3-2. 북한해역별 해양정보와 자원(공간, 자원, 활동 등) 부존의 도엽화로 협력요소 

도출

○ 북한 해역별 수산자원 분포

- 동해의 면적은 101만 평방킬로미터이고 평균수심은 1,668.2m이며 가장 깊은 곳은 

3,669m(혹자는 4,036m라고 함)이며, 해안선은 골곡이 크지 않고 섬이 적으며 비교적 

큰 만은 동한만임. 해수는 짙푸르고 맑으며 투명도는 12-14m이고 염도는 3.4%이다. 

동부는 난류가 북상하고 서부는 한류가 남하하고 있음

- 서해의 면적은 40여 만 평방킬로미터이고 평균 수심은 40m이며 가장 깊은 곳은 

100m이며, 해안선에 굴곡이 많고 갑과 만, 그리고 섬이 많음. 비교적 큰 반도는 철

산반도와 용연반도가 있고, 비교적 큰 만은 서한만이 있으며, 신미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있음

- 북한의 연해·근해 어업자원은 조건이 매우 유리하고 품종도 다양한데, 그 중 산업

을 목적으로 포획하는 어류, 갑각류, 패류만 해도 640여종이 있으며, 대부분의 품종

은 모두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고, 특히 동해안에서 많이 포획됨

- 동해안의 어업자원 중에는 회유성 물고기에 속하는 150여과 600여종의 물고기가 분

포하고 있으며, 이중 명태, 정어리, 도루묵, 멸치, 까나리, 임연수, 가자미, 꽁치, 방

어 등이 대표적임

- 동해안의 어업자원 중에는 명태의 양이 가장 많았는데, 북한의 총 어획량에서 상당

히 큰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명태는 일반적으로 겨울철(11-12월)에 연안 해저온도

가 4℃ 가량일 때 떼를 지어 동한만 해역에서 산란을 하므로 이때가 어획하기 좋은 

계절임

- 그 다음으로는 저층의 가자미, 냉수성인 도루묵, 청어, 대구 및 회유성인 정어리, 고

등어, 꽁치, 살오징어 등이 봄부터 여름까지 북상 회유하고, 가을이 되면 남하 회유

를 하여 1년에 두 차례 어기를 형성함

- 정어리는 북한의 전속 경제수역에서 여름(5-7월)과 가을(8-11월)에 다 잡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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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7월이 성어기이고, 성어기의 수온은 13-16℃임

- 겨울과 봄은 함흥 외해에, 여름과 가을에는 원산 외해에 어장이 형성된다. 명태, 대

구, 도루묵, 임연수, 가자미, 고등어 등이 분포하는 수층은 비교적 낮아서 100-500m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적오징어, 심해갑오징어, 왕게, 새우 등이 분포하는 수층은 

비교적 깊어서 가장 깊게는 800-1000m에 달하고 있음

- 어장은 일반적으로 해안에서 30해리 부근에 있고 어선은 아침에 출어해서 저녁에 

귀항하거나 밤에 출어해서 아침에 귀항하고 성어기, 특히 명태 잡이 철에는 일부 어

선이 하루에 2, 3회 왕복하기도 함

- 서해안의 어획량과 어획 종류는 모두 동해안에 미치지 못하며, 대략 어류, 새우류, 

패류, 해조류 200여종이 있으며, 그 중에서 30여종은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참조기 

등이 포함됨. 갈치는 서해 전역에서 고루 포획됨

- 지역별 어기는 약간 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평안북도 주요 어류별 어기(성어

기)는 다음과 같음 : 

어종 개시기(월) 어기(월) 성어기(월)

조기 4 4-10 5 중순-6

도미 5 5-10 8-9

삼치 5 5-10 7, 10

대구 5 초순 5 초순

민어 5 5-10 7-10

갈치 6 6-10 7, 9

가오리 4월 하순 4 하순-10 6-7

달강어 4 4-7 5-6

넙치 4월 하순 4 하순-10 5-6

숭어 1-12 8-9, 12-2

가자미 4 4-10 5-6

상어 5 5-8 6

뱀장어 5 5-10 7-9

농어 4 4-10 7-9

준치 7 7-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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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북한에서도 금어기가 운용되고 있는데 서해안 금어기는 다음과 같음 :

 

○ 북한의 주요 어항

 - 동해안에는 천연 항만이 많은데, 비교적 큰 어항에는 원산, 함흥, 신포, 홍원, 단천, 

청진, 김책, 나진 등 8곳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신포항이 가장 크며, 각 어항에는 모

두 대형 냉동창고와 전용 철로 운수선이 있으며 부두에서의 물고기 하역은 보편적

전어 6 6-10 7-9

은어 6 6-9 7 중순-8

뱅어 3 3-7 4 중순-5

굴 4 4-11 9

바지락 4 4-10 5-9

모시조개 4 4-10 5-9

새우 3 3-10 4-5, 9-10

오징어 4 4-9 5-6

낙지 6 6-9 7-8

게 4 4-9 5-6

어종 금어기(월/일) 금어체장(cm)

청어 8/1-8/31

8/1-8/31

가리비 6/1-7/31 평북 ⟨3

바지락 ⟨7, 평북 ⟨4

홍합 평남 ⟨2.5

돌기해삼
장흥이북: 7/1-9/30

장흥이남: 6/15-9/30
⟨15

대합 6/1-8/5

미역 12/1-5/15

다시마 12/1-5/15

김 4/1-9/30

전복 6/1-10/31 ⟨7

진주조개 6/1-8/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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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버킷 트랩식 하역장치를 채택함

- 북한의 동해안 각 도별 주요 어항은 다음과 표와 같음 : 

도명 주요 어항

함경북도 우암, 선봉, 나진, 연천, 청진, 어대진, 화성, 사포, 김책

함경남도 다천, 신창, 양화, 신포, 육대, 홍원, 삼호, 낙원, 서호, 가진

강원도 문천, 원산, 홍천, 고성, 두포(고성군)

- 서해의 경우 물고기 잡이의 중심지인 신의주, 용암포, 철산, 곽산, 애도, 문덕, 한천

(평원군), 남포, 몽금포 등이 주요 어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천해양식업에 있어 대

표적인 지역은 옹진일대의 김 양식과 강령(부포)일대에서의 곤포양식을 비롯하여, 

비단섬과 신미도, 정주 앞바다 굴과 바지락, 문덕과 한천(증산)안파다 등에서는 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개류들을 양식하고 있음

- 민물고기는 주로 구장, 은산, 북창, 장수, 구암 저수지, 수풍호, 연풍호, 태성호, 서흥

호 등 지역에서 포획 및 양식되고 있음 

- 상기 지역 중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주요 수산기지인 남포는 남포수산사업소를 비롯

하여 20여개의 수산사업소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 수산사업소의 중심구역에는 냉

동공장, 통조림공장, 어분생산설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수산물가공기지들이 있음

- 각 수산사업소의 주요수산물로는 조기, 갈치, 까나리를 비롯한 물고기들과 미역, 맛, 

바지락, 조개 등과 같은 해조류 및 조개류 등이 있음 

- 옹진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황해남도 옹진군 남해노동자구 남동부 바닷가에 있는 수

산기지로 북한에서 가장 큰 김, 다시마 양식기지 중의 하나인데, 이 지역 앞바다는 

육지와 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수심이 깊고 물이 맑으며 물밑 조건과 수온이 적당해 

배들의 정박과 바닷가양식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

- 옹진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는 주로 김, 다시마, 미역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까나리, 

멸치, 꽁치, 삼치, 숭어, 홍어, 가자미, 오징어, 전어, 해삼 등을 어획해 전국 각지에 

공급하고 있으며, 남동부에는 1,000여 정보의 참김 양식장이 있음. 현재 이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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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바닷가양식에 필요한 부두시설, 어류건조 냉동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

고 생산의 능률 제고를 꾀하고 있음

- 북한의 어업생산과 관련하여 요약하면, 2010년 이후 북한은 군을 활용한 단기간 내 

수산생산 증산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군을 앞세워 수산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와 외화획득은 물론 주민들의 양식문제를 해결하는 친인민적 정책의 일환으로 

수산업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김정은의 ‘애민지도자’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신설하여 취

약계층에 대한 수산물 공급 역할을 부여함. 또한 수산업을 ‘먹는 문제해결 3대축’

의 하나로 지정하는 등 주민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인식을 제고한 바 있음

- 김정은이 2015년에 수산 기관을 방문한 횟수만 15회에 달했는 바, 그만큼 수산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대북 전문가들은 수산업이 농업이나 중

공업 등 다른 산업과 달리 별다른 기반 없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를 김

정은의 치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백분 활용한 것으로 분석 

- 실제로 김정은 집권 전까지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60만t 수준이었지만 집권 이후 

꾸준히  늘어나 5년 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80만t을 훌쩍 상회하였으며 이렇게 

생산된 북한 수산물의 90% 이상은 북한과 접경을 이룬 중국 훈춘과 단둥 등으로 수

출돼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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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4 남북한 해역별 협력요소 도출

□ 연구내용 4-1. 남북 해양학자 포럼(정례화)

○ 본 사업은 2014년 이후 駐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한 첫 번째 남북 해양

(법)학자 워크숍을 진행한 이래,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까지 교류를 지속하

여 왔으며, 2018년 5월 駐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측과 회의의 재개를 위한 사전 

협력 회의를 진행함

○ 남북해양수산 분야 협력은 북한 해역에 진출한 제3국의 무차별적 자원이용이 북한 

뿐 아니라 남쪽과 공유되어야 하는 자원의 황폐화가 한반도 주변수역의 통합적 해

양자원 관리기반의 구축을 저해한다는 데 근거함

○ 북한은 ‘84년 중국과 해양관련 협력사업 추진, ’00년대 전후 북한 수산물양식, ‘10

년 동해 어업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접근은 주로 중국에 의한 북한 자원을 선점

을 중심으로 형성됨

○ 중국의 북한 어족자원 선점과 무차별 포획으로 북한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질

서가 붕궤, 그 결과가 우리나라 동해 수산자원의 관리와 적정 이용정책, 어민의 어

획량과 수익, 국민 수산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불안 요소로 

등장 

○ 북한 해양자원의 제3국에 의한 무차별 남획으로 통일시대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을 저해하고, 남북한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불가 

○ 최근에는 북한 어선(주로 ‘군’이 수행)의 일본측 EEZ 진입과 어획작업에 대하여

도 일본의 경계강화 움직임이 취해지고 있는 바, 이렇게 수확된 북한 해산물은 북

한내 직접소비, 혹은 중국을 통한 일본 유입 해산물로 활용될 여지는 있음

○ KIOST 주도의 금번 남북해양수산협력포럼(협력회의)은 북한의 해양수산자원 관리 

능력 제고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특

히 남북 해양수산협력(북한 능력 배양 및 국제협력, 남북협력)을 위해서도 우리측 

또한 북한의 해역별 해양수산정보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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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협력포럼 과정에서 북한 참사는 기존의 남북협력(학술적 교류, 국제기구를 통

한 교류)의 단발성, 일회성 학술성과로는 장기적 협력기반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즉, 북한 내부에서도 기존의 순수 학술적 접근에 대하여 사실상 회의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KIOST의 연구역량과 직간접적 정보 및 경험 교

류가 보다 절실하다는 평가임

○ KIOST 역시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 먼저 북한 해양수

산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준비로 (1) 북한 해양

수산 전문가 협력포럼 개최, (2) 환황해 포럼(한중 + 북), 환동해 포럼(한러 + 북)*

을 통해 (3) 북한 해역별 해양수산 정보를 구축하고, (4) 북한해역별 정보에 기반한 

적정 협력수요를 도출, 남북해양수산협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현재, 환황해 및 환동해 포럼은 별도의 채널 혹은 환동해는 북한 참여와 연동하여 

추진중에 있음

 

○ 올해 제4차 회의는 남북관계 개선 이후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확대된 학술포

럼’을 중심으로 추진예정이나, 동시에 제5차 회의 장소를 ‘북한’으로 하는 방안

과 ‘남북 해양학자의 동해 방문기 : (민족의 성지, 동해에 서다)’의 추진 가능성

을 타진하기 위해 추진됨

○ 북한 해양시설 시찰과 협력 포럼 개최 방안은 지난 2016년 초에 주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측과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던 사항의 지속임

○ 당시, KIOST는 통일부 협의 및 북한의 신변보장서 확보를 전제로 북한에서의 포럼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다만 추진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

쇄 및 남북관계 전면 봉쇄로 추진이 좌절된 바 있음

 * 북한 대사관측의 신변안전보장서 전달을 확답받은 상황에서 북한에서의 직접교류 

방안은 유보됨

 

○ 북한 대사관 참사와 협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완화 시기에 맞추어 남북

해양수산협력 포럼을 추진하고, 포럼에서의 우선 의제 방향, 북측 참여 전문가 영역

을 건의함

 * 우선 추진과제로는 남북 해양관리 정책과 해양법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관별 

기능 포함), 해양공간자원(해역별 관리정책) 관리법 및 정책방향, 독도 고지도 및 사



- 45 -

료 연구현황, 바다양식 기술 및 지역(자원)별 양식장 현황, 북측의 해양재생에너지

(풍력,조력,조류) 개발 수요 및 지역별 적지 평가 등을 의제로 함 

 * 참여전문가 : 해양법(정책), 역사, 신재생에너지, 수산양식 등 

○ 북한과 협의 한 남북 해양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분야에서 국제제재 및 

남북 정치환경, 북한의 수용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 

영역 내용 비고

해양정책

○남북의 해양관리 정책과 해양법 

 -해양공간관리법(남측) 및 관리 방향

 -해양수산관련 기관 도식화, 기능 등

○독도 고지도 및 사료(史料)연구(발굴)현황  

○일제의 해양자원과 독도 침탈 

○해양사연구(시대별)

○남북해양수산협력 거점(남포, 나진, 원산) 설치 타당성연구 서해 1, 동해 1

○남북 바다양식 기술 및 지역별 분포 현황 비교

○북측 해양공간정보 및 해역별 유용자원 분석 

○남북해역 해양특성조사 및 Atlas(주제도) 작성

○북남 해양과학자 선상세미나

  : 민족의 바다, ‘동해’에 서다  
이사부호

재해재난

○연안(동해,서해)침식 관측, 매핑, 관리기술

○해양재해/재난 대비·대응·복원관련 협력

 -해양재해 실시간 및 장기예측기술 개발협력; 해양재해 예

방, 저감, 대응 효율화 

○북남 해양지질 자연재해 및 감시

해양환경

○해양환경도 작성

 -생태지도, 환경도, 지형도, 지질도

○서해 갯벌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 군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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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파트너인 북한 대사관 김** 참사는 남북 해양수산협력포럼의 일정, 의제, 참

석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방향과 의견을 평양 본부에 전달하고, 참여 분야 전문가, 

기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련 회신을 주기로 함

○ 다만, 김참사는 일정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월드컵이 6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보다는 남한쪽 전문가의 항공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김** 참사와 리** 중앙통신사 기자는 특히 한국의 북한과의 협력 추진 과정에서 

UN제재 등의 조치가 있는데, KIOST와 한국의 내부적 의지를 문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정치적 해결과 별개의 조치로 추진될 것이며, 학술세미나와 협력 확대는 남

북 및 국제적 정치환경 조치와 연동해서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서해 갯벌 중형저서생태계 건강도 연구

○해양오염물질(해양쓰레기, 유출유, 녹조, 적조 등) 감시기술 

협력

○기후변화에 따른 新해양병원체 대응연구  

해양에너지

○북측의 재생에너지 자원분포도 (적지)조사

 -서해 : 조력, 조류, 태양광, 해수열

 -동해 : 파력, 풍력, 태양광, 해수열

○특정지역(북측) 시범구역 설정 및 공동사업 진행(교보재, 

교육훈련 등) 

극지

○북측 과학자 남극, 북극기지 하계연구 참여

 -남극 세종기지: 지구온난화·기후변화, 생태계 및 생물다

양성 연구

 -남극 장보고기지: 빙상변화, 빙하, 운석, 대기·우주 연구

 -북극 다산기지: 북극 기후 및 환경 연구 

-남극: 

 매년 11월 ~ 

차년 3월

-북극: 

 매년 5월 ~ 

9월

어업 및 수산

○동해수역 양식적지 조사 및 어로 협력방안

○동해, 서해 연안어업 환경생태조사

 -어장환경모니터링 및 생태계 변동 특성 연구

○명태자원 변동원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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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정책은 UN결의와 마찬가지로 현금/현물을 포함한 제재 대상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은 북미 협상 결과와 국제제재 해제 등의 조

치와 연계하여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사업은 북미 회담과 UN 제재조치 완화 

등의 일정과 연동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북한측과는 사전에 관

련 전문가 섭외 등의 조치와 관련 회신을 주도록 함

○ 김** 참사는 정치환경의 지속력만 확보된다면, 남북학자들의 직접교류 확대가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과 성과 등에 

관심을 보였음. 특히, 북한의 서해와 동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양식, 해양에너지 

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KIOST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전문성을 질의 함 

- 우리측은 KIOST의 현황을 설명하고, 극지와 선박플랜트 부설연구소 등 남북한 해양

협력 영역에서 KIOST의 경험과 기술이 북한의 지역별 산업화와 교육훈련에 효율적

으로 접목될 수 있음을 설명 

- 특히, KIOST의 해양정책 영역에서의 해양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해양영역별 관리정

책 수립 현황과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기술적 성과 등을 설명하여, 남북협력이 단

순한 이론적 단계에서 벗어나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착되어야 한다고 

설명 

○ 우리측은 남북한 해양수산 영역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상호 접촉 가능한 기

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체제의 차이와 기관별 기능의 차이로 인해 이

를 일반화하여 분류하기가 어려움을 설명.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남북한 

간 해양수산 관련 기관정보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4차 포럼에서는 북

한쪽에서 해양법, 해양정책 등 북한의 해양수산기관 설명을 개략 할 수 있는 전문

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본부와 연계하여 참석하도록 할 것임을 언급 

○ 우리측은 북한의 서해와 동해가 해양에너지와 양식정보에 중요한 적지임을 설명하

였고, 북측 역시 이에 동조. 다만, 지역별 정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북측의 참여 

전문가 중에 관련 영역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함

○ 북측은 서해와 동해의 해양에너지 산업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동

조하고, 남측의 기술수준과 해양에너지 산업의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등에 관심을 

표명함. 특히, 조선통신사 리 기자는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해양에너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제4차 포럼에 가능한한 해양에너지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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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를 참여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교환   

○ 우리측은 해양에너지와 양식기술 등은 모두 북한의 해역별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동해와 서해에 각각 KIOST 혹

은 남북 해양수산협력 거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거점은 지역 수요의 수

렴과 남북해양수산협력 의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지역해 정보를 구축하여 적지

선정 작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점이어야 한다고 설명

- 단, 거점 설치문제는 지역선정, 전문가 파견, 북한 현지에서의 활동 범위 등의 문제

가 여전히 남아 있는 바, 현재는 거점 설치 가능성과 북한의 신변안전보장, 주요 활

동범위 및 지역이동 범위 등의 문제를 선행 해결해야 할 것임 

○ 남북 공동의 이슈로 독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료 발굴, 독도영

유권 관련 고지도 등에 대한 북한의 연구현황과 공동발굴 조사 작업도 추진 가능

함으로 제언하였고,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주변국의 이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하

기 위해, 독도공동연구는 인문사회, 법적 영역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

이 있음

○ 이사부를 활용한 동해 선상세미나, 북한에서 직접 워크숍 개최 등에 대하여도 관심

을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하여는 북한 외교부 본부를 통한 보고서 작성과 내부 결정

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함. 성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이사부를 활용한 동해 선상세미나는 북한 학자를 원산에서 탑승시키고 동해 해역

에서 선상세미나(주제 : 민족의 성지, 동해에 서다)를 개최한 다음, 울릉도와 독도

를 선회하여 다시 원산으로 회귀하는 일정을 예상하고 있음을 제언 

- 선상세미나의 경우 제4차 포럼 이후의 일정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언급함으

로써 시간적 제한 사항이 아님을 함께 설명

□ 연구내용 4-2. 한중, 한러, 한일간 북황해와 동해수역 해양문제 정례포럼(환동해, 환황

해권)

 

○ 2018년 10월에 한중 환황해 해양발전포럼(환황해 포럼)을 진행하였는 바, 중국에서

는 총 11개 기관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음

- 환황해 포럼은 2016년 12월 12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1일 제2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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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중국 청도에서 진행

- 제1회 회의에서는 중국의 요녕성 해양수산과학연구원, 대련해양대학, 연변대학,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중국수산과학원, 길림성 사회과학원, 중국해양대, 산동성 

해양 및 어업청, 중국어업협회 등 약 23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8명의 전문가가 참여

- 2017년 개최된 제2회 논단에서는 중국의 요녕성해양수산과학원, 대련해양대, 연변대, 

중국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중국수산과학원,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길성 사회과

학원, 길림대, 중국해양대, 샤먼대, 중국석유대, 청도대, 산동성 사회과학원 등 24명

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및 연안개발연구

센터 등에서 9명이 참석

- 제3차 환황해 포럼에는 대련해양대, 연변대, 길림성 사회과학원, 중국해양대, 요녕성 

사회과학원,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요녕성 해양수산과학연구원, 천진농업대, 

중국수산과학원 황해수산연구소, 청도대, 중국지질조사국, 중국수산기술연구원 황해

수산연구소가 참여하였으며, 한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와 해양순환

기후연구센터에서 총 5명이 참석하였음

○ 환황해 포럼 발제는 북한의 해양수산경제, 북황해 지역(중국)의 해양경제와 해양수

산업 기술 발전 동향,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지역해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

로 진행됨 

○ 북한 관련 발제자는 주로 김일성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이거나 현재 북한과 가장 

활발히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북한과의 직접교류 과

정에서 중요한 중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가능 

[표] 환황해 포럼 주요 발제와 내용

발표주제 주요내용

(1) 중국의 일대일로전략 및 

황해지역 경제협력(탄훙

메이 소장)

○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중국정부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아프리카에도 인프라(철도, 항구, 고속도로, 파이프라

인 등으로 연결) 구축사업을 추진

○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과의 철도, 도로, 통신망 연결 사업을 제

안, 한중 해저터널, 철도 페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논의. 아울러 중국과 한국 학자들은 한반도 신경제구

상,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와의 연결 필요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 추진



- 50 -

(2) 한국의 해양경제발전계

획 및 경제협력(양희철 

소장)

○ 해양수산업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해운, 항만, 

수산, 해양관광등 해양수산업은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실업률 상승률 상

승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

○ 해양수산 신산업의 범위 및 구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진, 해

양수산부는 해양광물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바이오산

업, 해양심층수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해

양환경산업, 크루즈, 마리나 등 9개 분야로 구분

(3) 북한의 해양경제발전계

획 및 경제협력        

  (현동일 원장)

○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해양수산업발전은 상당한 주

목을 받음. 현재 해양경제계획 등 국가차원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당의 지시사항, 지도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양식업과, 어로어업, 해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치, 기술 이전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먹거리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항만건설도 적극 추진중에 있음 

(4) 길림성 해양경제발전계

획 및 경제협력(궈루이 

교수)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는 동북아 유일의 제도적 협의체로서 

국가간 협력사업과 지역개발의 주체인 지방과 중앙이 공동으

로 참여. 

○ 2016년 9월, 국가해양국은 길림성을“연변통해성(沿边通海

省)”으로 신청함으로써 길림성의 해양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함

으로써 전국 해양산업발전 13차 5개년 계획, 일대일로 전략의 

북측 연선을 연결하는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것을 제언

(5) 요녕성 해양경제발전계

획 및 경제협력(우영자 

소장)

○ 요녕성은 항만, 해양관광, 조선, 해양에너지, 해양수산, 해양과

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산업을 발전시켜왔으며, 해양경

제 생산규모는 3900억 위안으로 요녕성 총 GDP의 16.29%에 

달함. 몽골,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계 300여개 항구, 100여개 항공 

노선을 확보함으로써, 물류·교통·교역의 통로를 확보

(6) 산동성 해양경제발전계

획 및 경제협력(박문진 

소장)

○ 산동성은 2010년 최초로 국가해양발전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2011년 “해양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시행에 

해양산업은 고속성장을 이룸. 특히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해양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산동성 역할 강화”라는 

대표 발표가 있은 후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은 향후 5년, 길게는 17년의 장

기 프로젝트로써 이미 구체적 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와 정

책적 지원 방안까지 공표되어 중앙과 산동성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
(7) 황해지역 패류 양식업의 ○ 중국의 북방지역은 어류양식 보다는 패류를 방류하는 등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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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및 대응방안(비샹

동 교수)

해양생산력을 이용한 패류양식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바지락, 

가리비, 굴이 대표적 품종. 패류를 비롯해 해조류를 생산 가능

한 통합양식은 해수 정화능력이 높고 생태계를 복원, 경제적 

효과가 높은 장점을 가짐

○ 최근에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패류의 주 먹이생

물이 되는 규조류, 미세조류가 감소하고 있고 패류 먹이 생물

량 부족으로 인해 패류양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양식 추진,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 생태계 복원 필요

(8) 북한 해양수산양식 현황 

및 북중협력(양따줘 교

수)

○ 북한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수질상태가 

좋기에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 중국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양식장 확보의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양식업투자를 적극 추진. 대표적인 양

식 품종은 바지락, 소라, 섭조개, 넙치, 해파리, 해삼 등이 있음

○ 북한 나진항에서 중국 훈춘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가속화되었으

나, 최근에는 대북제재로 인해 차단되었으며, 수산양식 및 가공 

시설이 낙후되고 인프라시설 부족, 자금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환경 및 안정성에 대한 법제도

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분쟁해결 발생 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결이 어려움

(9) 대양성 어종 부시리 인

공육성기술의 연구현황 

및 전망(류쉐쩌우) 

○ 중국은 연근해 해양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수산양식의 한계를 겪

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다목장사업과 접

목하여 외해·심해 양식업을 적극 추진. 외해·심해 양식품종

을 선택함에 있어서 해당 해역의 토종 어종인 부시리를 추전

하고, 부시리의 생물학적 연구를 추진하였고, 유전, 신경계, 호

르몬, 소화기, 먹이생물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가능성 

입증

(11) 해양수산자원 증양식 

정책 및 법제도(텐치윈 

교수)

○ 중국 해양수산업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

으며, 2017년 양식 생산량은 4905.99만 톤으로 전체 어획량

의 23.9%를 차지함. 그간 중국 양식업은 기술과 장비의 개발

로 인해 생산량은 지속 증가되어 왔으나, 양식장 중심의 생산, 

양식장 순환수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어장 생산성와 어

류의 질병이 발생

○ 해양수산증양식에 관한 법정책으로 “발해, 황해 및 동해 선망

어업금지구역에 대한 명령”, “중국 수생생물자원 보호를 위

한 행동강령”, “어업법”, “해양환경보호법”, “해역사용

관리법”, “전국해양기능구획”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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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북동부 지역발전을 발제한 Guolei 교수는 길림성의 해양전략이 항구를 빌려

서 해양에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중국의 국가해양정책

에서도 길림성은 연해성으로 인식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  

- 길림성은 러시아, 북한을 인접하고 동해와 연결될 수 있는(타국의 통항로를 통해) 

지역임. 길림성은 바다는 보이지만 바다로 접하지 않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나, 훈

춘 같은 경우 다른 나라와 연계는 되어 있으나, 바다를 접하지는 않음. 따라서 바

다를 통해 지방경제 진흥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길림성이 일대일로와 

동북지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길림성은 두만강을 통한 바다로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80년대부터 오랬동안 진행해 

왔고, 예를 들어 1993년도에는 길림인민출판사에서 길림성의 바다 통항로 확보를 위

한 내용을 발표. 2016년 9월, 국가해양국은 길림성을 “연해에 있는 바다로 통하는 

성”으로 지위를 변화시키고, 길림성을 연해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함. 

(12) 언론을 통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이슈 식

별(장덕희 박사)

○ 황해 연안은 인구밀도가 높은 해역이며, 황해로 유입되는 주요 

강에는 한국의 한강, 금강, 만경-동진강, 영산강, 그리고 중국

의 황하와 양쯔강이 포함됨. 육지에 유입되는 강물(수온과 염

분 변화)이 황해 해수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13) 황해기후변화 및 연구

협력방안 (장찬주 박사)

○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수요, 국민들이 생각

하는 해양과학기술분야 정책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해양수산 

정책분야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분석(6개 중앙일간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Text Mining, Keywords, 군집분석).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에서의 언론은 공공이익과 사적이익 사이

의 권력균형 유도, 개선이 필요한 사회문재 확산의 역할 수행

(14) 중국 산동 연안개발 지

질환경 적합성 평가방

법 및 실천 (장젠웨이 

교수)

○ 중국 산동성 연안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단층, 해저면 특성, 

사면붕괴 등 모든 지질요소 및 지질 위험요소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해저지질 위

험요서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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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양사업발전 13/5계획은 두만강 출해 프로젝트 등 일대일로를 북쪽으로 개방

하기 위한 전략을 실시

- 중국과 조선의 변경무역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길림성이 바다로 통하는 작업은 

일대일로 정책에 중요한 조치로 이해됨. 길림성의 대외개방의 중심지로 해양을 주

목하고 있으며, 중/러/북/한의 5개국 수로를 연결시키는 거점지역으로 이해하며, 훈

춘의 경우 길림성의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음. 훈춘

은 조선/중국/러시아가 인접한 지역으로 길림성의 대외개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음. 해상운수가 접목되는 중요한 지역이며, 북미와 북유럽으

로 통하는 가장 근거리 지역임

- Guo교수는 정책제언으로 해양경제협력을 초점으로 길림성이 대외협력의 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바다에 인접한 성에서 바다로 통하는 성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

하며, 주변국이 일대일로 접목을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길림성의 

역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중국 대련해양대의 Yang교수는 북한이 2015년에 먹는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임

무로 강조하였고, 김정은은 수산물 생산 증가를 우선 과제로 적시하고 있음을 언급

○ 1980년대, 북한의 수산은 제7의 정책 지표에 들어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으며, 70년대 이후, 북한은 심해 어업을 진행하였고, 85년에는 약 239만톤 정도에 

최고치에 이르고 있음을 언급

- 북한의 3-7계획 기간 동안 수산품 계획총량이 1103만톤이었고, 어류가 약 300만톤을 

차지함. 천해양식이 800만톤임. 단 수산품 생산량에 대하여는 정확한 수치가 미비

함을 토로

- 동해안은 어업자원이 풍부하며, 11-12월에서 동해안에서 산란을 하므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어로 시기로 봄. 청어, 정어리, 꽁치, 오징어 등이 모두 중요한 북한 

동해안 어종임. 고등어, 꽁치, 살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임

- 어류 외에 철게, 대게, 오징어, 바다조개, 성게 등의 중요 어종이 있음. 원산에서 

금강산은 큰 가리비, 오징어 어획. 나선에서 원산까지는 털게, 오징어, 판게 등이 

있음. 변경 무역에서 이러한 북한 물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힘(길림, 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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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한 동해수역 주요 수산품

- 서해안은 주로 어획을 중심으로 하고, 양식이 보조적 역할을 함. 꽃게, 고동, 기타 

어류 등이 있음. 어획 범위는 압록강하구에서 남북 경계선 까지 넓게 나타남

- 해수양식업은 보조적 산업인데, 서해에서 주로 가리비, 해삼, 조개 등이 있음. 최근

에는 천해지역에서 해삼, 전복, 가리비 등이 인기. 남포에서 장연까지는 해심 저수

지 양식, 장연에서 웅진까지는 잡색 가리비 양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그림] 북한의 서해 명성해수양식장(좌), 낙산 양식장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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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양식기술은 주로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음. UN 제재 전에, 중국

의 많은 협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철수한 상태임

[그림] UN의 북한 제재 이후 중국 상무부의 북한 관련 무역 제재 성명

○ 북한 수산양식문제점 : 인프라, 자금 부족 – 기술부족 – 수산품은 어획중심이로 양

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임. 생산물자 상태는 안좋고, 해외시장은 적으나 주로 중국 

의존도 높음. 노동력 비용이 매우 낮다는 장점은 있음. 

○ 북중 협력 : 1987년, 북한의 기술시찰단 방문 – 2009년,  FAO 지원하에 중국 수산

과학연구원 황해수산연구소에서 국제해수어류 양식반을 운영한 바 있고, 2010년 해

삼, 전복등 양식생태환경을 시찰한 바 있음. 최근 5년 동안 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

임.

○ Yang 교수는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북한정부의 정책지원 중시, 지리적 위치의 우월

성, 수산양식기술의 선도 국가, 중국 시장 등 해양수산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갖추

고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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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핵심해역 갈등관리 및 남북해양협력

제1절 북한의 해양수산 정책과 관련 법규

 1. 북한의 해양수산 정책

  북한은 해방 이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북한의 수산업 관

련 정책의 원형은 1957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수산업을 발전시

킬 데 대하여’이다. 전후 북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마련된 수산

업 정책은 ‘중공업 우선정책’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0년대 들어 집

중 지원을 받으면서 비로소 실행에 옮겨졌다. 

  북한의 수산정책은 대체로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기본적인 수산업 생산기반

을 조성한 1960년대 이전, 어로어업을 중심으로 수산업 발전을 추진한 1960년대 이후, 

그리고 기르는 어업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구분된다. 

본격적인 수산업 발전기인 1961년(제1차 7개년계획)∼1986년(제2차 7개년계획)에는 어

로어업을 위주로 한 증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원양어업 발전, 어선의 

대형화 및 다목적화, 과학적 어로체계 확보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오호츠크 해

와 베링 해 등 구소련 해역, 이란과 앙골라 해역 등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해역을 대

상으로 원양어업이 시도되었으며, 만능어선이라고 불리는 다목적 어선도 건조되기 시

작했다. 

  북한의 수산행정 및 관리체계의 기본적인 틀도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1987년(제3차 

7개년계획)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류공급 사정의 악화와 어선의 

노후화 등이 겹쳐 어로어업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모

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2000년 내수면 양식사업의 확대를 위해 도와 시․군에 각각 100ha와 20∼30ha 이상의 

양어장을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수산분야의 과업 

목표로 재배어업(양식업) 강화, 세소어업(연안어업) 및 양어부문의 강화가 설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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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2000년 이후의 가장 큰 정책적 변화는 경제상황이 심화되면서 북한수역

에 대한 중국의 입어를 허가하거나 양식장 개발권을 내주는 등 수면과 수산자원을 이

용한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1) 북한 수산정책의 변천 과정

  정권수립 이후의 북한 수산정책의 변화과정은 크게 김일성 시기, 김정일 시기, 그리

고 김정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북한 수산정책의 전반적인 제도와 조직체계는 

김일성 시기에 형성되었다.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며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김정일 시기의 수산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경제난과 더불어 수산물 생산도 급감함에 따라 양식어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수산과학연구소 산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식어종 개발과 보급 등

에 노력을 집중했다.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군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많은 수확을 거두는 방식으로 수산

업 전반을 독려하면서 빈번하게 현지지도를 하고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는데, 수산물의 생산량이 이전 시기에 비해 일시적으로 상당히 증대되고 있지만 그

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모든 정책의 결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상명하달식(上
命下達式)으로 최고지도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주요 노선과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

정이고, 다른 하나는 하의상달식(下意上達式)으로 당·내각·군 등의 해당 분야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검토와 협의를 거쳐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하는 방식이다. 상명하달식

은 물론이고 하의상달식도 지도자의 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는 정책 입안 

시 강령과 교시를 참고하여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의상달식 정책결정과정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검열부의 검토를 받고 최고지도자의 비준을 받아 집행

하는 형식이다. 다른 하나는 군부대 수산관련 부문 등 특수기관이 당의 해당부서를 거

치지 않고 정책을 입안하여 직접 비준을 받아 집행하는 형식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있

어서 그것이 상명하달식이든 하의상달식이든 불문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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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 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조사하여 관련 교시를 준비한 후 현지지도를 실

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이 즉흥적으로 현지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김일성 시기의 수산정책(1945-1994)

  김일성은 “인민들의 부식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수산업을 

발전시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라고 하면서 해방 직후부터 이미 바다를 적극 이

용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으며 그 후에도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구

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1)

  김일성 시기의 북한 수산정책의 변화과정은 다시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로, 이 시기 북한 수산정책의 중심은 어업

생산과 관련된 정책보다는 생산 수단 및 생산 활동의 국유화를 위한 수산제도의 정비, 

조직 및 기구의 개편에 두었다. 이에 따라 실시된 주요 수산정책은 어장, 수산설비, 수

산시설 등에 대한 국유화사업으로, 1946년 8월 10일 중요사업 국유화 법령의 공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1947년 3월 국영관리의 ‘북조선 수산기업소’가 최초로 설치되

었다. 또한 1947년 8월 25일에는 오늘날 수산협동조합의 전신인 ‘수산합작사’가 창

설되어 이원적 어업생산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수산부문의 국유화사업은 

개인 어업종사자의 반발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1958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사회주의 경영형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2단계: 제1차 7개년계획기간인 1961년에서 1970년까지로, 최초 계획기간은 1967년

까지였으나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동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함

에 따라 1970년까지로 계획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수산정책은 범선의 동

력화와 동력어선 건조 등 어업 장비의 근대화와 어선수리소 확충, 그리고 천해양식어

장 개발에 목표를 두었다.

  제3단계: 1971년부터 1977년까지의 기간으로, 1971년 11월 12일 노동당 제5차 대회

를 통해 3대 기술혁명 수행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1971년부터 착수된 6개년계

획과 1년간의 완충기를 포함한 기간이다. 이 시기는 서구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및 설

1) 김일성,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동해지구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에서 한 결론”(1976년 11월 

14~15일),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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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도입에 의한 적극적 경제부흥정책의 추진으로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성장을 이룩한 시기라고 하겠다. 그러나 김일성이 1976년 11월 14부터 15일에 열린 동

해지구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에서 내린 결론에 의하면 그 동안의 수산정책 집행 과정

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는 우선 수산부문에서 “어선들을 동력화, 현대화하고 선박수리를 잘하여 사철 바

다를 비우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

다. 즉 수산부문 간부들이 어선들의 동력화와 현대화를 잘 못했기 때문에 수산부문에 

여전히 범선과 낡은 동력선이 많고, 이런 어선으로는 30~50마일 되는 어장에 나가 물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일찌감치 수산부문 간부들에게 선박수리 

공장들에 예비 기관을 제공하여 수리할 어선이 들어오면 15일 안으로 수리해 줄 데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여전히 그 과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2)

  김일성은 “수산사업소들에 기계어선(동력선)이 몇 척씩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제때

에 수리해주지 않아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지금은 한

창 도루묵 철이고 멀지 않아 명태 철이 다가오는데 조선소들과 선박수리 공장들에 고

장 난 어선들이 그냥 서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고 질책했다. 그는 이

어서 “정무원과 수산부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면 선박수리 같은 것은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8월 8일 공장에서 200마력짜리, 400마력짜리, 1000마력짜

리, 2500마력짜리 기관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정무원과 수산부에서 선박수리에 관

심을 돌려 선박수리 공장들에 예비기관을 한해에 몇 대씩만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어

선들을 제때에 수리하지 못하여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수산부

문 간부들이 내가 1959년에 강원도수산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내놓은 방침을 관철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더라면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3) 그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실은 수산부문 간부들 속에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혁

명적 기풍이 없으며 당의 유일사상 체계가 철저히 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면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산부문 지도간부들이 물고기 잡이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지 못하

는데 원인이 있다고 했다.4)

  그는 이어서 해양지식과 물고기 회유상태를 똑똑히 알고 생산지휘를 하는 것이 아

니라 되는대로 하고 있다면서 수산부문 지도간부들이 계획화 사업도 바로 하지 못 하

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경제인만큼 주먹

2) 김일성, 위의 글, 5쪽.

3) 김일성, 위의 글, 6쪽.

4) 김일성, 위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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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식으로 일하여서는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산부에서는 자재공급계획, 

선박수리계획, 어구생산계획 같은 것을 잘 세우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일하고 있다.”

는 것이었다.5)

  그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5일 선박수리 체계를 세우는 사업

을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당적인 과업으로, 법적과제로 여기고 모든 힘을 선박수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선을 많이 건

조하는 것이다. 선박공업부문과 수산부문에서는 성능이 높고 현대적인 어선들을 많이 

건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다.”고 지적했다.6)

  김일성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선들은 거의 병신 

어선들”이라고 지적한 후 “지금 수산부문에 무슨 어선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

겠다. 원산수산사업소만 놓고 보아도 300마력짜리 만능선, 심해저예망선, 대형기관저예

망선, 소형 75마력짜리 저예망선, 대형건착선, 중형건착선, 소형건착선, 포경선, 대형자

망선, 소형자망선 등 무려 10여 가지의 어선이 있다. 신창수산사업소에도 400마력짜리 

건착선, 200마력짜리 건착선, 200마력짜리 열구저예망선, 100마력짜리 열구저예망선, 

200마력짜리 목조저예망선, 75마력짜리 철조건착선 같은 여러 가지 어선들이 있다. 수

산사업소들에서 한 가지 작업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선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로공들이 물고기 잡이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고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실태를 

분석했다.7) 이어서 그는 어선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물고기 잡이를 기계화, 자동화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어선들을 현대화하여야 수산부문에서 당 제5차대회가 내

세운 기술혁명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8)

  다음으로 수산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김일성은 “수산연구소를 내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들을 통

합한다고 하면서 수산연구소들을 과학원에 합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된 것 같지 않

다. 수산연구소들을 과학원에 기계적으로 합쳐서는 안 된다. 수산연구소들은 수산부 

산하 과학연구기관으로서의 수산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연구기관의 설치에 대

해 교시를 내렸다. 그는 이어서 수산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수산연구소는 해양상태

와 물고기 회유상태 그리고 기상조건과 물고기 회유상태와의 관계, 어선, 어구들을 종

합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동해수산연구소와 서해수산연구소를 따로 내오고 능력 있

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로 꾸려주어 수산과학 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5) 김일성, 위의 글, 9-10쪽.

6) 김일성, 위의 글, 18쪽.

7) 김일성, 위의 글, 22쪽.

8) 김일성, 위의 글,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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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신포나, 함흥, 원산 같은데 있으면서 수산과학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중앙에 수산연구소들을 둘 필요는 없다. 서해에서의 물고기 잡이와 동해

에서의 물고기 잡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해는 깊지 않고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지

만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이 없다. 서해에서는 큰 어선으로 물고기를 잡을 것이 아

니라 중소어업을 하여야 한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서해에서의 중소어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사업체계를 세워야 하겠다.”고 하면서 동해와 서해의 연구소가 각

기 해역의 특성에 맞는 연구를 진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9)

  그는 또 수산과학 연구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수산부문 기술간부 양성사업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산과학 기술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하여서는 수산

대학의 교수교양사업을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10)

  제4단계: 제2차 7개년계획기간과 목표 미달에 의한 2년간의 조정기를 포함한 기간으

로, 1978년부터 1986년까지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표방하였으며 

수산정책의 방향도 전인민적 어업생산, 어업장비의 현대화, 과학적 어업생산체계 구축

에 맞추었다.

  제5단계: 제3차 7개년계획이 시작된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으로, 주목할 것

은 기술혁신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발전

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혁신을 노력동원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던 

종래의 관념에서 벗어나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 또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김정일 시기의 수산정책(1994-2011)

  북한은 경제구조의 일국적인 자기완결성을 지향한 자립적 민족경제체제를 추구하여 

모든 산업이 기본적으로 대외부문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립적 산업으로 발전함에 따

라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부분 스스로 봉쇄

하였다. 

9) 김일성, 위의 글, 33쪽.

10) 김일성, 위의 글,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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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원유, 코크스, 기계 및 부품 등 긴요한 물자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내화물, 시멘트, 금괴, 철광석, 철강제품 등 특정 

물자를 수출하는 소극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부문 간 불균형 정책을 장기간 시행

함에 따라 중화학공업에 비해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경제는 소련해체 및 동구권의 민주화 등으로 대외경제관계가 붕괴된 데다 자연

재해가 겹쳐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급락하였으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내재

적 문제점과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증가에 의존하는 외연적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1970년대부터 이미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북한의 수산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경제난과 더불어 수산물 생

산도 급감함에 따라 양식어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

일이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수산과학연구소 산하 양어과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식어종 개발과 보급 등에 노력을 집중함에 따라 양어사업이 다

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규모도 상당한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1)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 시기는 북한이 경제개발을 

자주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경제발전전략 속에서 수산업 

관련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수산업은 경제발전전략에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문 중 하나로 축산업, 과일농사와 함께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수산업 중에서 강력

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은 양어사업이었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에서의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와 노동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많은 

물고기를 생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향후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

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어사업이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양어사업이 인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거나 외화벌

이에 좋다는 설명도 있지만 더 강력한 논리가 되는 것이 바로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김일성도 1950년대 말부터, 특히 수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

하던 1960년대부터 양어 양식 사업을 중요하게 거론하였다.12)

  양식양어사업을 위한 연구기관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김일성의 유훈을 지키기 위해 선군정치 노선이 제기되기 시작하던 1998년부터 각국으

로부터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와 수백만 개의 알을 수입해서 양식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2000년, 2001년의 신년사에서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양

11) 엄선희, 북한의 수산정책 관리체제, 북한해양수산리뷰, 제2호 2009.05.20

12) 조선노동당출판사(2005),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 172-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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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후에 김정은도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양어열풍’을 강조하

였다. 물론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양어사업에서도 

‘과학화, 집약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어종과 품종

을 바로 규정하고, 지방마다 양어장을 제대로 건설하라고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양어장에서 나오는 물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하면 양어장 운영에서도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학

화, 집약화를 하는 데 또 하나 중요한 점으로 거론된 것은 새끼물고기와 먹이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한다. 물고기먹이로 배합먹이와 자연먹이를 잘 배합해야 하는데, 배합

먹이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단백질 원료와 성장촉진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에서 콩깻묵과 강냉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성장촉진제, ‘프로액’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과학원 이외에도 관련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

체제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양어사업의 과학화, 집약화를 이야기하면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물고기를 양어 못에서 여러 층으로 기르는 것과 전염

병과 짐승들로부터 피해를 줄일 것, 자연양어, 논판양어 등이 있다. 일반 경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설비의 현대화, 자동화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50-60년대 

당시 마련된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13)

  북한은 수산업을 인민의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급원으로서, 그리

고 공업 제품 수출이 미비한 북한 경제에 있어서 외화 획득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량과 실

제 생산량의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경제난의 악화로 생산량은 

1960년대 수준을 밑돌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선박의 노후화와 부품 부족, 

연료부족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연근해 어업의 

부진을 만회하고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양어사업을 적극 강조해 왔다.

  1997년 6월 김정일 총비서가 황해남도 용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 이래, 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산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양

식 어종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고 각지의 연못, 호수, 하천 등을 이용한 양어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동시에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규정’(1997. 7), ‘물

자원법’(1997. 8), ‘바다오염방지법’(1997 .12) 및 양어법(1999) 등 관련 법규를 연이

어 제정하였다.

13) [뉴스레터 213호 (2012.11.07)] 북한의 수산정책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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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에 평안남도 온천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수자원 보호 대책과 수산자원 증식 사

업을 벌였다. 양강도내 공장·기업소들은 164 개소에 총 40정보 규모의 양어장을 건설

하였고, 개성시와 배천군에서는 6정보의 양어장을 건설·보수하였다. 1999년 3월에는 

어부절을 맞아 동·서해의 수산사업소와 연안 양식사업소에서 수산물 생산에 주력했

다. 2000년 5월 9일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열대메기공장을 방문하여 열대메기에 대한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선진 방법을 적극 수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2000년 및 2001년 

신년사에서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감자 농사와 양어사업을 제시하였

다. 그 결과 2000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메기공장과 양어장이 건설되거

나 보수·확장되어 그 면적이 수천 정보에 달한다고 선전하였다. 2001년 9월에는 함경

남도 영광군에 동해안 최대 규모의 ‘영광청년양어장’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30만ha 

규모로 82개의 양어 못과 부화장, 6개의 미생물 서식장을 갖추고 있으며 해마다 200만 

마리의 치어를 양어 못에 양식하여 수백 톤 이상의 물고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산성은 양어장 조성에 적극 나서서 각 도에는 100ha, 시·군에는 20~30ha 이상의 

양어장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잡았으며, 양어 방법의 다양화도 적극 도모했다. 열대 메

기의 경우 양어장에서의 일반적인 양어뿐만 아니라 온천이나 화력발전소의 폐수를 이

용해 기르는 방법도 도입했다. 나아가 부화한 지 20일 정도의 열대메기 치어들을 논에 

놓아기르는 ‘논판 양어’도 실시했다고 한다.

  2010년에는 김정일이 김정은(당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용

연 바닷가 양어사업소와 용정양어장을 시찰했는데, 용연사업소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철갑상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적응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인민군 소속 노동자들이개축하고 확장공사를 진행한 곳으로, 철갑상어와 농어, 

참도미, 우럭, 칠색송어, 가죽잉어, 산천어 등의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다. 김정일은 기

타 연해안 지역들의 수산관련 부문들이 이곳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문

했다.14)

   (3) 김정은 시기의 수산정책(2011 - 현재)

  2010년 이후 북한은 군을 활용한 단기간 내 수산생산 증산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군

을 앞세워 수산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와 외화획득은 물론 주민들의 양식문제

14) “김정일 위원장 룡연바다가양어사업소와 룡정양어장을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이 기사를 통해 양어 등 어업에 인민군을 
동원하는 것이 김정일 시대부터 있었고, 김정은이 후에 그것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http://chosonsinbo.com/2010/11/sinbo-k_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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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친인민적 정책의 일환으로 수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의 ‘애민지도자’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수산물 공급

을 담당시켰다. 또한 수산업을 ‘먹는 문제해결 3대축’의 하나로 지정하는 등 주민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인식을 제고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군을 통한 수산물 증산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군부대 산하 8월25

일 수산사업소를 모델로 제시하고 다른 일반 ‘사회’의 수산사업소의 생산성 증대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군 산하 수산사업소 건설 및 수산가공공장 등의 운영 사례도 증가

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제810군부대는 산하에 3개의 양어장, 양어사업소를 운영 중이

며 김정은이 시찰한 바 있다. 또한 군부대 산하 서해안 금산포에 연간 1,000톤을 생산

하는 젓갈 가공공장 및 수산사업소 건설을 발표하고, 수산물 가공기지의 표준으로 삼

도록 지시하였다.15) 이와 같이 북한이 군 인력을 수산 증산 정책에 활용하는 이유는 

인원동원이 쉽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단기간에 수산 생산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군 산하 수산사업소 건설 및 수산가공공장 등 운영 사례가 증

가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수산사업소 현장 시찰도 증가하였다. 실제로 제810군부

대는 산하에 3개의 양어장·양어사업소를 운영 중인데 김정은은 전 사업장을 시찰하

였다. 또한 김정은은 군 수산부문 열성자를 표창하고,16) ‘어로전투’ 및 ‘물고기 대

풍’을 지시했으며 ‘철령정신’을 통한 수산증대를 강조하였다.17)

  농업과 축산업이 201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문의 성과

보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동안 민물 양식 등 내수면 수산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산업의 강조는 농업, 축산업과 함께 식량문제 개선을 위

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공급을 곡물 중심에

서 육류 및 해산물 등으로 다양화 및 고급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 등 해양수산 거점이나 갈마식료공장 등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이

나 양식장 신규 조성 등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동향이 보도되었으며, 평안북도수산관리

국 산하 수산사업소, 이원수산사업소, 신창수산협동조합 등 등 각지의 어로 및 수산물 

생산실적 등이 매우 큰 비중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수산업 기지를 주로 군부대가 건

설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문의 강조는 군인을 동원한 세포등판개간사업 

등 군대를 경제 건설에 적극 활용한다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

15) 조선중앙통신 2015년 3월 27일자

16) 노동신문 2013년 12월 27일자

17) ｢병사들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 아래 김정은 시대의 철령풍경, 물고기대풍을 가져온 정신임」, 노동신문 

2013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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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문의 성과를 선전하는 보도 중 상당수는 해당 성과가 군부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

이고 당과 군이 이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부대를 동원하여 국가

적인 차원에서 해양수산 기지를 건설하고 그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가

적인 차원에서 수산부문의 외화 수입 및 사용에 대한 통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김정은식 실용주의’가 2014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15년 2월 24일 당과 국가 경제부문 간부들에게 한 담화에서 “수산부문

을 추켜세우고 수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

여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노동당이 “농산, 축산과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과 호수가 많아 수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

고 있다. 경작면적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강, 호수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

결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지적했다.18)

  김정은은 이어서 “지난 세기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물고기 생산에서 

기록적인 성과가 이룩되었다.”며 김일성은 수산부문에서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여

러 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고, 김정일은 잡은 물

고기를 수출하지 말고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었으며 평양시에 물고기 전문매장

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주었다고 선대의 관련 업적에 대해 회고했다.19)

  결국 북한이 오늘날 수산부문을 중시하고 수산업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선대 수령들의 유훈을 관철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서라는 것

이다. 이에 따라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당의 의도를 받들어 어로전투를 힘차게 

벌려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있으며, 사회의 수산부문에서도 물고기를 적지 않게 잡고 있

지만 인민군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20)

  다음으로 김정은은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날 

북한 곳곳에 양어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나, 양어를 꾸준히 진행하지 못해 노력을 들

18) 김정은,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고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p. 1.

19) 김정은, 위의 글, pp. 1-2. 김정은은 특히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이 본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

할 데 대한 문건”이 생애 마지막으로 본 문건이라고 지적하여 김정일이 수산부문에 기울인 노력을 강조했다.

20) 김정은, 위의 글,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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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설해 놓은 양어장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양

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가 바로서 있지 않고 양어방법도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현대적인 양어기

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는” 것; “물고기 종자와 

먹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양어에서 먹이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은 될수록 자

연먹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기르는” 것; “양어장들에서 생산능력에 맞게 동물성 단

백질 먹이 서식장을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가축 배설물과 생활오수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물고기를 기를” 것; “배합먹이와 먹이첨가제 생산기지를 잘 꾸

리고 질 좋은 배합먹이와 먹이첨가제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하도록” 할 것;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를 세우고 양어기술을 발전”시킬 것; “물 온도와 산소공급을 비롯한 과

학기술적 요구를 잘 지키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21)

  다음으로 김정은은 천해양식에 대해 “바닷가 양식을 많이 하면 해양 어업의 계절

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얕은 바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수산물 생산을 늘릴 수 있으

며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해역에는 다시마와 미

역, 전복, 해삼 같은 것을 양식할 수 있는 적지가 많으므로 양식면적을 늘리고 양식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자가 중요한 만큼 빨리 자라고 생산성이 높

은 양지식물 종자를 확보하고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

다.22)

  수산물가공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수산업의 2대 생산부문의 하나이며, “물고기 가공

은 냉동, 냉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절임과 통조림을 적절히 배합하고 영양가 높은 젓갈

품을 많이 생산하는 방향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23) 그는 이어서 “현대

수산에서는 수산물 생산에 가공을 접근시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어선에서 직접 

가공하는 것이 추세이므로 가공모선들에 초급동 설비들을 설치하고, 수산사업소들의 

냉동설비와 절임 탱크들을 보수·정비하며 현대적인 가공시설을 더 건설하도록 하여

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수산물 가공공장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가공품을 다종화, 다양화하며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문화성을 제공할 수 있게 

포장을 질적으로 하고 상표도 특색 있게 만들어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산물가공

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가공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한

다고 강조했다.24)

21) 김정은, 위의 글, pp. 7-8.

22) 김정은, 위의 글, pp. 8-9.

23) 김정은, 위의 글, p. 9.

24) 김정은, 위의 글,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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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부문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수산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수산과학 연구부문에서 성능이 좋은 현대적인 어군탐기지를 개발

하여 어선들의 항해 속도를 높이며, 기망당 물고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기술과 능률

적인 어구들을 창안하며 어로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물고기 생산

과 가공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앞선 수산 기술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

다.25)

  그는 이어서 수산부문의 과학연구기관들과 교육기관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

게 일신하고 연구조건, 교육조건을 잘 제공해주어 실력 있는 수산과학자들과 유능한 

선장, 기관장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26)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에 관해서는 “정착어족들을 보호증식하지 않고 새끼물고기

까지 마구 잡아내면 바다의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수역들에 대한 수산자

원 조사를 정확히 하고 자원량에 맞게 수산단위들의 수산물 생산규모를 정해주어야 

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단위에서 해마다 담당수역에 양식시설물과 종자, 새끼

고기를 계획적으로 넣어주어 수산자원을 늘여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수산자원보호증식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 승

인되지 않은 어구와 방법으로 물고기 잡이를 하거나 알쓸이시기(산란기)를 비롯하여 

금지된 시기에 물고기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바다와 강, 호수, 저수지들에 유독성 

물질과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마구 버리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27)

  한편 정부 차원에서 수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제

공해 줄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물과 연유를 비롯한 어구, 자재공급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유와 전기, 소금은 물고기생산과 가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3대 요소 이므로 내각과 해당 부문에서는 물고기 잡이와 가공에 필요한 연

유와 전기를 계획에 맞물려 공급해주며 소금과 비닐 밧줄 같은 것도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물고기 잡이와 양어, 양식에 필요한 어구와 자재들을 최대한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면서 부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서라도 공급해주어야 한

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군들에 수산사업소들을 분담하여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하

게 하고 대신 물고기를 받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양선단의 어로공들을 비롯하

여 바다에 나가 일하는 인원들에게 식량을 떨어지게 하지 말고 공급해주며 수산부문

25) 김정은, 위의 글, p. 10.

26) 김정은, 위의 글, p. 11.

27) 김정은, 위의 글,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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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28)

  끝으로,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 소속 어선들의 어로 조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 군민협동을 강조하면서 “군대와 사회의 수산부문들이 서로 해상 정보자료도 알려

주고 경험도 교환하면서 군민일치의 미풍을 살려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사회의 

수산단위들이 물고기 잡이와 바닷가 양식을 할 수 있게 출항조건과 어장조건을 보장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29) 그와 동시에 “수산부문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사명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할 것을 주문

했다.30)

  북한은 지난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강행했다. 김정은은 36년 만에 열린 7

차 당 대회에서 3시간 넘는 사업총화 연설을 통해 수산업 생산 증대를 빼놓지 않고 

독려했다. 김정은 시대 수산물 장려 정책은 유훈통치의 하나로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 전날 서명한 것이 물고기 대책 문건이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을 이어받아 

집권 초기부터 수산업 장려에 나섰다. 이른바 ‘어로전투’라는 말까지 등장했고 2013

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산부문 열성자 대회를 열어 매년 같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정은이 작년에 수산 기관을 방문한 횟수만 15회에 달했다. 그만큼 수산업에 많은 공

을 들였다. 대북 전문가들은 수산업이 농업이나 중공업 등 다른 산업과 달리 별다른 

기반 없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점

을 북한이 백분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전까지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60만t 수준이었지만 집권 이후 꾸준히  늘어나 5년 전에 비해 30% 이상 증

가한 80만t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생산된 북한 수산물의 90% 이상은 북한과 접경을 이룬 중국 훈춘과 단둥 등

으로 수출돼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2) 북한 해양수산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북한은 수산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

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28) 김정은, 위의 글, p.12.

29) 김정은, 위의 글, p.13.

30) 김정은, 위의 글,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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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있어 수산부문의 정

책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1961년까지 해방직후 침체에 처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산부문에서의 국유화 및 사회주의적 경제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에 수산물 생산목표를 이전보다 2배가 높은 350만 톤으로 책

정한 바 있었으나 목표의 53%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 7개년 계

획기간에는 제2차 계획기간 목표량의 1.4배인 500만 톤의 목표를 세웠으나, 이 역시 

달성하지 못하였다. 최근 제4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의 성과도 목표에 크게 미달

했다. 실제 생산과 목표량이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생산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즉 사회주의 생산체제 자체가 갖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원 조달계획의 

차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수산 과학기술 

정책은 대중들의 생활 향상과 관련해서 추진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의 

수산업과 수산과학 분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다.31)

  북한은 전후 복구 및 국민경제발전 3개년 계획 기간(1954-1956년) 동안 농업 합작화

와 함께 수산업 분야에서도 합작화 운동을 전개하여 이 기간 동안 전국 각 도에 162

개의 수산합작사를 설치하였다. 북한은 또 이 기간 동안 연해와 내부하천의 수뢰를 제

거하여 항로를 소통하고 남포, 청진, 원산 등지의 항구를 수리, 복원했으며 조선소를 

증축하였다.32)

[표] 공업 부문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

단위: %

1944년 1949년 1953년 1956년

11.0 6.2 2.3 3.1

   (1) 국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33)

31) 『북한의산업2015』수산업, p.867

32)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32, pp.45-46

33)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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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이 시기에 개체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진행함과 동시에 개체 어민

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개조를 진행하였다. 우선 그들에게 당의 방침과 정책을 선전하

여 자각을 향상할 수 있게 돕고, 자발적인 지원에 기초하여 그들을 조직하여 수산합작

사를 설치한 후, 국가가 그들의 생산 발전을 돕는 방식이었다. 이는 사회주의 성격의 

집체소유제 기업이었다. 이와 같은 개조는 1953년에 시작되어 1958년에 완성되었다. 

어업의 사회주의 개조는 계획적이고 비례에 따라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어업경제 부

문에 대해 기술개조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34)

  이 기간 동안 식품공업 분야에서 수산부문과 관련해서는 신포 통조림공장을 중점적

으로 투자 건설하여 어류의 가공능력을 제고시켰다.35)

   (2) 국민경제발전 7개년계획(1961-1967년)

  이 기간 동안 식품공업 분야에서 수산부문과 관련해서는 어류 가공공장을 대대적으

로 신설 및 확장하여 생산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보유한 어선들을 모두 기계화하고, 대형 어선들을 건조하여 원양어

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가서는 수산품의 생산량을 100-120만 톤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36)

   (3) 국민경제발전 6개년계획(1971-1976)

  이 시기에 수산부문에서는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

표로 삼았다. 1976년까지 수산품의 생산량은 160-180만 톤을 달성하고, 그 중에서 어

류는 130만 톤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 어류 가공업도 강화하여 각각 냉동

어류는 2.4배, 어류통조림은 1.9배, 염장어류는 1.4배, 생선분말(魚鬆)은 1.5배 증가시키

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37)

  이 시기에는 또 3대 기술혁명의 임무를 제시했는데, 수산부문에서는 선박의 대형화, 

현대화 및 ‘만능화’를 실현하여 어로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고자 했다.38) 

34)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59

35)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68

36)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86

37)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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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 수산품 생산은 목표치의 104%를 달성, 1970년 대비 0.5% 증가했다.39)

  수산업 방면에서 원양어로와 근해어로를 결합하고, 대형어업과 중소형어업을 결합시

킨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1년 7개월을 앞당겨 수산품 년 생산 160만 톤

의 계획지표를 달성했다. 북한은 대량으로 3,750톤급 저인망 어선과 5,000톤급 냉장운

반선을 건조하였고, 신포항과 김책항을 개축하고 증축하였으며, 양화와 홍원지구의 어

업기지를 원양어업기지로 건설하였다.40)

   (4) 제2차 국민경제발전 6개년계획(1978-1984)41)

  수산부문에서는 물질 및 기술적 기초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과학적 어로체계를 건립

하고 원양어로와 근해어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1984년까지 수산품 생산량 350만 

톤, 그 중 어류 생산량은 270만 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수산품은 ‘80년대 

10대 목표’에서는 500만 톤, 제2차 국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에서는 350만 톤을 목표로 

설정).42)

  북한 수산과학기술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78년부터 시작된 제2차 7개년 계

획기간에 과학적 어로체계를 세우려는 정책이 수립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수산물 가공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1981년도를 

‘수산물 가공의 해’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

시 정책의 방향은 남은 물고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여 물고기에 

대한 2차 가공능력을 확충하고 양식물의 가공능력 제고이다. 이와 같이 수산과학기술

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수산과학원의 신설 및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강화하는 방

향의 정책을 동시 진행했다.43)

 

38)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19

39)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32

40)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36

41)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42

42)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p.145, pp.153

43) 북한의산업2015 수산업 pp.86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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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수산 관련 법규 및 제도

  북한의 수산관련 법은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변경되어 왔다. 1960년대 초창

기에는 수산업의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영수산사업소 규정, 수산업 협동조합에 관

한 규정 등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를 전후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점령서와 

수산자원 보존이나 보호를 위한 주석교서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수산업과 관련된 법체

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수산업법(1995년)과 양어법(1999년)이 제정된 1990년대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산업법의 하위법령인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1997. 7)을 제정한 것에서 북한의 수산자원보존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

한 양어법 제정은 북한정부의 양어사업 및 기르는 어업 육성으로의 정책전환을 뒷받

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물자원법, 바다오염방지법 등도 제정되어 있다. 

북한의 수산관련 법들은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

  1) 수산 관련 법규

  북한의 수산업관리에 관한 법규는 어업, 양식업, 수산기업소, 수산제품 검사 등과 관

련하여 네 가지 기본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이외에도 최고 권력자와 노동당의 강령과 

교시 및 명령형식을 통해 수시로 수립되기도 한다. 이들 중에서 수산업법, 양어법, 수

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에 관한 세부규정, 어선관리 및 외국인 어업관리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법

  1995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9호로 채택되고, 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된 수산법은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

호, 수산물 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

이 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개장 4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제1

장에서 수산법의 기본을, 제2장에서는 수산자원의 조성을, 제3장에서는 수산물생산과 

가공, 제4장에서는 수산자원 보호, 제5장에서는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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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양어법

  북한의 양어법은 1998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99년 3월에 양식업 관계규정을 보완․
개정하였다. 양어법은 양어수역의 관리,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생산, 자원의 보호, 사

업의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 6개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어법의 입법목적

은 “양어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견고히 하고 현실의 양어사업 발전의 요

구에 맞게 양어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 북한의 양어법은 식량난 

해결을 위 해 수산물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는 점에서 북 한 수산업 및 국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에 관한 세부규정

  식량농업기구(FAO)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북한의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에 

관 한 세부규정은 제정년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 연구논문에 의하

면 동 규정은 1999년 7월에 제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모든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와 자국 내의 외국인과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에 관한 세부

규정은 4개장 2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수산규정에서 특이한 점은 수산자원의 증

식 및 보호에 관한 세부규정의 내용이 수산법이나 양어법의 개개 규정의 세부시행을 

위한 내용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 이 때문에 수산법과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반복되거나 중복되기도 하며,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매우 미약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4) 어선관리체계

  북한의 어선관리체계는 내각결정 제37호(1998년 7월 23일자)에 의거하여, 일반 동력

어선들에 대해서는 국가해사국의 해사 감독처에서 돛배와 전마선과 같은 무동력어선

에 대해서는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독 관리를 맡고 있다. 모든 선박에 대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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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종류별, 소속부서별, 소유기관별로 번호와 약자를 부여하고 끝자리에 고유번호를 

붙여서 선박의 명칭만 보면 선박의 종류와 소속부서 그리고 기관 등을 쉽게 식별하도

록 하고 있다. 북한체제를 고려할 때, 어선의 입출항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모든 어선

들은 어업허가 증을 발급 받아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심지어 무동력선의 경우에도 노

와 놏대걸이 등을 경비대의 선박단속반에 반납하여 보관시키고 있는 등 철저한 통제

를 시행하고 있다.

   (5) 외국인 어업규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 동에 관한 규정｣을 1978년 8월 12일 정무원결정 제160호로 공포하고, 1980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다. 외국배에 관한 사항은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외국인과 외국배는 북한의 자원보호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북한 내 경제수

역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북한의 승인(협정, 계약, 인가)을 받아 북한의 경제

수역에 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외국인과 외국배는 물고기잡이 허가신청서 3부를 한글

과 국제용어로 만들어 한 달 전에 자원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배

가 북 한의 경제수역으로 들어 올 때는 배의 현측과 상갑판현측에 배의 이름과 번호

를 밤에나 낮에나 잘 보이도록 표식하도록 하고 있다.

   (6) 수산물 생산 및 수출 관련 규정

  북한의 수산법에 의하면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이 수립한 

수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수산물 수출계획은 어종별 수산자원의 가능 생산량

에 따라 수산물 생산 또는 수출계획을 국가계획기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수산 관리에 관한 제도

   (1) 수산자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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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을 법률로 명시하고, 상호연계 목적

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계획기관은 수산자원 조성계획을 세원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하달하여야 하고,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 양식적지조

사를 정확히 하고 자료를 중앙수산 지도기관과 국토환경 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체계를 확립함

은 물론, 수산동물의 치어, 해초의 종묘의 생산기반과 그 생산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 동물의 치어, 해초의 종묘를 넣어야 하며, 양어장에 넣어야 하는 치어의 질과 양

은 해당 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을 증식하고, 표준상태 하

에서의 단위당 생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양식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양식하는 

수산 동물의 사료의 토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자연 사료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지도기관과 해양

기관, 기 업 등 단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양식시설물 건조, 인공 해중림의 조성, 치어방

류와 같은 자연양식어장 조성의 국가계획을 수행하여야 하고, 양식장과 특히 자연양식

어장에 조성한 수산자원은 그것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 수산물 생산과 가공

  북한은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등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법률로 나타내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에 대해서는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북한은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그 가공을 

개선하는 것 이 중요하므로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수산품

과 가공품의 지속 적인 증가를 위하여 어획제품을 체계화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수산

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행하여 수산자원의 종과 그 가능 생

산량을 국가계획기관, 중앙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제출하며 관리하도

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 어종별 수산자원의 가능 생산량에 따라 수산물 생산 또는 수출계획은 국

가계획기관이 수립하되, 수산물생산 또는 수출계획 없이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어장할당은 국토환경지도기관이 담당하며, 국토환경지도기관

이 수산물생산계획을 제출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어장을 할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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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산과학연구소와 수산지도기관은 정확한 어업생산정보, 어장과 어기의 예보 및 

상세한 어군의 조사 등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

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선의 현대화와 다기능 어선으로 개선하여

야 하며, 그 가동률을 높이고 어선당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도입하여야 하며,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치어, 해초의 종묘를 배

포 하여야 하며, 정보당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적으로 번식시켜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수산물생산량을 수집하기 위하여 어로일 지, 생산일

지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어선을 국가계획에 의해 건조하고, 수산 

관련시설의 설치와 발전계획도 관련기관이 법률에 의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산업의 발전에 따라 어선을 건조하며(어선건조계획이 

없이는 어선을 건조할 수 없음),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산물가공

계획을 분배해야 한다. 낮은 질의 수산물은 상품으로서 가공될 수 없기 때문에 수산지

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질의 수산물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과 필수 시

설을 가진 어선을 제공해야 하 며, 하역, 냉동,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며, 수산물의 포장, 

운반용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하

기 위한 기술적인 가공공정을 확립하고, 수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산물 가공의 종

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규정과 표준 취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

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시에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수송

도중에 손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산자원 보호

  북한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률에 의해 다양한 규제와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 즉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4월과 7월을 ‘수산자원보호의 달’로 하며, 이 

기간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엄

격하게 감독·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 국토환경 지도기관은 수산자원보호와 관련

하여 수산자원보호구,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어종별 수산자원의 보호시기, 포획 

가능한 수산자원의 크기, 금지 어구와 방법 등을 정해야 하며, 수산자원보호구 의 관

리를 담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구역 내의 수산자원의 확대와 실질적인 보호

원의 어종, 수산자원보호·관리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과학연구

소는 해마다 국가계획기관, 중앙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수산 자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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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실질적인 자료를 매년 제출하여 계획과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수산자원보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행을 위하여 내각의 승인받아야 한

다. 한편 북한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일정량의 생산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생산

계획 을 초과하여 생산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수산자원의 생산계획은 수산

과학연구소에 의해 발급된 수산자원의 가능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육상양식

지에서 산란과 월동을 위한 양호한 상태의 어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식지역을 모두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수산자원에 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

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북한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 없이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湖沼)에서 물고기 보호에 이로운 풀을 채취할 수 없으며, 정해진 

낚시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댐, 갑문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

다. 저수지, 호소의 수위를 최대 수위 이하로 낮추고자 할 경우, 물 관리기관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수산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저수지, 호소

의 수위를 최대 수위 이하로 낮추고자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저질의 광물, 정화되지 않은 폐수,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폐설물은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북한은 지난 1984년부터 수산자원의 보호 및 지속적 이

용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 설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금어기 및 체장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원량에 비해 동해안은 30%, 서해안은 10% 

정도만을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적으로 자원남획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구체적인 수산자원보호구 지정 현황을 보면, 내․해
수면에 약 20여 개의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동해수역은 나진․선봉지

구, 함경도, 강원도 등에 총 10여개 가량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함경남도 북청

군의 신창만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주 보호대상인 성게, 해삼, 패류 등 수산자원 증

식을 위해 종묘채취 및 방류도 진행되고 있다. 서해에도 3개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설

정되어 있는데, 모두 황해남도 해역이다. 옹진군 내 옹진수산자원보호구와 마합도 보

호구역의 면적은 각 1,200ha 가량이며, 주요 보호대상은 김, 우뭇가사리이다. 아울러 

내수면 생태환경 및 주요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현재 대동강, 청천강 등 주요 하천

에 여러 담수성 어류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대동강의 경우, 상류 대흥지역에

서부터 하류 서해지역까지 약 4개의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양강도 백암군

의 도계수 어류보호구역은 곤들매기 서식지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임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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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1,250ha 면적에 어류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예성강의 경우, 자라 생식환경 보

호를 목적으로 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금어기나 체장제한의 경우, 해역별로 어종별 금어시기를 정하거나 체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조업방식(어구)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한 동해의 주 어종으로서 어획강도가 

높은 오징어에 대한 금어 시기나 체장제한이 없고 명태에 대해서도 체장제한만 있을 

뿐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동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조업활동으로 인한 자원남획을 제어할 방안이 미미한 상태이다.  

   (4)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부문의 지도기관으로서 수산부문의 기술지도, 생산, 계획을 

지도하고 통제하여야 하며,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에서 수산

부문 근로자들의 적절한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어선의 입출항 규칙과 선대 

훈련을 강화하며, 노동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

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게 수산물수출계획을 분배하여야 하고, 연안 정착성 수산자원

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토환경 보호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선박등록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모

든 어선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그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어선

은 승인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임대차할 수 없다. 체결된 어떠

한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을 할 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산자원보호 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하는지를 엄격하게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 관리를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증식 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수산물생산을 

중지시키고 피해를 보상시키며 불법으로 생산한 수산물과 그것으로 얻은 수입, 위법행

위에 이용한 어선과 어구, 설비는 몰수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생활과 수산자원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자와 개별 공민은 법의 절차에 따

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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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업관리 규정

  북한은 어업관리를 위해 허가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면허제는 시행하지 않

고 있다. 허가어업의 경우, 전용어업, 양식어업, 포경어업, 공선어업, 해수어업, 기선홍

치어업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정무원 수산위원회이 허가를 발하며 허가기간은 5년이

다. 이 외에 정치어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 시군 인민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1년에 한해 유효하다.

  어선관리의 경우, 정무원(1998년 9월에 내각으로 개편) 결정 제37호(1998. 7. 23)에 

의거하여 일반 동력 어선들에 대해서는 국가해사국의 해사감독처에서, 범선과 전마선

과 같은 무동력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독 관리를 맡고 있다고 

한다. 모든 선박에 대해 도별, 종류별, 소속 부서별, 소유 기관별로 번호와 약자를 부

여하고 끝자리에 고유번호를 붙여서 선박의 명칭만 보면 선박의 종류와 소속 부서, 기

관 등을 쉽게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모든 어선은 어업 허가증을 발급받

아야만 조업이 가능하고, 어선의 입출항이 매우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또한 어선 보

유기관의 책임자는 매년 2월과 6월에 연 2회 보유선박의 종류별로 대상 어종과 어획

량, 그리고 어기와 어장이 기입된 어업 허가증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는 매월 네 가지 색으로 된 길이 40cm×

폭 20cm의 암호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심지어 무동력선의 경우에도 노와 놋대걸

이 등을 경비대의 선박단속반에 반납하여 보관시키는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

다. 이렇게 북한이 어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한 보조

함정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6)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입 규정

  북한은 경제산업에 대한 계획과 통제를 기본으로 한다. 수산물 유통 역시 마찬가지

여서 수매 후 분배라는 매우 단순하고 획일적인 체계를 따르고 있다. 즉 수산협동조합

과 국수산사업소가 생산한 수산물을 시군수매사업소나 식료 종합수매상점이 수매하여 

배급소를 통해 배급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런 유통 체계는 결국 저장, 보관, 가공 등 

물류기능을 통한 부가가치 활동의 필요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북한의 수산물 수송, 저

장, 가공시설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 북한의 경제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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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자 현물(수산물)을 임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결과 현물로 

받은 수산물이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등 부분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정부는 지난 2002년「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농민시장의 

기능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 북한의 수산물 가격은 이원화되어 있다. 즉 국수산기업

소나 양식장 등 국영 기관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은 국정가격(국정수매가, 국정도매가)

에 따른다. 하지만 수산협동조합 혹은 개인적으로 생산한 수산물 및 가공제품은 유통

경로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매겨진다. 즉 국가수매기관으로 가는 경우에는 국정 가

격이, 농민시장이나 수집 반출상으로 가는 경우에는 국정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농민시

장에서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 인 것일 뿐, 실제

로 시장가격이 국정가격에 따라 크게 요동치고, 북한은 가격통제를 엄격히 실시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가격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생산지-시장간 수산물수송

은 상당부분이 육로로 운송되고 있으며, 해상운송은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주요 

산지어항의 접안 및 양륙시설은 매우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빙시설

은 노후화되어 있고 가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수품 공장 역시 에너

지 부족 등으로 가동 이 중단된 상태이며, 수산물 전용 저온저장시설 역시 전무한 것

으로 파악 되었다. 

  북한의 수산물 무역은 기본적으로 수산위원회에 속하는 수산상사가 국가계획에 근

거해 각 현지 수산사업소의 실정과 능력에 맞추어 수출입 물량을 할당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면서 수산상사 이외에 군부나 각 기관(집단그

룹)의 대외무역을 허용했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북한의 수산물 수출입은 새로운 전환

기를 맞이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북한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계획경제 메커니즘으로 

인해 대부분 국내수요로 충당되었지만, 독립채산제 등으로 군부나 각 기관이 대외무역 

등을 통해 자체 운영비를 조달해 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내수보다는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수산물 수출이 활발

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998년 북한으로부터 약 41톤가량의 말린 명태를 수

입했지만, 2003년(10월 말 현재)에 와서는 그 수입량이 4,330톤(3,400만 달러)으로 거의 

105배 정도 증가했다. 한편 북한은 2002년 들어 연안수역에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늘리는 등 수출용 생산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무역상대를 찾고, 수요

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기아수출(飢餓輸出)’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즉 수산물이 자국민의 식량으로서가 아니라 외화획득원이나 군비비축을 위한 재원

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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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등의 국제기구 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여러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북한산 상품의 수입관세는 특혜관세 및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높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잃어 거래가 성립 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외에 현재 북한의 핵실험 등 핵문제가 주변국의 북한산 수

산물 수입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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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의 수산 관리조직과 특징

1. 북한의 수산 관리조직

  북한 최초의 수산행정기관은 1946년 3월 25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 농림국내에 설치

된 수산과이며 이듬해 수산부로, 그 다음해인 1948년 1월에는 다시 수산처로 승격되었

다. 동년 9월에 북한 정권의 수립과 함께 농림성내에 수산부와 수산관리국을 설치하여 

수산부는 수산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를, 수산관리국은 국영수산부문에 대한 관리를 담

당하도록 하였다. 1951년 8월에는 농림성에서 수산부문을 분리하여 내각 직속의 수산

국을 설치함으로써 독립적인 수산행정부서가 탄생했다. 그 후 경공업성에 수산부가 통

합되는 등 여러 번의 체계 변화를 거쳐 1978년 10월 당 중앙정치위원회 확대회의 개

최를 계기로 그 이전에 국영수산부문과 협동수산부문의 2원적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온 기존 조직체계를 대폭 개편, 국영수산부문을 관리하는 수산부와 협동수산부문을 관

리하는 협동수산총국을 동격으로 격상시키되 이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수산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이 체계를 근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 수산업의 관리·운영체계는 1958년 10월 이후 중앙집권적 지도체제를 기본으

로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외에 각 기관, 기업

소에서 직접 어로작업을 하는 부업작업반, 해안에 위치한 협동농장에 편성된 수산작업

반 또는 분조 등이 생산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산위원회 산하의 조직 중 수산부내에는 내수면어업을 담당하는 양어총국, 해면 양

식어업을 담당하는 바닷가양식국, 원양어업 담당의 먼바다어업총국 등 8개 국이 있으

며 산하의 6개 도에 수산관리(총)국을 두어 도 산하의 수산사업소, 국영세소어업 사무

소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수산사업소의 편성 및 임무를 보면 지배인과 부지배인 및 지사장이 있고, 지사장은 

기술, 어선관리, 가공, 어로 등 생산기술 분야를 포함한 사업 경영의 전반적인 분야를, 

경영지배인은 소요경비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수산사업소마다 당 위원회가 

조직되어 모든 생산계획에서부터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통제·지도하고 있다.

  한편, 협동수산총국은 각 산하조직 단위에서 경영에 대한 계획과 사업을 독자적으로 

계획·추진하는 책임생산제도가 가능하도록 기업적 방법에 의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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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조직으로 도 단위에 협동수산경리 위원회, 군단위에는 군 수산협동이사회를 두고 

있다. 군 수산협동이사회는 수산협동조합 대표들의 선거로 구성되는 수산지도위원에 

의해 수산협동조합을 관리, 운영하며, 협동농장의 수산작업반, 기관·기업소수산작업반

에 기술 지도와 자재 보급, 어선 수리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북한의 수산분야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은 수산위원회이다. 수산위원회 산하에 수산

부와 수산협동지도총국이 있어 실질적인 생산주체인 국영수산사업소(88개소)와 수산협

동조합(284개소)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국영수산사업소는 세소어업(연안어업)사업소, 

바닷가 양식(천해양식)사업소, 냉동가공공장, 종합어구공장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

다. 연구기관의 경우, 동해에는 동해수산연구소와 양식연구소가 각각 원산과 문천 지

역에 소재해 있어 이 지역에 맞는 어구어법 및 양식방법 등을 연구한다. 

  서해도 마찬가지로 수산연구소(남포)와 양식연구소(옹진)가 서해지역에 맞는 어구어

법 개발 및 양식법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 수산가공연구소(고성, 신포), 어구

어망 개발 등 어업기계연구소(신포), 해수면양식시설연구소(기원), 내수면양식연구소(성

호) 등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수산행정 체계는 행정조직인 수산성과 국영수산사업소 조직, 수산협동조합 

관리 조직의 3기관으로 구분된다. 수산성은 내각 산하의 37개 중앙부서에 속해 있으

며, 전국 각도 수산행정을 통제․관리하는 북한 수산행정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수산성

은 북한 수산업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수산 제도를 집행하는 최고 기관

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지도·감독하며, 대외적으로는 수산 관계를 대표한다. 그리고 

수산성은 3개국(수산국, 협동수산국, 내수면수산국)과 20개 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수산 관리부는 지역수산업을 관리한다. 수산성은 1952년 북한 농업성으로부터 분리되

어 1954년에 수산성으로 신설되었으며, 당시 수산성 최고 책임자는 수산상(水産相)이

라 칭했다. 1959년 8월부터 1960년 12월 까지 수산성은 경공업성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부(部)로 부활한 후 1978년 10월부터는 현재의 수산성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수산

행정 최고기관은 내각(총리) 산하 수산성이라 할 수 있고 그 집행 기관은 수산부와 협

동수산지도총국의 두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집행은 지도총국을 축으로 수

산업 활동을 전개해 가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조선노동당 산하 수산위원회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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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산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입안과 기획을 담당하며, 어업, 어구, 수산사업소 및 수

산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통괄하는 북한 수산분야의 최고기관이다. 북한에서 수산위원

은 내각서열 11위이며 농업위원은 10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대 북한의 경

제건설 10대 지표 가운데 수산업은 7번째 항목으로 꼽혔으며, 북한 당국은 수산업을 

매우 중시해 왔다. 북한은 정무원 수산위원회 산하에 수산부와 수산지도총국을 설치했

고, 도에는 수산국과 수산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군(시)에는 수산합작위원회를 설

치했다. 각 기구의 종속관계는 수산위원회의 영도 하에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모두 

국영 형식의 조직과 사회주의 집체경영 형식의 조직을 갖추었으며, 국영 형식의 기층

단위인 수산사업소는 수산부가 관장하고, 집체형식의 기층단위인 수산합작사는 수산지

도총국에서 관장한다.44) 우리의 기업과 비슷한 생산조직인 국영수산사업소는 1947년 5

월에 ‘국영사업소를 창설할 데 대한 방침’에 의해 전국에 설립되어 있으며, 도인민

위원회 수산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고 국영수산사업소, 국영세소어업사업소, 천해양식

사업소, 잠수사업소, 냉동가공공장, 종합어구공장 등 6가지 형태가 있다. 북한의 수산

성 직속 수산사업소는 11개로, 동해안에 8개, 서해안에 3개가 있고 그 중에 연 생산량

이 5만 톤 이상 10만 톤 이하인 회사가 2개, 3-5만 톤인 회사가 9개이며, 용량이 만 

톤 이상인 냉장창고는 12개가 있다. 대형 조선소는 두 곳으로, 매년 400마력짜리 어선 

20척을 건조할 수 있고 50-100척을 대대적으로 수리한다. 그 외에도 통조림 가공공장, 

미역 양식장, 종묘장 등이 있다.45)

  북한에는 국영수산사업소와 함께 북한 어업의 양대 생산주체의 하나인 수산업협동

조합이 있다. 북한의 수산협동조합은 전국에 설립되어 있으며 1개 조합별로 100-200명

의 조합원에 70-100호의 평균 세대수가 참여하며 20-70척의 어선을 소유한다. 해역별

로는 동해안에 168개(59%), 서해안에 116개(41%)가 있다. 각 생산 분조는 10-25명이나 

최근에는 농업 분야와 같이 개인의 생산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7-8명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정착되지는 않았다. 1개 조합은 20명의 조합원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6세 이상인 자가 조합에 가입금과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

다.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이익금과 노동 배분금이 배당되며 조합 어로 작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대신 조합이 세운 생산 책임량을 완수할 의무를 진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수산행정체제는 내각조직 체계에 따라 ‘내각(총리)

→수산성→도수산 관리국→국수산사업소’로 연결되는 행정조직이 있고, 당 수산위원

회→수산성→협동 수산지도총국→도 협동수산경리위원회→시·군 수산협동조합이사회

44) “중조 해양영역 갈등과 협력,” pp. 6-7.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해양어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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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협동조합’으 로 연결되는 당 조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수산관련 연구기관은 수산과학연구원 산하의 8개 연구기관이 있으며, 

수산물생산을 통한 식량 확보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산관련 연구

소를 중심으로 기술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북한 수산 관리체계의 특징

  1) 북한 무역 관리체계의 특징

  북한의 무역 관리체계는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즉 내각,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 군부 등에서 각각 대외경제 담당 조

직 및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역회사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며 종합상사(총회사)와 전문 무역회사로 나뉜

다. 이들은 무역성의 관리감독을 받고 무역성은 수출입 허가를 통해 이들의 대외무역

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들이 속한 상급기관, 즉 당 또는 군부의 기관

이 통제한다. 따라서 이들 무역회사의 무역 쿼터는 그들이 속한 상급기관의 권한에 비

례한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내각의 무역성보다 당과 군부의 권력이 상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산물의 생산을 관장하는 수산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 인민군의 상업 활동 종사

  북한 인민군의 상업 활동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국가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한 고려에서 북한 지도층은 군대가 자신이 처한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어로에 

종사하고, 잣 또는 송진 등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일부 후방에 위치

하고 전시 대비업무가 비교적 가벼운 군단은 광물을 채굴하여 수출하는 책임을 맡기

도 했다. 그 시기의 인민군의 상업 활동은 단지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주

로 일부 보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부터 북한 군대의 상업 활동은 일종의 국가행위로 변했다. 최고지도자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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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 직속의 매봉회사를 비준,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수출입 무역을 책임지게 했다. 

그 목적은 무역을 통해 국가의 외화 수입을 증대시켜 연료와 무기장비로 바꾸고자 하

는 것이었다. 지난 세기 동안 매봉회사는 북한의 가장 큰 두 개의 무역회사 가운데 하

나가 되었다. 군부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매봉회사는 많은 특권을 누렸다. 예를 들

어 업무요원은 신분증만 소지하면 북·중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고, 심지어 

각종 명목으로 일본에도 갈 수 있었다.

  매봉회사 외에도 북·중 국경에 주둔한 인민군 제8군단은 지리적인 장점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활약을 했다. 변경무역뿐 아니라 이 군단은 서해에서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하였고, 심지어 전문적으로 해삼이나 전복 등 고가의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소형 잠수정을 제작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후에 군대의 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단이 심각함을 

느껴 “군대는 속히 생산 경영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2012

년 후에는 인민군 소속의 무역회사들이 모두 내각이 직접 관장하는 경제위원회에 넘

겨졌으며, 일부 농업 생산 항목을 보류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상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

었다. 비록 인민군이 더 이상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은 여

전히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체적으로 체화된 ‘군수경제’가 있

어서, 자체의 농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체의 해산물 어로대가 있다.

  2014년 1월 7일 김정은은 북한군의 보급을 전담하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인 제534

군부대가 새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을 현지지도하면서 전국의 학원과 양로원 등에 

매일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산사업소를 새롭게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 군 

내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무역사업소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수산물을 중국 

등지에 수출하는 외화벌이 기업소다. 예컨대, 18호 수산사업소는 조선인민군 제567군

부대 산하에 있으며, 15호 수산사업소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산하에 두고 운영하

는 것 등이 이려한 예에 속한다.  

  제15호 수산사업소는 조선인민군 제549부대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곳도 김정은이 

2015년 11월에 시찰해 물고기 생산량의 증대를 독려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방문한 지 

3개월이 지난 2016년 2월, ‘15호 수산사업소’ 내 기존 건물이 대부분 철거되고, 

2016년 5월에는 새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김정은이 시찰해 생산 증

대를 독려한 곳이면 대부분 새 건물을 짓거나 규모를 확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수산사업소의 신 건축물과 양어장 등은 모두 군부대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직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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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 것이다. 이는 북한 군대가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 관리, 생산량 증

대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군인

이 농장과 수산사업소를 관리․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생산량 저하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 동해의 원양어업기지인 ‘5월 27일 수산사업소’도 조선 인민군이 관리하는 

곳으로 지난해 김정은이 시찰해 “주민의 식생활과 군인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중

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고 인민군 제313부대 산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도 현대

식 개발과 생산량의 증대를 독려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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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1.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북한의 수산 과학기술 관련 첫 번째 연구기관은 1946년 일제에게 넘겨받은 수산시

험장으로 만든 ‘국립수산시험장’이다. 이는 1951년에 ‘중앙수산시험장’으로 이름

을 바꾸었다가 1955년에 동한의 ㅎ해와 서해를 각각 담당하는 ‘동해수산연구소’

와 ‘서해수산연구소’로 분리되었다. 1956년에 내륙의 담수 양어기술연구를 담당하는 

‘담수어연구소(이후 양어과학연구소로 바꿈)’가 만들어지면서 수산과학 관련 연구소

의 기본 조직이 갖추어졌다. 이들은 모두 수산업을 담당한 수산성 소속이었다. 

  오늘날 수산 과학기술 연구소들은 국가과학원의 분원 중 하나인 ‘수산과학원’에

서 담당한다. 1977년 10월에 수산과학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산과학원은 

수산성에 속하지 않고 연구기관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원 소속의 분원으로 출

발하였다. 오늘날 수산과학원 아래에는 9개의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다.

  1) 북한 해양수산 연구의 연혁

  1946년 2월 원산에는 국립수산시험장이, 청진과 철산에는 시험분장이 창설되었는데, 

이는 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전문적인 수산과학연구기관이었다. 그 임무는 선진수산과

학기술을 연구하는 한편 어장과 수산자원, 해양생태, 수산물생산을 늘리기 위한 합리

적인 방도 등을 조사, 연구하여 수산업을 신속히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그 후 국립수산시험장은 동서해안의 여러 곳에 분장들을 둔 중앙수산시험장으로 발전

했다. 1946년 12월에는 조선농림수산기술연맹이 창립되었는데, 이는 광범한 대중 속에 

농림수산과학기술과 선진 경험을 보급, 침투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중적 과학기

술단체였다. 동서해안의 수산시험장들에서는 해양조사, 주요어족의 회유상태에 대한 

조사연구, 어족의 생화학적 연구, 어족의 분포정형조사 등 조사연구 사업을 널리 벌였

으며 이를 생산단위들에 통보해줌으로써 수산사업소와 수산합작사들의 생산활동에 상

당한 도움을 주었다.46)

46) 『조선수산사2』,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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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과학연구 사업에서 성과와 경험들로는 소형 트롤어로시험, 어구재료와 밧줄의 

성능제고, 심해 및 대형 기선저예망선에 트롤어구의 도입, 2척기선저예망어로방법, 주

요어류자원의 예보, 전광어로, 어군탐색, 물고기의 성분조성, 순환염수 속에서의 물고

기의 염장, 물고기건조방법, 수하식굴양식방법, 김 양식방법, 다년생 잉어 치어의 생존

율 제고 등 여러 방면에 걸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어로, 가공, 양식, 양어 사업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47)

  북한 노동당과 정부는 수산과학연구 사업이 현실문제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였다. 수산성은 성령 제14호 <수산연구소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대하여>(1957년 4월 16일)와 성령 제6호 <1958년도 연구과제시달에 대하

여>(1958년 2월 6일)를 채택했다.48)

  제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연구소를 확대하여 동해수산연구소 산하에 새로 신포와 청

진에 분실을 두게 되었으며 자원연구실, 해양연구실, 어로연구실, 양식연구실, 어구재

료연구실, 가공연구실, 수산기계연구실 등 7개의 연구실과 번역출판부를 두었다. 또한 

탐색을 전문으로 하는 탐색선과 4척의 시험선박을 국가로부터 제공받게 되어 종합적 

수산과학연구기관으로 발전했다.49)

  수산과학연구 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동서해의 수산자원과 그 분포

에 관한 연구 사업에 기초하여 새로운 어장들을 찾아내고 어장도가 작성된 것이다.50) 

노동당중앙위원회는 1957년 4월 전원회의에서 먼 바다와 깊은 바다, 서해의 물고기자

원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에 주로 힘썼다. 물고기자원에 대한 탐색사업을 강화하여 1957

년에 동서해 심해 어장을 개발했고 경성만 구역 낙지(오징어) 어장과 동서해의 여러 

구역에서 개발한 멸치어장도 확정했다. 이에 기초 산업적 의의를 가지는 주요 어종들

인 명태, 멸치, 고등어, 도루메기, 까나리의 어장도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성과의 다른 하나는 새로운 어로방법과 어구들을 많이 연구, 도입한 것으로, 1957년

에 트롤을 물고기 잡이에 널리 도입하는데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고, 포

경어업과 곱등어(돌고래) 어로방법, 불빛어로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로방

법들을 연구 완성했다. 도한 키높이 저예망과 키높이 자망, 동해에서의 2척기선저예망

작업방법을 새롭게 연구, 완성했고 특히 서해에서 이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던 건착

망, 추어망, 정치안강망 등의 어로방법을 연구, 도입했다. 이로써 서해수산업의 발전에

47) 『조선수산사2』, p.426

48) 『조선수산사2』, p.428

49) 『조선수산사2』, p.429

50) 『조선수산사2』,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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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망설치의 기준제정을 위한 

연구 사업을 완성했고 덤장규격이 통일되었으며 자재소비기준이 확정되어 자재를 절

약하면서도 어획고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산 밧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또 하나의 성과는 물고기 가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에서 진전을 이룩한 

것이다. 물고기의 성분조성, 염수순환식 방법에 의한 물고기 절임방법, 물고기의 인공

건조에 대한 연구 사업을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의의가 큰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계

속 강화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 다른 하나의 성과는 양어과학연구 사업이 적극 추

진된 것이다.51) 칠색송어의 부화율을 높이기 위한 실험연구 사업에서 성공하여 알의 

발육이 질적으로 상이한 6개의 단계로 구분 된다는 것을 확증했고, 잉어 알을 공기 중

에서 부화시키는 방법, 붕어와 숭어의 부화와 치어 기르기, 월동 등의 기술에 대한 연

구 사업이 완성되었다. 과학적인 어군탐지방법에 대한 연구, 저예망 줄사리기의 기계

화, 어선의 기술장비 수준의 제고를 위한 연구, 해조류 인공양식에 대한 연구 사업에

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52)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과 공동연구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 1958년 9월 

평양 <태평양서부어업연구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1956년 6월 소련과 중국 및 베트남 

정부와 더불어 <태평양서부에서의 어업, 해양학 및 호소학 연구의 협조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고 협정에 따라 4개국 성원들로 <태평양서부어업연구위원회>가 창설되었

다.53)

  동서해 수산연구소에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과학연구용선박들과 최신형의 어군탐

지기를 비롯한 과학기술수단들과 기재들도 보내 과학연구기관들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1977년 10월에 수산과학원을 창설하도

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산 연구기관들은 해양상태와 물고기의 회유상태,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 사업을 강

화했는데, 동해수산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명태에 대한 연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1977년 말, 1978년 초에 이르러서는 동한만 명태의 여름-가을철 회유와 어장에 대한 

연구에서 큰 전진을 이룩했다. 즉 명태의 생활습성을 밝혀냄으로써 어기와 어장예보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을 확정했다. 1970년대 중엽부터는 정어리에 대한 연구 사업을 본격

적으로 진행하여 정어리의 행동습성과 회유습성 및 북상과 남하의 원인을 밝힌데 기

51) 『조선수산사2』, p.431

52) 『조선수산사2』, p.432

53) 『조선수산사2』,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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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1980년도부터는 정어리의 어기와 어장예보를 할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서해수산연구소는 1970년대에 수천, 수백여점의 해양관측과 먹이생물 검색을 진행 

그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해양예보의 방법론을 개선 서해에서 물 온도 변화의 주기성

을 밝힐 수 있었다. 해류변동에 대한 과거 일제시기의 잘못된 주장을 새롭게 해명함으

로써 주요 산업적 물고기들의 어장형성 조건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 명태를 비롯한 

주요 산업적 물고기들의 어기와 어장, 자원량을 정확히 예보할 수 있는 과학이론적 기

초가 마련되었다.

  어로방법과 어구에 대한 연구 사업도 강화했는데, 동해수산연구소의 과학자들 트롤

어구를 대형화 쌍통 부꺼리를 연구, 완성하여 1982-1983년에는 3750톤급 대형선미트롤

선에 쌍통 트롤어구를 받아들이고 그 어법을 연구, 완성했다. 서해수산연구소의 과학

자들은 1970년대 말에 안강망을 벌림판 안강망으로 개조, 작업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

화하고 변화된 자원량에 맞게 그것을 다시 경량화, 대량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완성

했다.54)

  북한은 2002년에 과학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년간의 계획에서 취득한 성

과를 공포하면서 새로운 과학 및 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의 실시도 선포했다. 

이 계획 중에서 수산업에 관련된 계획은 어업용 첨가제의 생산과 어항의 설비를 개선

하는 것이었다.55)

  2) 북한 해양수산 연구기관

  현재 북한은 수산위원회 직속의 수산과학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수산과학

위원회 내에 동, 서해안의 해역연구소 각 1개소와 수산가공연구소 등 8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다. 수산위원회 산하의 수산관련 연구기관 외에도 북한과학원 직할연구소로 해

양연구소와 동해해양연구소가 있으며, 농업과학원 산하에 양어과학연구소가 있다. 주

요 연구소는 아래와 같다.

   (1) 동해수산연구소

54) 『조선수산사3』,   407-409

55) 동북아삼국경제연구 139, 14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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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과학연구기관. 1946년 2월 20일 국립중앙수산시험장으로 발

족. 연구소 산하에는 수산자원연구실, 어장해양연구실, 어로기술연구실, 어선장비연구

실 등과 중간시험공장이 설치되어있다.

- 동해의 해양상태와 물고기회유상태, 기상조건과 해양상태와의 관계, 기상조건과 물

고기회유상태와의 관계를 비롯, 바다의 변화 과정과 법칙들을 주로 연구한다.

- 수산자원 변동의 합법칙성, 그 분포와 회유, 물고기의 생리생태, 어장형성과 관련한 

해양물리, 해양화학, 수생물의 분포 등을 연구 분석하여 물고기 떼의 이동상황을 수산

기업소들에 통보하며, 선진적인 어구와 어로방법, 물고기 잡이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

동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고 함

   (2) 동해바닷가양식연구소

- 강원도 문천시에 있는 과학연구기관. 동해 얕은 바다의 산업적 동식물자원을 풍부히 

조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함

- 1969년 10월 16일 동해수산연구소 이원 천해양식시험장을 모체로 하여 천해양식연

구소로 발족

- 양식대상물의 생리·생태적 특성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양식방법, 종 개량

과 새로운 양식대상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얕은 바다 수산자원에 미치는 환경요인들

의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사명을 수행

- 바다동물, 바다나물과 양식대상 품종의 개량육종을 연구하는 연구실들과 분석실, 실

험실들, 중간시험공장, 시험장 등이 현대적으로 갖춰져 있다.

- 바닷가의 해양수문학적 특성과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양식품종을 배치하고 양식 

기술과 방법을 개선하여 양식물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연구사업과 양식품종을 확대하

며 정보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서해수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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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2월 20일 평안북도 철산군 등곶포에 서해수산연구소의 전신인 철산시험장이 

발족되었다. 1955년 2월에 철산시험장은 서해수산연구소로 개편되었고 1960년 4월에 

남포시로 이전하였다.

   (4) 서해 바닷가 양식연구소

- 옹진군에 있는 과학연구기관. 서해에서 바다동식물들을 양식하며 그 자원을 보호 증

식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연구한다. 1946년 2월 20일 평안북도 철산수산시

험장 산하에 천해양식을 연구하는 부서가 발족되었다. 1948년 2월 18일에 중앙 수산시

험장 철산시험장이 되었으며 전후에는 해주 시험장의 연구실이 되었다. 1963년 11월에

는 서해수산연구소 옹진천해양식분실이 되었으며 1979년 3월에 서해수산연구소의 옹

진천해양식분소로 개편되었다. 1983년 11월에 서해 바닷가 양식연구소로 독립하였다.

- 김연구실, 다시마연구실, 바다동물양식연구실을 비롯한 여러 연구실과 철산, 부포 등 

여러 곳에 분소와 시험장들을 가지고 있다.

- 참미역 양식사업이 진행 해삼, 전복, 굴치, 밥조개 등의 양식방법도 고안

   (5) 양어과학연구소

- 강·하천들과 물웅덩이, 호수, 저수지와 못, 간석지 등 수역들에 물고기자원을 더 많

이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연구

- 1946년 2월 입석담수시험장으로 발족

   (6) 제염연구소

- 온천군 온천읍에 있는 과학연구기관. 주로  볕소금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연구

김일성 주석이 1963년 11월 내각 제8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제시한 방침에 의해 1964년 

4월에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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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에는 생산공학연구실, 구조공학연구실을 비롯한 여러 연구실들과 공무기관, 시

험공장을 갖춘 현대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

- 천일염전에서 정보당 소금생산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현저한 성

과를 거두었고 소금의 채취와 운반을 전반적으로 기계화하는 연구사업을 완성하여 북

한의 각 제염소들에 도입

- 바닷물로부터 소금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완성하였으며 소금을 생

산한 후에 남는 간수로부터 브롬,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유산마그네슘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

- 염전의 짠물 속에서 잘 자라는 풀색말과 남조류의 이용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

여 축산업을 비롯하여 농업과 의학부문에 도입

   (7) 중앙광물자원조사단

- 평안남도 평성시에 자리 잡고 있는 전문조사연구기관. 지질구성과 광물자원분포상태

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  1955년 1월에 창립

 『북한 국가과학원 산하 해양수산 관련 연구소』56)

1. 수산과학분원

 1) 동해수산연구소(East Sea Fishery Institute)

   * 창립일 : 1946.02.20.

   * 소재지 : 강원도 원산시 원석동

  o 연구 분야 

    - 동해 수역에서 주요 회유성 어족의 회유량 평가방법 연구

    - 물고기 인공부화방류기술, 동해 수역에서 인공위성 정보자료에 의한 해양상

태 변동 법칙 해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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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요 성과

    - 동해의 회유성 어류의 자원변동과 어황 종합 분석

    - 동해의 수산자원 조사 사업을 통한 주요 정착성 물고기의 자원량 확정

    - 지리 정보체계에 의한 어장탐색 작업

    - 낙지(오징어) 자원량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

    - 어선의 만능화 연구

    - 연어의 인공증식기술, 생존율과 회귀율 증가연구

 2) 서해수산연구소(West Sea Fishery Institute)

   * 창립일 : 1946.02.20.

   * 소재지 : 평안남도 남포시 항구구역 항구동

  o 연구 분야

    - 서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 물고기 회유상태 분석연구

    - 서해 수역에서 경제가치가 있는 보가지(까치복), 해삼 등 재배어업과 주요 

해조류의 양식적지 평가연구

  o 주요 성과

    - 서해의 주요 회유성 어류 자원 변동과 어황 종합분석

    - 서해의 수산자원 조사사업을 벌려 그 자원량 평가이용 연구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둠

 3) 수산물가공연구소(Institute   of Marine Pr  oducts Pr  ocessing)

   * 창립일 : 1968.06.05.

   * 소재지 : 함경남도 신포시 광복동

  o 연구 분야

   - 수산물 가공제품과 건강식품 개발, 물고기 가공제품의 품질 높이기 위한 연구

   - 초림계가스 추출법으로 바다생물의 생리활성물질 분리 연구

   - 세포핵이식 기술에 의한 물고기 육종과 우량 품종 물고기들의 형질특성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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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물고기용 농축먹이 연구

  o 주요 성과

    - 미생물 발효법으로 축산먹이 생산

    - 초산으로 새로운 조가비 활성물질 공업적 방법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

정 확립

 4) 동해 바닷가양식연구소(Institute   of East Sea Mariculture)

   * 창립일 : 1969.10.16.

   * 소재지 : 강원도 문천시 관풍동

  o 연구 분야

    - 무척추동물과 연안정착성 물고기 생리생태학적 특성 해명 및 인공양식 기술 

연구

    - 해조류의 생물학적 특성 해명 및 인공양식 기술 확립 연구

    - 산업가치가 큰 바다동식물 우량품종 및 신품종 연구도입 연구

    - 동해 수산자원 분포 및 자원량 변동특성 해명 연구

  o 주요 성과

    - 해양 수산자원 확보 연구

  o 기타

    - 바닷가 양식전문가 육성 사업

 5) 서해 바닷가양식연구소(Institute   of the West Sea Culture)

   * 창립일 : 1983.11.11.

   * 소재지 : 황해남도 옹진군 남해구

  o 연구 분야

    - 해삼, 전복 등의 약리작용 연구

    - 바다동물류와 해조류의 생태발전 및 인공양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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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론 배양에 의한 다시마모 기르기, 클론화 기술에 의한 김 양식재배 기술 

연구

  o 주요 성과

    - 철산분소, 가마포분소, 장연분소에서 패류의 자원량 조사와 생산량 확정, 바

다못에서 큰 새우(대하)와 바스레기(바지락) 혼합 양식 연구 진행

 6) 바닷가양식 시설물연구소(Institute   of Facility f  or Shall  ow Sea Culture)

   * 창립일 : 1987.11.17.

   * 소재지 : 함경남도 리원군

  o 연구 분야

    - 양식시설물, 수산자원증식, 해수분석, 시설물 정보 연구 진행

 7) 양어과학 연구소(Institute   of Aquaculture Science)

   * 창립일 : 1946.02.20.

   * 소재지 : 황해북도 긍효군 남강동

  o 연구 분야

    - 북한 지역의 내수면에 대한 자원조사와 적정 인공증식 연구 사업 진행

    - 못에서 물고기를 집약적으로 기르기 위한 새로운 기술 연구

    - 물고기육종기술,‘우리식 물고기먹이’, 집약화 양어기술, 담수수역의 수생

물학적 연구, 북한 지역 민물수역의 물고기 자원량 조사와 보호증식 연구 

등

  o 주요 성과

    - 철갑상어 인공번식 및 성숙 촉진기술 개발

    - 기름개구리 번식 기술 개발

    - 기념어, 초어, 화련어, 칠색송어, 메기 등 여러 종 물고기의 인공번식과 부화 

기술 개발

 8) 수산기계 연구소(Institute of Fishing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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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립일 : 1969.10.16.

   * 소재지 : 함경남도 신포시 신흥동

  o 연구 분야

    - 물고기 잡이 기계와 장치, 양식 및 양어기계와 장치, 수산물 가공기계 연구

    - 해양생물 차단장치 개발, 다시마가공기계 설계지표 선정, 지능형추진기 개

발, 교철33/400용접기를 교류 플라즈마 절단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

  o 주요 성과

    - 양어사료 가공기계 연구

 9)수산과학기술 정보센터(Fishery S&T Information Center)

   * 창립일 : 1996.09.17.

   * 소재지 :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1동

  o 연구 분야

    - 위성 원격조사 자료처리 및 해석, 지리정보체계, 수산해양학, 수산자료기지, 

인공지능 등 연구

  o 주요 성과

    - 해양어업정보 수립체계 연구

    - 전국 해양어업 정보체계 수립 평가모듈별 프로그램 작성, 운영시험 진행

    - 인공지구위성정보 등 각종 어황정보를 수산연구기관과 수산기지에 제공, 물

고기 잡이에 기여

2. 수리해양과학분원

 1) 수리공학 연구소(Institute   of Hydraulic Engineering)

   * 창립일 : 1959.12.23.

   * 소재지 : 평양시 사동구역 휴양동

  o 연구 분야

    - 물 자원의 다양한 이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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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력발전소와 부두, 해안구조물 연구

    - 수력발전소 저수지와 수문, 부두와 해안구조물 건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o 주요 성과

    - 1981년 5월 북한에서 가장 큰 건축물인 서해갑문 위치 확정

    - 대동강물 수위조절 기술 개발

    - 수력언제(댐) 구조물 건설 과학화

    - 수력터빈효율 2% 향상 기술 방안 연구

    - 언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문제 해결

 2) 해양과학연구소(Institute   of Marine Science)

   * 창립일 : 2010.11.02.

   * 소재지 : 평양시 사동구역 휴양동

  o 연구 분야

    - 해양자원 개발방법, 개발체계 및 개발시설의 합리적 이용 연구

    - 해양자원 구조물과 항만구조물의 구조 및 재료 연구

    - 해안의 침식 및 퇴적 보호, 해안환경보호 연구

    - 조력자원 개발과 조력발전소 운영 연구

 3) 수력기계연구소(Institute   of Hydraulic Machinery)

   * 창립일 : 2010.11.02.

   * 소재지 : 평양시 사동구역 휴양동

  o 연구 분야

    - 효율 높은 수력터빈 개발과 현존 수력발전소 터빈 효율 제고

    - 효능 높은 펌프 개발 및 현존 펌프 효율 제고

    - 해양에너지 기계 및 해양자원개발 기계 개발

    - 수력기계 속 거품발생 안정보장대책, 진동진단 및 방지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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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연구 방면에는 수산성 직속으로 두 곳의 어업과학 연구센터와 두 곳의 자원탐

사대가 있다. 과학연구센터는 바로 동해와 서해 두 곳의 수산연구소이다. 연구소에는 

자원탐사, 어구어법, 어로기계, 전자측정기, 어업경제, 가공방법, 천해양식 및 정보자료 

등의 8개의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다. 각 연구소에는 170-200명의 인원이 있다.57)

  동해연구소에는 세 척의 조사선(3,750, 1,300, 450톤 각 1척)이 있다. 두 척은 베링해

에 있고, 한 척은 근해에 있는데, 전자는 새로운 어장을 탐색하고 후자는 어류 자원의 

상황을 조사한다. 연구소는 장기적인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장기적 자원 예보를 

편집하여 공포한다. 각 연도별 연구 프로젝트는 각 도와 수산회사의 연구기관이 진행

한다. 동해와 서해 자원탐사대가 있고, 각 탐사대의 인원은 150명이다. 동해탐사선의 

선상에는 기술부선장과 탐사대장을 파견하고 탐사 기구를 비치한다. 탐사 임무는 수산

성에서 통일적으로 정하여 구역을 나누어 탐사를 하고, 자료는 통일적으로 모아서 연

구한다. 탐사대는 어기 전에 단기 예보를 편성, 공포하고 어기에는 어장을 탐색하여 

생산 지도를 실시한다. 탐사대의 산하에는 어군 공중정찰대를 둔다. 민항기를 세내어 

사용하고 어기 중에는 3-5일마다 한 번씩 비행하며, 육안으로 관찰하고 별도의 특수 

장비는 없다. 정찰기에는 무선통신원, 생산지도원, 어군정찰원 등이 탑승한다. 어군을 

무전으로 직접 작업선이 지정 해역에 가서 투망을 하도록 지휘한다. 북한은 자원조사, 

어장탐사가 생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 조의 지도, 연구, 

56) 이 자료는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2011년도에 소개 자료로 배포한 문건의 내용을 재편집하고, 일부 부가하여 요

약한 것이다.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해양어업,” p. 16.

 4) 간석지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Tideland)

   * 창립일 : 1968.12.10

   * 소재지 :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2동

  o 연구 분야

    - 간석지 개간 및 간석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방안 

연구

  o 주요 성과

    - 대계도 간석지 건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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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3자가 결합된 조직체계가 있다.58)

 2.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

  1) 북한 해양수산 교육의 연혁

  북한은 일찍부터 수산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각급 교육기관을 창설했는데, 김일성종

합대학을 창립하면서 농학부에 수산과를 두어 수산기술 인재를 양성하도록 했다. 1947

년 1월 김일성이 강원도의 사업을 현지지도를 하면서 수산기술 인재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바다를 낀 도들에서는 수산전문학교를 설치하여 수산기술 인재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교시했다.59)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7월 <북조선 고등교육사업개선에 관한 결정> 제157호를 

채택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의 농학부를 분리하여 농업대학을 새로 설립하면서 거기에 

수산학부를 두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47년 6월에 <전문학교, 대학 학생장

학금수여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국가적 조치에 의하여 1947년에 원산농

업대학(당시 사리원에 있었음)이 새로 창립되었으며 여기에 수산학부를 두었다. 또한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수산기술자를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교육체계와 

함께 단기양성기관들을 설치하여 현직 기술일군들을 양성하는 대책도 취하였다.60) 이

에 따라 농림성은 1949년 초에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수산기술원 양성소를 설립하여 

정규교육을 원만히 받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수산부문에서 일한 현직 노동자들을 기

술 노동자로 양성하였다.61)

  5개년계획 수행에 들어선 당시에는 기술역량이 매우 미약했고 수산부문의 기사만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이 없었으며 오직 한개 농업대학의 수산학부를 통하여 기사

를 양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주요 어업기지들에 있는 수산전문학교들을 통하

여 기수급의 기술인재를 양성하도록 했다.62)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해양어업,” p. 16.

59) 『조선수산사2』, p.123

60) 『조선수산사2』, p.124

61) 『조선수산사2』, p.125

62) 『조선수산사2』, p.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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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년계획기간에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는데, 

1957년 8월에 <기술자 및 전문가 양성 전망계획 작성에 관하여>라는 내각명령을 하달

했다. 그에 따라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수산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들이 

늘어났다. 1956년에 원산농업대학 수산학부와 신포고등기술전문학교  및 일부 기능전

수학교에 수산물가공학과가 새로 설치되었고, 1958년에는 대학 및 각급 전문학교에 10

개에 달하는 여러 가지 전공학과들이 새로 설치되었다. 수산부문 고등교육기관의 확대

발전에서 일대 전환이 것은 1959년에 원산수산대학(동해대학)을 새로 창설한 것이다. 

내각이 1959년 2월에 결정 제19호를 채택하고, 수산성이 1959년 3월 26일에 성령 제 

13호 <원산시에 원산수산대학을 건설하며 그의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데 대

하여>를 채택하여 대학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 적극 추진했다.63) 총건평 

4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북한에서 첫 수산대학인 원산수산대학이 건설되어 1959년 9월

에 개학했는데, 수산학부, 기계공학부, 해양학부의 3개 학부에 어로학과, 기관학과, 가

공학과, 자원학과, 어선건조학과, 양어학과 등 9개의 학과를 설치했다. 1959년에는 2개

의 고등수산전문학교와 9개의 수산전문학교가 새로 창설되었고, 1959년 6월에는 내각 

지시 제24호에 의거, 남포수산전문학교(1956년에 창설)와 신포수산전문학교가 고등수

산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그 외에도 수산대학과 각급 수산전문학교에서 통신 및 야간 

교육망을 설치하여 현직 노동자들을 정규교육을 통하여 기사, 준기사, 기수로 키우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었다.64)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많은 수산기술자들이 양성되었다. 신

포고등수산전문학교에서만 1953년부터 1956년까지 580명, 1957년부터 1960년까지 390

여명의 기술자들을 양성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1,000여명의 기

술인재를 양성하여 수산부문에 배치하였다. 북한 정부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

의 기술기능 수준을 빨리 높일 목적으로 1957년 6월에 내각결정 제57호 <기술기능일

군양성체계를 개편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이미 있던 기술보습반과 직공학교, 노동

자학교를 통합하여 기능전수학교를 설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에 종사

하고 있던 비기능공을 기능공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장기능전습체계를 운영하며 기능

공들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직장기능공학교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조치에 따라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을 비롯한 수산부문 공장, 기업소들에는 

기능전수학교와 직장기능공학교가 설치되고 직장기능전습체계가 수립되었다.65)

63) 『조선수산사2』, p.435

64) 『조선수산사2』, p.436

65) 『조선수산사2』,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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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성은 1958년 4월에 성령 제17호 <근로자들 속에서의 기술기능수준제고와 각급 

학교들의 생산교육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직장 내 근로자들의 기

술기능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며 각급 학교에서 이론강의와 함께 실험실습 및 생산교

육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내각에서는 1959년 6월

에 지시 제24호를 하달하여 기능전수학교를 기술학교로 개편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

였다. 그리하여 수산부문의 기업소들에서는 종전의 기술기능학습체계에서 기능전수학

교가 기술학교로 개편되었다.66)

  전원회의가 취한 조치에 따라 기술기능학습체계는 비기능공을 고급기능공으로 양성

하기 위한 기능전습반(2년간), 고급기능공을 기수, 기사로 양성하기 위한 기술학습반(3

년)으로 개편하였다. 수산부문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육은 기술기

능학습체계를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집중적인 단기강습을 통해서도 진행되었다. 단기강

습은 수산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근로자들이 기술기능을 빨리 높일 수 있게 하는 효

과적인 방법이었다. 수산성에서는 1957년 겨울과 1958년 겨울의 두 차례에 걸쳐 서해 

선장, 기관장, 어로공 및 가공공들을 위한 단기강습을 각각 조직하였으며 1958년 봄에

는 동해 어로공 및 가공공들의 단기강습을 조직하였다. 단기강습은 여러 지구에 부문

별로 임시강습소를 설치하고 3개월씩 진행하였으며 강습소들에는 각각 한명의 정치 

강사와 4명 정도의 고정 기술 강사를 배치하였다. 강습소는 현직선장, 현직기관장, 후

비선장, 후비기관장, 어로공, 가공공별로 나누어 5~6개 지구에 조직하였다. 단기강습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동서해의 많은 선장, 기관장을 양성하였으며 선장, 기관장, 어

로공, 가공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67)

  그 후에도 수산과학기술 인재양성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

해졌는데, 남포고등수산전문학교를 대학으로 개편하여 1977년 8월에 남포수산대학(서

해대학)이 설립되었고, 1979년 12월에는 신포수산사업소에 수산학과와 기관학과, 가공

학과, 양식학과를 가진 어장대학이 새로 창설되어 동해수산연구소를 비롯한 과학연구

기관들과 수산사업소들에서 선발된 유능한 연구사, 기사들을 기술과목 겸임교원으로 

초빙했다.68) 한편 원산수산대학에서는 어로학, 양식학, 가공학을 비롯한 수천 부에 달

하는 80여종의 교과서와 220여종의 자체교재와 참고서들을 새로 집필, 편찬했다. 또 

66) 『조선수산사2』, p.439

67) 『조선수산사2』, p.440

68) 『조선수산사3』,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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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수산대학은 80여종의 자체교재와 100여종의 참고서들을 편찬했다. 원산수산대학은 

1980년에 어선건조학과, 수산물가공기계학과, 항해학과를 설치했고 1984년에는 수산물

가공학부도 설치했다.69)

  2) 북한 해양수산 교육기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전문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기관으로는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 농학부내에 수산과를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1947년 청진과 용

암포수산학교를 수산전문학교로 개편함과 동시에 원산, 신포, 신의주에 수산전문학교

를 신설하였다. 같은 해에 원산농업대학을 창립하면서 수산학부를 두게 되었다. 그리

고 1948년 7월 '북조선 고등교육사업개선에 관한 결정 제 157호'에 의하여 김일성종합

대학의 농학부를 분리하여 농업대학으로 개편하면서 수산학부를 설치하였다.

  1959년 원산시에 원산수산대학이 창설되어  3개 학부 9개 학과를 가진 4년제 수산

대학이 개교되기에 이르렀다. 동년 남포수산전문학교와 신포수산전문학교가 고등수산

전문학교로 개편되고, 9개의 수산전문학교가 새로 창설되었다.

  1977년 8월 정무원 결정 제 29호에 따라 남포고등수산전문학교를 남포수산대학(서해

대학)으로 개편하여 동해안의 원산수산대학(동해대학)과 더불어 해역별 1개소씩의 균

형을 갖추었다. 또한 근로자 교육체계로써 1979년 2월 신포수산사업소에 수산학과, 기

관학과, 가공학과, 양식학과를 가진 산업체 대학인 신포어장대학을 창설하였으며, 수산

대학들에서 방송통신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산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1959년 설립된 원산수산대학을 들 수 있

다. 이 대학에는 수산학부, 양어양식학부, 기계공학부, 고등수산전문부 등 학부와 함께 

과학연구소, 박사원, 통신학부, 수산부문 기술자 재교육 과정, 수산부분 대학 및 전문

학교 교원강습소 등 부설기관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원산수산대학은 최근 북한이 장려

하고 있는 열대메기 양식의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미역 양식법, 기상정

보에 의한 어항예보체계 개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표적인 어장대학으로 지난 69년 설립된 함경남도 신포수산대학이 있다. 이

들 어장대학은 어로학과, 선반기관학과, 수산물가공학과 등을 갖추고 어한기(漁閑期)를 

69)  『조선수산사3』, pp.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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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고등중학교(중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해양분야 교육기관인 라진해운대학과 수산분야 인력 양성기관인 원

산수산대학 등 2개 대학을 정점으로 분야별로 대학과 단과대학, 전문학교 등이 운영되

고 있다. 라선시의 라진해운대학을 비롯해 남포시, 강원도 원산, 함경북도 청진, 함경

남도 신포 등 주요 해안도시마다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들이 골고루 배치돼 있다. 원

산시에는 원산수산대학, 수산모선간부학교, 선장ㆍ기관장학교, 청진시에는 청진선박공

업대, 청진해양단과대 및 포항공업대, 남포시에는 남포수산대학과 남포선박건조단과대

학이 각각 설치돼 있다. 또한 각 주요 어촌지역에는 통신대학인 어장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이 각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것은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자체적으로 양성한다는 북한 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1) 남포수산대학

  서해수산부문의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3년제 기술대학이다. 1956년에 남포 고등수산

전문학교로 발족되었고 1977년 9월 1일에 남포수산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서해수산부문 

기술인재의 양성기지이며 서해의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연구기지이다. 

대학에는 수산학부, 기관학부, 항해학부, 가공학부, 양어양식학부, 기계공학부 등 여러 

학부들과 수십 개의 강좌와 연구실, 실험실 그리고 실습공장이 있으며 생산현장들에 

실습 기업소와 직장들이 있다.

   (2) 신포수산대학

  신포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수산부문 기업소들의 근로자들을 유능한 수산부문 

기술인재로 양성하는 어장대학이다. 1979년 12월 1일에 발족되었고 학제는 예과 1년, 

본과 5년  승선학과로서 수산학과, 선박기관과, 양식학과  비승선학과로서 수산물가공

과 승선학과 학생들은 통신수업 형태, 비승선학과 학생들은 공장대학에서와 같은 형태

로 공부한다. 전임교원들 외에 기업소들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겸임교원으로 널리 영입

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형태의 특성에 맞게 등교기간 대학 안에서 교육활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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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편 학생들이 등교를 마치고 바다에 나간 다음에는 어선대에 교원들을 파견하

여 보충교수와 학습지도를 진행한다. 

동해안의 양식장들에 도입되고 있는 바닥틀식 섭조개 양식방법, 수천 톤급 배들에 도

입되어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 배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자동키잡이장

치, 청어살로 두부형 식료품을 만드는 방법 등을 연구

가치 있는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을 수많이 생산업체에 제공

   (3) 원산수산대학

  1959년 9얼 원산농업대학 수산학부를 토대로 발족했다. 5년제를 기본으로 하며 전문

실습을 많이 요구하는 학과들은 5년 반제이다. 수산학부, 어로학부, 수산물가공학부, 

양어양식학부, 기계공학부 등 학부와 일하면서 배우는 통신체계, 수산부문의 기술자재

교육체계와 수산부문 대학, 전문학교 교원강습소가 설치

고등수산전문부가 병설 학과별 연구소들, 실험실들과 실습공장이 배치

어로작업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문제, 숭어알 깨우기 방법, 덩굴말의 인공번식, 고

깃배청수기의 기술설계문제, 6성분계무석축받이합금의 연구

해양, 자원, 어로, 수산물가공, 양식, 선박, 수산기계부문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문

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

   (4) 나진해운대학

  함경북도 나선직할시에 있는 해양대학. 개교일 1968년 07월 03일. 북한 수상운수부

문의 기술자·전문가·경영일꾼을 양성하는 5년제 기술대학으로, 1968년 7월 3일 해운

대학으로 설립되어 1997년 학교 이름을 나진해운대학으로 바꾸었다. 2001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국제연합개발계획) 및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의 2년에 걸친 자금 

및 기술원조에 따라 나진대학으로 개조하였다. 북한 전역에서 선장, 기관장, 항해사, 

선박기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입학하고 있다. 학생, 관료, 경영자를 대상으로 행정관리, 

자금관리, 세제, 효율적 기업경영, 합영기업과 대외투자의 관리, 투자진흥 유치, 해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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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해운 등 운수, 정보기계화 등에 관한 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경제특

구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해학부·선박기관

학부·선박전기공학부·수상운영학부 아래 항해·항만설비·항운영 강좌를 비롯하여 

수십 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일하면서 배우는 통신학부와 해운과학연구소, 박사

원이 있다. 또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과학연구사업을 위한 실습지, 실습공장, 실험실과 

도서관이 갖추어져 있다. 

   (5) 어장대학

  어장대학은 1979년 대규모 수산기지인 함남 신포시에 최초로 신포수산대학이 설립

되었다. 신포수산대학은 어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마련된 대학이다. 그 외에 남포·원산 등에 있는 수산대학 내의 사업소에 어장대

학이 부설로 설립되어 있고, 수산 사업소 자체가 개설한 어장대학도 있다. 별도로 건

물을 갖춘 곳도 있고, 기업소 내의 장소를 활용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수산대학에서는 어로학 외에 조선에 관련한 학과, 즉 선박설계, 제조, 항해, 기관, 운

행과 관련된 학과도 갖추어져 있다. 어로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먼 바다에 나가

는 경우에는 그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원해에 나갔다가 육지에 돌아오면 7일-15일 범

위 내에서 휴식하면서 수산사업소 내의 기타 일을 한다. 이때에는 그 동안 밀린 정기

학습과 강연회 등 기타 심화훈련학습과 휴식이 보장되는데, 야간대학생들은 이 기간에 

아침 9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나 선박 및 수산물가공에 대한 학과는 정

상적으로 야간에 운영한다.

  처음에는 수산대학에서 수산과 관련된 모든 학과를 운영하였는데, 수산대학에서 해

운대학이 분리되어(나진해운대학, 청진해운 단과대학 등) 그 대학들에서 기본적으로 

해운에 대한 학과를 가르치고 있다. 수산대학에는 인접과목과 같은 내용으로 항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조선소(남포, 원산, 청진)에 있는 수산대학에서는 조

선에 대한 과목이 위주이고, 수산사업소에 있는 대학에서는 어로학이 기본이다.

  수산대학의 교육일정과 기타 대학운영방법은 공장대학과 동일하다. 그런데 농장, 수

산대학은 현재 명칭만 있는데 그치고 교원들은 자리지킴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 원인은 경제 및 식량난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고, 또 교재 배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질적 교수교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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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령간석지전문학교

  중등전문학교, 간석지개발과 관련한 전문기술일꾼들을 양성하여 전국각지에 보내주

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 간석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가적인 대책으

로 발족되었다. 간석지개발에 대한 이론 및 실천적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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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북한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1. 북·중간 해양수산 영역의 협력

  북·중간 어업협력은 1963-66년의 과학기술협력에서 시작되었는데, 태평양서부어업

연구위원회가 제정한 협력계획에 근거하여 북·중 양국은 공동으로 서해(황해) 북부의 

어장에 대해 자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은 1972년에 5년 기한의 “중조어업호조합작

협정”을 체결했다. 그 이후에는 중국이 참여한 북한과의 어업 방면에서의 협력은 대

체로 북·중간 우호관계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양국 수뇌부 간에 체결된 일련의 경제

무역 협력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최근에 와서 북한이 점차 대외개방을 하고 중국의 북한해역 어업 항목 시범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북한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어선을 파견하여 생산하고자하는 신청이 증

가했다. 예를 들어 2005년 영성시 해양 및 어업국은 주동적으로 북한과의 연계를 강화

하여 적극적으로 입어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 북한 동해안 어업 프로젝트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 관방은 중국어업협회

의 원양어업 분회를 앞세우고 북한측은 국유기업인 조선승리회사를 대표로 하여 공동

으로 이 해역의 어업협력 프로젝트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의 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로, 중국의 금어기에 해당한다. 참여하는 어업기업은 요녕성과 산동성 두 성의 

기업들로만 제한했다. 2011년에 북한 동해 해역에 입어한 기업은 모두 14개사로, 604

척의 어선이 북한과 어로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매년 어선 한 척당 인민폐로 

25만 위안을 지불하기로 했다. 대련의 한 선주가 밝힌 바에 의하면 어선 한 척당 1년

의 이윤은 100-150만 위안이라고 한다.70)

  1) 북중황해어업협정71)

  북·중 양국은 1959년 8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 황해 어업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人民共和国政府黄海渔业协定)」을 체

결하여 1960년 7월부터 효력을 발생했는데, 유효기간은 5년이었고 만기 후 5년을 연장

70) 유효정, 중국과 연해 인접국 어업분쟁, 석논, p.11

71) “中朝签订黄海渔业协定,” 『中国水产』, 1959年 18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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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61년 연태 전원공서(专员公署)가 전후로 연태와 석도에 중조어업협정 판공실을 설

치하여 중조어업협정의 집행과 관련한 일상 업무를 처리했다. 1961년에서 1966년까지 

북한 수산성은 연태와 석도에 부국장급 상주대표를 파견하여 중조어업협정 판공실의 

업무에 참여했다. 이 기간에 북한에서 온 입항 어선들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열정으

로 접대하고 편의를 제공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산동성은 연대와 석도의 두 항구를 북한이 황해에서 조업하는 어

선의 기지로 제공하고 또한 석도에 전용 무선전신국을 건립하여 북한 어선과의 연락

을 담당하도록 했다. 1961년 12월 24일 첫 번째 북한어선 21척과 선원251명이 석도항

에 도착하여 부근 어장에서 20일간 조업을 했으며, 석도항은 북한이 잡은 물고기 96통

을 구매했다. 1971년 협정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연태와 석도의 두 항구는 모두 북

한어선 409척과 선원 7,217명을 접대했고, 상술한 두 항구를 기지로 하여 입출항하고 

보급 및 물고기 하역을 한 어선의 횟수는 모두 3,339차례였고 선원은 연인원 64,328명

이었으며, 병을 치료한 사람은 연인원 174명, 단체로 문화 및 오락 활동에 참가한 사

람은 연인원 22,647명이었다. 북한 어선이 연태와 석도 부근 어장에서 잡은 물고기는 

모두 20,382톤으로, 중국항구측이 3,656톤을 구매했다. 두 항구는 북한어선에 중유 

3,578톤, 윤활유 57톤, 담수 4,918톤, 제빙 40톤, 석탄 10톤 및 약간의 부속품을 제공했

다. 연태 해양어업회사 어선공장과 황해 조선소에서 북한 어선을 수리한 것은 119회이

다. 북한 어선들이 산동반도 부근 해역에서 당한 해손사고는 57회였는데, 그 중 침몰, 

암초와 충돌, 좌초가 각 4회였고 배끼리 충돌한 것이 20회였다. 중국측은 그때마다 제

때에 도와서 구조와 인양을 했다. 처음 산동반도 부근 황해어장에 와서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에 대해서는 연태 해양어업회사가 지도선을 파견하여 항로를 인도하고 어장

의 위치와 바다 상황을 소개하며 어선에서 사용하는 망도를 제공했다. 황해수산연구소

와 북한의 서해수산연구소는 황해수산자원 방면에 관한 자료 20여건을 상호 교환하기

도 했다.

  1961년에서 1965년 9월까지 북·중 양국간의 협정 이행 상황은 양호했다. 1965년 이

후에는 북한 어선과 선원을 접대하는 업무에서 좌경사상의 영향을 받아 쌍방 관계가 

점차 긴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 수산성의 기지주재 대표 판공실이 ‘천리마’호 

어선으로 이전했고 북한 어선이 중조황해협정을 위반하는 사건도 누차 발생하였다. 어

떤 어선은 중국 영해에 진입하거나 금어기에 조업을 했고, 어떤 어선은 비준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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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임의로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어항에 진입하였는데, 1965년에 용수도항에 진출

한 북한어선은 763회에 달했고, 위해, 리도, 마란만, 애륜만에 북한 어선이 정박하는 

일은 거의 매년 발생했다. 규정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중국 영해 인근의 공해 어장에 

가서 조업하는 어선의 수, 종류, 승무원 및 어구를 중국측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

나, 1967년 이후부터는 이 규정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2) 중조어업상호협력협정

  1972년 4월 5일에는 북·중 양국 정부 대표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 어업상호협력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人民共和
国政府渔业互助合作协定)」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중국이 연태, 석도, 온주, 연운항의 

4개 항구를, 북한이 신의주, 용암포, 철산, 남포의 4개 항구를 각각 상대방의 어로 기

지로 제공하기로 규정했다. 실제로 북한 어선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석도어항과 영

성만이었다. 쌍방이 제공하는 기지항구는 관세와 항무비용을 면제하였다. 1972년에서 

1976년까지 석도 어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의 횟수는 모두 2,670차례, 선원의 수는 연

인원 50,556명, 공급한 담수는 3,429톤, 윤활유 1,020톤, 어업용 그물 로프 1,313.4 kg, 

선박용 페인트 27,250톤, 냉동기유 5,070톤, 연태항에서 적재한 디젤유가 933.3만 톤이

었고, 황해조선소에서 수리한 북한어선이 11척, 석도 병원에 입원시킨 북한 선원이 21

명, 구조된 조난 선원이 12명, 석도에 북한 어선을 위해 전문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에

서 접수한 북한측 전보가 374건이었다.

  1972년에서 1976년까지의 협정 집행기간 내에도 북한 어선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는 자주 발생했다. 매년 비어획기에 다수의 북한 기범선(동력 기관을 갖춘 범선)이 청

산터우(成山頭) 부근에 들어가 조업을 강행하였는데, 중국 영해 내에서 중국어선, 어망 

및 양식 뗏목과 충돌하는 등의 사건이 7차례 발생하여 연해 어민들에게 48만 2천여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또 무단으로 비협정 항만에 입항한 것이 166

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상륙한 선원이 19명, 통보를 하지 않고 석도항에 입항한 어선

이 1,077회 등이었다.

  1977년 4월 5일에 북·중 양국 정부간 어업상호협력협정이 만료된 이후로 1985년 

말까지 양국의 어업은 무협정 상태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양국의 어업자원 관할 범위

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양국 어민들이 공동으로 해양자원을 누릴 수 있는 해

역 범위도 모호하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지 않아서 어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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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준할 만한 법규가 없으며, 양국의 어업 방면에 있어서의 협력은 북·중간 우호관계 

및 양국 수뇌부 간에 체결된 일련의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

다.

  3) 중국의 대북 석유 원조

  1970년대에 중국은 북한과 《1971년-1976년 상호 주요 물자공급협의(1971年-1976年
相互供应重要货物协议)》를 체결했다. 그 후 중국은 매년 북한에 50만 톤의 석유를 제

공했다. 1976년 1월에는 북·중 양국이 공동으로 건설한 중조우의 송유관이 개통되어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중국은 매년 우대가격으로 북한에 100-150만 톤의 석유를 제

공했는데, 이는 북한 석유 수요량의 30%에 해당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50-60년대에 

북한에 제공한 차관 중 상환하지 않은 부분을 면제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중국은 계

속 북한에 우대가격의 석유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매년 4,000만 달러어치의 코크스와 

100톤 이상의 식품 원조를 제공했으며 또한 경공업 위주의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72)

 2. 북중간 해양수산 과학기술 관련 협력

  북한과 중국은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긴밀한 연계를 맺어왔고 양국간의 교류 및 ‘상

호’ 협력은 형식적으로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북한과 중국은 

‘과학 및 기술 협력이행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농업과 전력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 의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된다. 협정과 함께 중국 과학기

술부는 북한에 컴퓨터와 과학서적, 잡지, 사무용 장비 등을 북한 국가과학원에 기증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중국의 허소봉 기상수문국 부장과 북한의 허

창숙 기상수문국 부국장이 만나 양국의 기상과학기술 교류 및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

다.

  북·중 과학기술 교류에 있어서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한 협약은 1960년 7월 4일 평

양에서 체결된 양국 과학원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었으나 양국 과학원간의 실질적인 

72) “合作情况简介,” http://www.idprkorea.com/qzchz/hzjj.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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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1972년 9월 중국과학원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양

국 과학원간의 1973-1974년 과학기술협력 계획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었으나 양국 과학

자들의 관심 대상의 차이로 인해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어려웠기에 공동연구는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1985년부터는 양국 과학원간의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여 

인력교류 규모가 연인원 120인(파견인원수 X 체류기간)으로 늘었고, 분야도 레이저, 반

도체, 생물, 유전, 원격탐사, 천문관측 등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등 전 분야로 확대되었

다.

  2002년경에는 중국과학원의 로용상 원장이 방북하면서 양국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보였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북한 과학자들이 관심을 보

인 중국과학원 심양자동화연구소의 6,000m 심해잠수 로봇을 중국측에서 보여주지 않

은 것이다. 북한과는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적고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경

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2004년을 전후하여 양국의 기상수문국 대표단이 회담을 

갖는 등 일부 교류가 이루어졌고, 2005년 12월에는 양국의 지진국이 ‘2006-2007년도 

과학기술교류계획서’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력은 2007년이 되어서야 가시

화되었다. 남북한과 중국이 연변에서 ‘다언어 정보처리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

최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3국의 단체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IT포럼’을 창설해 공동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졌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과학기술협력은 부침(浮沈)을 거듭해왔다. 전통적인 우

호관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3)

  2009년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북·중 우호의 

해’로 정했다. 주중 북한대사관 과학기술참사 이춘만은 「과학신문」 잡지에 인접한 

우방국으로서 “북한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확실히 가장 많다.”고 밝혔다.

  Elsevier사의 세계 최대 과학기술 문헌 데이터베이스 Science Direct에서 저자 소속

국가 항목에 ‘DPRK(북한)’으로 검색한 결과, 2009년 현재 모두 32편의 논문이 검색

되었는데, 시간은 주로 2003년 이후에 집중되었고 그 이전에는 거의 연구논문이 산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32편의 논문 중에서 17편은 중국의 과학연구자와 공동

73) [뉴스레터 145호 (2008.02.14)] 국제기구 통한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 협력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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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협력 연구하여 발표한 것이며, 완전히 북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9편뿐이고 

나머지 6편은 각각 북한이 미국, 한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과 공동연구를 

한 것이다. (북한의 국제학술활동을 통한 연구현황은 별첨)

  이 결과로부터 중국이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북한을 지원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장펑(張鋒) 소장은 “폐쇄적으로 발전하는 국

가인 북한이 그들의 전문기술 인력을 대외에 파견하는 목적지 국가로 중국을 첫 번째

로 꼽는다.”고 했다.

  1957년에 북·중 양국정부는 “북·중 과학기술협력연합위원회”를 설립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는데, 목적은 북·중 양국의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서의 협력

과 교류를 촉진하고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가 설립된 후 2009년까지 43차례

의 정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동안 양측은 모두 2,000여 건의 교류협력 과제를 집행

했으며, 내용은 야금, 화공, 방직, 공업, 수리, 전력, 교통, 건축, 의약, 상업무역 등 다

양한 영역에 관한 것들이었다.

  주북한 중국대사관 과학기술팀의 찬보(單波)는 [과학신문] 잡지에 “북·중간의 교류

는 주로 참관단 교류와 프로젝트 교류이고, 참관단은 10개 정도이다. 주로 기상, 지진, 

해양, 건축, 환경보호 등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과학연구의 국가대표’로서 중국과학원과 북한간의 교류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양자간의 과학연구 협력은 매우 적다. 중국과학원 국제협력국 아시아·아프리카 협력

처의 번역·심의요원 천웨이핑(陳維平)은 “현재의 협력도 주로 인원 왕래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양측이 과학기술과 연구수준 방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

문이며, 그와 동시에 북한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어서 주동적으로 중국에게 그들과 협

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왕래는 비교적 빈번

한 편이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많은 부분이 “금지구역”일 수밖에 없다. 천웨이

핑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은 매년 북한의 4개 참관단을 받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국가전

략목표 차원에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만약 과학기술 협력을 실질적인 응

용 방면으로 추진하려면 많은 곤란이 있다고 한다.

  인원 교류에 있어서 대학원생의 ‘상호 파견’이 새로운 성장점이 되었는데, 북한이 

중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은 주로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물리, 화학, 컴퓨터 등 자연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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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래로 북·중 양국 과학원은 지진, 기상, 수문 등의 업종과 과학연구기관의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져 전후로 관련 부문간에 새로운 과학기술협력 합의를 체결했고 

양자간 상호교류 시스템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자료교환, 과

학기술정보 연구, 문헌검색, 자료처리, 분석예보 및 과학자 왕래, 학술교류와 기술요원 

훈련 등의 방면에서 다양한 형식의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국간의 과학

기술 협력은 기본적으로 국가(정부) 차원에 속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양국간 우

호협력관계의 주요 구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은 북·중 양국이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북·중 과

학기술협력 연합위원회는 12월 13일 평양에서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협력

을 강화할 데 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 의정서에 따르면 양측은 농업, 전력, 소프트웨

어개발 의학, 해산물 양식기술 등의 방면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양국 국민들 사이의 우의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양측의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에 만기가 되는 매년 북한 과학원에 제공해 온 

과학기술 도서와 잡지의 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그 비용을 매년 15만 위안

에서 20만 위안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과학기술부는 북한 국가과학원에 컴퓨터 

등 사무용품도 증정했다.

  2009년은 북·중 양국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양국은 2009년을 ‘북·중 우

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북한 국가과학원의 초청으로 차오젠

린(曹健林) 중국 과기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대표단이 5월 4일에서 8일

까지 북한을 방문했고, 이 기간에 양측은 제43차 북·중 북·중 과학기술협력연합위원

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국대표단은 북한측에 사무용품을 전달했다.

 3. 북한과 구소련 및 동구권과의 과학기술 협력

  구소련과 동구권과의 협력은 공여국과 수혜국으로서의 일방적인 관계였으며 이마저

도 자주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동구권을 포함한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이들과의 과학기술협력은 거의 소멸되었다. 반면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

계 국가들과는 협력의 시도는 있었으나 오히려 북한이 크게 얻을 것이 없는 협력관계

였고, 자연히 이들과의 협력 역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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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북한의 해역별 해양자원 이용과 접근

제1절 북한의 해역별 해양자원 현황

  해양지리적으로 보면 동해의 면적은 101만 평방킬로미터이고 평균수심은 1,668.2m이

며 가장 깊은 곳은 3,669m(혹자는 4,036m라고 함)이다. 해안선은 골곡이 크지 않고 섬

이 적으며 비교적 큰 만은 동한만이다. 해수는 짙푸르고 맑으며 투명도는 12-14m이고 

염도는 3.4%이다. 동부는 난류가 북상하고 서부는 한류가 남하한다. 

  서해의 면적은 40여 만 평방킬로미터이고 평균 수심은 40m이며 가장 깊은 곳은 

100m이다. 해안선에 굴곡이 많고 갑과 만, 그리고 섬이 많다. 비교적 큰 반도는 철산

반도와 용연반도가 있고, 비교적 큰 만은 서한만이 있으며, 신미도 등 크고 작은 섬들

이 있다.74)

1. 북한의 해역별 수산자원

  북한의 연해·근해 어업자원은 조건이 매우 유리하고 품종도 다양한데, 그 중 산업

을 목적으로 포획하는 어류, 갑각류, 패류만 해도 640여종이 있으며, 대부분의 품종은 

모두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고, 특히 동해안에서 많이 포획된다.

1) 동해안

(1) 어업자원

  동해안의 어업자원 중에는 회유성 물고기에 속하는 150여과 600여종의 물고기가 분

포하고 있으며, 이중 명태, 정어리, 도루묵, 멸치, 까나리, 임연수, 가자미, 꽁치, 방어 

등이 대표적이다. 동해안의 어업자원 중에는 명태의 양이 가장 많았는데, 북한의 총 

어획량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명태는 일반적으로 겨울철(11-12월)에 연

안 해저온도가 4℃ 가량일 때 떼를 지어 동한만 해역에서 산란을 하므로 이때가 어획

74) “중조 해양영역 갈등과 협력,”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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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 다음으로는 저층의 가자미, 냉수성인 도루묵, 청어, 대구 및 

회유성인 정어리, 고등어, 꽁치, 살오징어 등이 봄부터 여름까지 북상 회유하고, 가을

이 되면 남하 회유를 하여 1년에 두 차례 어기를 형성한다. 정어리는 북한의 전속 경

제수역에서 여름(5-7월)과 가을(8-11월)에 다 잡을 수 있지만 6-7월이 성어기이고, 성

어기의 수온은 13-16℃이다. 

  그 외에도 연안 수역에는 갑각류, 패류, 성게, 돌기해삼, 해조류 등의 자원이 모두 

풍부하다.

   (2) 주요어장

  겨울과 봄은 함흥 외해에, 여름과 가을에는 원산 외해에 어장이 형성된다. 명태, 대

구, 도루묵, 임연수, 가자미, 고등어 등이 분포하는 수층은 비교적 낮아서 100-500m 사

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적오징어, 심해갑오징어, 왕게, 새우 등이 분포하는 수층은 비

교적 깊어서 가장 깊게는 800-1000m에 달한다. 어장은 일반적으로 해안에서 30해리 

부근에 있고 어선은 아침에 출어해서 저녁에 귀항하거나 밤에 출어해서 아침에 귀항

하고 성어기, 특히 명태 잡이 철에는 일부 어선이 하루에 2, 3회 왕복하기도 한다. 

가. 함경북도의 어종과 주요 어장

어종 주요 어장

정어리 전연해

명태 전연해

도미 황진, 어대진, 서수라, 성진, 독진, 청진 앞바다

고등어
성진만, 포경, 황진, 오상진, 어대진, 청진, 대초도, 서수라 

앞바다

삼치 성진만, 포경, 황진, 오상진, 어대진, 대원도, 서수라 앞바다

대구 경성만, 청진만, 조산만 앞바다

가오리 경성만, 청진만, 명천, 성진군 앞바다

넙치(광어) 전연해

숭어 두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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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경남도의 어종과 주요 어장

가자미 전연해

상어 경성만, 조산만

뱀장어 형산강, 금호강

방어
성진만, 포경, 황진, 오상진, 어대진, 청진, 대원도, 서수라 

앞바다

농어 청진, 이진 부근

연어 두만강, 수성강

볼락 경성만

임연수 차진 부근

송어 두만강, 수성강

도루묵 명천, 경성군 연해

전복 부령군 이남 전 연해

굴 황어포

홍합 용저 부근

미역 전 연해

고래 경성만, 조산만 앞바다

오징어 청진 부근

낙지 명천. 경성군 연해

해삼 나진만, 조산만 내

게 조산만

어종 주요 어장

정어리 전연해

명태 함흥, 홍원, 북청, 화원, 단천군의 앞바다

도미 전 연해

고등어 전 연해

삼치 이원군 이남 각 군의 연해

대구 이원군 연해를 위주로 한 전 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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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원도의 어종과 주요 어장

가오리 북청, 이원, 단천 각 군의 연해

청어 원산만을 위주로 한 전 연해

넙치(광어) 북청군을 위주로 한 전 연해

숭어 영흥만, 안변군, 양성간

가자미 전연해

상어 북청군 이남 연해

방어 이원군 이남 전 연해

농어 영흥만

연어 안변,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 북청, 단천군의 하천

임연수 홍원군 이북 전 연해

송어 영흥, 북청, 단천군의 하천

은어 원산부, 홍원, 북청군의 하천

뱅어 함흥군, 정평군 내 호수

도루묵 영흥만 이북 전 연해

감성돔 영흥만

전복 원산, 영흥, 함흥, 홍원, 북청, 이원 각 군 연해

대합 영흥, 북청, 단천군 연해

굴 원산만

홍합 원산, 정평, 함흥, 홍원, 북청군 연해

미역 정평군 이북 전 연해 

우뭇가사리 영흥만 외

오징어 전 연해

낙지 원산부, 북청, 이원군 연해

해삼 전 연해

게 함흥군 이북 전 연해

어종 주요 어장
정어리 전 연해
도미 통천군, 고성군
고등어 장절만 외곽 전 연해
삼치 전 연해
대구 장절만 연해
청어 장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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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기

가. 함경북도 주요 어류의 어기

어종 개시기(월) 어기(월) 성어기(월)

정어리 5 5-11 7, 11
명태 9 9-5 3-4
도미 5 5-10 10
고등어 5 5-7, 9-11 6, 10
삼치 5 5-11 6, 10
대구 1-12 3-5, 9-11
청어 10 10-5 11, 2-3
가오리 3 3-11 4, 10
넙치 5 5-7 6
숭어 3 3-5 3-4
가자미 1-12 4, 10
상어 3 3-11 6, 10
뱀장어 5 5-12 7-8, 10
방어 5 5-11 6, 10
농어 4 4-8 6
연어 8 8-11 10
볼락 1 1-6 5
임연수 5, 8 5-6, 8-9 6, 9

숭어 수원단 및 기타 연해
가자미 전 연해
상어 전 연해
방어 전 연해
농어 전 연해
연어 울진군 이북의 하천
임연수 울진군 이북의 연해
은어 울진군 이북의 하천
전복 장절만 및 기타 연해
홍합 전 연해
미역 고성군 및 기타 각 군 연해 
우뭇가사리 통천군
김 전 연해
오징어 울진 이북 연해
고래 장절만 연해
해삼 전 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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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경남도 주요 어류의 어기

송어 4 4-7 7
도루묵 10 10 10
전복 11 11-8 7-8
굴 9 9-5 11
홍합 3, 9 3-5, 9-11 10
미역 2 2-8 5-6
고래 3, 9 3-5, 9-11 4, 10
오징어 9 9-10 10
낙지 3, 9 3-4, 9-11 10
해삼 9 9-5 9
게 10 10-3 12

어종 개시기(월) 어기(월) 성어기(월)

정어리 5 5-11 7, 11

명태 11 11-3 12-1

도미 5 5-9 7

고등어 5 5-11 6, 10

삼치 2 2-11 3, 10

대구 2 2-11 4, 9

청어 2 2-5 3-4

가오리 4 4-10 6

넙치 5 5-8 6-7

숭어 11 11-1 12-1

가자미 3 3-11 5, 10

상어 5 5-8 6-7

방어 6 6-11 6-10

농어 5 5-10 7-8

연어 9 9-11 10

임연수 4, 9 4-5, 9-10 9중순-10중순

은어 7 7-11 8-10

송어 5 5-8 6

도루묵 11 11 11하순

감성돔 4 4-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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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원도 주요 어류의 어기

   (4) 금어기

전복 5 5-8 7-8

대합 1-12 5, 9

굴 9 9-4 11

홍합 5 5-9 6-8

미역 4 4-6 6

우뭇가사리 5 5-8 6-7

오징어 7 7, 10 10

낙지 4 4-11 6-8

해삼 8 8-4 9-10, 3-4

게 1-12 12

어종 개시기(월) 어기(월) 성어기(월)

정어리 5 5-11 6-11
도미 5 5-9 6-7
고등어 4 4-11 6, 10
삼치 6 6-12 8-10
대구 1-12 10-5
청어 12 12-4 1-3
숭어 7 7-12 9-10
가자미 1-12 5-10
상어 3 3-11 4-5
방어 5 5-12 7, 10
농어 5 5-9 6
연어 9 9-12 10하순-11상순
임연수 10, 5 10-11, 5-8 11
은어 6 6-9 7
전복 4 4-9 7-8
홍합 2 2-10 6
미역 4 4-6 4-5
우뭇가사리 5 5-7 6
김 11 11-4 12-1
고래 10 10-4 2-3
오징어 7 7-10 8-9
해삼 10 1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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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은 1994년에 금어기와 포획제한 체장 조치를 실시했

다. 동해안의 연안, 근해 어업에서 제한하는 내용은 표와 같다.

  2) 서해안

   (1) 어업자원

  서해안의 어획량과 어획 종류는 모두 동해안에 미치지 못하며, 대략 어류, 새우류, 

패류, 해조류 200여종이 있다. 그 중에서 30여종은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참조기 등이 

어종 금어기(월/일) 금어 체장(cm)

--가자미 4/1-8/30

--가자미 4/1-8/31 ⟨22

도루묵 8/1-10/31 ⟨20

연어 6/1-10/31 ⟨35

큰 가리비 5/1-8/31

홍합 4/1-7/31

돌기해삼 6/1-6/31 ⟨15

대합 6/1-7/31 ⟨7

미역
함북 12/1-4/15; 함남과 강원 

12/1-4/30

다시마 12/1-5/15

파래 12/1-5/15

전복 8/1-10/31

진주조개(일본진주굴) 6/1-8/3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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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갈치는 서해 전역에서 고루 포획되고 있다.

   (2) 주요어장

가. 평안북도의 어종과 주요 어장

어종 주요 어장

조기 원도, 신도, 어빙도, 신미도, 대화도 부근

도미 원도, 신도, 태화도

삼치 원도, 신도, 어빙도, 신미도, 부화도 부근

대구 대화도

민어 원도, 신도, 신미도, 대화도 부근

갈치 선천, 흠산, 정주 각 군 연해

가오리 원도, 신도, 신미도, 대화도

달강어 원도, 대·소화도 근해

넙치(광어) 전 연해

숭어
압록강 입구, 청천강 입구, 철산, 용천, 선천, 정주, 박천 각 

연해

가자미 전 연해

상어 반성열도, 대화도부근, 선천만 안쪽

뱀장어 각 군의 하천 및 연못 지대

농어
압록강 입구, 청천강 입구, 달천강 입구, 신도, 외순도 근해, 

선천만

준치 외순도, 장도, 선천만

전어 철산, 선천군 연해

은어 압록강, 백마천, 달천강, 대녕강, 청천강

뱅어 압록강, 청천강

굴 이가포, 각 도서 연해

바지락 외순도, 철산군 연해

모시조개 외순도, 반성열도, 철산군 연해

새우 청천강 입구, 압록강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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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안남도의 어종과 주요 어장

다. 황해도의 어종과 주요 어장

오징어 원도, 대화도 부근

낙지 철산, 선천, 정주 각 군 연해

게 원도, 대화도, 외순도 부근, 선천만

어종 주요 어장

정어리 덕도
조기 대동강 입구
도미 대동강 입구 앞바다
고등어 대동강 입구 앞바다
삼치 대동강 입구 앞바다
대구 대동강 입구 앞바다
민어 상망어도, 하망어도, 대동강 입구 앞바다
갈치 전 연해
가오리 전 연해
넙치(광어) 대동강 입구, 덕도 근해
숭어 대동강, 청천강
가자미 대동강 입구, 덕도 근해
상어 덕도, 대동강 입구 앞바다 
뱀장어 대동강, 청천강 유역
농어 대동강 입구, 전 연해 
준치 전 연해
전어 진남포, 용강 연해
은어 청천강
뱅어 대동강, 청천강 하류
공미리(학꽁치) 진남포 근해
대합 굉양만 입구, 증산군 연안
굴 굉양만, 막천포, 청천강 입구
바지락 안주, 서강군 연해
모시조개 강서, 진남포, 용강 각 군 연해
새우 안주, 평원, 용강 각 군 연해
오징어 전 연해
낙지 전 연해

어종 주요 어장

정어리 몽금포, 숙도, 대소청도, 용호도 연해



- 129 -

(3) 어기

  서해안 주요 어류의 어기는 아래의 표와 같다.

조기 연평도, 월내도, 숙도 근해, 무도 연해
도미 수압도, 연평도, 숙도 장산곶 근해
고등어 장산곶, 숙도 근해
삼치 석도, 연평도, 몽금포, 용호도 근해
대구 숙도, 대청도, 어화도 근해
민어 연평도, 몽금포, 숙도 근해 
갈치 숙도, 몽금포, 대청도, 수압도, 용호도 근해
가오리 평도, 순위도, 백령도, 숙도 근해
달강어 연평도
갯장어 용호도, 몽금포, 숙도 근해
넙치(광어) 연평도, 숙도, 용호도 근해
숭어 예성강 입구, 증산도, 부포, 용호도, 웅도 연해
가자미 연평도, 구월포, 순위도, 숙도 근해
상어 연평도, 몽금포, 대청도 근해 
방어 대청도, 몽금포, 용호도, 숙도 근해
농어 예성강, 해주, 대동만, 대동강, 연평도, 용호도, 숙도
준치 증산도, 애주만, 대동만, 대동강 입구
전어 몽금포, 해주만, 대동만
은어 청천강
뱅어 대동강, 청천강 하류
공미리(학꽁치) 연평도, 용호도, 대청도, 기린도, 백령도, 숙도 근해
감성돔 해주만, 대동만
대합 용매도, 증산도
굴 해주만과 부속 도서 연해
모시조개 해주만, 강령만, 대동만
미역 등산곶, 기린도, 마합도, 대·소청도 근해

청각채
백령도, 기린도, 월내도, 창린도, 대·소청도, 순위도 연해, 

장산곶
우뭇가사리 등산곶, 순위도, 장산곶 연해
김 등산곶, 기린도, 순위도, 어화도 연해
고래 대청도 근해
새우 증산도, 용매도, 수압도 근해
오징어 해주만, 순위도, 용호도, 석도
낙지 용호도, 대동만, 해주만

해삼
등산진, 순위도, 기린도, 대·소청도, 장산곶, 숙도 연안, 대

동만, 덕동 연안
게 예성강, 순위도, 기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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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안북도 주요 어류의 어기

나. 평안남도 주요 어류의 어기

어종 개시기(월) 어기(월) 성어기(월)

조기 4 4-10 5 중순-6

도미 5 5-10 8-9

삼치 5 5-10 7, 10

대구 5 초순 5 초순

민어 5 5-10 7-10

갈치 6 6-10 7, 9

가오리 4월 하순 4 하순-10 6-7

달강어 4 4-7 5-6

넙치 4월 하순 4 하순-10 5-6

숭어 1-12 8-9, 12-2

가자미 4 4-10 5-6

상어 5 5-8 6

뱀장어 5 5-10 7-9

농어 4 4-10 7-9

준치 7 7-9 8

전어 6 6-10 7-9

은어 6 6-9 7 중순-8

뱅어 3 3-7 4 중순-5

굴 4 4-11 9

바지락 4 4-10 5-9

모시조개 4 4-10 5-9

새우 3 3-10 4-5, 9-10

오징어 4 4-9 5-6

낙지 6 6-9 7-8

게 4 4-9 5-6

어종 개시기(월) 어기(월) 성어기(월)

정어리 5 5-10 8-9
조기 5 5-10 5-6
도미 5 5-11 8-10
고등어 6 6-1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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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해도 주요 어류의 어기

삼치 6, 9 6-7, 9-10 6, 9
대구 3 3-5 3-4
민어 5 5-10 5, 8
갈치 8 8-11 9-10
가오리 3 3-8 4-6
넙치 3 3-5 5
숭어 1-12 5, 9, 12-3
가자미 3 3-5 4-5
상어 4 4-9 5-7
뱀장어 4 4-11 6-9
농어 5월 하순 5 하순-10 7-8
준치 5 5-7 5-6
전어 7 7-10 7-10
은어 8 8-9 8 중순-9 중순
뱅어 2, 7 2-5, 7-9 2-4, 8-9
공미리 8 8-11 9-10
대합 3월 하순 3 하순-10 4-6
굴 3 3-12 4-5, 9-10
바지락 3월 중순 3-12 6-10
모시조개 3 3-11 6-9
새우 5 5-10 5, 9
오징어 5 5-7 6-7
낙지 5 5-9 6-8

어종 개시기(월) 어기(월) 성어기(월)

정어리 4, 8 4-6, 8-11 9-10
조기 4, 8 4-6, 8-11 5
도미 4 4-10 5-6
고등어 6 6-10 7-8
삼치 3, 8 3-5, 8-10 4, 9
대구 2 2-6 3-4
민어 5 5-10 5, 8
갈치 8 8-11 9-10
가오리 2 2-9 3, 6
달강어 5 5-7 6
갯장어 5 5-10 7-8
넙치 4 4-7 5
숭어 3 3-11 3-4,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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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어기

  서해안의 어업제한 내용은 표와 같다.

어종 금어기(월/일) 금어체장(cm)

청어 8/1-8/31

8/1-8/31

가리비 6/1-7/31 평북 ⟨3

바지락 ⟨7, 평북 ⟨4

홍합 평남 ⟨2.5

돌기해삼
장흥이북: 7/1-9/30

장흥이남: 6/15-9/30
⟨15

대합 6/1-8/5

미역 12/1-5/15

가자미 3, 9 3-5, 9-11 4, 10
상어 5 5-10 5-6
방어 8 8-11 10
농어 4 4-10 6-7
준치 6 6-9 7-8
전어 4 4-11 9-10
공미리 8 8-11 9
감성돔 4 4-11 5
대합 3 3-11 6, 9
굴 8 8-4 3, 9
모시조개 3 3-11 6, 9
미역 3 3-6 4-5
청각채 4 4-6 4
우뭇가사리 7 7-8 7
김 2 2-4 3
고래 10 10-4 11-3
새우 5 5-10 6-8
오징어 5 5-10 6, 9
낙지 5 5-10 6
해삼 4, 9 4-6, 9-11 5, 10
게 5 5-1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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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 12/1-5/15

김 4/1-9/30

전복 6/1-10/31 ⟨7

진주조개 6/1-8/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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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북한의 해역별 관광자원

  1) 함경북도

   (1) 지리적 특성

  함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산악지대라고 할 만큼 평야가 적은 지역이다. 

해안을 따라 좁다란 평지가 형성되어 농경지와 과수밭으로 이용되고는 있으나, 큰 평

야지대로 발달하지는 못했다. 

  해안 저지대에는 자연호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로운 편이

나, 단층이나 바위절벽이 많아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자연경승이 많이 나타나고 있

다. 또한, 해수작용에 의해 모래사장과 사구가 발달하였다. 때문에 동해안을 따라 아름

다운 포구와 폭포, 해수욕장 등이 많이 발견된다. 

 
   (2) 주요 해양산업

  함경북도 앞바다에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있어 일찍이 동해의 나진, 청진, 선봉, 

화대, 김책 등의 어장을 중심으로 수산업이 잘 발달하였다. 이들 어장은 원양어업의 

기지들이기도 하다. 연안에는 명태, 청어, 연어, 대구와 같은 한류성 어류가 풍부하며, 

연해안에서는 천해양식, 담수어 양식, 굴 양식 등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청진항의 경

우 북한의 주요 원양어업기지인 동시에 무역항으로서 연간 하역능력이 800만 톤에 이

를 정도로 물류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해양관광자원

  과거 이 지방은 두만강 너머 만주족들의 내침으로 빈번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변

방지대와 내륙에 수많은 성곽, 요새, 봉수대를 설치하여 외침에 대비해 왔다. 그래서 

도읍들이 모두 성곽도시 형태로 발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함경북도에는 비교적 늦

게 사람들이 정착한데다 남쪽에서의 문화 전파가 늦어져 한반도 특유의 불교, 유교 등

과 관련된 문화유적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함경북도의 칠보산 일대에는 현무암, 유문암으로 이루어진 암석이 많아 다양

한 모습의 아름다운 경승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에 견줄만한 관광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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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망받고 있다. ‘관북의 금강산’ 혹은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기도 하는 칠보산

은 산세가 웅장하고 푸르른 숲이 우거져 있는데다, 깊고 맑은 계곡, 기암괴석, 푸른 동

해 등이 서로 잘 조화되고 있어 이 지방 최고의 경승지로 손꼽힌다.

  2) 함경남도

   (1) 지리적 특성

  함경도의 서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함경남도는 내륙에 부전고원과 개마고원이 자리

하고 있으며, 험준한 산악, 깊은 계곡, 산간하천 등이 전반적인 지세를 이룬다. 또한, 

동해안으로 흐르는 강과 하천의 하구에 평야가 형성되고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칠보산에 이르는 마천령산맥이 동부산간 지역에서 함경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중앙고원지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부전령산맥이 서쪽으로 

뻗어가서 낭림산맥과 접하고 있다. 이 부전령산맥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압록강의 상

류와 지류가 흐르고, 남쪽으로는 동해안으로는 북대천, 남대천, 성천강 등이 동해안으

로 흐른다.

 
   (2) 주요 해양산업

  동해안에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여 예로부터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했다. 명태, 대

구, 정어리, 고등어, 게가 많이 잡히고 조개, 미역, 우무가사리도 채취된다. 근래에 수

산업부문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경포

천해양식사업소, 홍원수산사업소, 수산업협동조합 등 많은 수산업체들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다.

 
   (3) 해양관광자원

  함경남도는 동해안 일대에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관광명소가 많이 분포해 있다. 특

히,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해변에는 절벽, 포구, 백사장, 경승지 등이 많

이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용이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가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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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황해남도

   (1) 지리적 특성

  황해도는 동쪽으로 강원도 및 함경남도, 북쪽으로는 평안남도, 남동쪽으로는 경기도

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과 서쪽으로는 서해에 면하고 있다. 전체적인 지형이 함경도나 

평안도 지방에 비해 완만하여, 평탄한 구릉이나 평야가 많은 편이다. 한편, 강원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동부내륙지역에는 산림이 울창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서해에 면해 있는 황해남도에는 용연반도, 옹진반도, 마산반도, 강령반도, 연안반도 

및 대동만, 옹진만, 해주만 등 크고 작은 반도와 만이 발달되어 있어 비교적 복잡한 

해안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초도, 순위도, 용호도, 기린도, 창린도, 대수압도 등 많은 

섬들이 있으며, 바닷가에는 간석지가 약 972㎢가량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간석

지의 약 75%가 장산곶 이남 옹진, 강령, 청단, 연안군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장산곶 해안가와 과일군 월사리 일대에는 사취가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몽금포, 구미포, 진강포 등의 명승지가 있다.

 
   (2) 주요해양산업

  각 고장마다 민물고기양식단지(해주시), 천해양식단지(장연군, 강령군) 등을 조성하고 

있다. 

  해주, 몽금포, 부포, 초도, 오차 등은 이 고장의 대표적인 어항으로, 이 일대에서 김, 

미역, 다시마, 굴, 바지락, 대합 등의 천해양식이 성행하고 있다. 또, 연백염전은 우리

나라 최대 천일염 생산지로, 염전의 규모가 남북으로 4㎞, 동서로 6㎞에 이른다. 

  한편, 황해남도에는 경제적 가치가 큰 금, 동, 철, 아연, 니켈, 흑연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광복 이후 공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도 이 고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3) 해양관광자원

  황해남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비교적 교통사정이 나은 편으로, 철도, 도로, 항만시설

이 다양하게 개통되어 있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산업의 비약적 발전

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요 도로 교통로에는 도내를 연결하는 2, 3급 도로가 가

장 많고, 평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서해안도로가 유일하다. 대동강 하구언(河口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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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갑문이 1986년에 완공됨으로써 도로로 평안남도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황해남도에서도 예부터 중심도시로 기능해 온 해주시에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북부 산간지대의 자연경승도 아름답기로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

어, 향후 관광도시로서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이다.

  4) 평안북도

   (1) 지리적 특성

  산이 높고 산세가 험하여 예부터 교통로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남북-동서 인적왕래 

및 교류는 고개를 많이 이용해 왔다. 또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외침이 잦은 탓

에, 압록강변과 내륙 요충지에는 성곽이나 보루가 많았다. 여진족의 남침을 막기 위해 

이 지방 북쪽에 전략적 방어거점 사군(자성, 우예, 여연, 무창)을 설치한 것도 이와 같

은 지리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평야는 서남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룡천평야(360㎢), 운전평야(150㎢), 

박천평야(100㎢)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서해안 염주군 다사도 일대와 선천군과 신미

도 구간의 수역을 간척하여 12만 정보의 농경지를 확보하였으며, 압록강 하구의 섬(황

초평, 비단섬 등)을 농업지구로 개발하였다.  
  특히, 비단섬(70.7㎢)은 종전 압록강 하구의 마안도, 신도, 록도 등의 섬을 연결, 매

립하여 탄생시킨 새로운 섬으로서, 화학섬유의 기초 원료인 갈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

해 약 50㎢ 면적의 갈대밭을 조성한 화학섬유기지이다.

 
   (2) 주요해양자원

  신의주, 용천, 철산, 쑥섬, 비단섬 주변해역에서는 천해양식업 및 다시마, 조개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비단섬은 천해양식지구로 개발되었다. 또한, 염주군의 남시

염전에서는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5) 평안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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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리적 특성

  평안남도에는 높은 산악지대, 낮은 구릉지대, 평야 및 해안 간석지 등 다양한 지형

이 있는데, 대체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점차 낮아져 해안가에 이르

러서는 넓은 벌이 전개되는 지세를 보인다.

  평안남도의 해안선은 비교적 길이가 짧고 단조로운 직선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

다. 게다가 섬도 매우 적다. 그리고 바다 수심이 비교적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 간

석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다. 특히, 청천강 하류에서 대동강 어귀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간석지는 염전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간석지 개간사업을 통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평안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개천시, 순천

시, 덕천시, 북창군 및 안주지구 등지의 탄광에서는 우리나라 석탄 매장량의 절반 이

상이 분포되어 있으며, 남동부 일대에는 금, 은, 동 및 아연 등의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 

 
   (2) 주요해양산업

  평안남도는 경제발전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예부터 농ㆍ수산업, 광

업, 수공업 등이 잘 발달되어 왔다.

  평안남도 서해안에는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갖가지 조개류와 새

우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심해에는 참조기, 도미 등 백여 종의 어족이 다량 분포하고 

있어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또한 대합조개, 바스락 등의 양식업이 성행하고 있으

며, 해안 인근에는 현대적 시설 장비를 갖춘 공장이 들어서 있어 갖가지 수산물 가공

품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서해안 일대에는 광양만제염소, 귀성제염소, 금성제염소 등이 분포하고 있어 

소금이 다량 생산되고 있다.

 
   (3) 주요해양자원

  평안남도의 새우젓, 곤쟁이젓은 맛이 일품이기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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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원도

   (1) 지리적 특성

  1945년 분단으로 강원도는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1946년 북한은 북부 강원도 지역

에 함경남도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행정구역 ‘강원도’를 개편하였다. 여기에 

과거 함경남도였던 원산시를 비롯하여 문천시, 안변군이 새로이 편입되었다. 북한 지

역에 있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원산시다. 

  북한 지역의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산간지대에 해당하며, 평야지대는 20% 이하에 불

과하다. 동해안에는 자연 석호가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안변군의 학호, 통천

군의 천아포, 소동정, 시중호, 고성군의 삼일포, 감호 등이 있어 오늘날 해안경승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지 않지만 통천군과 고성군의 해안선은 바

위절벽과 암석군으로 이루어진 지대가 많아 해안 절경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해수욕

장 인근에 기암, 해식동굴, 바위섬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총석정 해변, 해금강, 

해만물상, 국도 등이 있다.

 
   (2) 주요해양산업

  산이 많은 강원도의 주요산업은 임업과 광업이지만 동해에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

여 예부터 어종이 풍부한 편으로, 강원도에서는 원산과 통천이 대표적인 어항이다. 명

태, 도루묵, 임연수어, 청어, 낙지, 멸치 등이 주요 어종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가에서 

굴, 미역, 다시마, 조개 등을 기르고 있다. 연근해 양식업도 성행하고 있다.

  금, 철, 텅스텐, 니켈, 아연, 구리, 석탄, 석회석 등 내륙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힘입어 원산, 천내, 문천을 위시한 북부공업지구가 경공업 및 중공업을 중심으로 발달

하였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선박, 기계, 수산물가공, 식품가공 등이 발달하였다.

 
   (3) 해양관광자원

  강원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특히 원산시-통천군-고성군 라인은 해

안관광지구(Seaside Resort Belt)로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포군 삼방일대는 강

원도 타 지역보다 겨울철이 긴 편이며 눈이 많이 내린다. 때문에 향후 스키장과 같은 

동계스포츠 시설을 갖춘 휴양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과거에 이곳

에서 스키장이 운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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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의 각 도 해역별 관광자원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북한은 동서쪽에 황해와 동해가 있으나 서로 바다로 

연결되지 않아 바다와 해안선의 효과적 이용이 어렵다. 동해와 황해를 끼고 있는 북한

지역은 두 바다의 특징, 기후여건, 해안선, 어족자원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등에 있어서

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동해안

  동해는 수온이 차고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빠른 유속(시속 1,600m)과 

해수침식작용에 의해 서해안에 비해 사장(砂場), 사구(砂丘), 사주(砂洲), 호소(湖沼), 석

호(潟湖, 해안 담수호), 해식애(海蝕崖), 해식동굴(海蝕洞窟,)이 발달하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동해안은 산세가 급박하여 급류의 하천이 많고 평야가 적으며 해안선은 단조롭다.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는 0.2m 이내이고 해류와 해수작용에 의하여 사주, 사정(砂汀), 

사구, 석호가 발달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해수의 온도는 짧은 여름철에는 

25℃-28℃를 보이나 겨울철에는 10℃까지 내려가므로 상당한 수온차이를 보인다.

  동해안에는 두만강하구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기까지 긴 해안선에 수많은 석호가 

산재해있고 양호한 사정들이 많이 있다. 풍식, 해식동굴에 의해 형성된 기암괴석, 절

벽, 해안 동굴, 바위섬이 해안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ㅇ 석호 

  만포(6.96㎢, 선봉), 굴포(선봉), 장연호(7.48㎢, 어랑), 무계호(1.64㎢, 어랑), 현금연호

(2.03㎢, 신포), 차호(이원), 범포(1.24㎢, 정평), 상포(1.4㎢) 및 하포(4.42㎢, 금야), 광포, 

군선연(이원), 천아포(2.92㎢. 통천), 소동정(4.97㎢), 강동포(시중호, 2.89㎢, 통천), 삼일

포(고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자연호들이 함경북도 어랑군, 함경남도 신포시와 강원

도 통천군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 현재 석호를 관광지로 개발한 곳은 강원도 고성군

(북한) 시중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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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정 

  해빈에 해당하지만 모래가 많고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나가는 곳은 사정(sand 

beach, 백사장)을 이룬다. 사구(dune)보다도 모래톱은 훌륭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 동해안에는 질이 좋은 사정들이 해안선을 따라 많이 발달

하였다. 사빈은 풍식과 해식작용에 의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입자로 만들어진 것이므

로 서해안의 사질에 비하여 좋은 편이다. 현재 개발하였거나 개발 대상이 되는 곳은 

용현 해수욕장(경성군), 송단(남송정 해수욕장, 이원), 유선대(이원), 속후 해수욕장(신

포), 남대천하구(길주), 원수대 해안(경성), 경포해안(홍원), 마전 해수욕장(흥남), 송도원 

해수욕장(元山), 학포 해안(안변), 시중호 해안(통천) 등이다.

  ㅇ 해안경관 

  해안에 우뚝 솟은 절벽(斷崖)은 해강(海崗)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기암괴석, 웅

장한 돌탑(立石), 동굴, 바다무지개바위(虹門), 총석(叢石) 등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들

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긴 경승지와 명소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적도(선

봉 앞바다), 쌍포기암(김책시), 적벽(이원), 신루암(이원), 홍문(이원), 황단각(신포), 죽도

(흥남, 안변), 송도(명천 칠보산, 홍원, 해금강), 문암(해칠보, 홍원, 해금강), 구경대(흥

남), 기암절벽(무수단), 총석(통천, 국도) 등이다.

  ㅇ 해변전망대 

  해변에 큰 바위가 우뚝 솟거나 바위언덕으로서 바다를 멀리 바라보거나 주변 경승

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예로부터 이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은 수중대 (어랑), 해망대(명천), 청학단(김책시), 국화대(화대), 무첨단(화대), 시중대

(어랑, 이원, 통천), 유선대(이원), 령공대(홍원), 구경대(흥남), 원수대(안변) 등이다. 이

와 같은 주변경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을 개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기점으로 

한 전망시설의 개발가치는 충분히 있다.

  ㅇ 도서 

  국도(안변군), 마양도(신포시), 신미도(선천군), 가도(철산군)

  ㅇ 해수욕장

  해수욕장의 여건을 구비한 곳은 도처에 있으나 주로 동해안에 많이 분포한다. 동해

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어 불과 20cm 내외이고 사구, 사취, 사빈이 발달하였

으며 숲이 많아 훌륭한 해수욕장으로 가꾸고 개발할 가치가 높은 곳이 많다. 동해안 

해수의 온도는 여름철에 25℃～28℃ 정도여서 해수욕과 수중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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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파도와 해수작용에 의해 수많은 자연호, 모래사장, 모래톱, 모래언덕이 형성되

고 암석지대 해안은 해식작용에 의하여 암석이 부서지고 마멸되어 사질이 양호한 모

래를 만들었다. 동해안의 대표적 해수욕장은 청진시 용현(용양포), 북청 속후, 함흥시 

마전, 이원 남송정 해안, 군선해안, 단천 송평해안, 유선대해안, 원산시 송도원, 명사십

리(鳴沙十里), 안변 학포 등을 꼽을 수 있다.

   (1) 나선특별시

  1980년대까지 나선특별시의 경제활동은 미미했다. 그러다가 북한당국이 외자유치와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1991년 12월 나선특별시를 ‘자유경제무역

지대’로 지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북한은 나선지구를 연간 400

만t 에서 800만t의 하역용량으로 확장하기 위해 1994년부터 공사를 추진했으며, 2007

년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개보수와 러시아의 

나진항 운영에 관해 합의했다. 북한은 또 나진항 및 선봉항과 함께 인근의 청진항도 

‘자유 무역항’으로 선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

인 투자법’을 모체로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마련했으며 항만시설과 철도 등 주요 하

부구조 건설에 주력했다. 1994년에는 직할시로 승격시켰다. 북한은 2010년에 나진항(총 

5개 부두) 3호 부두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에 제공했고, 2008년 중국

에 제공했던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10년간 연장했다. 

  나진 앞바다에서는 명태, 대구, 멸치, 연어, 털게　등이 많이 어획되며 이를 원료로 

나진, 청진, 원산, 김책, 신포 등에서 수산물 가공업이 활발하다. 해안은 나진만을 위시

해 가차대만(駕次垈灣), 성정단(城亭端) 등의 출입이 심한 해안을 이루고, 나진만 앞에

는 대초도(大草島)가 있다.   근해는 명태를 비롯해 대구, 청어, 갈치, 미역 등의 어획

물이 많아 청진·김책과 함께 어항으로 발달했다. 

  나진특별시는 앞바다에 알섬 바다새 보호구(31호)가 있고 초도원시유적(草島原始遺
跡: 북한 사적 67호), 굴포리원시유적(屈浦里原始遺跡: 북한 사적 70호) 등이 있다.

   (2) 함경북도

  함경북도는 해안선의 출입은 심하지 않으나 남부에 김책만, 중부에 청진만, 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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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만과 조산만이 있고, 유진단(楡津端)·무수단(舞水端)·고말산단(高抹山端) 등이 있

어 단조로운 해안선에 변화를 주고 있다. 섬도 거의 없고, 북쪽에 란도(卵島), 대초도

(大草島)가 있을 뿐이며 몇몇 사빈과 절벽해안이 있으나 대체로 나지막한 절벽과 작은 

만이 연속돼 있다. 

  동해는 러시아의 연해주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해류와 남해에서 흘러오는 동한해류

가 합해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라고 하는 태평양 북서해역 어장의 일부를 이루는 어족

이 풍부한 수역이다. 이 수역에서는 명태·청어·대구·가자미·게·미역 등 의 수산

물이 풍부해 청진을 비롯한 김책·나선·어대진·무수단 등의 크고 작은 어항이 있으

며, 김책항에는 원양어업 선단이 갖춰져 있다.

  함경북도에서 칠보산(七寶山: 906m)은 관광지로 으뜸가는 명산이다. 상응봉(上鷹峰: 

1,103m) 등 수려하고도 웅장한 산 경치가 개심사(開心寺), 금강굴과 명천온천(明川溫
泉), 보 림온천(寶林溫泉) 등의 휴양 시설과 함께 관광 보양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 

등산을 위해서는 관모봉(冠帽峰), 만탑산(萬塔山) 등 유명한 산이 많다. 삼림과 계곡의 

경치로는 부령군의 부령팔담(富寧八潭)이 유명하다. 온천 휴양지로는 경성군의 온보(溫
堡), 경성(鏡城)과 세천(洗川), 송흥(松興) 등의 온천이 있다. 선사시대 고적으로 나선시

의 굴포리유적지(屈浦里遺蹟地)가 있고, 회령시의 청동기 시대의 오동유적(五洞遺蹟)이 

있다.

   (3) 함경남도

  해안선의 출입은 단조로우나 남쪽에는 호도반도(虎島半島)에 막힌 영흥만(永興灣)이 

있고, 신포 앞바다에는 마양도(馬養島)가 있어 단조로운 해안선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근해는 세계 4대 어장이라는 북서 태평양 어장의 일부를 이뤄 명태, 대구와 청어, 방

어, 가자미, 임연수어, 게, 미역 등의 어획량이 많아 해방 전에는 중요한 수출품의 하

나였으나 근년에는 어획량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 흥남, 서호진, 홍원, 신포, 어대진 등

은 중요한 어항이다. 

  신포시 마양도(馬養島)의 바깥 양쪽 해안에는 심한 파도로 웅장한 해식애(海蝕崖)가 

형성되어 있다. 이원군의 난도(卵島)와 작도(鵲島)는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해조의 

보호구로 지정돼 있다. 해안은 사빈이 넓은 송단(松湍)·속후(俗厚)가, 단천시의 형제섬

(兄弟島), 리원의 기암(奇岩), 신포의 송도갑(松島岬)· 육대끝(六擡端) 등의 절벽 단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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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웅장한 경승지도 많다.

   (4) 강원도

  동해안은 단층산맥인 경동지괴로 단조로운 해안선을 이루고 북쪽 끝에 금야만(金野
灣) 연안은 동해안에서 대륙붕이 가장 넓게 발달한 지역이다. 갈마반도(葛麻半島), 려

도(麗島), 국도(國島) 등이 있다. 

  강원도 수역에서는 대구, 명태, 청어, 정어리, 오징어, 넙치, 가자미, 게 등의 수산물

이 많이 잡히며 원산, 통천(通川: 구 고저), 고성(高城: 구 장전) 등의 어항이 발달했다. 

이들 어항을 중심으로 수산물이 매매되고 제빙, 어분, 어유, 건어물 제조 등의 수산물

가공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명소로는 금강산(金剛山: 북한 명소 12호)·표훈사(表訓寺)·정양사(正陽寺)·장안사

(터)·유점사(터)·신계사(神溪寺)가 있고, 묘길상(妙吉祥)·삼불암(三佛岩), 해금강에 만

물상(萬物相), 삼일포(三日浦), 구룡폭포(九龍瀑布), 온정리온천에 명경대 등이 있다. 북

쪽 통천 바닷가에는 총석정(叢石亭)에 시중대(侍中臺: 사적 48호), 고산·세포에는 석왕

사(釋王寺)와 삼방협(三防峽: 북한 천연기념물 99호)이 있고, 원산에는 송도원(松濤園)

과 명사십리 등의 경승이 있다.

 2) 서해안

  서해안에는 해안선의 굴곡은 심하나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자연경승

은 없다. 다만 황해도 서해안(선천군, 용연군, 장연군, 과일군)에 대표적 자연경승이 있

을 뿐이다.    서해안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며 긴 갯벌이 이어지는 해안선, 간조의 

차가 심하여 최대 5m까지 보인다. 수질은 동해안과 달리 혼탁하며 난류의 영향을 받

아 동해안보다 수온이 높다. 황해의 안쪽에는 한류가 흐르고 있으나 해안선까지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 서해안의 경우 사주, 석호는 찾아보기 어렵고 황해도 해안에는 

사구(몽금포), 사정이 있다. 동해안에서 볼 수 있는 해식애, 해식동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몽금포 해안, 장산곶에는 어느 정도 해식현상을 볼 수 있다. 압록강하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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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적토양으로 이루어진 위화도, 마안도(현재 비단섬) 등이 있고 해안선을 따라 도서들

이 분포되어있다. 해안선을 따라 수심이 얕은 곳은 염전(남양, 귀성, 광양, 연백)을 만

들고 간석지를 매립(평안북도 염주, 선주, 평안남도 숙천 해안)하여 농경지조성을 하고 

있다.

  충적토나 갯벌의 흙이 조수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래로 인해 서해안은 수질이 

좋지 않고 물이 흐리기 때문에 수중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서해안에는 

인공해수욕장 와우도(대동강 하구 남포시내)와 형제도(해주시 앞바다 대소수압도), 과

일군 용학(용학반도 은율군 금산포, 과일군 진강포), 용연군 몽금포, 구미포 등이다.

  남포지구의 관광자원   

  남포의 대표적 관광자원은 앞서 고구려고분벽화를 비롯하여 와우도 관광단지, 서해

갑문, 평양골프장 등이 있다.

   ◦ 서해갑문

   최근에는 대동강 하구에 축조한 갑문을 해외선전용 시설로 공개하고 있고 외국인

들에게 보여주는 산업관광코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갑문의 길이는 약 8km이며 황해남

도 은율군 일도반도, 피도를 연결하고 대동강 하구를 건너 북쪽 남포시 와우도 구역으

로 이어진다. 갑문 제방위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연결이 가능해

졌다.

  ◦ 와우도 관광단지

  대동강변에 개발한 종합레저단지이다. 서쪽으로 강둑을 만들어 보트장을 만들었고 

대동강변에 인공해수욕장과 풀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관광시설은 강변낚

시터, 수족관, 과학관, 휴게시설, 새집(조류관), 식당, 해상동물원, 매점, 정자, 관리시설 

등이 있고 숙박시설로는 와우도각(51실)이 있다. 와우도각 객실에서 바다쪽으로 낚싯

대를 드리울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은 평양 시민과 남포시민들을 위한 휴식, 피서장소

로 이용된다. 주변에는 숲, 산책로, 전망대가 있다. 

  ◦ 백화원 

  해안갯벌에 조성한 휴식공간이며 이곳에 연못, 섬, 위락시설, 수영장, 경기장, 화원 

등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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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산 휴양관광지

  남포시 항구구역(종전 용강군 삼화면)에 있으며 남포시 북쪽 우산(507m)에 개발된 

휴양지이다. 서편에는 삼봉저수지가 있다. 종전 삼화면 주림리에 있는 우산은 호수주

변에 과수원이 있고 울창한 소나무와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산은 옛부터 산

천이 수려하고 휴양지로 유명하였으며 근세에 별장 우산장이 세워지면서 휴양지로 널

리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저수지, 숲, 휴식시설을 갖춘 주민휴양지로 이용되고 있다.

  ◦ 강서 팔경

  강서지방의 유명한 경승 8개소를 지칭하는데 지금은 자연여건이 변화하여 옛날의 

경치를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전해오는 팔경을 보면 무학산의 경치를 뜻하는 

학산청풍, 봉황대의 달맞이(鳳臺玩月), 옥녀봉의 석양(玉峰落照)이 있고 심촌의 저녁노

을(心村暮畑), 정림의 횃불놀이(靜林夕烽), 등구마을의 저녁(登龜暮景), 수교의 고기잡이

(水橋漁大), 비내리는 연못 풍경(蓮堂廳雨) 등이다.

   (1) 평안북도

  평안북도의 남쪽은 황해에 임해 있는데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며 철산반도가 돌출하

고, 신미도(身彌島)·가도·탄도(炭島)·대화도(大和島) 등의 큰 섬이 있다. 

  서해안에 전개되는 2만㎢의 간척지를 조성할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간석지 개간사

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간석지가 넓은 가도(3만3천500㏊), 신미도(3만3천㏊) 간석지를 

개간 중이라 하며 총 5만5천㏊ 이상을 간척할 것이라 한다.

  황해에서는 주로 조기·가자미·민어·대구·갈치 등이 잡히고, 김·미역·청각 등

이 주요 어획물이다. 갯벌이 넓으므로 꼬막·조개·문어·낙지 등의 어획도 많으며 어

항으로 신의주·용암포·철산 등이 있고, 신의주는 원양어업기지로 중요시되고 있다. 

서해안에는 넓은 간석지가 발달해 염전으로 조성돼 소금의 생산량도 많다. 

  신의주항이 황해안의 해운교통에서 남포 다음으로 중요하고 용암포·다사도항이 그

의 보조항 역할을 한다. 또한 신의주항을 기점으로 해 압록강을 내왕하는 내륙수운이 

설치돼 있다. 신의주항에서 신의주 류초도(柳草島)-황금평(黃金坪)비단섬을 왕래하는 

여객선도 있다. 도에는 5대 명산의 하나로 꼽히는 묘향산(妙香山)과 영변의 약산동대

(藥山東臺)가 있다. 의주에는 압록강을 굽어보는 통군정(統軍亭), 동림군에는 동림폭포

(東林瀑布)와 동림산성(東林山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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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안남도

  해안선의 길이는 약 400㎞로 간석지가 넓게 발달했다. 해방 후 북한에서는 대규모 

간척공사를 한 결과 곳에 따라서는 간척지가 5㎢ 가량 넓어진 곳도 있다. 연안에는 광

량만(廣梁灣) 외에는 이렇다 할 만입이 없고, 섬도 거의 없다. 

  평안남도는 예로부터 평안북도 다음으로 수산업이 발달했으며 조기, 멸치, 가자미, 

새우, 게 등의 어획량이 많다. 광량만은 귀성(貴城)과 함께 천일염이 생산된다. 

  관서 8경의 하나로 백상루(百祥樓)가 있는데, 안주읍성에 딸린 정자다. 6·25전쟁 때 

파괴된 것을 1977년에 복구했다. 2000년 12월에 안주시에서 단군 고조선시대 것으로 

추정 되는 청동비파형단검(靑銅琵琶型短劍)이 출토됐다고 하고, 이웃의 덕천시 남양리

에서는 단군이 건국한 무렵으로 추정되는 집터 200곳이 발견됐다 한다.

   (3) 황해남도

  장산곶 남쪽 바다에는 백령도(白翎島), 대청도(大靑島), 소청도(小靑島) 등의 황해 오

도(黃海五島)가 있고 북서쪽에 초도(椒島)가 있다. 근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

이어서 봄·가을에 특히 장산곶 근해는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다. 황해남도는 기후

가 온화해 난대림에 속하는 감, 녹나무 등이 자라는 지역이며 배천군은 ‘방현리 백로

도래지’로 유명하다. 또 장산곶 식물보호구가 설정돼 있다.

  근해는 난류성인 서안해류와 남류하는 황해연안류가 황해도 앞바다에서 합류해 우

리나라에서 뛰어난 어장을 형성한다. 명태, 조기, 갈치, 가자미, 게, 김, 미역 등의 어

로가 활발한 데 특히 연평도(延坪島) 앞바다의 조기 어로가 유명하다. 

 몽금포, 구미포 등의 깨끗한 사빈이 펼쳐져 있어 해수욕장으로 환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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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의 주요 해양 광물자원 및 기타 자원

1. 동해의 해저지형

 
  북한의 동해 해역에는 4개의 해협 즉 대한해협, 쯔가루(津輕)해협, 라뻬루즈해협, 타

타르해협을 통해 주변바다와 연결되어 있고 북한 연해에 동조선만, 나진만, 경성만, 홍

원만, 함흥만, 원산만 등의 만과 마양도를 비롯한 섬들이 있다.

  동해의 해저지형은 깊은 분지형태로 되어있으며 대륙붕의 폭이 좁고 해안 가까이까

지 매우 깊은 것이 특징이다. 동해 바닥의 지형경사는 기슭에서 약 120m까지 경사가 

느리고 다음 3,000m 깊이까지 경사가 매우 급하며 3,000m 이상의 깊이에서부터는 다

시 경사가 느린 평탄한 바닥이 시작되고 있다.

  바다 밑은 육지에서 생긴 물질, 화산분출 물질, 유기질의 쌓인 물질, 화학적인 앙금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해저화산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동해 연안구역의 바다 

밑 토양분포는 모래, 진흙, 진흙모래, 모래진흙 등으로 되어있는데 모래는 동해안선에 

거의 평행으로 서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2. 동해의 광물자원

  한반도의 세 바다에는 모두 광물자원이 풍부한데 그 중에서 동해가 특별히 더 많다. 

해양광물자원은 해수에 풀려있는 광물질자원, 바닥표층에 쌓여있는 광물자원, 해저기

반암에 묻혀있는 광물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동해에는 이 모든 광물자원이 무진

장하며 그 종류도 다종다양하다.

  동해는 대륙붕은 좁지만 수심이 깊고 지형기복이 복잡하며 화산분출 활동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또한 여러 해협들을 통하여 태평양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학적 환

경특성도 다양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표사광물자원, 자생광물자원, 기반암광물자원 등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특히 기체수화물자원이 굉장한데 그 구성을 보면 기본 구성이 메탄이고 부차적 구

성이 프로판, 부탄, 수소, 이산화탄소, 유화수소이다. 최근 독도 주변수역의 바닥에 21

세기의 대표적인 에너지자원인 메탄수화물이 얼음결정 상태로 굉장한 양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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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처럼 동해에는 유용한 광물자원이 수십 가지나 되고 

그 매장량도 무진장하여 세계에서 개척되지 않은 ‘자원보고’로 이름을 날리고 있

다.75)

  북한의 동해에는 다량의 사금, 지르콘(규산염광물), 모나즈석, 금홍석, 티탄철, 자철

광 등 연안 표사광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광물자원은 고성, 통천, 성천강 하구-금

진강 하구, 북천강 하구 등 지역의 연안 1-2마일 수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비교적 높은 사업적 의의를 갖는다.(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보호와 개

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북한은 또한 침적분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

어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 망간, 니켈, 코발트, 동 등 을 포함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광산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76)

  골재자원으로 대표되는 모래와 자갈은 황해 전반에 걸쳐 연안역에 매장량이 풍부하

고 또한 채취가 용이하여 향후 고갈되고 있는 육상 골재자원의 대체자원으로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서해안에는 모래가 약 39억㎥ 부존되어 있고 그 중 

약 20%인 7.8억㎥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갈은 약 10억㎥가 부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으로부터 많은 쇄설성 퇴적물이 황해로 유입되며 그 

속에 남한보다도 많은 유용한 광물자원이 연안역에 분포되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

나 사회주의 국가의 폐쇄성으로 인해 연구결과 및 관련 지질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 북한에서 발표된 황해 안주지역의 유전탐사 및 원유탐사에 대한 기본적

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원유탐사는 1965년 8월 연료자원 지질탐사관리국이 설치되면

서 시작되었으며 이어 1968년 10월 평안남도 숙천군에 원유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

구소가 설립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에 서해에서 탐사작업을 시작한데 이어 1990년대

에 들어서는 동해의 원산 앞바다에서 탐사와 시추작업을 진행하였다. 1993년 7월에는 

원유탐사총국이 원유공업부로 승격됨으로써 석유탐사가 본격화되었다. 분지규모가 가

장 넓은 황해의 서한만 지역에서는 총 13개의 시추공을 뚫었다. 남포 앞바다에서는 

1998년 6월 ‘406호’ 시추공에서 450배럴의 원유를 뽑은 바 있으며 안주지구의 몇 

군데 시추공에서도 원유가 나왔다. 캐나다의 칸텍사는 지난해 9월 25일 “서해 대륙붕 

606호 지구에 매장량이 50억∼400억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자료를 

75) “조선동해에 대한 일반적 개념,”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book&no=2584&pn=1 
76) 김철 저, 장혜지, 최명욱 역, “朝鮮環境管理與可持續發展,” 『人口學刊』, 총제218기(2016.04 vol. 38)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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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생대 백악기와 쥐라기 지층에서 시추된 원유는 비중 

0.854∼0.887, 파라핀 8∼9％, 탄화수소 70∼80％, 아스팔텐 0.2∼1％ 등으로 상품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 원유공업부장 김희영은 “전망이 좋은 서해 대

륙붕과 안주분지에 힘을 집중할 계획이며 공화국 창건 50돌까지는 탐사사업을 끝낼 

결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북측의 유전발견 주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층구조상 지

각변동으로 인한 굴절 단층이 많아 한 곳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기는 어려울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10월 석유개발에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

본 도쿄에서 ‘조선유전개발 투자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설명회에는 메이저 석유회

사들은 참석치 않았고 한국석유공사, LG, 현대 등 한국측 관계자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국측 전문가는 “당시 북한측에 자료 교환, 기술자 

교환 등을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어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량은 전성기였던 1990년대 초에 

비해 20%∼60% 수준으로 격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광물자원 수출

량은 2배 이상 증가해 2013년의 경우 전체 수출의 약 22%인 6.3억 달러를 기록했다(석

탄 제외).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광물자원의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당국이 기업소나 기관에게 광산 사업을 허용하고 이들이 일정 부분 세금(혹은 현물)을 

내면 나머지 이익은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광산개발 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수

많은 협상과 대화가 오고 갔지만 중국이 북한 광산에 투자한 것은 10여 개 이내 사업

으로 추정되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의 대북 신규투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

석된다. 중국의 대북 광산개발 투자가 부진한 주된 이유는 열악한 인프라 상황 때문이

다.

  그래서 북한 내륙에의 투자는 거의 없고 인프라 사용이 그나마 나은 북중 접경지역 

광산에 중국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북한 광산투자가 부진한 또 하나의 원인

은 북한의 투자제도나 상관습의 불안도가 높기 때문이다. 북한에 투자한 중국의 대기

업 그룹들도 북한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크게 지연되거나(혜산 동광산), 북한의 일방적

인 계약파기로 철수를 하는 형편이다(중국 시양그룹).

  그러나 2009년부터 중국의 동북진흥전략의 일환인 창지투(長吉圖) 개발을 추진하면

서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 항만 등의 수송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있

다. 나아가 이 지역의 경제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전력인프라까지 확대된다면 북한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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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중심으로 무산과 단천 광산지역 등 북한의 주요 광산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이외에 현재 북한 광산개발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영국 등 유럽이나 일부 중동, 아시아계 기업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년 들어서는 정부 채널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광물자원 협력대화

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투자가 부진하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새로운 투자자

로 부각시키고 있는 중이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정부 간에 다양한 투자 제안과 계획

들이 교환되고 있어 조만간 러시아의 대북 광산개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행단계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를 양자가 어떻게 풀 것인가가 관건

이 될 것으로 보인다.77)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소속 국가자원개발지도국은 주요 수출품인 유색금속과 석탄 

등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집중 탐사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적극적

으로 선진 탐사방법을 도입하고 신형 탐사장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지역에서 유리생산에 필수적인 부재료의 발원지를 발견하여 유리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경로를 개척했다고 한다.78)

  북한 중앙통신사는 최근 "희토류 자원의 적극적인 이용"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는

데, 북한의 희토류 자원은 분포 면적이 넓어서 서부나 동부에 모두 풍부한 희토류 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는 또 채굴과 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국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희토류 자원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

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 매체가 희토류 자원과 관련하여 보도한 내용은 주로 "약품과 비료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주로 했는데, 예를 들면 "희토류 자원을 이용한 뜸 치료가 효

과가 있다," "희토류 자원을 이용한 비료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것 등이었다. 희

토류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소식을 보도한 것은 드물었다.

  분석에 따르면 희토류 자원의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북한은 희토류 자

원의 채굴에 박차를 가해 거기에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부 분석자

는 북한이 컴퓨터와 핸드폰 등 하이테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희토류 자원을 채굴하

기 시작했다고 보지만 북한의 기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이 하

이테크 상품의 제조에 착수했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77) “한반도 해저와 유용광물자원,” 『해양광물』, 2005. 2. 12. 10:38

   http://blog.naver.com/kikami/80010139995 

78) “지하자원탐사 업무 전개,” [朝鮮行業咨訊]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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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평안북도, 강원도 등지의 북한 희토류 자원 매장량은 수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79)

  북한의 연백 제염소에서 지하 초염수(地下超鹽水)를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는데 성

공했다. 지하 초염수는 그 염도가 리터당 50그램 이상인 지하수를 의미한다. 지하 초

염수를 이용하여 소금을 제작하는 것은 대단히 실용적으로, 해수를 이용하는 것에 비

해 염전의 면적과 생산주기를 대폭 축소할 수 있고, 또한 매 정보당 생산량을 2-5배 

제고시킬 수 있다. 

  북한의 서해안 일대는 지하 초염수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북한은 각지에서 지하 초염수의 탐사업무를 적극 전

개함과 동시에 지하 초염수를 이용한 소금 증산계획을 제정하여 관련 조치들을 취하

고 있다.80)

  북한 매체의 2016년 5월 24일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이 북한군에서 운영하는 귀성제

염소를 방문해 지하초염수(地下超鹽水)를 이용한 소금생산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은 2015년 귀성제염소에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공정

을 설치하여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2016년 ３월초부터 5월 24일까지 150여 정보

의 염전에서 7,000여t의 소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8월 서해

안 제염소에서 처음으로 지하초염수를 채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2년 3월 

북한의 대형제염소(30㎢)인 황해남도 연백제염소에서 지하초염수로 인한 소금 생산을 

본격화했다.

  지하초염수란 물 1ℓ에 풀려있는 소금 양(광물질 함량)이 50g 이상인 바닷물에 비해 

수배나 더 높은 지하수로 이 물로 소금을 생산하면 천일제염에 비해 그 생산량이 2-5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전 면적도 30% 정도이고 노동력도 줄일 수 있어 생

산 원가가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어내자면 저수지, 예비증발지(제

1증발지), 증발지(제2증발지), 결정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이 바닷물에 비하여 농도가 높은 지하초염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증발면적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증발지 1곳과 결정지만 있어도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지하초염수는 그 경제적 가치가 대단히 큰 부존자원인 셈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하초염수는 땅 속 수십 미터 밑에 존재하며, 밀물에 의해 

79) “희토류 자원 채굴에 박차,” [朝鮮行業咨訊] 2011.07.04

80) “초염수(간수)를 이용한 소금 생산,” [朝鮮行業咨訊]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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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지에 스며든 바닷물이 건조한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아 증발, 농축되는 과정이 오

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서서히 땅속에 스며들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즉, 지하초염수

는 중국 등 일부지역의 염수우물(1킬로미터)보다 훨씬 매장 깊이가 얕고 간석지에 광

범위하게 퍼져 있어 그 양이 많아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얕은 바다에 쌓여서 생긴 질 좋은 석회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주요 매장지는 

승호, 상원, 순천일대이다.81)

  안주와 온천 앞바다에 갈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안주-문덕지역에는 백 수십억t

의 갈탄이 묻혀있다고 하는데 안주, 문덕, 숙천, 평원, 박천 일대의 육지와 서해바다 

밑의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82)

3. 북한의 기타 자원

  1) 북한의 주요 간석지

  북한의 주요 간석지는 주로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간석지 총면적은 약 30

만여 정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서해 해역에는 철산, 곽산, 온천, 증산 

등지에 수많은 간석지가 형성되었고, 간석지가 개간된 결과 해안선의 모양이 크게 달

라지고 있다.83) 2010년 7월 북한은 간석지 개간사상 최대 면적인 8,800헥타르의 대계

도 간석지 간척 공정을 완성했다. 그 결과 북한의 서해 해역에 분포되어 있던 다수의 

섬들이 수십 킬로미터의 제방으로 연결되어 굴곡이 심했던 해안선은 직선이 되었고 

지형도 변했다. 간석지에는 광활한 농장과 100 헥타르의 양어장, 염전, 많은 고기와 알

을 생산하는 오리농장, 가자미 등의 어류를 대량 생산하는 사육장 및 현대화된 굴 양

식장 등을 건설하여 주민 생활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84)

   (1) 평안북도의 주요 간석지

81) 『지리』, p.9

82) 『지리』, p.25

83) 『지리』, p.8

84) 『朝鲜概观5(经济)』, 朝鲜·外文出版社·平壤, 主体105年(2016年),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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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북도에 분포되어 있는 간석지는 총 11만 8천여 정보이며, 이를 지역별로 세분하

면 압록강 어귀지구, 가도지구, 곽산-정주지구 등 3개의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압록강 어귀지구

  압록강 어귀지구는 비단섬 서쪽 끝에서 철산반도 남단까지의 지역으로 용천군, 염주

군, 철산군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압록강 어귀지구의 주요 간석지로는 비단섬간석지, 

서호간석지, 대계도간석지, 수운도간석지가 있으며, 개간대상 간석지 면적은 총 3만 9

천여 정보로 북한 전체 간석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압록강 어귀지구 간석지는 강물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어, 다른 지역의 간석지에 비

하여 소금기가 비교적 낮은 것이 특징이다. 동 간석지에서는 바지락, 피조개, 소라 등 

패류를 채집하고 있는데 주요 간석지에서 생산되는 패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간석지 주요 생산물

신도와 다사도 주변 간석

지
민어굴

가차도 주변 간석지
바지락, 피조개, 갓굴, 돌굴, 우줄기(검은죽합), 소라, 

칠게, 갈게, 참게

마안도와 가는섬 간석지 대합조개, 비단골뱅이 등의 골뱅이류

장도와 수운도 간석지

피조개, 큰피조개, 바지락, 특히 장도바지락 분포구역

은 바지락, 피조개, 큰피조개 생산으로 유명하며, 소

라와 큰구슬우렁이(반들골뱅이)도 분포. 봄과 가을에

는 낙지 등도 분포

반성열도 남부간석지 토어, 큰구슬우렁이, 소라

대계도와 소계도 사이 간

석지

동죽(동조개), 바지락, 개량조개, 토어, 피조개, 나비

조개, 수수조개, 마당조개

대계도와 월도사이 장송간 동죽, 나비조개, 바지락, 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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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도지구

  가도지구는 철산반도 남단에서 신미도 남단까지의 지역으로 철산군, 동림군, 선천군

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주요 간석지로는 가도간석지, 가도남부간석지, 신미도남부간석

지가 있으며, 개간대상 간석지 면적은 총 3만 7천여 정보로 전체 간석지 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요 생산물은 신미도 주변 간석지에서 바지락, 돌굴, 토어(맛), 소라 

등이 있다.

다. 곽산-정주지구

  곽산-정주지구는 신미도 남단에서 청천강 어귀 우안까지의 지역으로 선천군, 곽산

군, 정주군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주요 간석지로는 신미도간석지, 장도간석지, 정주간

석지가 있으며, 개간대상 간석지 면적은 총 3만 9천여 정보이다. 곽산군의 젖도기, 호

두골, 정주군의 애도와 운무도, 함성열도 섬 주변에서 바지락, 동죽, 나비조개 등이 생

산되며, 애도 주변 간석지에서는 갓굴을 생산하고 있다.

   (2) 평안남도의 주요 간석지

  평안남도에 분포되어 있는 간석지는 총 10만여 정보에 이르며, 이를 지역별로 세분

하면 청천강 어귀지구, 증산-온천지구, 대동강 어귀 우안지구 등 3개의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청천강 어귀지구

석지

어영도와 가도, 대화도를 

연결하는 안쪽 간석지
개량조개, 소라, 큰구슬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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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천강 어귀지구 간석지는 청천강 어귀 좌안에서 가마개 어귀 우안까지의 지역으로 

문덕군, 숙천군, 평원군을 포함한다. 주요 간석지로는 청천강 어귀간석지, 남양간석지, 

평원간석지, 삼천개간석지, 삼천포간석지, 열귀간석지, 어룡간석지, 화진간석지가 있으

며, 개간대상 간석지 총면적은 4만 3천여 정보이다. 

  문덕에서 숙천에 이르는 간석지는 1960년대까지 동죽생산으로 이름난 어장이었으나, 

현재는 서식조건의 변화로 어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으며, 청천강 어귀

와 동오개 아래쪽 간석지에서 갓굴, 대합, 동죽, 바지락, 돌굴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나. 증산-온천 지구

  증산-온천 지구는 가마개 어귀 좌안에서 금성리코까지의 지역으로 증산군, 온천군을 

포함한다. 주요 간석지로는 증산간석지, 풍정간석지, 온천간석지, 귀성간석지, 직동배다

리, 석다간석지, 자봉간석지가 있으며, 개간대상 간석지 총면적은 5만 6천여 정보에 이

른다. 평원에서 온천에 이르는 간석지에서 대합, 동죽, 비단골뱅이, 수수골뱅이, 칠게, 

갈게 등이 생산되며, 온천군 남조압도 앞 간석지에서는 개량조개가 생산된다.

다. 대동강 어귀 우안지구

  대동강 어귀 우안지구는 금성리코(상취라도)에서 지사리까지의 지역으로 온천군, 남

포시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요간석지로는 금성간석지, 오리섬간석지, 월강

간석지, 양지간석지, 금사간석지, 남포동부간석지, 천지봉간석지가 있으며, 개간대상 간

석지 총면적은 5천 3백여 정보이다. 동 간석지에서는 개량조개, 참게, 사게, 바지락 등

이 주로 생산된다.

   (3) 황해도의 주요 간석지

  황해도에 분포되어 있는 간석지는 총 12만 1천여 정보이며, 이를 지역별로 세분하면 

대동강어귀 좌안지구, 대동만 및 옹진만 지구, 해주만 지구, 예성강 어귀 지구 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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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대동강 어귀 좌안지구

  대동강과 제령강 합류점에서 몽금포까지의 지역으로 은천군, 은률군, 과일군, 장연

군, 용연군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주요간석지로는 초정간석지, 제도간석지, 양담간석지, 

남해간석지, 금복간석지, 이도간석지, 웅도간석지, 청량도간석지 등이 있으며, 개간대상 

간석지 총면적은 1만 1천여 정보로 알려져 있다. 은천군으로부터 장산곶에 이르는 간

석지에서 주로 바지락과 돌굴이 생산되고 있으며, 남대천 어귀지역에서는 갓굴과 동죽

이 몽금포 주변에서는 해삼이 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해삼은 주로 함경남북도와 강원

도 등 동해안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몽금포 주변을 포함한 황해도의 간석지에서도 생

산되고 있다.

나. 대동만 및 옹진만 지구

  장산곶 동남쪽에서 강령반도 서남쪽 끝 포기곶(동암리)까지의 지역으로 용연군, 태

탄군, 옹진군, 강령군을 포함하고 있다. 동 지구의 주요간석지로는 대동만간석지, 해방

간석지, 옹진만간석지, 장송간석지, 강령강간석지, 청수도간석지 등이 있으며, 개간대상 

총면적은 2만 2천여 정보에 이른다. 주요 간석지에 생산되는 생산물은 아래의 표와 같

다.

 

간석지 주요 생산물

옹진군 송월리-제작리에 이르는 등판간석지 돌굴, 토어(맛)

마합도에서 등산곶에 이르는 연안간석지 바지락, 돌굴, 동죽

순위도와 어화도 등 비교적 물살이 빠른 섬주변 섭조개

오차진리, 구미포, 마함도, 등산곶 등의 얕은 바다 해삼,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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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주만 지구

  등산곶에서 구월반도 남쪽 마을섬까지의 지역으로 강령군, 벽성군, 해주시, 청단군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해주만 지구의 주요 간석지로는 해암도간석지, 황포간석지, 

용매도간석지 등이 있으며, 개간대상 총면적은 3만 2천여 정보에 이른다. 

  강령반도 남단의 간석지에서는 바지락, 돌굴과 동 간석지의 얕은 바다에서 해삼, 전

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포 간석지에서 동죽, 해주시 결성동으로부터 청단군의 금

학리에 이르는 간석지에서는 바지락을 주로 생산하고 청단군 소정리로부터 용매도에 

이르는 간석지의 주요 생산물은 대합이다.

라. 예성강 어귀지구

  예성강 어귀지구는 구월반도 남쪽 끝 용매도에서 임진강 어귀 우안까지의 지역으로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개성시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요간석지로는 9.18

저수지, 반이도간석지 등이 있으며, 개간대상 총면적은 1만 3천여 정보이다. 연안군 청

화리와 화양리에서는 맛조개와 대합을, 호남리, 석포, 백석포 주변 간석지에서는 돌굴, 

예성강 어귀 간석지에서는 갓굴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2) 북한의 주요 어항 및 수산기지

(1) 동해안의 주요 어항 및 수산기지

가. 주요 어항

  동해안에는 천연 항만이 많은데, 비교적 큰 어항에는 원산, 함흥, 신포, 홍원, 단천, 

청진, 김책, 나진 등 8곳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신포항이 가장 크다. 각 어항에는 모두 

대형 냉동창고와 전용 철로 운수선이 있으며 부두에서의 물고기 하역은 보편적으로 

버킷 트랩식 하역장치를 채택하고 있다.



- 159 -

    동해안 각 도별 주요 어항

나. 주요 수산기지

 a. 함경북도의 주요 수산기지

  함경북도의 해안선은 굴곡이 적고 비교적 단조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산만, 선

봉만, 라진만, 경성만, 성진만 같은 몇 개의 만입부만 있으며, 청진 이북지역에 비교적 

굴곡이 있는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해안선이 길고 한류와 난류가 서로 교차하

는 해양조건을 가지고 있어,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멸치, 삼치, 방어, 대구, 명태, 청어, 

송어, 가자미, 임연수, 미역, 곤포, 조개, 게 같은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주요 수산기지인 김책, 어랑, 라진, 선봉 등 지역의 수산사업소들에서는 명태를 비롯

하여, 낙지, 멸치, 대구, 임연수, 가자미 등의 어류를 어획하고 있다. 이들 수산기지들

에서는 물고기가공시설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냉동하거나 가공하고 있다.

  주요 양식업 중심지는 나진만, 선봉만 일대이며, 특히 무수단과 어랑단 일대의 미역

양식이 발달되어 있다. 선봉군, 어랑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의 자연호수와 저수지, 강·

하천을 이용한 민물고기 양식도 이루어지고 있다.

  - 어대진 수산사업소

도명 주요 어항

함경북도 우암, 선봉, 나진, 연천, 청진, 어대진, 화성, 사포, 김책

함경남도
다천, 신창, 양화, 신포, 육대, 홍원, 삼호, 낙원, 서호, 가

진

강원도 문천, 원산, 홍천, 고성, 두포(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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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진수산사업소는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 노동자구에 있는 수산기업소다. 어대진 

앞바다는 예로부터 어장으로 발달해온 곳인데 해류의 회유지역으로서 어류가 풍부하

기 때문이다. 어대진 앞바다에 있는 어랑단도 어장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어대진수산사업소에서는 해양양식을 기본으로 낙지, 명태, 청어, 정어리, 임

연수어, 가자미, 송어 등의 어류와 다시마, 미역을 비롯한 바다나물, 섭, 대합 등의 조

개류들을 어획, 채취 및 생산하고 있다.

  - 김책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는 함경북도 김책시에 있는 수산기업소로 원해어업과 가공을 기본으

로 하고 있다. 김책수산사업소는 광복 전에는 ‘어업조합’이었는데 광복 후 1947년 3

월부터 청진수산사업소의 분장이 되었다가 1947년 7월 1일에 국영성진수산사업소(현재 

김책수산사업소)로 승격했다. 1961년에는 현재 위치해 있는 자리에 어항을 건설하고 

종합가공공장을 세웠고, 1968년에는 방파제와 부두를 더 확충하여 큰 배가 여러 척 정

박할 수 있도록 항구를 건설하였다.

  현재 사업소에는 작업선, 운반선, 대형가공모선 등 여러 용도의 선박들이 있다. 작업

선이 원해어업에서 어획한 물고기들을 직접 가공모선에서 가공하는 한편 운반선으로 

냉동직장, 가공직장에 운반하여 거기에서 냉동품, 절임품, 젓갈품 등으로 2차 가공하여 

반출하는 작업방법으로 수산물의 신선함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에서는 천해양

식도 행해지고 있다. 김책수산사업소는 북한의 주요한 원해어업기지와 수산기지로 자

리를 굳히고 있다.

 b. 함경남도의 주요 수산기지

  함경남도의 송전만은 동해안에서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지역으로 345.75정보의 

간석지가 있으며,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어 수온의 수직적 변화가 심하며 부유생물 번

식에 유리하여, 여러 가지 정착성물고기와 회유성물고기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미역, 

곤포, 굴 등 천해양식자원도 풍부하다.



- 161 -

  또한 강·하천들과 장진호, 부전호, 문암저수지, 추상저수지, 금사저수지, 보현저수지

를 비롯한 호수, 저수지들에서는 황어, 잉어, 붕어 등 민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함경남도의 기본 수산기지로는 어로와 가공이 결합된 현대적인 큰 규모의 수산기지

들이 10여개나 배치되어 있으며, 천해양식사업소 및 중소수산기지들이 단천, 신창, 양

화, 신포, 홍원, 삼호, 낙원, 서호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수산사업소는 함경남도

의 대표적인 수산기지이다. 특히 신포는 원해수산업기지의 하나로서 수산업발전에 필

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잡는 한해 물고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명태, 가자미, 도루묵, 낙지, 까

나리. 공치, 대구, 방어, 홍어, 임연수, 돌고래 등이 상기 수산기지들에서 생산되며, 섭

조개, 대합, 생복, 게 등도 생산되고 있다. 또한 천해양식을 통해 용대, 이원, 신포, 삼

호, 낙원 등 지역에서 미역, 다시마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금야만에서는 굴 양식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주요 양어는 금야, 홍원, 신흥 정평, 고원, 직동, 신창, 인흥 등 

수산사업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낙원수산사업소

  낙원수산사업소는 함경남도 낙원군에 있는 기업소로 동해안의 비중 있는 수산기지

이다.

낙원수산사업소는 1950년대 초반에 국영퇴조수산사업소로 발족되었다가, 1982년 7월 

낙원수산사업소로 개편된 곳이다. 사업소에서는 명태를 비롯한 꽁치, 오징어, 조개류, 

멸치, 가자미, 정어리 등을 어획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천해양식을 통해 미역, 다시마 

등의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사업소에는 중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개설되

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어선들을 비롯한 어로시설과 수산물제품가공공장이 갖추어

져 있다. 이밖에도 어분창고를 신축하고 대형 냉동공장까지 갖추고 있다. 낙원수산사

업소 산하에는 현재 어로직장, 물고기가공직장, 배수리직장, 어구직장, 양식직장 등의 

작업반들이 설치되어 있다.

  - 홍원수산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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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수산사업소는 함경남도 홍원군 남천 노동자구에 있는 수산기업소다. 이곳은 북

한 동해안의 중요한 수산기지로서 원양어로작업과 어류가공, 천해양식, 선박수리에 이

르기까지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홍원수산사업소에

서는 주로 명태, 가자미, 임연수어, 오징어, 꽁치 등의 어획이 많고 이를 바탕으로 여

러 가지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명란젓은 다른 나라에까

지 수출되고 있다. 또한 홍원앞바다를 통해 생산되는 가리비는 예로부터 홍원군의 특

산물로 유명하다.

  - 양화수산사업소

  양화수산사업소는 함경남도 신포시에 있는 기업소로 북한의 대규모 원양수산기지다. 

양화수산사업소는 1947년 6월 국영신포수산사업소 양화분장으로 발족되었으며 1952년 

7월 국영양화수산사업소로 개편되었다. 과거 김일성은 양화수산사업소를 나라의 원양

수산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 1968년 9월에는 양화에 큰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하도록 지시했고, 1969년에는 중형저인망어선 5척

을 원양선대에 배속시켜주었으며 1973년 11월에는 400마력 디젤기관 ‘자력갱생1’ 

호를, 1974년 2월에는 수백 명의 항만건설인력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1976년 11월 

사업소에 대한 시찰과정에서 사업소를 큰 원양수산기지로 발전시킬 목표를 제시하며 

양화항에 큰 선박들이 더 많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항구 확장공사를 지시하였고 선박에

서 하선하는 냉동품과 포장한 어분의 수송을 담당하는 컨베이어의 장치, 어분창고의 

신축, 냉동 공장의 계속 가동 등과 물고기를 운반하는 수채를 현대적으로 알뜰하게 잘 

만들고 절임탱크에 정어리를 절구며 냉동 공장을 계속 가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양화수산사업소에는 물고기어획을 위한 1선단, 2선단, 3선단과 세소선단, 가공모선 

‘백두산’ 호와 냉장운반선 ‘비로봉’호로 이루어진 모선선단, 대형냉동1·2·3직

장, 물고기가공직장, 배수리분공장, 어구직장, 양식직장, 자원증식직장 등의 직장들과 

사업소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작업반들이 있고 여기에는 수백 명의 기술자와 전문가들

이 근무하고 있다.

  양화수산사업소 가공모선, 양화수산사업소 비로봉호, 양화수산사업소 물고기하류장, 

양화수산사업소 통조림 생산, 양화수산사업소 뜨랄어업 등이 있다.



- 163 -

  - 이원수산사업소 

  이원수산사업소는 1969년에 발족되었고 1980년에 확장 개편되었다. 동해 앞바다에 

형성되어 있는 이원만은 예로부터 훌륭한 어장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이용

해 이원수산사업소에서는 명태, 도루묵, 멸치, 오징어, 문어, 청어, 고등어, 연어 등을 

대량으로 어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명태는 그 품질이 우수해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다. 또한 이원만 연안을 이용해 천해양식도 활발하게 진행해 미역, 마시마 

등을 대량으로 채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러한 어획물들을 이용하여 수산물가공업도 

행해지고 있는데 주요 제품으로는 명란젓, 창란젓, 성게젓 등이 있다.


  -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

  신포통조림공장은 대규모의 물고기통조림공장이다. 이 공장은 1953년 10월 신포시 

해안의 백사장 위에 건설되었다. 공장 산하에는 통조림직장, 원료직장, 포장직장, 제판

직장 등 기본직장들과 생활필수품직장, 공무동력직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동해

에서 많이 어획되는  고등어, 송어, 방어, 가자미, 명태, 오징어 등 여러 가지 물고기들

을 원료로 하여 수백 종의 갖가지 통조림과 어묵, 냉동제품, 절임제품, 건제품 등을 생

산하고 있다고 한다. 

  공장에는 또 노동자문화회관, 탁아소, 유치원, 병원, 식당, 상점 등 부속시설이 있다. 

공장조업당시 국가에서 자금과 자재 및 건설집단을 제공하였으며 공장이 정상생산에 

투입한 후 원료운반선도 몇 척 주었다고 한다. 그 외 공장은 자체의 노동자들과 기술

일꾼들의 노력에 의해 물고기고추장통조림을 비롯하여 갖가지 통조림에 들어가는 양

념의 배합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탁아소, 유치원,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기도 하는 등 신

포물고기통조림공장은 모범적인 기업소이다. 

  공장은 1957년 경제계획을 145%로, 1958년 1/4분기와 2/4분기 계획을 훨씬 초과 수

행하여 당시 김일성 주석의 표창을 두 차례 받기도 했다. 그 후  공장의 근로자들은 

대형관통조림생산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제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1961년에 인

민경제계획을 그해 9월 말 현재 104%로 완수하여 ‘내각순회우승기’를 받았고 연 말

까지는 계획을 142%로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도 보였다. 

  1962년 5월에 신포수산사업소의 가공직장들을 통합하여 통조림과 병조림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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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일반가공까지 전문하는 공장으로 변화하였어요. 1968년 8월에 일반가공직장

을 분리하여 신포물고기가공공장(현재 신포수산사업소에 포함됨)을 새로 창설함으로써 

공장은 다시 통조림과 병조림을 전문화하는 공장이 되었다.

    그 후 공장은 통조림과 병조림의 종류를 200여 종으로 확대하고 가공품의 원가인

하를 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냉동설비, 통조림가공설비, 제관설비들을 자동

화하고 백철판부산물로 생활필수품을 제조하는 생산공정까지 기계화·자동화하였다고 

한다.

  - 신포수산사업소

  신포수산사업소는 함경남도 신포시에 있는 기업소로, 북한 최대의 수산기지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신포 앞바다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이름 있는 어장 중 하나로 한대성 

어족 특히 명태와 송어 및 고래 등의 어획량이 많았다고 한다. 19세기 말에 현재 신포

수산사업소가 위치한 지대에 남양화사라는 어촌이 형성되었는데, 그 후 일본의 침략으

로 초기부터 신포지구에서 수산자원을 많이 약탈하였다고 한다. 특히 1936년 6월 신포

에 ‘어업조합’을 조직하고 수천 명의 어민들을 고용하여 착취와 약탈을 하는데 악

용하였다고 한다. 광복 후 일본의 ‘어업조합’의 소유였던 어장과 어항 및 일체 어업

시설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이상에 따라 국유화 된다. 

  그에 따라 1946년 10월 도영신포수산사업소가 창설되었고 이는 1947년 3월 북한인

민위원회결정에 의하여 국영신포수산사업소로 승격된다. 1949년 신포수산사업소의 생

산량은 광복 전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1956년에는 1949년의 157%로 증가했다

고 한다.

  종업원들은 범선을 동력선으로 개량하고 줄사림 기계와 물고기 손질하는 기계, 그물 

짜는 기계 등을 도입하였으며 근해어업과 원해어업, 천해양식사업을 결합하여 제1차 7

개년계획을 초과 완성하고 냉동품, 절임품, 병조림, 간유알사탕, 어분 등 여러 가지 가

공제품을 생산하여 반출하였다. 이어 6개년 계획을 1년 반 앞당겨 수행하여 북한 당국

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재 신포수산사업소는 대형어선과 대형운반선, 1만 톤급 이상의 가공모선들로 조직

된 원양어로선단들과 중소형어선들로 조직된 근해어로선단들 그리고 양식직장을 구비

하고 있으며,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항만, 부두시설, 대형가공시설, 컨베이어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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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의한 수송체계를 갖춘 대규모수산업기지로 발전하였다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

다. 

  수산물가공부문은 대형냉동공장과 일반가공직장, 화학직장, 알사탕직장 등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산한 수산물을 부산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가공하여 

냉동품, 절임품, 건제품, 젓갈품, 칼슘사탕, 간유사탕, 어분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

다. 보조직장으로는 선박수리직장, 그물 짜는 직장, 운수직장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에

는 먼 바다 어로공 문화회관, 부두휴게실, 종합진료소, 탁아소, 유치원 등 부속시설들

이 있다.

 c. 강원도의 주요 수산기지

  원산, 문천, 통천, 고성 등에 수산 및 천해양식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수

산사업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명태, 가자미, 청어, 고등어, 멸치, 도루묵 및 조개류, 해조

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원산수산사업소를 비롯해서, 원산만 연

안과 고성앞바다  대표적인 양식기지가 배치되어 있어 굴, 미역, 다시마, 조개 등을 양

식하고 있다.

  원산, 문천, 통천, 고성 등에는 20여개의 물고기 냉동공장과 수산물가공공장들이 배

치되어 있어 물고기 통조림, 젓갈제품, 건제품 등의 수산가공품이 생산되고 있다.

  - 통천수산사업소

  통천수산사업소는 북한 강원도 통천군 통천읍에 있는 수산기업소로 북한 주요 수산

기지 중의 하나다. 주로 명태, 도루묵, 가자미, 멸치, 까나리, 임연수, 방어, 고등어, 송

어, 문어, 꽁치 등을 어획하고요. 이밖에 큰새우, 털게, 대합조개, 섭조개 등과 미역, 

다시마, 가사리, 해삼 등도 산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임연수, 방어, 송어 등의 

고급어족과 문어는 예로부터 이 고장의 명산물로 유명하다.

  통천수산사업소에서는 중소어업과 세소어업 등 여러 가지 물고기 잡이 방법을 배합

해 어획량을 늘리고 있고 현대적인 냉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수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통천수산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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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과 원산 등 북한 여러 지역에 공급된다.

(2) 서해안의 주요 어항 및 수산기지

가. 주요 어항

  물고기 잡이의 중심지  신의주, 용암포, 철산, 곽산, 애도, 문덕, 한천(평원군), 남포, 

몽금포 등이 있다. 천해양식업에 있어 대표적인 지역은 옹진일대의 김 양식과 강령(부

포)일대에서의 곤포양식을 비롯하여, 비단섬과 신미도, 정주 앞바다 굴과 바지락,  문

덕과 한천(증산)안파다 등에서는 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개류들을 양식하고 있다. 

  민물고기는 주로 구장, 은산, 북창, 장수, 구암 저수지, 수풍호, 연풍호, 태성호, 서흥

호 등 지역에서 포획 및 양식되고 있다.

나. 주요 수산기지

  남포는 북한의 중요한 서해 수산업기지의 하나이다. 서해안에는 남포수산사업소를 

비롯하여 20여개의 수산사업소들이 배치되어 있다. 각 수산사업소의 중심구역에는 냉

동공장, 통조림공장, 어분생산설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수산물가공기지들이 있다. 각 

수산사업소의 주요수산물로는 조기, 갈치, 까나리를 비롯한 물고기들과 미역, 맛, 바지

락, 조개 등과 같은 해조류 및 조개류 등이 있다.

  평안남도의 해안지형은 비교적 단조로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섬이 적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넓은 간석지 지형이 발달해 있다.

  평안남도의 앞바다에서는 조기, 갈치, 멸치, 전어, 대합, 바지락, 굴 같은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저수지들에는 잉어, 붕어, 칠색송어, 산천어, 열목어와 같은 민물고기자원도 

풍부하다.

  서해수산업에서 평안북도와 남포시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하는 수산업의 중심지는 

온천, 평원, 문덕군 일대이며, 천해양식업 및 담수양어기지로 북창, 덕천 일대에서는 

칠색송어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동강 및 청천강 하류에서는 숭어, 뱀장어 등이 양

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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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 바닷가 양식사업소(김, 다시마 양식 전문)

  옹진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황해남도 옹진군 남해노동자구 남동부 바닷가에 있는 수

산기지로 북한에서 가장 큰 김, 다시마 양식기지 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 앞바다는 육

지와 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수심이 깊고 물이 맑으며 물밑 조건과 수온이 적당해 배

들의 정박과 바닷가양식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옹진 바닷가 양식사업소에

서는 주로 김, 다시마, 미역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까나리, 멸치, 꽁치, 삼치, 숭어, 홍

어, 가자미, 오징어, 전어, 해삼 등을 어획해 전국 각지에 공급하고 있다.

  남동부에는 1,000여 정보의 참김 양식장이 있다. 현재 이 사업소에서는 바닷가양식

에 필요한 부두시설, 어류건조 냉동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생산의 능률을 높

이고 있다.

  - 귀성제염소 평안남도 온천군


  귀성제염소에서는 바닷물을 원료로 천일염을 생산한다. 제염소는 1920년대 초반, 일

제가 북한의 소금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하였다. 현재 제염소에는 기본 소금

생산직장들과 생필직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금생산직장들에서는 천일염, 씻은 소금, 

깨끗한 소금 등을 생산하고 생필직장에서는 소금생산 공정에서 산출되는 부산물을 원

료로 하여 염화칼륨, 유산마그네슘, 브롬, 염화마그네슘, 먹는 서슬(‘간수’의 북한말) 

등을 생산하고 물고기사료와 가축사료의 첨가제로 쓰이는 소금밭이끼도 생산한다. 보

조직장으로는 수송직장, 보수직장, 공무동력직장, 건설직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염소

에는 정양소, 문화회관, 교육기관 등 문화후생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3) 북한의 주요 조선소85)

  1960년대 후반에 북한은 남포조선소와 청진조선소를 증축하여 조선공업이 소형 선

박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중형 선박을 제조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1970년대 이후 북한

85) 『東北亞三國經濟硏究』,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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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형 화물운반선의 건조에 박차를 가하여 1974년에 14,000톤급 및 20,000톤급의 대

형 화물선을 건조했다. 1980년대 이후에 북한은 계속 선박의 대형화를 추진함과 동시

에 선박의 표준화도 추진했는데, 화물선의 표준은 14,000톤에서 20,000톤급으로, 냉장

운반선은 5,000톤급으로, 어선은 450톤에서 3,750톤급으로 각각 규정했다. 1990년대 이

후에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남포와 원산 두 곳의 조선소를 개축

했다.

  북한에서 1,000톤 이상의 철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는 남포, 청진, 원산, 용암

포 조선소 및 김책 선박공장, 신포, 나진 조선소 등이 있다. 남포조선소는 1911년에 설

립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축을 거쳐 북한 최대의 조선기업이 되었으며, 20,000톤급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고, 주로 화물선, 여객선, 어선 및 유람선을 건조한다. 조선 

능력은 매년 25,000CT에 달하고 잠수정 제조 능력은 3,600CT이다.

  청진조선소의 전신은 1937년에 건립된 청진조선철공소로, 1060년대 말부터 대형 화

물선을 제조하기 시작했고, 1974년에 14,000톤급의 화물선을 만들었다.

  원산조선소는 일제시대에 세워졌고 1950년대 이후 소형 잠수정을 제조하기 시작했

으며 선박 수리업무도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450톤급의 소형 어선을 건조

한다. 신포조선소는 주로 3,750톤급 어선과 5,000톤급 원양냉동선을 건조한다. 나진조

선소는 주로 잠수정 등 각종 군용 선박을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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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한의 해역별 해양자원 개발과 이용

1. 북한의 해역별 수산자원 개발과 이용

1) 북한 해양어업의 연혁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해양어업 대국이었다. 특히 1970, 80년대에는 그 해

양생산이 최고조로 발전하여 가장 높은 해에는 수산물 수출이 70여 만 톤에 달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일본, 한국, 구소련이었으며, 그 중 중국은 2억 유로, 일본은 

3억 유로, 한국은 2억 유로를 차지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북한의 해양어업 생산은 해가 갈수록 쇠락했는데, 그 주요 원인

은 자금 부족, 기계설비 부족, 선박 부족, 어망 부족, 연료 부족, 양식 부족 등이다. 모

든 생산요소가 결여되고 저조한 상태에 처해 해양어업 생산은 기본적으로 정체 상황

에 처하게 되었으며, 한때 소량의 선박이 근해에서 간단한 생산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모든 원해 및 원양어로가 모두 중단되었다.86) 북한에서 가장 큰 원산 수산사업소를 

예로 들면, 어획량이 가장 많을 때는 10만 톤에 달했으나, 생산량이 갈수록 낮아져서 

2009년에는 단지 2,000톤으로 하락했다.

  육상의 수산물 생산기지도 기본적으로 정체되었고, 수산 부두는 선박이 정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냉장냉동 가공능력이 생산 중단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가공

공장의 설비를 수리할 수 없었으며 갱신이나 개조는 더 말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고

부가가치의 수산가공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었다.87)

  냉장운수선박과 냉장운수차량이 부족하여 수산물의 대외 수출도 대폭 감소했는데, 

원래 쉽게 수출할 수 있는 수산물이 운반수단이라는 부분에서 막혀 정체되었다.

  해방 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어업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1953

년의 12만 톤에서 1984년의 223만 톤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86) 제2차 7개년계획 기간은 북한 수산업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후로는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한다.(탈북 
인사 인터뷰 자료)

87) 수산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관건적인 조건은 냉동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동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전력 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전력 공급의 결핍으로 신포 수산
기지를 제외한 지역은 냉동시설을 충분히 가동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냉동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포획한 수산물의 선도를 유지하는 다른 한 방편으로는 염장을 하는 것인데, 동해의 경우 염전이 없어 소금의 
공급마저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탈북 인사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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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만 톤에 불과하게 되었고, 2001년부터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다. 어업생산의 발전에 

근거하여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953-1984년의 어업발전시기, 

1985-2000년의 어업감산시기 및 2000년 이후의 어업부진시기이다.88)

   (1) 어업 발전시기(1953-1984년)

  북한의 어업생산량은 1953년의 12만 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1년

에는 100만 톤을 돌파했고, 1984년에 최고조에 달하여 223만 톤을 생산했다. 이는 북

한이 해방 후 근해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중점적으로 어업, 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업 등 3대 부문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선의 건조와 수산가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1963년에 연간 20척의 300-400마력짜리 철제어선의 건조능력을 갖추

었고, 1967년에는 남포조선소에서 처음으로 3,750톤급 선미슬로프식 저인망 어선과 

5,000톤급 냉장운반선을 건조하여 어업의 진일보 발전을 위한 나름의 기초를 다졌다. 

1980년대에 북한은 모두 1,537척의 동력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 중 1만 톤급의 공

모선이 8척, 3,000-7,000톤급이 23척, 450-485톤급이 554척, 30-270톤급이 952척이었다. 

이는 비록 1980년대의 숫자이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1980년대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다고 한다.

   (2) 어업 감산시기(1985-2000년)

  1985년부터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최저점에 달해 

58만 톤에 불과하게 되어 1961년의 수준으로 퇴보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어

로작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류의 부족89), 어선의 

노화와 보수불량, 부품의 부족 및 기관고장 등에 의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 출

항하여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선은 400여척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어망 등 어구의 심각한 부족 때문이었다. 북한은 90%이상의 어망을 수입에 의존했는

88) 『현대조선경제』, p.159
89) 과거 북한에서는 어로용 연료를 국가가 공급했는데, 매년 50-70만 톤의 유류를 공급해왔다고 한다. 그 대부분은 

중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50만 톤가량의 원조 유류였는데, 후에 중국이 물물교환(구상무역)을 요구하자, 적절한 
교환물이 없어 중단되고 말았다. 게다가 함흥 비날론공장을 세우면서 어업에 지원하던 유류를 그쪽으로 돌림으로
써 공급이 중단되었다. 한때 ‘대만비료회사(臺肥)’에서 중유 공급을 희망하고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후에 
중국이 개입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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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쇠퇴와 경제위기가 외환부족 사태를 가져와 수입 어구의 심

각한 부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어업자원의 감소이다. 1990년대에 수산물은 

한때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이 되어 근해에서의 남획으로 인해 어업자원의 고갈을 초

래했기 때문이다.

   (3) 어업 부진시기(2000년-2010년)

  어업생산은 2001년부터 증가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81만 톤에 달한 후 

2008년까지 계속 82-92만 톤 사이를 배회하다가 2009년에는 다시 66만 톤으로 감소하

는 등 부진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군을 동원한 어업 독려시기(2010년- ) 

  2010년 이후 북한은 군을 활용한 단기간 내 수산생산 증산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군

을 앞세워 수산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와 외화획득은 물론 주민들의 양식문제

를 해결하는 친인민적 정책의 일환으로 수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의 ‘애민지도자’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수산물 공급

을 담당시켰다. 또한 수산업을 ‘먹는 문제해결 3대축’의 하나로 지정하는 등 주민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인식을 제고한 바 있다.

  김정은이 2015년에 수산 기관을 방문한 횟수만 15회에 달했다. 그만큼 수산업에 많

은 공을 들였다. 대북 전문가들은 수산업이 농업이나 중공업 등 다른 산업과 달리 별

다른 기반 없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

는 점을 북한이 백분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전까지 북한의 수

산물 생산량은 60만t 수준이었지만 집권 이후 꾸준히  늘어나 5년 전에 비해 30% 이

상 증가한 80만t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생산된 북한 수산물의 90% 이상은 북한과 접

경을 이룬 중국 훈춘과 단둥 등으로 수출돼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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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수산물어획량생산량

                                                    단위: 톤

출처: FAO 자료 (http://www.globalnote.jp/p-cotime/?dno=5160&c_code=408&post_no=6999)

주1: FAO 추정치

  2016년 북한의 수산물 어획량은 101만 톤으로 남한 326만 톤 대비 1/3 수준이다.90)

년도 세계순위 어획량 주

1960 24 304,426

1970 27 456,743 1

1980 18 1,200,299 1

1985 16 1,484,900 1

1990 18 1,378,000 1

1991 16 1,327,000 1

1992 15 1,463,000

1993 15 1,527,398 1

1994 19 1,189,000

1995 22 1,065,400

1996 22 1,035,600

1997 28 725,783

1998 29 709,500 1

1999 28 701,500 1

2000 29 680,550 1

2001 30 714,495

2002 30 712,995

2003 30 712,995 1

2004 30 713,005 1

2005 30 713,075 1

2006 29 713,080 1

2007 29 713,150 1

2008 30 713,250 1

2009 30 715,350 1

2010 29 725,850 1

2011 32 727,350 1

2012 31 721,850 1

2013 32 717,350 1

2014 33 734,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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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어획량 추이 >

출처: 통계청

  북한은 김일성시대부터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비타민 등이 다량으로 

함유된 수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수산물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외화벌이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1995년부터 수산물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북한의 경제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난 결과로 그 원인을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화된 어선을 재정비하거나 원양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자본의 투입이 어

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에너지난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 조업을 위한 유류공급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대외교류협력을 통하여 양식장을 운

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수산물을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과 같은 생산기

반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을 유통하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산업 어획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산업 부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의 수산물 어획량은 2005년의 90만 9천 톤에서 2010년 63만 톤

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어로어업은 어선세력이 부족하고 어선의 노후

화, 국경지역에 위치한 주요 어장의 조업 제한, 유류사정 악화 등으로 조업이 부진한 

90)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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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하지만 일부 양식기술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북한은 양식업 강화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단위: 천 톤, %)

 자료: 통계청 편,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2017).

북한 남한
어획량 증감률 어획량 증감률

1965 723 5.2 616 18.0

1970 931 5.2 935 8.4

1975 1,304 6.9 2,135 5.4

1980 1,700 0.0 2,410 -0.5

1985 1,781 -20.1 3,103 6.6

1990 1,455 -9.7 3,198 -3.7

1991 1,200 -17.5 2,906 -9.1

1992 1,141 -4.9 3,201 10.1

1993 1,089 -4.6 3,336 4.2

1994 998 -8.4 3,477 4.2

1995 1,052 5.4 3,348 -3.7

1996 876 -16.7 3,248 -3.0

1997 651 -25.7 3,244 -0.1

1998 627 -3.7 2,835 -12.6

1999 664 5.9 2,911 2.7

2000 698 5.1 2,514 -13.6

2001 746 6.9 2,665 6.0

2002 805 7.9 2,476 -7.1

2003 835 3.7 2,487 0.4

2004 1,169 40.0 2,519 1.3

2005 909 -22.2 2,714 7.7

2006 923 1.5 3,032 11.7

2007 861 -6.7 3,275 8.0

2008 830 -3.6 3,361 2.6

2009 663 -20.1 3,182 -5.3

2010 630 -5.0 3,111 -2.3

2011 691 9.7 3,256 4.7

2012 737 6.7 3,183 -2.2

2013 749 1.6 3,135 -1.5

2014 842 12.4 3,305 5.4

2015 931 10.6 3,337 1.0 

2016 1,009 8.4 3,25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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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안의 해양수산자원 현황

  먼저 해양 조건이 상이한 북한의 해역을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구분하고 수집한 자

료에 근거하여 각 해역의 도별 입지조건과 주요 수산기지 및 주요 생산 어종과 수산

물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함경북도

  함경북도와 동해가 접하는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롭다. 함경북도 북쪽 앞바다에는 대

초도, 소초도, 알섬이 남쪽에는 양도 등 섬들이 있다. 함경북도와 잇닿아 있는 나선직

할시와 함경북도의 2개 시(청진, 김책), 5개 군(경성, 어랑, 명간, 명천, 화대)은 바다를 

끼고 있어 북한에서 수산물 생산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수산기지는 김책

시, 라선, 어대진, 무수단, 명간, 화대 등이 있으며, 특히 김책시에는 원양어로 선단이 

있다.

  (2) 함경남도

  함경남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455.82㎞(섬 제외)이며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롭고 이원

만, 락원만, 함흥만, 호도반도, 용대갑, 백악단이 있으며 연안에는 호수들이 있다. 마양

도를 비롯해 규모가 작은 섬이 총 64개가 있으나 섬 면적은 작다. 함경남도는 긴 해안

선을 끼고 있고 그 해역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북한 수산업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주요 수산기지는 신포, 양화, 홍원 수산사업소를 비롯해 

40여개에 달하는 수산협동조합과 현대적인 시설을 구비한 다수의 수산기지들이 있다.

  (3) 강원도

  가까운 바다에는 려도(여도), 신도를 비롯한 약 60개의 섬이 있다. 해안선의 굴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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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수산업은 유리한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북한 전체 수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주요 수산기지는 원산, 통천이다. 강원도에는 석호들인 삼일포, 시중호, 

동정호, 천아포 등이 있다. 자연호수들은 경치가 아름답고 물고기양식에 유리한 조건

을 가지고 있다.

  가. 고성군

  고성군에는 2개의 수산사업소(고성, 두포)와 3개의 수산협동조합(종곡, 장전, 남애)이 

있으며 거의 모든 협동농장에 수산작업반과 수산분조가 있다. 군의 앞바다에는 명태, 

정어리, 임연수 멸치, 도미, 청어 가자미, 송어, 까나리, 고등어, 낙지 등 여러 가지 물

고기들이 잡힌다.

  나. 안변군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이 발달하였는데 명태, 멸치, 가자미, 도루묵이 많이 

잡히며, 생선 냉동공장도 있다. 

  다. 원산시

  바다와 닿아 있는 동쪽으로는 해안 평야지대가 형성돼 있고, 그 양쪽으로는 호도반

도와 갈마반도가 있다. 그리고 만 안에는 려도, 웅도, 해구도, 신도, 연도, 소달이도, 

대달이도 등의 섬들도 있다.

  원산시내를 관류하는 하천으로는 장림천, 적전천, 갈마천 등이 있는데, 철 따라 수량

의 변화가 심하고 경사가 급한 편이며 모두 원산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항내의 수심은 

8∼13.4m이고, 간만의 차도 불과 90cm 정도여서 동양에서 손꼽히는 항구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인근 함흥공업단지와 원산공업단지에서 방류하는 폐수가 흘러들고, 적조현상

도 나타나고 있어 명태, 숭어 등의 어족자원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원산시에는 대형선박기지인 조선소가 있고 선박수리공장도 있으며, 또한 동해안 주

요 수산업기지의 하나이고 수산물가공업도 활발하다.

  라. 통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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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천군은 북한의 주요 수산기지이기도 해서, 1개의 수산 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 13

개의 수산작업반과 수산분조, 세소어업(자질구레한 도구를 가지고 하는 연근해 어업)

사업소가 있다. 주요 수산물로는 명태, 정어리, 멸치, 청어, 가자미, 임연수, 송어, 방

어, 문어 등이 있다. 

3) 서해안의 해양수산자원 현황

   (1) 황해남도

  해안선의 길이는 1242.20km(섬 제외)이며 굴곡이 매우 심하다. 도내에는 용연반도, 

옹진반도와 대동만, 해주만 등이 있으며 앞바다에는 초도, 백령도, 대청도, 순위도, 용

호도, 기린도, 창린도, 대수압도, 대연평도, 용매도 등 섬들이 있다.

  가. 강령군

  서해에 길게 뻗어 하나의 큰 반도(강령반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삼면이 바다

에 면하고 있다. 군 면적의 95%이상이 100m이하의 낮은 언덕과 벌로 된 평지다. 도내

에서 해안선의 길이가 가장 길며 해안선의 굴곡은 매우 심하다. 깊은 만과 작은 곶들

이 많으며 연안에는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다.

  군에는 순위도, 대수압도, 어화도를 비롯하여 72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바닷가

에는 많은 만과 곶들이 있으며 그 연안에 있는 2만 2482.83정보의 간석지와 얕은 바다 

등 자연조건은 양식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군에는 5200여 정보의 간석지가 

개간되어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주요 천해양식기지의 하나로서 북한지역에서 가장 큰 

다시마 양식기지인 부포천해양식사업소가 있다.

  나. 과일군

  과일군에서는 삼치, 까나리, 멸치, 가자미, 굴, 조개, 뱅어, 다시마 등을 생산한다. 오

정리에는 큰 규모의 양어장이 있으며 여기에서 초어, 잉어, 칠색송어 등 민물고기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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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용연군

  해안지대에는 석회암이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는 큰 동굴, 박쥐굴 등의 자연동굴이 

발달되어 있다. 군에는 유리공업의 원료인 규사와 금, 철, 석회석, 백토 등의 자원이 

많다.

  이 군은 도 안에서 해안선의 길이가 긴 군들 중의 하나이다. 군에는 월내도, 육도를 

비롯하여 16개의 작은 섬들이 있다. 바닷가에는 대동만, 몽금포, 구미포, 덕동포, 고암

포를 비롯한 포, 진, 곶 등이 있다. 

  군의 앞바다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바다에는 꽃게, 바지락, 참굴, 생복, 해삼, 우

렁쉥이, 까나리, 공미리, 숭어, 농어, 복어, 상어 등이 있다. 특히 몽금포 일대의 까나

리는 예로부터 유명하다.

  군내 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공업이다. 몽금포 수산사업소, 덕

동 수산사업소, 구미포잠수사업소를 비롯한 수산기지들에서는 각종 해산물을 잡고, 생

산한다. 몽금포일대에서 많이 잡히는 까나리는 북한에서 유명하며, 원소의 물을 이용

하여 칠색송어도 양식한다.

  라. 배천군

  배천군 앞바다에는 해삼, 꽃게, 꽃방게, 전어, 농어, 바지락, 숭어 등의 물고기들이 

있다.

  마. 연안군

  연안군에는 염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 행정구역인 염전노동자구가 있

다. 연안군의 긴 해안선과 넓은 간석지는 소금생산에 적합한 지형으로, 대단위의 연백

염전이 있어 소금, 염화칼슘, 석고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바. 은율군

  은율군 해안에는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고 앞바다에는 청량도, 응도, 능금도 등 

18개의 섬이 있으며 해안선의 굴곡이 매우 심하다. 은율군에는 3개의 수산협동조합(금

산포, 은률, 웅도)과 2개의 수산작업반(삼리, 서해협동농장), 8개의 수산분조(은혜, 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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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성, 금산포, 이도포, 철산, 관해, 금복 협동농장)가 조직돼 있다.

  사. 옹진군

  북한해역에서 가장 큰 반도인 옹진반도에 자리 잡은 이 군에는 대동만, 옹진만 등 

여러 개의 만과 갑, 섬들이 있다. 군의 해안선 길이는 약 250km이다. 대륙붕이 넓고 

해안선이 길어 천해양식업과 연근해어업이 활발하다. 옹진 앞바다에는 조기, 도미, 넙

치, 가자미, 멸치, 꽁치 등이 많이 잡히고 바지락, 대합, 미역, 김 등을 양식 채취하는

데, 특히 이 지역의 조기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아. 장연군

  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 수산물 생산량이 많고 까나리, 가자미, 농어 등 79여 종

의 어류와 10여 종의 조개류를 잡는다.

  자. 청단군

  청단군 앞바다에서는 조기, 갈치, 숭어, 농어, 전어 등이 주로 잡힌다.

  차. 해주시

  해주 앞바다에서는 조기, 숭어, 민어, 장어, 굴, 조개, 새우가 많이 잡힌다.

  (2) 평안남도

  해안지형은 남한의 해안지형에 비해 매우 단조로운 편이고 길이는 약 400km이며 수

심 100m 이하의 얕은 바다가 많아 광대한 간석지가 발달돼 있다. 해안은 서조선만과 

광량만 등 일부 만들을 제외하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침강퇴적해안으로 되어 있으며 

앞바다에는 남조압도, 화도, 압도, 일출도를 비롯한 섬들이 있다. 평안남도는 서해안지

대에서 평안북도 다음으로 수산업이 발달했다. 이 도는 어장이 가깝고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어로와 천혜양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주요 수산기지는 평원, 온

천, 문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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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남포시

  남포조선연합기업소가 있고 수산업 분야에서는 남포수산사업소 등 여러 개의 수산

사업소가 있으며, 수산물 가공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나. 온천군

  온천군의 남서부 해안에는 광량만을 비롯한 비교적 깊은 만들과 갑, 각들이 있다. 

연해에는 남조압도, 상취라도, 하취라도, 화도 등 작은 섬들이 있다. 북한지역에서 소

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구성, 광량만 제염소들이 있다. 수산업의 비중도 크다. 

조개젓과 건뎅이(곤쟁이)젓이 특산물이며, 꽃게산지로 알려져 있다.

  다. 증산군

  수산업 비중이 크며 특히 넓은 간석지에는 조개가 많다.

  라. 평원군

  서해안의 주요 수산업 기지의 하나이며 꽃게가 많이 난다. 한천수산사업소를 비롯하

여 4개의 수산협동조합들과 수산분조들에서는 멸치, 까나리, 건뎅이, 대합 등의 수산물

을 생산하고 있다. 군안의 저수지들과 양어장에서는 잉어, 초어, 기념어, 화련어를 비

롯한 여러 가지 물고기를 기른다.

  (3) 평안북도

  평안북도는 서해수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주요 수산 기지는 신의주, 

용암포, 비단섬, 쑥섬, 철산, 곽산, 운전이며, 특히 신의주는 원양어업기지이다. 수산물 

중에서 멸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가. 곽산군

  앞바다에는 내장도, 외장도를 비롯한 섬들과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곽산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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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산사업소와 4개의 수산협동조합(천대, 삼단, 관상, 곽산), 1개의 양어사업소가 있

다. 주요 수산물은 까나리, 멸치, 전어 등 물고기류와 조개류, 새우 등이다.

  나. 선천군

  해안가에는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선천군 일대에는 간석

지 개간공사가 활발히 진행됐다. 홍건도 간석지 개간공사는 개간면적 1만 정보에 이르

는 대규모 공사로 선천군 홍건도에서 동림군 안산리까지의 여러 섬을 연결, 약 12km

의 제방을 쌓은 공사이다. 홍건도 간석지 개간공사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1구역 개간공사는 선천군 석화리와 이미 제방으로 연결된 

홍건도에 츠리섬을 거쳐 선천군 사봉리까지 베방을 쌓아 연결하는 1500여 정보의 새 

땅 찾기 작업이다. 북한은 이 간석지 개간을 위해 간석지건설총국과 평북 선천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 근로자·건설자를 대거 투입, 채석장 조성과 도로 건설을 비롯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홍건도 간석지 개간공사를 '한 개 군의 부침땅(경작지) 면

적과 거의 맞먹는 대자연 개조전투'라고 말하고 있다. 주요 섬은 신미도, 홍건도, 나비

섬, 싸리섬 등이다.

  다. 신의주시

  서해안의 주요 수산기지이며 특히 원양어업기지이다.

  라. 염주군

  바닷가 지대는 넓은 충적평야와 간석지가 펼쳐져 있어 넓은 평야를 이룬다. 앞바다

에는 대다사도, 대연동도, 가차섬 등 섬들이 있다. 지역명칭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염주군은 북한의 주요 소금생산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지역의 바닷가는 넓은 충적평

야와 간석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커 염전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

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활용, 학송리의 간석지를 막아 염전을 만들었으며 이를 가공

하는 남시제염소가 자리 잡고 있다.

  서해에 접하고 있는 염주군은 좋은 어장을 가지고 있다. 앞바다에는 대다사도와 대

연동도, 가차섬 등이 있는데, 섬 주변에서는 숭어, 준치 새우 등이 많이 잡힌다. 군으

로부터 약 12km떨어진 남쪽 바다에는 수운도, 장도, 원도, 책도 등의 섬들로 이루어진 

반성열도가 있어 이곳에서는 농어, 숭어, 조기, 칼치, 민어 등 물고기들이 많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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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을 이루고 있다.

  어획증산을 위해 염주수산사업소 및 이도포수산협동조합과 10여개의 협동농장 수산

분조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그물생산을 위한 어구공장도 있다. 최근 들어 대다사도와 

대연동도 가차섬 등이 다사도지구간석지로 설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개조 5대 방침’(1976.10. 당중앙위 제5기 21차 전원회의)에 다른 

경작지 확충의 일환으로 대계도간석지 개간공사도 추진중이다. 이들 간석지 개간공사

는 간석지건설총국 산하의 염주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계도 간석

지공사는 1982년 시작된 것으로 염주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1996년 7월께 1단계 

내부망공사를 끝내고 3920여 정보의 농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 운전군

  운전군은 최근 서해안 수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운전수산사업소, 관해세소

어업(근해어업)사업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개의 수산협동조합(운전, 대령

강)에서 염장류, 젓갈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는 넓이 2.03㎢, 유역넓이 67.4㎢의 

운전저수지가 있는데, 운전군과 정주시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물론 담수어 

양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바. 철산군

  해안선은 굴곡이 비교적 심하며 해안가에는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 있고, 가도, 탄도, 

대화도, 대계도 등 수십 개의 섬들이 있다. 철산군은 과거 철이 많이 생산되어 붙은 

이름이지만 최근에는 '조개'산지로 더 유명하다. 북한은 1994년 철산앞바다 생태에 대

한 면밀한 조사작업을 실시, '물이 깨끗하고 부유생물이 많아 조개 서식조건에 매우 

유리하다'는 분석결과를 얻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3년 여간 700정보 가량의 조개 양식

장을 시험적으로 조성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조개양식장에는 매년 500여t의 새끼 조개가 뿌려졌으며 1997년 

처음으로 2800여t의 조개를 채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철산군에서는 2000년 초부터 

보산지구에 종합적인 조개양식장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군당위원회에서도 사업을 적

극 지원하고 있다. 철산군에서는 5월말 새끼 조개를 뿌려 가을경에 채취하고 있는데 

이 조개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철산조개'가 유명하다.

  철산조개가 유명해진 것은 이 지역에 천연기념물 제67호로 지정 관리되는 철산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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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터가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된다. 장송 노동자구를 중심으로 한 이 조개살이터는 

간석지로 되어 있는데, 중생대에 번성하던 검은 죽합과 녹조개가 분포되어 있으나 멸

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통조림, 어묵을 생산하는 철산수산물가공공장도 있다.

 4) 북한의 원양어업

  북한은 1962년부터 태평양 원양어선대를 조직하여 타타르해협의 해양자원에 대한 

탐사작업을 실시했으나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1963년에는 캄차카반도 남부로 전입하

였고, 1967년에는 오호츠크 해의 북부로 진입하여 명태, 청어, 가자미 등을 어획했다. 

1970년부터는 오호츠크 해에서 베링 해로 전진하였고, 또한 자체적으로 설계, 건조한 

3,750톤급 대형 선미 슬로프식 저인망어선을 파견하여 시범적으로 어로작업을 했는데, 

자원은 매우 양호했으나 국제관계가 긴장되는 바람에 조업에 일정한 곤란을 겪었다.

  이란 및 앙골라와 체결한 어업협정에 근거하여 북한의 일부 어선은 이들 양국의 해

역에서도 조업을 하였다.

  1974년 1월에 북한은 구소련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구소련 해역에서 연간 20만 톤

의 무상 어로 우대쿼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1990년 5월에 어로법규를 위

반하여 구소련에 북한 어선이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구소련이 이듬해부터 북한에 

대한 우대쿼터를 중지하고 그 대신 북한에 대해 기타 외국 어선들과 마찬가지로 입어

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연간 3만 톤의 명태 어획 쿼터와 명태와 청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로 3만 톤의 특별 쿼터를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97년 북한은 폴란드와 어업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면 폴란드의 원

양어업회사가 1998년 초에 3-5척의 저인망 가공모선을 북한 영해 수역에 파견하고, 북

한 어선은 포획한 오징어와 명태 및 기타 어류를 폴란드 저인망 가공모선에 운반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는 것이었다. 초기에 가공 처리되는 오징어는 여간 3만 톤이었는데, 

1999년에는 연간 10만 톤으로 늘어났다. 북한의 어물을 순조롭게 획득하기 위해 폴란

드 원양어업회사는 1997년에 장비와  그물 부족으로 항구에 방치되어 있던 90척의 북

한 어선에 장비를 협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원양어선대는 신포, 청진, 성진, 김책, 양화 등의 항구를 기지로 삼아 장기간

의 발전을 거쳐 선대의 구성, 기술력, 어로장비, 해상 지휘시스템 및 후방 기지시설이 

모두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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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대는 10,000톤 이상의 가공모선 5척, 3,500-5,000톤급 운반선 10척, 300-400

마력의 생산조업선 60척으로 구성된다.

  1963년 자원탐사가 초보적인 성공을 거두자 북한은 원양어업의 국면을 신속히 타개

하기 위해 네덜란드로부터 가공모선을 도입하여 1965년에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하였

다. 현재 보유한 5척의 10,000톤급 이상의 가공모선은 세 척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것이고 두 척은 초기에 소련이 제공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것은 설비가 비교

적 좋아서 한 척당 매일 선어 180-200톤을 냉동할 수 있다. 냉장창고의 용량은 

2,300-3,000톤이다. 선상에는 담수화 설비가 있는데, 매일 담수 제작 능력은 25톤이다. 

비교적 큰 한 척에는 또 어분 가공설비도 있어 매일 30톤의 어분과 12톤의 어유를 가

공할 수 있다. 증기식 가공모선에는 냉동설비가 없어서 염장가공만 할 수 있고, 한 척

당 매일 가공능력은 120-150톤가량이다.

  3,500-5,000톤급 냉장운반선은 모두 10척이 있는데, 배수량 5,000톤급이 두 척, 

3,440-3,750톤급이 8척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구 국가에서 수입한 것이다. 작년에 청진

조선소에서 건조한 5,000톤급 운반선은 생산에 투입한 결과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운반선은 주로 해상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운반하고 모선에서 가공한 물고

기제품을 실어 오는 일을 담당하는데, 매번의 운반 주기는 15-18일이다. 그 외에도 전

문적으로 생활용품을 운반하고 윤번제로 휴식하는 선원을 데려오는 배가 세 척이 있

다.

300-400마력의 생산조업선은 60척이 있는데, 이들은 동해안의 원산, 홍원, 신포, 서호, 

나진, 김책 및 청진 등 8대 수산회사에서 온 것들이다. 생산조업선은 모두 1963년이래

로 북한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다.

  5) 북한의 어업 장비

   (1) 어선

  먼저 어선 생산의 기초가 되는 북한의 조선업91)을 간단히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

에 북한은 남포조선소와 청진조선소를 증축하여 조선공업이 소형 선박을 제조하는 단

계에서 중형 선박을 제조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은 대형 화물운반

91) 동북아삼국경제연구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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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건조에 박차를 가하여 1974년에 14,000톤급 및 20,000톤급의 대형 화물선을 건조

했다. 1980년대 이후에 북한은 계속 선박의 대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선박의 표준화

도 추진했는데, 화물선의 표준은 14,000톤에서 20,000톤급으로, 냉장운반선은 5,000톤급

으로, 어선은 450톤에서 3,750톤급으로 각각 규정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남포와 원산 두 곳의 조선소를 개축했다. 북한에서 

1,000톤 이상의 철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는 남포, 청진, 원산, 용암포 조선소 

및 김책 선박공장, 신포, 나진 조선소 등이 있다.

  남포조선소는 1911년에 설립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축을 거쳐 북한 최대의 조선기업

이 되었으며, 20,000톤급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고, 주로 화물선, 여객선, 어선 및 

유람선을 건조한다. 조선 능력은 매년 25,000CT에 달하고 잠수정 제조 능력은 3,600CT

이다.

  청진조선소의 전신은 1937년에 건립된 청진조선철공소로, 1060년대 말부터 대형 화

물선을 제조하기 시작했고, 1974년에 14,000톤급의 화물선을 만들었다.

  원산조선소는 일제 시대에 세워졌고 1950년대 이후 소형 잠수정을 제조하기 시작했

으며 선박 수리업무도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주로 450톤급의 소형 어선을 건조

한다.

  신포조선소는 주로 3,750톤급 어선과 5,000톤급 원양냉동선을 건조한다.

  나진조선소는 주로 잠수정 등 각종 군용 선박을 건조한다.

  최근까지 북한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하는 보조함정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군사

동원의 비밀사항으로 간주하여 어선보유 실태를 공식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300-400마력의 어선을 100척(동해안 60척, 서해안 

40척) 보유하고 있고, 만 톤 이상의 가공모선은 5척, 3,500-5,000톤급 냉장 운반선은 

10척, 1,300-3,750톤급 선미트롤어선(艉滑道单拖渔轮)은 3척이 있다고 한다. 수산사업소

의 어선은 원양가공모선, 운반선, 대형 저인망선 외에도 가장 작은 것은 5마력짜리, 가

장 큰 것은 400마력짜리가 모두 대략 900여척이 있다. 평균 척당 60-80마력으로 소형

어선도 기본적으로 기계화를 실현했다고 한다.92)

  북한은 1963년부터 자체적으로 300-400마력짜리 어선을 설계, 제작하기 시작했다. 

1969년부터는 1,300톤과 3,750톤의 선미트롤어선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1971년에는 

5,000톤의 냉장 운반선을 건조했다. 1972년에는 또 만 톤 이상의 가공모선을 건조하기 

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해양어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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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400마력 이상의 대형 어선은 공업부문에서 건조하고 400마력 이하의 선박은 

수산부문의 선박공장에서 건조한다. 6개년계획 기간에 수산용 선박공장은 주로 이미 

정형화된 세 종류의 생산작업 어선을 건조했는데, 첫째, 배수량 450톤 400마력, 둘째, 

배수량 1,300톤 1,000마력, 셋째, 배수량 3,750톤 2,000마력짜리다.93)

  함흥 서호수산사업소의 어선은 가장 큰 것이 400마력, 가장 작은 것이 10마력이고 

매 척당 평균 60마력이다. 연간 생산량은 5만 톤으로, 마력당 7.7톤이다. 원산수산사업

소는 매 척당 평균 80마력으로, 연간 생산량은 10만 톤이다. 400마력 어선의 연간 생

산량은 일반적으로 6,000-7,000톤이고 최고는 10,000톤에 달한다. 150-200마력 어선의 

연간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1,400-2,000톤이고 3,750톤급 선미트롤어선(艉滑道单拖渔轮)

의 연간 생산량은 15,000-20,000톤에 달한다고 한다.94)

  일부 공모선들이 외국에서 건조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어선들이 북한 내에서 

건조되었으며 엔진과 장비도 북한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다. 주력어선은 450톤 내외의 

수준이며 북한은 이를 만능어선이라는 이름으로 다목적 어선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어선은 트롤, 선망 등의 복합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30톤 수준의 소형 

트롤어선과 통발 어선들이 900여 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에서 꽃게잡이에 

이용되는 어선들이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

  북한 어선들은 엔진마력이 우리 어선들에 비해 현저히 낮고 노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엔진은 연료성능과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구형이며, 

어창에 냉동설비와 방열장치 등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트롤어법으로 어획한 후에 이를 양육하여 냉동처리 하므로 상품성을 제고하기에는 어

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유류부족과 함께 정비 불

량, 부품부족, 기관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는 400여 척에 불과한 것

으로 추정된다. 연안어업에 이용되는 무동력어선에 대해서는 인용되는 자료마다 

4,000-9,000척 까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무동력선 중에는 돛을 이용하여 조

업하는 어선도 300여 척이 있으며 20-80 마력수준의 중국 어선들이 북한 측 수역 내

에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것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3년부터 수

산증산정책의 실시로 2014년부터 북한군 소속의 소형 목선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실제

로 2∼7톤 규모의 소형 목선인 기관선을 중심으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400척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부 근에서 선체에 새

로운 배 번호가 기재된 북한어선 수의 증대가 이를 반증한다.95)

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해양어업,” p. 16.

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해양어업,”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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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구

  북한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구들은 8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며, 특

히 어망은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사용되는 어구어

법의 종류도 한국에 비해 단조롭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통발, 주목망, 안강망, 정치망 

등이 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어법은 트롤일 것이다. 

1970년대부터 동해수산대 등으로부터 고급인력이 배출되고 있어 트롤어법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풍부한 수산자원인 명태의 대량어획을 위해 

어선의 대형화를 도모하면서 트롤어법이 1970년대부터 보급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

은 집권 이후 어구 현대화를 지시하면서 어구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자체 기술·설비 

부족으로 어구 생산기기 등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96)

 2. 북한의 양식사업 현황

  북한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만성화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을 단백질 공

급원으로 삼고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수출품목으로 설정해 생산제고에 주력해 왔

다. 이에 따라 2007년 북한 수출액 23억 800만 달러 가운데 수산물은 1억 5,000만 달

러로 6.5%를 점했다. 수산물 수출액의 약 60%를 점하는 조개류 등은 대부분 양식으로 

생산된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수산업의 진흥을 주요정책목표로 삼아 왔다. 김일성은 1948년 

7월 8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은 인민경제전반에 있어

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1957년 4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어획고를 높이는 것, 수산자원을 보호증

식하며 양식사업을 광범위하게 발전시키는 것, 어획고의 40% 이상을 선어(냉동어)로 

공급하는 것” 등을 중요 과업으로 채택했다. 

  1958년 11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내각의 공동결정서로서 북한 양

식어업분야 정책의 기초가 되는 ‘천해양식과 담수양어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

95) 제3장 수산업 p.882
96) 제3장 수산업 p.883



- 188 -

하여’를 채택했다. 

  북한의 양식업에 대한 강조는 동·서해안의 분리에 따른 선박의 효율적 이용 곤란, 

어획고의 계절적 변동 및 원양어업의 쇠퇴 등에 따른 문제를 기르는 어업을 통해 극

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양식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를 가동한 1961년 제1차 7개년(1961-1970년, 3년 연장) 계획부터라 할 수 있다. 수산분

야의 국유화가 개인경영 어업자들의 반발로 지연돼 오다가 농업분야의 국유화가 완료

된 시점인 1958년에 완수됐기 때문이다. 1960년대는 양식업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 할 수 있다. 

  6개년(1971-1976년) 계획 동안에는 수산업을 주요수출사업으로 지정해 생산량 제고

에 주력했으며 제3차 7개년(1987-1993년) 계획에서는 수산물을 전력, 석탄, 철강, 비철

금속, 시멘트, 비료, 직물, 곡물, 간척지개간 등과 함께 10대 생산목표에 포함시켰다. 

  이 계획기간에는 연간 어획량 300만 톤(패류 제외), 양식량 1,100만 톤을 목표로 제

시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생산량 증가와 함께 양식업의 비중도 매년 증가해 1990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약 70%를 점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경제난으로 수산물 생산

량은 1990년 137만 8,000톤에서 1994년에는 118만 9,000톤으로 약 18만 9,000톤 감소했

으며 이 가운데 어획량은 47만 8,000톤에서 37만 3,000톤으로 10만 6,000톤이 감소했

다. 

  유류부족으로 인한 어선의 출어 감소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어획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양어사업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1997년 6

월 황해도 용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시했으며 양

식업 생산량은 2000년 46만 8,000톤에서 2006년에는 50만 8,000톤으로 약 4만 톤 증가

했다.

  북한의 양식기술 수준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먹이를 공급하

지 않고 자연의 생산력을 이용하는 해조류와 패류 등의 양식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

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미역,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와 바지락, 굴 등의 

패류가 주요 양식품목이다. 

  어류 양식에서도 사료를 공급하지 않고 자연의 생산력을 이용하는 내수면 양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시설투자나 사료의 대량공급이 요구되는 해면이나 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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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두리양식 또는 육상수조 양식 등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의 양식기술은 소수품목 위주로 생산구조의 단순성을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있다. 

  북한에서 가장 성공한 민물고기 양식은 열대메기로서 열대메기 양식장이 북한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열대메기 외에 은정어, 단두방 등의 양

식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해의 양식업 발달과 대남 수산물 반출비중 증가북한은 경작지의 부족으로 양식 

및 어로어업이 북한 주민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해의 북쪽에서는 어로어업

과 연안양식업의 비율이 각각 80%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쪽의 황해도에서는 연

안양식업이 90%를 점하고 있다. 동해에서는 어로어업이 주를 이룬다.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해조류 양식지역은 함흥만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동해 해안선 

지역으로서 100여 정보의 양식장이 조성돼 있다. 또한 서해안 옹진 등지에도 수백 정

보의 양식장을 건설, 전복, 소라, 조개 등의 양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해

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 자본의 북한 양식업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중국 자본은 바지락 등의 종패 살포자금을 선행투자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장소를 

제공해 조개류 등을 양식하고 있다.97)

  1) 담수 양식 현황 

   (1) 개황 

  북한은 부식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양식 산업을 “전군중

적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목표 하에 양어 종자의 연구·개발, 모든 양어장에 우량

품종 보장, 선진 양어방법의 적극 도입 등 양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

정하였다.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북한의 양어 산업은 1990년대 말부터 새로운 변혁

기를 맞이하여 열대메기 영어장 등 각종 양어장을 각도에 100ha, 시와 군에는 

20-30ha이상의 양어장을 건설토록 하는 등 양어 산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11월 현재, 북한내에는 200여개의 양어장 및 메기공장이 

97) 북한의 경제난과 수산 양식업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0-02-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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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거나 보수, 확장되어 그 면적이 수천정보에 달한다고 북한이 밝힌 바 있다.

  북한에서 가장 성공한 민물고기 양식은 열대메기로서 열대메기 양식장이 북한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평양시의 메기 소비량이 하루 1t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표를 볼 때 열대메기 양식은 일정한 궤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열대메기 이외에 은정어, 단두방 등의 양식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집중적으로 양식을 권장하고 있는 열대메기 등 각종 어종들은 주로 북한의 

빈약한 사료 사정 및 정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문 사료보다는 콩깻묵, 비지, 

수초 등을 먹을 수 있으며 수질과 관계없이 성장하며 성장속도가 빠른 어종에 집중되

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내 전문기관을 통하여 북한내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면

서 양식어종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양어 먹이들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 열대메기 양식 현황

 

  북한이 가장 중점적으로 양식하고 있는 어종인 열대메기는 열대지방 또는 아열대 

지방의 수온 25-28℃에서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민물고기로서 겨울을 날 때도 수온을 

10℃이상으로 유지해야 함에 따라 상식적으로는 북한지역에서 양식할 수 없는 어종이

다. 그러나 1997년 북한의 수산성 양어관리국이 화력발전소의 폐열과 온천수를 이용하

여 열대메기 양식에 성과를 거둠에 따라 북한은 열대메기 양식을 대대적으로 추진하

였다.98)

  북한이 개발한 열대메기 양식 방법은 겨울철에 온천수 등에서 성어를 사육하고 봄

에 알을 받아 치어를 부화시킨 후 여름철에 양어장에서 양식하는 방법이다. 양식방법

이 열대메기 특성상 온천 등을 활용해야 하므로 열대메기 종어장은 주로 온천이 많이 

있는 황해남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북한이 열대메기 양식을 권장하는 주요 이유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사료 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으며 질병에 강하며 생산성이 높고 짧은 성장주기에 따른 높은 경제적 가

치에 기인한다.

98) 엄선희 황진회 허소영,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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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열대메기 양식을 위한 기본 방침은 온천을 활용한 양어사업, 대대적인 양어

장 건설, 양식의 과학화, 자체적인 사료생산지 확보 등이다. 

  열대메기를 양식할 경우 무게가 0.7g인 치어를 5개월가량 키울 경우 보통 1kg, 최고 

1.5kg까지 양식할 수 있으며 1정보에서 1만 5천 마리를 양식할 때는 적정한 수온을 유

지시키고 사료를 제때 공급하면 300-400t까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은 밝

히고 있다.

  온천이 없는 북한 지역에서는 부화한 지 20일정도 되는 열대메기 치어들을 모를 낸 

논이나 수확한 논에 물고기를 놓아서 기르는 '논판양어'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있

다. 논판 양어장마다 1만 마리 이상의 열대메기를 키우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3) 기타 민물고기 양식 현황

 

  가. 미꾸라지

  북한은 미꾸라지의 질병치료 효과를 널리 선전하며 적극 양식할 것을 권장해 왔다. 

북한 전 지역에 미꾸라지가 자생하고 있어 수온만 적당하면 알을 계속 낳아 번식하므

로 대량 양식이 편리하고 사료로 콩깻묵 비지 채소부스러기 등을 활용하여 양식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전역에서 미꾸라지 양식 붐이 일고 있는 배경 하에서 최근에는 남

포항에 대형 미꾸라지 양식장이 건설되어 과학적인 미꾸라지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99)

 

  나. 은정어

  은정어는 원래 북한지역에 없는 잉어과의 담수어종으로 1994년 가을에 북한에 들어

온 것으로 북한 당국의 '은정'을 기리기 위해 물고기 이름도 은정어로 명명하였다. 은

정어는 모양과 크기가 붕어와 비슷하고 3-4년을 지나면 이른 봄에 평균 20만, 최고 90

만개의 알을 낳는 등 번식률이 좋으며 특히 풀을 먹고 자라는 데다 성장속도가 빠르

고 수질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잘 자라는 특징이 있어 북한당국이 양식을 적극 권장하

고 있다.

 

99) “주목을 끄는 남포항에서의 미꾸라지양어”(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http://www.kcna.co.jp/calendar/2017/08/08-19/2017-0819-0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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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단두방

  단두방은 1998년도에 북한당국이 집중적으로 양식할 것을 권장한 잉어과 어종으로 

주로 평양시내의 양어사업소들과 온천 양어사업소 등지에서 양식을 추진한 바 있다. 

단두방은 생김새가 붕어와 비슷하고 사료를 먹지 않고 풀만 먹는데다 2-3년 양식하면 

한마리가 약 40만개의 알을 낳아 양식어종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북한당국은 평가

하였다.

 

  라. 자라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라 양식을 권장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자라가 수명이 비교적 

길고 고급식료품으로 경제성이 높은데다 기르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자라양식을 적

극 권장하였다. 

  노동신문 2016년 7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

으로 변화된 평양자라공장을 시찰했다고 한다. 2015년 시찰시 운영 부실에 대해 격노

한 김정은은 공장의 관리운영을 인민군대에 맡겨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와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불타는 탐구심을 안고 자라들의 생물학적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양식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한다. 또 ‘국가과학원’에서 

제작한 현대적인 자라 알 부화기계와 무인 먹이운반공급기를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부

화실패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양식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였다고 한다.100)

 

  마. 황소개구리

  남한에서 최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돼 퇴치운동이 벌어졌던 황소개구리를 

북한당국은 영양가가 높은 식용개구리로 선정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황소개구리 

양식을 적극 권장하였다. 개구리 양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함경남도로

서 도내 도처에 있는 골짜기 등을 이용하여 2만 7천여 정보의 양식장을 마련하여 개

구리를 양식하고 있다.

 

  (4) 주요 양어장 

100) http://www.rodong.rep.kp/ko/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6-07-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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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남 성천군 온정리 양어장 

  북한에서 열대메기의 월동 및 인공번식 방법을 새롭게 밝혀낸 곳으로 유명한 이 양

어장은 160여㎡의 새끼낳이 못과 300여㎡의 야외 비육못101)을 조성해놓고 이를 모델로 

북한 각지에 열대 메기의 양식 경험을 보급하였다.

 

  나. 영광청년양어장 

  2001년에 설립된 동해안 최대 규모의 양어장으로서 규모는30만ha로 82개의 양어못

과 부화장, 6개의 미생물 서식장을 갖추고 있으며 성천강에 설치된 계단식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온 물을 이용해 운영되고 있다. 매년 200만 마리의 치어를 양어못

에 양식, 수백t 이상의 물고기를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 평양 양어장 

  평양 대동강 유역과 상원천 순안구역 천동 저수지 주변에 연50㎡ 에 달하는 양어장

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당국이 1994년에 발표한 바 있다. 이미 30여만㎡의 양어

장 건설은 끝났으며 이곳에서 붕어, 기념어 등 각종 민물고기의 초어를 전문으로 양

식, 연간 13억 마리를 대동강과 보통강에 방생할 것으로 북한당국이 발표하였다.

 

  라. 개성옥련저수지양어장 

  2001년도에 개성시 개풍군 광답리에 위치한 옥련저수지의 상류에 북한당국이 건설

을 추진한 이 양어장은 규모가 20만ha 규모의 대규모 양어장이라고 북한이 밝힌 바 

있다.

 2) 바다양식  

  (1)개 황 

  북한이 바다양식을 시작한 것은 1961년 4월로 70년대에는 바다양식 면적 확대에 주

101) 양어(養魚)에서 물고기를 크고 살이 찌도록 기르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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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였다. 이 같은 조치에 힘입어 1984년 바다 양식장 총면적은 1977년보다 약 110%

증가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바닷가 양식 산업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지

난 1990년대부터이다. 북한의 어획고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줄어들자 북한의 수산정

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에 의해, 바닷가 양식 

산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아울러 해산물이 해외수출 품목으로 각광을 받게 되자 바닷

가 양식 산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북한의 어획고는 1985년 242만t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00년 12월 현재 그 절

반 수준인 100만t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수산자원 조성

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1997.7), 바다오염 방지법(1997.12), 양어법(1999.3) 등 관

련법규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법규제정과 함께 생산 확대를 위

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갔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바닷가 양식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01년 8월 현재 5천여ha를 조성했으며 향후 2만 4천 473ha의 양식장

을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외국기업과 합작형태로 양식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5년에 

러시아 업체와 합작으로 서해안에서 새우양식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0년에도 러시아 

업체와 해산물 양식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KOTRA 자체조사 결과 성

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당국은 유럽 소재 기업과 합작으로 강원도 원산지역에서 육지형 연어 

양식장을 건설, 운영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2) 어패류 양식현황 

  가. 일반현황

  북한의 주요 어패류 양식 어종은 피조개, 바스레기(바지락), 소라, 전복, 조개 등으로

서 주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양식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 도미 등의 어류 양

식도 일부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서해안 옹진 등지를 중심으로 전복, 소라, 조개 

등의 수산물 양식 산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해 바닷가 양식 사업소의 바다동물연구소에서는 복, 해삼 등의 인공배양 방법을 

개발한 후 현재 이를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시험장을 선정하고 바다지질 상태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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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따른 양식 상태를 관찰하는 연구사업을 진행중이다.

 

  나. 어패류 양식방법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어패류를 양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언론 등

을 통하여 알려진 방법은 띄우개식, 말뚝식(고정식으로 판단) 방법으로서 이들 양식방

법을 이용하는 양어장에서는 섭조개와 농어를 기르고 인공못에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개와 새우, 황어, 도미를 기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바다 가운데에 그물과 전기마당, 기포막 등으로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큰 그물상자를 넣고 그 속에서 각종 바다물고기를 양어하는 방법(가두리 방식의 일종

으로 판단)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으로는 새우, 도미 넙치 등을 주로 기르고 

있으며 양어장 관리가 쉽고 먹이가 적게 들며 오염이 없이 발전 전망이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배안에 있는 양어못에 바닷물을 퍼 넣고 양어하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전복을 비롯한 뱀장어, 칠색송어 등을 집중적으로 양식하고 있다고 북한당국

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선박 운용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듦에 따라 

북한에서 시험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조류 양식현황 

  가. 일반현황 

  북한의 주요 해조류 양식 어종은 다시마, 김, 미역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부식으로

서 제공하기 위하여 양식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 주요 지역에서 바닷가 양식장이 새로

이 확대되면서 해산물 생산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의 경우 각 도 수산관리국 산

하양식사업소의 해조류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1.3 –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다

시마 양식의 경우, 동·서해안에 소재한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다시마 밀식(密植) 재

배방법을 통해 다시마 영양 면적을 넓혀줌으로서 해산물의 정보당 수확고를 크게 높

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품질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국내 전문가들

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 내 가장 대표적인 해조류 양식지역은 함흥만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동해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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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역으로서 1백여 정보의 양식장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서해안에도 수백정보의 양

식장을 건설, 연간 수백t의 다시마와 미역, 조개류 등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양식방법 

  해조류 양식을 위해 북한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양식방법은 바닥식, 혼합식, 입체식 

등의 양식방법이다. 그러나 남북한 용어가 다소 상이함에 따라 이러한 방식들이 구체

적으로 어떠한 방식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3.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이용현황

  북한에서의 관광자원개발은 자연자원 중심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사적자원을 보수, 정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주로 산악, 호수, 해안, 삼림, 온천, 약

수터, 절터에 휴양소, 정양소, 야영장,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 (주민 휴식터, 휴양지)의 개발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주

을지구(온천 휴양지구), 백두산지구(산간 휴양지구), 부전호지구(내륙 호수 관광지구), 

장진호지구(내륙 호수 관광지구), 백운산지구(산간 관광지구), 마전지구(해안 관광지), 

송도원지구(해안 휴양지구), 시중호지구(해안 휴양지구), 금강산지구(경승, 휴양지구), 

삼방지구(내륙 산간 휴양지구), 개성지구(사적문화 관광지구), 묘향산지구(경승, 사적 문

화관광지구), 평양지구(주민위락지구), 남포지구(휴양지), 정방산지구(산간 관광지구), 구

월산지구(자연 경승지), 내륙호수(휴식, 레크리에이션지구)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별도 행정기구인 정무

원 산하의 국가관광지도총국(약칭 관광총국)을 설치하고 그 아래 여행알선업을 전담하

는 여행사로서 조선국제여행사, 청년여행사, 조교여행사를 두고 있다.

 1) 동해안

  북한은 해안선이 발달하여 관광자원이 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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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동해안에서는 관광개발에 비교적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

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자원이 미개발 상태에 있다. 해안일대에 개발된 관광

지는 청진지구의 온천, 칠보산구역(경승, 온천, 휴양), 함흥 흥남구역의 마전(피서, 수상

관광), 원산의 송도원(피서, 수상관광), 시중호(휴양), 고성 외금강(경승, 휴양, 수상관광)

에 한정된다. 한편 서해안에서는 대동강하구 남포(수상관광), 과일(과일농장)이 있다. 

명소 몽금포는 개발중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정도의 수용태세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1) 칠보산지구

  함경북도 명천군, 화대군 보촌리, 황진리에 걸쳐있는 칠보산은 금강산에 이어 제2의 

명산으로 불리며 면적은 250㎢에 이른다. 칠보산지구는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구역으

로 나뉘고 자연경승이 빼어나며 희귀식물이 많이 서식하여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었다. 

전반적인 산세가 금강산을 닮았고 골이 깊고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경관이 특징이다.

  특히 동해안에 면한 해칠보는 운만대, 홍문(무지개 바위), 월문, 촛대바위, 송도, 현

수암, 금강굴, 황진온천, 청계골, 용소계곡, 내칠보는 노적봉, 형제바위 등 기암괴석의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지역에 위치한 황진온천, 보촌온천은 라돈성분의 온천

이며 휴양소와 숙박시설이 있다.

  (2) 마전지구

  함흥시 흥남구역 마전동 해안의 마전지구는 동해안에 위치한 해변관광지구이다. 면

적은 약 40만㎡이며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외국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주요위락시설은 마전 해수욕장, 유원지, 놀이시설, 낚시터, 화초원, 문화시설 등이 있

다.

  (3) 송도원지구

  원산시 서쪽 4㎞ 지점 해안에 위치한 송도원지구는 면적이 427만㎡이며 1961년에 

개발착수, 현재 확장공사 중이다. 원산·금강산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하여 개발하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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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지구개발은 금강산 여행의 출발기점으로서 수용태세 확충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 

원산역사 확장(연건평 3만5천㎡), 금강산연결 도로포장, 철도노반조성, 원산-고성구간 

여객선 취항(1986년) 등 환경정비를 해오고 있다.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하여 국제항구도시로서 개발하면서 한편 관광도시로서 개발을 

꾀하고 있다. 원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안 관광휴양지개발이 유망하

다. 맑은 수질, 양질의 해수욕장, 배후지의 숲(송림, 해당화), 주위 경승지를 구비하고 

있어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듯하다. 관광 및 위락시설 개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

다.

 ㅇ 해변휴식공간

  송도원해수욕장, 동방식공원, 명사십리(개발중), 송림(5만㎡), 송천지구

 ㅇ 야영장

  국제소년야영장

 ㅇ 위락시설

  유람선, 보트, 놀이시설, 유원지(27,000㎡), 스포츠 시설, 야외극장, 케이블카, 수족관, 

풀장, 경마장

 ㅇ 녹지공간

  동물원, 식물원, 화초원, 장덕산(산책로, 위락시설)

 ㅇ 외국인 전용 관광지구

 ㅇ 숙박시설

  송도원호텔(164실), 휴양소

  (4) 시중호지구

  강원도 통천군 패천리 호수지대에 위치한 시중호지구는 해변에 위치한 자연호(2.9

㎢)를 중심으로 휴양지를 조성하였다. 1973년 개발에 착수한 이 지구는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산에 이어 제2의 동방식 공원을 개발중이다. 개발목적은 주민을 

위한 요양,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동시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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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여건은 담수호, 해안, 숲, 백사장, 주위 자연경승, 관동팔경의 하나인 총석정지구

와 금란산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개발가치가 높다. 주요관광시설은 요양소(56만㎡), 온천

장(泥湯), 일광욕장, 유선장, 낚시터, 산책로, 외국인 전용 요양시설 등이 있다.

  (5) 금강산지구

  강원도 고성군 일원(외금강지구), 금강군(내금강)에 위치한다. 금강산권역(530㎢)중 

일부에 해당하는 외금강, 해금강지구를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내륙방면 내금강, 

신금강은 아직 기반시설의 정비가 되어있지 못하고 접근로, 등산로, 휴게소 정도 확보

에 머물고 있다. 북한 어느 지역의 관광지보다도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관광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어 가장  유망한 관광개발대상지로 각광받고 있다.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개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등산로 확충(8개 루트)

 ㅇ 접근수단 개선

  도로포장(원산 - 금강산 구간. 2차선 아스팔트포장), 해상 유람취항(원산-고성), 철도

부설(종전 동해북부선의 복원, 개통. 현재 노반 공사중)

 ㅇ 숙박시설 건설

  북한여행자, 외국관광객이 투숙할 숙박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관광호텔 - 조총련 교포전용 호텔(160실), 금강산호텔(240실), 온정여관

  휴양소 - 외금강휴양소는 건축면적 2,800㎡, 13층 건물. 주위 경치를 조망하는 전망

탑  역할을 하며 보조건물이 있다. 한편 내금강 장안사터 근처에 1개의 휴양소가 있

다.

  휴게소 - 등산객을 위해 세운 것이며 전망대 역할도 겸한다. 만물상 만상정(1973), 

구룡연정각(1961년), 비룡폭포 휴식장(1978)

 ㅇ 산장 - 비로봉, 집선봉

 ㅇ 온천장 - 외금강 온정리(온천 휴양소)

 ㅇ 향토음식점 - 목란관(구룡폭포 근처), 단풍관(삼일포), 신계사(신계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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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토음식은 금강산 돌불구이 불고기, 전복, 버섯요리

 ㅇ 전망대 - 삼일포 서편 연화대

 ㅇ 수상 레크리에이션 시설

  삼일포(0.8㎢)에 뱃놀이를 할 수 있는 장비, 시설을 구비하고 호반에 전문음식점 단

풍관,

  해상전망대(13층)가 있다.

 ㅇ 약수터

  외금강지구에 금강 약수터가 있다.

 ㅇ 기타 편의시설

  기념품 판매점(금강산 상점), 택시사업소, 영화관, 대중음식점(금강산 식당)

 ㅇ 휴양림

  외금강 창터 솔밭을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ㅇ 불교사찰보수

  상당수 사찰이 소실되었으나 일부 현존사찰에 대하여 보수, 단청을 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 숙박 장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존 사찰은 ｢
특수역사박물관｣으로 지정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표훈사, 정양사, 보덕암, 신계사터 등 

사찰이 이에 해당한다.

 2) 서해안

  (1) 남포 지구

  남포시와 대동강 하구,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내용으로 한 개발

 ㅇ 와우도 유원지

  남포시 항구내에 위치한 인공해수욕장이며 남포, 평양시민을 위한 여름철 피서, 휴

식장소로 이용된다.

 ㅇ 서해갑문(남포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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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서해갑문을 대외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필수 관광코스

에 포함시키고 있다.

 ㅇ 우산 휴양지

  남포시 북쪽 우산(507m)에 숲, 삼봉저수지, 휴식시설을 개발하여 휴양지로 조성하였

다.

 ㅇ 평양온천

  종래 용강온천을 확대 개발하여 북한 제일의 온천관광지로 조성했다. 수온은 53℃이

다.

 ㅇ 평양골프장 태성호반 골프장(18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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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의 북한 해역 진출과 자원이용 현황

 

제1절 북·중 수산물 교역

  

  북한의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중국과의 교역이다. 북한

과 중국의 총 교역액은 지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04년 13억 달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북·중 양국의 관계개선, 중국의 경제발전

에 따른 1차 산품 수입의 급증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상품은 수산품, 유채씨, 과일 및 전기제품이었는데, 특히 수출을 확대하기 위

해 수산품을 주요 수출상품으로 정했다. 양어장을 발전시키고 어선들에 대한 연료 공

급을 증가시키며 외국과의 어업협력을 촉진했기 때문에 수산품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

했다. 2003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품은 2억 7천만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44.7% 

증가했고, 북한의 대중 수출상품 총액의 68%를 차지했다.102)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현황을 보면, 2004년까지 어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대중국 총 수출액 5억 

8,570만 달러 중 44.9%인 2억 6,120만 달러가 바로 어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출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05년 북·중 수출액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감소세 역시 수산물 수출액 감소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수산물 수출 감소는 실제 수산물 수출량이 감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중국세관에 신고하는 수입량을 낮게 신고한 경향 때문이라는 분

석도 있다. 

  한편 수산물 중에서 수산가공품을 포함한 수산물 전체의 북·중 교역규모는 2001년

을 즈음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과 2004년의 경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

입한 수산물은 10만 톤 수준을 넘어섰다. 2005년의 수입이 감소한 것도 역시 앞서 지

적한 신고량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 수산물 교역을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전반적으로 대북수출량이나 

금액이 크지 않지만 대구를 말리거나 냉동상태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국은 

102) 동북아삼국경제연구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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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오징어, 문어 등 연체동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기타 꽃게류와 신선

냉장 어류의 수입도 비중이 크다. 특히 냉동, 건조, 염수장한 연체동물류나 꽃게보다는 

비교적 저장 및 보관기간이 짧고,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활, 신선냉장 오징어나 연

체동물, 냉동하지 않은 상태로의 꽃게나 게류의 수입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는 북한의 수산물 가공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량의 수산물이 중국으로 수출

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업자가 북한 수역 내 어로어업이나 양식을 통해 생산한 후, 이

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형태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울러 북·중 수산물 교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치어나 치패의 교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실제 치어나 치패가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교역

량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진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이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해양 오염과 

자원남획으로 중국 연근해에서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원양어업 등의 새로운 활로

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자원보호 조치로 인하여 여의치 않은 상황이

다. 한편,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어업생산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반

면, 자원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동해의 경우 비록 명태, 정어리, 고등어와 같

은 주 어종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아직도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를 중심으

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유류 부족과 어선 노후화로 

인하여 적정한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과 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 어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다. 중국측 시각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경제발전이 정체되어 채취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근해 자원의 대부분은 원시적 보존 상태에 있어서, 개발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보고 있다.103) 특히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내·외해가 속한 북태평양에는 

오징어의 부존량이 500여 만 톤에 달하고 연간 어획량은 96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104)

103) “중조 해양영역 갈등과 협력,” p. 6.

104) 編輯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海洋漁業, 水産科技情報, 1973年 第6期,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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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 해역 입어

  북한은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004년에 처음으로 동부 해역을 개방했는데, 

개방 어장을 북한 동해의 북위 39도 이북,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해상경계선 밖의 북

한 경제수역으로 확정했다.105) 중국은 2004년 북한과 『북․중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하

여 동해에서 조업기간 7월-10월까지 2004년 140여척, 2005년 700-900여척 그리고 2006

년에도 57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여 남하하는 오징어 자원을 남획함으로써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중국측 보도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저인망 어선 

1통이 매일 10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오징어 위판물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

협을 통해 위판된 물량이 2001년 22만 2천 톤 수준에서 중국 어선들의 입어가 시작된 

2004년에는 21만 2천 톤, 2005년 18만 7천 톤 그리고 2006년 7월까지는 3만 9천 톤에 

불과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다.

2) 서해 해역 입어

  서해는 남북한이 꽃게를 둘러싸고 2002년 서해교전과 같은 오랜 동안 긴장관계를 

형성한 지역이다. 서해 북방한계선을 경계로 형성된 꽃게 어장은 외화 벌이를 위해 심

혈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어장이어서 월선 등과 같은 위험

한 상황이 자주 벌어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고갈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 어선들

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렸다. 그 후 중국 회사들과 북한 군부 산하 무역회사와의 계

약으로 중국은 본격적인 입어를 시작하여 꽃게를 비롯한 경제성이 높은 어류를 어획

하고 있으며, 잠수부를 동원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패류들도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대에 평균 1,500톤에 달하던 꽃게 어획량이 2003년 541톤, 2005년에는 218톤

에 그쳐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중국 어선들의 입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

호하고 자원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수준 이하로 남획되지 않도록 하는 통일 이후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북한 어장에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105) 조선 동부해역 어업자원의 개발과 이용 (2005년),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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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과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한 어선들의 입어 등을 제시함으

로써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와는 달리 북한과 혈맹관계로 이루어져 상호교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북진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민접촉 불가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특히 조선족)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오래 전부터 북한과 수산교역을 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러

한 중국의 대북 진출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수역을 대상으로 하

는 어장개발과 양식업 진출이 대표적 진출형태가 되고 있으며, 주로 중국 랴오닝, 산

둥, 저장성의 어업 진출이 활발하다. 진출 지역을 보면, 랴오닝성은 인접지역인 북한 

나진․선봉지역을 대상으로 양식업 진출에, 산둥, 저장성은 동해해역 입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조업

   (1) 진출 계기

  중국의 대북 원양어업진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특히 과거 민간에 의해 주도되던 

수산교역이 정부 혹은 관련기관 간의 공식경로를 통하는 형태로 전환 되었다는 것)은 

남북수산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무

엇보다도 이러한 중국의 북한수역 입어가 중국정부에 의한 공식적 진출형태이고, 어업

인의 불만 또는 저항세력화를 막고 국내정치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는 것이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은 태평양 직접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주요 

진출지역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의도와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있

어, 향후 중국의 대북 수산업 진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중국의 여

름철 휴어제의 실시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휴어제를 실시해왔는데, 

이로 인해 이 기간 중 연근해 어업인의 소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휴어제 실시 시기인 7-10월은 북한 동해 수역에서 오징어가 주로 어획되는 시

기이다. 때문에 이러한 어업인의 소득저하를 보전하는 돌파구로서 원양어업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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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어 북한수역 입어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 이면에는 성(省)정부 혹은 중앙정

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수역 진출을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보전 외에도 북한과

의 수산협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원양어장 확보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중국어선의 동해수역 입어는 우리 동해안 어업인과의 갈등소지를 안고 있

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이다. 한․중 어업협정

에서 과도 수역이 2005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중국 각국의 EEZ로 편입되면서 조업어

장이 축소되었다. 이 시기 북한이 관할수역에 대한 개방정책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중

국 어선의 북한진출에 촉매역할을 하였으며, 그 진출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

었다. 셋째, 어업인의 저항세력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EEZ 발표 이후 연근해 

어장 축소 및 연근해 어업자원의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저하 등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북한수역 

입어를 중국이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의 해결책에

는 EEZ 체제하 원양어업 육성과 중국 어업기업의 북한진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북한진출의 길을 넓히는 장치가 된 셈이다. 넷째, 가공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중국은 휴어제 실시, 어장축소 및 어업 자원감소 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가공

원료의 부족사태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지속적인 수산가공 원료조달

을 목적으로 북한수역 입어를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중국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이러한 북한수역 입어시도는 우

리나라의 1/3 수준인 저렴한 유류비용과 융자 및 세제혜택 등을 통한 중국정부의 원양

어업 강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06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어업용 디젤에 대해 3.63억 달러(29억 위안)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 한 바 있다. 

다섯째, 태평양 진출경로 확보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태평양으로의 직접 진출로 확보

를 위해 훈춘항 개발에 의욕을 보여 왔지만 훈춘항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구소련과의 

관계로 인해 사실상 훈춘항 진출이 무산되었다. 그 대체 방안으로 나진항을 염두에 두

고 이미 나진항의 제1, 2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3터미널 사용이 북한과 합의된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 나진지역에 중국 기업을 진출시키고 태평양 진출경로를 

확보하자는 나름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양식업과 함께 유통가공 

등의 분야까지 중국과 인접한 서해 일부 지역과 동해의 나진․선봉지역을 대상으로 전

방위적인 북한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북한의 불법조업 묵인이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북한수역에

서는 중국어선의 합법적 조업 이외에 불법조업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불법 월경조업의 수준은 이미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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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은 가시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들 중국의 

불법어선은 적지 않은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북한의 주요 수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

부가 이들 불법조업 어선을 발각하는 경우, 이를 나포하기보다는 어선의 어획물을 갈

취하거나 혹은 일정수준의 뇌물을 받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진출 경로

  중국 어업기업의 북한 진출경로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민간어업계약에 의한 진출 경로가 있다. 이 진출 경로는 중국측 민간기업(어업

관련 기업에 한정)의 중개로 중국 어선이 북한수역에 입어하는 방식으로 중국 어업기

업의 대북한 진출 초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린(吉林)성 지안(吉安)

상무유한공사는 북한 측 관련 부서와 20년가량 관계를 맺어오다가 1994년부터 중개역

으로서 어로선단을 이끌고 북한수역(남포, 해주, 원산, 청진 등)에 입어해 현재까지도 

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진출경로를 통해 입어할 경우, 통상 어선, 어구, 선원, 연

료, 식사 등은 중국측 진출 기업이 부담하고, 북한 측은 해역, 정박항, 담수, 냉동·냉

장창고 등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개역을 하는 중국측 기업은 북

한 현지 동반에서부터 어로계약의 체결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요금 지불방식은 북한 

측이 중국의 진출기업으로부터 마력 수에 근거하여 자원 이용료를 받거나, 생산량의 

30%를 수취하는 형태이다. 이 외에 중개를 하는 회사는 진출기업으로부터 어선 척당 

서비스 비용을 받는다. 진출기간은 통상 1-3년 정도이다. 둘째, 성(省) 정부의 협의에 

의한 진출경로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성 정부가 직접 북한 정부부서와 어로합작에 

대해 협의하여 입어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하이상산둥(海上山東)’ 원양어업지(遠洋
漁業誌)에 따르면, 1996년 6월 19일에 산둥성 수산대표단과 북한 황해남도 행정경제위

원회 무역국이 <중국 산둥성과 북한 황해남도의 북한수역에서의 어로합작에 관한 협

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4년 최초로 산둥성 어선이 북한 동해해

역에 진출하게 되었다. 셋째, 농업부의 ‘원양어업프로젝트’에 의한 진출경로이다. 즉 

중국 각 어업 기업이 농업부에 입어신청을 한 후에 허가를 득해 북한수역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국 농업부가 <북한동해해역에서의 원양어업프로젝트 사항에 관한 통

지(농업부 제2005-25호 문서)>를 발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진출 방식은 가장 

최근에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중국 어업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주요한 경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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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근거해 지난 2005년 7월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시의 북한 

동해 연안 트롤조업 계획이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 제 1차 선단 84척의 트롤어선이 북

한수역에 입어한 바 있다. 같은 경로로 제2차 선단도 입어하고, 계속해서 산둥성 뿐만 

아니라 저장(折江)성 등 다른 성의 어업기업도 이 경로를 통해 차례로 북한수역에 입

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진출경로에 관계없이 북한측 관련 부서의 허가 및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야 북한수역 입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3) 조업현황

  지금까지 북한수역에 입어한 중국어선 현황에 대한 자료는 각종 전자매체나 문헌자

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가 시작된 것은 2004년부터

이며, 중국 정부의 공식허가를 거쳐 입어한 어선 수만 2004년 54척, 2005년 510여 척

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인만큼 실제 입어 척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중국어선 144척이 

입어한 이후, 2005년 944척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입어기업의 대

부분은 북한 동해안으로 부터 30-200해리 해역에 주로 입어하며, 조업방식은 트롤어업

이다. 주 대상 종은 오징어와 기타 회유성 어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한의 동

해안 어장에 이들 어종의 자원량이 풍부하고, 주요 어장인 30∼200해리 해역이 쌍끌이 

트롤에 적합하고, 투자가 많이 필요 없어 수익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서태평양 

공해의 오징어 어장과 가까워 조업시기가 10월 초순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

이다. 

  보다 구체적인 입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7월 중국정부는 산둥성 소

속 4개 기업의 54척에 대해 북한 동해수역 입어를 허가했으며, 이 가운데 둥잉(東营)

시 소속 어선 16척을 포함해 3개 기업의 42척 어선이 최초로 북한 동해수역 입어에 

성공했다. 이같은 입어는 같은 해 상반기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과 농업부 직원 및 기

타 관련기업이 공동으로 북한 동해수역 입어협상을 벌인 데에 따른 것이다. 이들 입어

어선의 어획 대상종은 역시 오징어로, 어선 한 척당 1일 생산량이 5-8톤까지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성시 4개 어업기업이 92척의 트롤어선 입

어허가를 득하여 조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롱청통파수산식품주식회

사(榮成通發水産食品有限公司) 소속 어선이 최초로 약 80톤의 북한산 냉동냉장 오징어

를 스다오(石島)항에 양륙한 바 있다. 또한 성시 소속 다른 어선들도 7월 입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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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일 만에 오징어 1,500톤(1,420만 위안)을 인도하였으며, 최초 양륙이 이루어진 후 

8월 24일까지 약 1달 동안 총 39회분의 북한산 냉동냉장 오징어 가 수입되었는데 총 

물량은 2,952톤이며, 금액으로는 281.3만 달러에 달했다. 어선당 어획량은 평균 5-15톤

으로 최고 20톤까지 어획한 경우도 있으며, 하루 수입은 4만-10만 위안 가량으로 중국

어장에서의 조업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시간을 보면 10월

까지 연중 어획이 가능해 일반적으로 어선당 약 600톤까지 어획이 가능하며 570만 위

안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산둥성 옌타이(煙台)시도 북한 동해수역 입어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저장성 저우산시 역시 북한 동해수역 입어를 추진해 32척의 어선이 입어허

가를 취득하는데, 저우산해양어업공사(舟山海洋漁業公司) 소속어선 6척, 저우산쩐양원

양어업유한공사(周山震洋远洋渔业有限公司) 소속어선 10척, 푸퉈원양어업총공사(普陀远
洋渔业总公司) 소속어선 16척이다. 실제로 중국의 저우산해양어업공사는 2005년 8월 

상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70일간 6척의 입어를 통해 1,100여 톤(1,300만 위안)의 어

획물을 생산하면서 절강성 최초로 북한입어에 성공한 기업이 되었다. 같은 해에 산둥

성의 짠화(沾化)현이 20척의 어선을 이끌고 30일간 조업을 한 결과, 약 2,000톤의 살오

징어를 어획하여 1,600만 위안의 생산액을 창출하다. 또한 닝보(宁波)시 7개 트롤어선 

역시 북한수역 입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중국의 대북 원양어업 진출이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북 원양어업 진출은 국내에도 다음과 같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고갈 문제이다. 중국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나 

서해상의 불법조업은 결국 인접한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에서 어업자원의 감소로 이어

진다. 무엇보다도 서해지역의 꽃게나 동해지역의 오징어 등의 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옹진수협의 자료에 따르면, 서해 연평

도 지역에서의 어획량이 2003년 2,181톤(220억 규모)에서 2006년 5월말 현재, 57톤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구, 포항 등 경상북도 2개 수협의 2005년도 

어획량은 33,995톤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고, 이 지역의 주 어획어종인 오징어는 전

년대비 21.4% 감소했다. 특히 중국어선의 대부분이 어획강도가 강한 트롤어선으로 쌍

끌이 조업을 하는데다, 최첨단 어군탐지기를 탑재하고 있어 싹쓸이 조업으로 자원고갈

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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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TAC 제도를 통해 연간 어획 가능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국

내 어업인에게는 조업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지만, 이로 인해 북한수역에 입어하는 중

국어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주물에 대한 점유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국내 수산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내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향이다. 즉 북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결국 중국산으

로 둔갑해 국내로 수출되어 국내 수산물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꽃게

의 경우, 북한의 신의주 해역에 입어해 생산한 북한산 꽃게가 중국산이 되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중국은 수산물 수출대국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발전 속도라면 머지않아 수산물 수입대국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최근의 무역통계는 이러한 예측이 틀리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실적을 보면, 지 난 1999년 11억 2,741만 2천 달러이던 것이 2002년에는 21억 9,779만 

3천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강화하

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북한수역 입어나 양식업 

진출을 통해 자국의 수산물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중국이 북한 내 주요 양식적지나 어장개발권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

내 업체의 진출 가능성 감소와 실질적인 남북 간 수산협력을 저애할 수 있다. 중국은 

나진․선봉지역이나 신의주 등 주요 양식지역을 3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국내업체의 북한수역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최

근 북한의 대북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북한 내 생활상까지 중국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북한진출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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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양식 업체의 북한 진출

  북한은 과거 외국 양식기업의 진출을 철저히 금지해 왔다. 그러나 2002년을 전후해 

이를 허용하면서 최근 민간차원의 양식합작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통상 외국기업

(혹은 개인)의 대북투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단독기업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중 합영기업은 일종의 합자기업에 해 당하며 공동 경영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합작기업은 합영기업과는 달리 북한이 모든 권한을 갖는다. 외국단독기업은 외국기

업의 독립투자 방식으로 모든 권한을 외국기업이 갖는 형태로서, 현 시점에서는 나선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방식이 허용된다. 따라서 북한 내 양식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합영이나 합작방식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수산양식기업의 진출은 북한 측의 기업과 합작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산양식 합작 혹은 합영을 통한 북한 내 양식 개발 잠재력은 높기 때문

에 향후 북한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인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민영기업인 단둥 둥강(東
港)시 하이푸수산유한공사(海富水产有限公司)는 지난 1983년부터 양식업을 영위해왔던 

기업으로 최근 환경오염 등에 따라 패류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북한과 합작 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50만 위안을 들여 지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현재 나진․선봉지역 내 1.5만 묘(亩, 

1亩=666.7㎡)의 천해 간석지와 1.3만 묘의 담수호를 조차하여 해삼, 가리비, 조개류, 담

수어류, 민물 게 등을 양식하고 있다. 훈춘시 바이촨식품주식회사(百川食品有限公司)은 

북한 나진․선봉지역 내 1,000평방 해리 규모의 양식장을 총 30년간 조차해 가리비와 

해삼 해면 양식을 할 계획 중이다. 1차년도 총 투자금액은 약 637만 위안이다.

  운영방식은 중국측에서 전액을 출자하고 생산경영관리에 모든 책임을 지되, 북한 측

은 노동력과 각종 공공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획득한 어획물의 20%를 회수하

는 식이다. 즉 합작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회사는 1차년도 이후 매 평방해리당 

18톤(연 간 약 900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현재 톤당 판매

가를 20,500위안(현재 기준) 가량이라고 할 때 2차 년도에는 1,476만 위안 정도를 생산

해 약 755만 위안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투자회수기간은 약 21개월 정도가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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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북·중 관광 협력 현황

  북한과 중국은 1949년 수교한 이래 현재까지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2009년을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하고 경제무역 

및 교육, 관광 등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관광과 무역 발전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북·중 관광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1. 북·중 관광 협력 발전 역사

  1988년 4월 1일부터 중국인들의 압록강을 넘어가는 북한여행이 허용되었다. 중국인

들의 여행은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시까지 한정된 구간에 

허용되고 신의주를 넘어 북한내 여행은 묘향산까지 허용되고 있다. 1989년 7월 이후 

길림성 훈춘(琿春)지역에서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남양까지 여행이 인정되었고 1991

년 나선지역개방으로 중국여행자가 청진까지 찾고 있다. 1989년 12월 이후 중국측에서 

북한내 관광여행상품개발을 계기로 이전보다 더 내륙으로 깊숙이 여행할 수 있게 되

었다. 중국인들을 위한 이 여행코스는 평안북도에 한정되는데 단둥-신의주-묘향산 루

트에 3일간 여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근년에 북한은 중국여행자를 위한 위락시설을 

회령시, 나선시에 설치하고 이들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나선

시에 북한, 중국합작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근년 북한과 중국간의 합의에 의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인의 북한여행을 

허용하였다. 1988년 9월 이후 국경에서 상호간 여행허가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주민의 중국으로의 여행은 공식목적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으로부터의 여행자는 중국인, 만주거주 한인교포들이며 교포의 경우 북한에 거

주하는 친지방문, 성묘객, 상인들이 많다. 중국인들의 관광구역과 루트는 한정되어 있

다. 1988년 4월 1일 이후 1989년까지 1일 일정으로 단둥시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 

구간에 한정하여 왕복여행을 허용했으나 1990년에 들어오면서 여행범위를 내륙으로 

확대시켰다. 중국 동북에서 3일 일정의 북한내 여행루트는 단둥시-신의주시-묘향산 루

트이다.

  한편 1991년부터 중국 길림성과 함경북도 접경까지의 여행이 실시되고 있다. 여행루

트는 훈춘시-옌지(延吉)시-함북 온성 구간으로서 1일 일정의 관광여행지이다.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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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소련 연해주 하산-훈춘 구간에 1일 일정의 관광이 시작된 데서 영향을 받은 듯

하다.

  연변 해란강국제여행사는 중국인 대상 북한국경지대를 소개하는 당일여행, 1박 2일, 

2박 3일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방문지는 회령, 나진, 청진, 칠보산이고 관광내용

은 해수욕(경성), 온천욕(경성), 쇼핑(회령), 해안관광(나진, 비파도, 청진), 명소관광(칠

보산)이다.

  단둥(丹東)시는 북한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요건과 풍부한 관

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 북한과의 오랜 교류 경험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단둥시 정부는 1985년 중국 시민의 대북 관광에 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정치적인 민감성, 중국의 국경 관광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관광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년여 간의 노력을 통해 1988년 

4월 18일 단둥시 국제 여행사에서 조직한 첫 번째 중국 관광단 44명이 버스로 압록강

대교를 통과하여 신의주로 들어감으로써 역사적인 ‘신의주 1일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북·중 국경 관광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단둥에서 처음 시작된 

중국의 대북 관광은 지린성의 옌지, 투먼, 훈춘, 지안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1992년 

이후 중국과 북한은 양국간 회담을 통해 관광 노선을 묘향산과 평양, 개성 판문점, 금

강산 등지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1일 관광’이 ‘5-6일 관광’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2001년 북한은 중국이 자국을 ‘관광 목적지 국가’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였으

나, 당시 북한이 ‘관광 목적지 국가’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중국

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또한, 북한의 낙후된 동계 인프라와 서비스 시설 부족, 전

기 및 석탄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 당국에서도 매년 11월부터 익년의 2-3월 

사이에는 관광단 초청을 중단하였다.

  1991년부터 연변자치주와 북한 간의 변경관광을 시작으로, 중국국제여행사 훈춘 지

점이 훈춘-북한 신성 관광 노선을 개통하고, 연변 자치주의 다른 여행사들도 연이어서 

나진과 선봉, 청진, 칠보산, 백두산 동쪽(북한쪽), 금강산 등의 관광 노선을 개통하였

다. 또한, 1995년 9월에는 연변 내의 췐허(圈河) 국경 검문소가 북한에 공식 개방되었

다. 현재 개통된 북·중 관광의 국경 검문소는 훈춘의 췐허 검문소, 투먼(图们) 검문

소, 롱징(龙井)의 싼허(三合) 검문소, 허롱(和龙)시의 충산(崇善)진 구청리(古城里) 검문

소이다. 북·중 양국간의 주요 관광 노선으로는 1) 옌벤 훈춘 –북한 나진시의 2일 관

광, 2) 옌벤 –북한 신성의 1일 관광, 3) 옌벤 투먼 –북한 남양의 1일 관광, 4) 옌벤 롱

징 –북한 회령 –청진항–칠보산 –금강산 관광, 5) 옌벤 허롱 –북한, 옌벤 허롱 –북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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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장백산(백두산)동측(평양) 관광, 6) 옌벤 훈춘 췐허 –나진 –금강산(크루즈) 관광

(시범 운행 완료), 7)옌벤 훈춘 –북한 나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3국 관광 

등이 있다.

  북‧중‧러 3국 관련 부처의 공동 노력 하에, 2011년 4월 26일에는 처음으로 북-중-러 

관광 노선을 개통하고 훈춘싼쟝국제여행사(珲春三疆国旅)에서 이를 단독으로 담당하였

다. 이 관광 노선은 4일 관광 상품으로 중국의 훈춘(훈춘 국경 검문소)–러시아 블라디

보스톡–슬라비앙카–하산–북한 두만강–나진선봉–중국 훈춘(췐허 검문소)에 이르는 일정

이다. 이 관광 상품의 개발은 향후 일본과 몽고, 한국, 북한, 러시아 등 여러 나라를 

잇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훌륭한 기반을 마련해주므로, 두만강 지역의 다국적 관광

에 있어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다.

  북·중 관광 협력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되었지만, 북한 국경 지역 관광의 발전은 

순탄치만은 않아 관광객 수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관광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변동

은 주로 북한 및 한반도 상황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

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0월

에는 중국 국무원 총리가 평양에서 개최된 ‘중국 관광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행 실시 방안에 관한 양해 각서’ 서명식에 출석하였고, 중국은 본 양해각서에 따라 

북한이 중국의 ‘관광 목적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4

월 12일에는 북한으로 단체 관광객을 파견하여 북·중 관광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이로써 북·중 관광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2. 북·중 관광 협력 발전 현황

  북한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가까운 이웃이자 형제 국가로 순망치한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이 중국 단체 관

광객의 북한 방문을 개방하기 이전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여행은 북한으로 가서 

단체 관광에 참여하는 방법뿐이었다. 북·중 국경 검문소는 지린성 옌벤과 랴오닝성 

단둥에 있는데 중국 시민은 주로 단둥 검문소와 두만강 검문소를 통해 북한으로 갔다. 

북한 국가 관광총국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간 후 

국경 관광에 참여했던 관광객 수가 각각 연인원 12만 1천명(02), 4만4천명(03), 10만 3

천명(04), 6만9천명(05), 4만 6천명(06), 5만 1천명(06), 2만 6천명(07)이었다. 2009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2만 4천명이 국경 관광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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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북·중 국경 검문소 설치 도시 수 증가, 비자 등 출국 수속의 간소화, 

북한의 대중국 관광 홍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북한으로 통하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서 육로를 통한 북한 관광 루트가 개통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중국국가여유국도 

비로소 북한을 중국의 외국 ‘관광 목적지 국가’로 정하고 북·중 관광 제한을 풀었

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은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고 베이징 및 광저우, 션전 등 

대도시에서 직항으로 북한 평양으로 관광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객 배출국으로, 랴오닝과 지린성, 베이징과 톈진, 주강 삼각

주 지대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관광 시장이 점차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

와 함께 항공을 이용한 관광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 

검문소와 국경 철도의 건설, 특히 압록강대교의 신규 건설로 중국과 북한의 인적 교류

가 훨씬 편리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올 관광협력의 발전 잠재력도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관광 상품과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의 관광 협력 노선은 1)단둥–신의주, 2)베이징/선

양 –평양–개성–묘향산(왕복 항공 이용), 3)지안–남포 관광, 4)창바이현–혜산/삼지연/청진 

관광, 5)린쟝(临江)–중강군 관광 등의 국경 관광이 있다. 그 중 지린 옌볜 검문소에서 

출발하는 관광 노선으로는, 1)훈춘–췐허, 북한 나진–선봉 관광, 2)훈춘–사퉈즈(沙坨子)–
훈춘 신싱(新星) 관광, 3)투먼–북한의 남양 관광, 4)롱징–싼허–북한 회령–청진–칠보산 

관광, 5)허롱–북한 대홍단군(大红丹郡), 삼지연–백두산 남측면(북한쪽) 관광 등이 있다. 

이 노선들은 중국의 중장년층과 노년층 관광객들이 좋아하며 북한인들의 친지 방문과 

사업을 위한 출장에도 매우 적합하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여만 

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 관광객이 80%에 이른다. 그런데 북한 국가관광총국 하에 해외

관광 담당 여행사는 8개가 있으나, 그 가운데 조선국제청년여행사라는 하나의 여행사

만이 현지의 접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세계 각지의 모객여행사들은 관광객을 계

속 유치하며 유일한 현지 여행사인 조선국제청년여행사에 보내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조선국제청년여행사와 직접 연락할 수조차 없다. 또한 현재 북한에는 24개의 외국인 

수용 호텔이 있는데 그 중 특급 호텔(중국의 5성급에 해당)은 세 곳(양각도호텔, 고려

호텔, 향산호텔)에 불과하다. 1급 호텔은 120여 채가 있고 호텔 베드는 5,000개 정도이

다. 객실 운용 상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데, 평양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관광 시

설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객

실 이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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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평양 순안 공항에는 평양-베이징, 평양-선양, 평양-방콕의 정기 항공편이 있

으며 마카오에서는 전세기로 평양을 오가는 임시 항공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북한의 

관광자원은 완공된 주요 공원과 유원지가 450여 곳, 주요 관광지가 300여 곳이 있다. 

북한에서 대외 관광객에 개방된 지역은 평양시, 남포시, 개성시, 묘향산, 나진시, 청진

시, 칠보산, 구월산, 원산, 백두산 동측, 금강산 등이다. 일반 관광 이외에도 관광객들

은 북한 특유의 대형 집단 공연인 아리랑을 관람할 수도 있다.

3. 북·중 관광협력의 전망

  관광은 북한이 비교적 쉽게 외화를 벌 수 있는 사업으로 흔히 주목 받고 있다. 남북

경협에서도 금강산 관광은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북한 당국은 현대에 독점사업권을 부

여하는 대가로 초기에 거액의 수입을 챙긴 바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이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서방 선진국에서도 북한

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종종 있지만, 북한의 지리적․문화적․정치적 여건상 중국 관광

객의 비중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북․중 관광협력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2012년

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은 5만-6만 명, 이를 통해 북측이 2012년에 얻은 외화수

입은 약 2,100만-3,500만 달러 정도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중

국을 포함한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통해 북한이 얻은 외화수입은 2014년에 약 3,000

만-4,400만 달러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조사결과가 타당하다면, 북한의 여러 외

화벌이 사업 중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입국절차 간소화,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 관광 특구(원산-금강산 

등)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빠르

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북한의 관광 사업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

인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 국민의 수는 지난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 가

운데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자주 출입국하는 사람들이 많고 관광객은 비교적 적지만, 

관광객 수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국인

들의 해외관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성장 둔화로 말미암아 관광 증

가세도 둔화될 수 있으나, 그래도 장기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힘입어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까

워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동북 변경지방 주민들, 옛 사회주의에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북한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 여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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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북한이 관광사업 규모를 급속히 확대하기는 어렵고, 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화수입은 대체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은 아름다운 

자연만이 아니라 오락, 문화, 쇼핑 등 다양한 환경을 함께 필요로 하는데, 북한에는 이

런 여건이 제대로 갖춰 져 있지 않다. 또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북한의 관광사업은 통제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국의 소득수준

이 향상될수록 중국인들은 관광다운 관광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

며, 북한 관광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북한의 국제 학술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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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목적 및 배경
□ 이 보고서는 Web of Science의 Science Citation Index (SCI)의 메타 데이터 

(meta-data)를 활용하여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국제학술활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최근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라 군사,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 간 교류 

활성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학술연구는 남북 간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지식·기술의 공동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북한의 경제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실용적 대안들을 제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더욱이 북한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학술활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이해한다면, 남북 연구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동연구 

주제와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더욱이 북한은 지금까지 보여준 폐쇄적인 경제 정책과 달리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이영옥, 2007; 최현규, 2008; 

허식, 2007), 이러한 노력에 따라 만들어진 성과들의 일부는 국제 학술지에 

투고되기도 하였음

○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과학기술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시각을 견지해왔으며 (한승호, 2010), 이러한 시각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 정책으로 이어졌음

○ 국제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들 중에는 중국, 한국 등 다른 국가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연구에 공저자로 참여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로만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논문들도 있음

○ 이러한 논문들은 북한 학술연구의 현황을 이해하고 연구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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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함

□ 하지만 북한의 연구 수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NK Tech)와 일부 개인 

연구들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강영실, 2017; 

강현무, 최현규, & 이창환, 2006; 박성쾌, 2015), 국제 학술지에서의 활동은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

□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1997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의 일환으로 추진된 

해양조사 사업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수행한 남북한 공동연구 

사업들이 있지만,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학술교류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연구기관들에서 발표한 SCI 논문의 

메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발표건수, 공동연구, 분야별 분석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남북협력 관련 

정책결정 및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Web of Science는 Clarivate Analytic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로 학술지(journal)의 원문, 저자, 소속기관, 국가, 연구비 지원, 인용 

등의 정보 등을 제공함(Clarivate Analytics, 2018)

○ Clarivate Analytics에서는 과학기술 학술지들의 영향력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인용과 색인 정보를 Core collection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함

○ 이 SCI 인용색인 리스트에 포함된 학술지와 논문들은 학술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인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성과의 척도로 활용되어 왔음(van Raan, 2003; )

- 이러한 특징을 이유로 Web of Science는 국가·분야별 연구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됨

□ 이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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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북한의 국제 학술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 둘째, 분석 결과에 관한 해석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 셋째,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한 북한 연구기관들의 연구수요 도출을 위한 함의 제공

□ 이 연구에서는 Web of Science의 SCI 메타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 발표건수를 기초로 한 추세 분석

○ 연구 분야별 분석

○ 국가·기관 간 공동연구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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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및 분석방법
□ 데이터 수집방법

○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 검색기간: 1983 ~ 2017

○ 검색방법: 연구기관 주소 필드에서 키워드(keyword) “north korea”를 검색하여 

데이터를 추출

- 연구기관 주소 필드를 활용하여 검색할 경우 연구기관의 소재지가 북한이 아니더라도 

기관명에 “north korea”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연구기관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dress열(데이터베이스의 C1열)과 Reprint 

Author(데이터베이스의 RP열)을 검토하여 위와 같은 경우들을 확인하여 삭제하였음

- 그 결과 최초 검색결과인 795건 중에서 9건의 논문들을 삭제한 후 786건을 분석에 

활용하였음

○ 문서 유형: Article, Proceeding paper, Meeting abstract

○ 최종 레코드 수: 786건

□ 저자 소속 국가 및 연구기관 식별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

○ 저자들이 소속된 국가 및 연구기관의 식별은 이 보고서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연구 역량과 연구 

수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함

-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연구들과 공저자로만 참여한 연구들 

간에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역할과 연구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공저자 분석을 통해 북한 연구자들이 국제 공동연구에서 주로 협력하는 국가와 

연구기관들을 식별할 수 있음

○ 국가 및 연구기관의 식별은 address열(데이터베이스의 C1열)을 활용하여 

식별하였음

- 저자들의 주소는 논문에 기재된 저자들의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므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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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위치한 저자를 추출함으로써 1저자의 소속 국가와 연구기관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함

○ 연구자들의 소속에 대한 표현

-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하는 저자들의 소속 국가 정보는 저자들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들이 소속된 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함

- 데이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해석과정에서 저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소재 국가를 저자들의 국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또는 한국, 중국) 저자”와 같은 

표현를 지양하고 “북한(또는 한국, 중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연구 분야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

○ Web of Science는 논문별로 연구 분야를 구분하여 제공(데이터베이스의 SC열)하며, 

이를 토대로 이 보고서의 “제4장. 연구 분야별 분석”에서는 연구 분야를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한 논문에 복수의 연구 분야가 할당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논문별로 하나의 연구 분야가 할당되도록 처리된 별도의 데이터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한 논문에 복수의 연구 분야가 할당된 논문들은 해당되는 분야의 수만큼 

레코드를 복제함으로써 분석과정에서 분야별 데이터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예를 

들어, 한 논문이 세 개의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논문의 레코드를 세 

건으로 복제함으로써 각 분야에 한 개의 레코드가 할당되도록 처리하였음)

○ 이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연구 분야는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할당된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기준으로 할당된 것임

-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저널이 복수의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 그 

연구 분야들의 순서는 해당 저널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도의 차이와 관련이 없음

-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기록된 연구 분야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기록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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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비해 해당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의 내용을 더욱 잘 대표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 소프트웨어의 활용

○ Web of Science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R을 활용하여 정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활용한 패키지(package)들은 다음과 같음

- bibliometrix

- dplyr

- readr

- stringr

- stringi

○ 이 보고서의 삽입된 그래프들은 Tableau Desktop (2018.3.0 version)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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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SCI 논문 발표 추세 분석
□ 조사 대상기간인 198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표된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SCI 논문은 총 786건이며, 발표건수는 2004년을 시작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남(그림 3-1)

○ 2003년까지는 연 5건 이하의 발표건수가 이어져왔음

○ 2004년에는 발표건수가 연 9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04건, 92건을 발표함으로써 연간 발표건수가 약 10년 간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특히 2003년부터 2009년 사이 (1건에서 54건으로 증가),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34건에서 104건)에 발표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부터는 증가추세가 정체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이 추세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경우와 공저자로 참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 2004년을 시작으로 나타난 발표건수의 증가추세는 2003년 김정일 정권 하에서 

시작된 「과학기술발전 2차 5개년계획(2003~2007)」과 「과학기술발전 3차 

5개년계획(2008~2012)」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이 정책들을 통해 과학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에 대한 대우와 위상을 

크게 높인 바 있음(한승호, 2010)

- 한승호(2010)은 이 시기 북한이 자신들의 과학기술 수준이 뒤쳐져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과학기술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들 중 하나로 

현대적 과학기술을 배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 내에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발달된 기술을 배우는 

것은 그 당시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중국, 한국 등 인근 국가들과의 공동연구는 발달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유용한 토대를 제공해주었을 것으로 보임

○ <그림 3-1>에 나타난 2004년 이후의 발표건수 증가추세는 이러한 정책적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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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그림 3-2>에 나타난 것처럼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연구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04년을 전후로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모색하였을 것으로 보임

□ 1983년부터 2003년 사이의 현황은 비록 발표건수가 높지는 않지만 북한이 국제 

학술지에서 지속적으로 투고 활동을 해왔음을 보여줌

○ 비록 이 시기의 연간 발표건수는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적어도 한 건 이상의 SCI 

논문 게재가 지속

○ 이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국제 학술지 투고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국한되는 특이한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 이 시기의 논문들은 북한이 1저자로 참여한 연구들도 포함함

- 이 시기에 발표된 연구들 중에서는 북한이 1저자로 참여한 연구들이 20건, 공저자로 

참여한 연구들이 15건으로 확인됨 (표 3-1)

<표 3-1> 발표된 SCI 논문들의 1저자 소속 국가 현황 (1983~2003)

국가명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북한 1 2 2 2 2 2 4 1

중국

기타 1 2 1 3 1 3 3

국가명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합계
북한 2 1 1 20

중국 1 2 1 4

기타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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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그림 3-1> 연도별 SCI 논문 발표건수(2013~2017)

□ 연도별 발표건수를 국가별로 구분한 추세(그림 3-2)는 <그림 3-1>의 전반적인 

발표건수와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여주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들이 

발견됨

○ 첫째, 북한 SCI 논문의 전체적인 증가추세에는 중국과의 공동연구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림 3-2>의 그래프는 데이터에서 중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연구들의 발표건수가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연구들과 유사한 

규모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중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증가하는 추세는 전체 발표건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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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검색한 

것이므로 그래프 상에서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논문은 북한이 해당 국가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과 함께 저술한 공동연구 논문임

- 북한과 중국 간의 공동연구는 1999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며, 2004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

○ 둘째,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발표건수가 2010년을 

전후로 크게 증가

- 1저자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한 그래프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논문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이 2007년이라는 것을 보여줌

- 이후 2009년 연 18건까지 증가했던 추세는 2010년 연 2건으로 감소한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6년 기준 45건의 SCI 논문들이 발표됨

-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논문들이 증가하는 추세는 북한 

연구자들이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동기가 에너지 개발 등과 같이 국가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학술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 또는 해외 연구자들과의 교류 

필요성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과거 에너지 개발 사업 등에서 구소련, 중국, 한국 등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의 과학기술 연구는 국제 학술지 투고보다는 실용적 기술 이전에 집중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이러한 과거와 달리 최근에 발견되는 1저자 논문의 증가는 학술연구와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북한의 동기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음

○ 셋째, 한국과의 공동연구 감소 추세가 확인됨

- 한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한 북한 연구자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경향이 발견됨

- 한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과의 공동연구 논문은 2007년 18건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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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저자 기준 국가/연도별 논문 발표건수 (1983~2017)

□ 1저자 기준 국가별 논문 발표건수를 살펴보면, 조사기간 발표된 786 건의 SCI 

논문들 중에서 1저자 기준 중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논문이 28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논문은 269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그림 3-3)

○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1저자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북한이 게재한 SCI 

논문들과 관련한 연구과정에서 북한이 단순히 협력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도 함께 하고 있음을 의미함

□ 한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연구들은 총 89건으로 중국과 

북한을 뒤따르고 있음

○ 이는 다시 말해서, 198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게재한 SCI 논문에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참여한 경우가 89건이라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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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국가들로는 독일(55건), 미국(12건), 일본(8건) 저자들의 논문에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공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건)

<그림 3-3> 1저자 기준 국가별 논문 발표건수 (1983~2017)

□ 발표건수를 연구기관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Kim Il 

Sung University)이 총 77건으로 조사기간 동안 가장 많은 SCI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뒤를 북한 국가과학원(Academy of Scienc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6건, 김책 공업 종합대학(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이 12건으로 따르고 있음(그림 3-4)

○ 중국에서는 북동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중국 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우한대학교(Wuhan University), 하얼빈 기술대학교(Harbin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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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등이 비교적 많은 연구들을 발표하였음

□ 이 그래프에서 도출된 상위에 나타난 연구기관들은 북한의 국제 공동연구를 

이끌고 있는 조직들임

○ 중국에서는 북동대학교, 중국 과학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데이터 상에서 발견됨

○ 중국 측에서는 이와 같이 비교적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북한과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온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주로 김일성 종합대학과 북한 국가과학원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에서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 국제교류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특정 연구기관에만 국제 학술교류를 허용하는 정책적인 고려이기 보다는 

북한 내 연구기관들 간에 나타나는 역량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해왔으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양성, 유학생 파견, 

남한 과학자 초청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왔음(이영옥, 2007; 허식, 2007)

- 북한이 연구자들의 해외 교류와 국제 공동연구를 장려해온 경향으로 미루어 북한 

연구기관들 간에 나타나는 SCI 발표건수의 차이는 기관들 간의 역량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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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그림 3-4> 1저자 기준 상위 30개 기관들의 논문 발표건수 (1983~2017)

□ <그림 3-5>는 총 발표건수 기준 상위 5개 연구기관들의 SCI 논문 발표건수 추세를 

보여줌

○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김일성 종합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SCI 논문 게재가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북한 국가과학원 소속 연구자들의 SCI 논문 

게재는 2015년부터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SCI 논문 증가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연구성과가 기여한 바가 크며, 북한 내 다른 연구기관들의 추세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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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그림 3-5> 1저자 기준 상위 5개 기관들의 연도별 논문 발표건수 (198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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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분야별 분석
□ 논문의 발표건수를 분야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1983년부터 2017년까지 Engineering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총 189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그림 4-1)

○ 그 뒤를 Physics(148건), Material Science(117건), Mathematics(92건), Computer 

Science(85건), Chemistry(81건)이 따르고 있음

□ Engineering 분야에서 가장 높고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경향은 북한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 육성을 추진해왔다는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음

○ 북한은 2000년 대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시도하면서 

기기·설비의 현대화,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을 강조하였으며(한승호, 2010), 이러한 

맥락에 따라 Engineering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는 강현무 외(2006)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북한 내에서도 기계제작공학 분야의 

학술연구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향과도 일치함

○ Computer Science 또한 <그림 4-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정책적 

배경에 따라 2004년 이후 SCI 논문의 게재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그림 4-5>의 하단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과의 공동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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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주) 각 분야별 발표건수는 앞서 “제 2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야 간 중복을 허용하여 

산정한 수치임

<그림 4-1> 분야별 SCI 논문 발표건수 (1983~2017)

□ 북한이 1저자로 참여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Physics 분야의 논문들이 

76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그림 4-2)

○ Engineering(58건), Mathematics(46건), Material Science(45건), Chemistry(37건) 

분야의 연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이 그래프에서 상위에 위치한 분야들은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1저자로 

주도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비교적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인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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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주) 각 분야별 발표건수는 앞서 “제 2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야 간 중복을 허용하여 

산정한 수치임

<그림 4-2> 북한 1저자 논문들의 분야별 발표건수 (1983~2017)

□ 발표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5개 분야의 논문 발표 추세를 나누어 살펴보면 

발표건수의 증가 추세가 여러 분야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그림 

4-3)

○ Computer science를 제외하고 Engineering, Physics, Materials science, Mathematics 

분야에서 증가 추세가 유사하게 발견됨

○ 최근 5년(2013~2017) 간의 증가추세 또한 분야별로 유사하게 나타남

- 특히 Engineering, Physics, Materials science 분야에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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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발표건수 기준 상위 5개 분야 연도별 논문 발표건수 (1983~2017)

□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가 1저자로 참여한 논문들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발표건수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추세를 발견할 수 있음(그림 4-4)

○ 범위를 북한 연구기관 소속 1저자들의 논문으로 좁히면 발표된 논문의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Physics, Materials science, Mathematics로 국한됨

- Physics 분야의 발표건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3건이 

발표되었음

- Computer Science 분야의 추세는 <그림 4-5>를 참고하였을 때, 2000년 대 한국과의 

공동연구 추세가 2010년 이후 중국과의 공동연구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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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주) 각 분야별 발표건수는 앞서 “제 2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야 간 중복을 허용하여 

산정한 수치임

<그림 4-4> 북한 1저자 기준 상위 5개 분야 논문 발표건수 (198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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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건수 기준 상위 5개 분야별 발표건수를 한국, 중국, 북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북한이 주도하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 간 추세의 차이가 발견됨(그림 

4-5)

○ Engineering 분야의 경우 중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고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은 주로 공저자로 참여하였음

- 이 분야의 중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논문은 200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6건이 발표되었음

-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 이 분야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북한 측 연구자들에 비해 중국 

측 연구자들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음

○ Physics와 Mathematics 분야에서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논문이 더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남

- Physics 분야에서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연구들이 2012년 

1건에서 2017년 1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Mathematics 분야에서는 2010년 1건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2017년까지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10건 미만의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음

○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는 대부분 중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반면,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은 공저자로 참여하였음

- 이 분야에서는 2010년 전까지는 한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과의 공동연구가 

발견되지만, 그 이후로는 한국과의 공동연구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음

- <그림 4-3>에서 나타난 2008년 전후의 Computer Science 분야의 발표건수 증가는 

<그림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과의 공동연구(한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1저자 

논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이때의 논문들은 대부분 한국 (2008년 기준 한국 9건) 또는 중국(2008년 기준 중국 4건)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논문들이 대부분이며,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은 두 건을 제외하고 모두 공저자로 참여하였음

○ 한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1저자로 참여하고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Engneering과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 발견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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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010년을 전후로 발표되지 않고 있음

(단위: 건)

주) 각 분야별 발표건수는 앞서 “제 2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야 간 중복을 허용하여 

산정한 수치임

<그림 4-5> 발표건수 기준 상위 5개 분야 내 한국, 북한, 중국의 SCI 논문 발표건수 

(198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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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공동연구 현황
□ 북한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각각 85건, 66건의 연구들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되었음

○ 반면, 북한의 단독연구(단일 저자 및 북한 내 공동연구 포함)는 2017년 기준 

30건으로 나타남

□ <그림 5-1>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구의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북한 연구자들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래프에서 나타난 추세는 국제 공동연구와 북한 단독연구가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물론 최근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국 연구자들의 국제 학술지 게재 및 

특허 성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Branstetter & Chen, 2006; 

Branstetter, Li, & Veloso, 2015; Zhou & Leydesdorff, 2006), 북한 연구자들의 국제 

학술지 게재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할 수 있음

○ 하지만 북한 단독연구의 최근 추세도 2013년 5건에서 2017년 30건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북한 연구자들의 국제 학술지 투고 

수요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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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그림 5-1> 북한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와 북한 단독연구 간의 발표건수의 

추세 비교

□ <그림 5-2>는 국제 공동연구와 북한 단독연구 간 추세 비교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여줌

○ 이 추세는 <그림 4-5>와 유사하게 북한이 최근 Physics와 Mathematics 분야에서 

비교적 주도적으로 SCI 논문을 발표해왔다는 것을 보여줌

○ 반면, Engineering과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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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주) 각 분야별 발표건수는 앞서 “제 2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야 간 중복을 허용하여 

산정한 수치임

<그림 5-2> 북한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와 북한 단독연구 간 발표건수의 

분야별 추세 비교 (198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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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은 북한과 중국 간 공동연구에 의해 발표된 SCI 논문의 연도별 

발표건수를 보여줌

○ 북한과 중국 간 공동연구는 1989년에 처음 발견이 되며, 200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과 2017년 각각 61건, 5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단위: 건)

<그림 5-3> 연도별 북·중 공동연구 발표건수 (1983~2017)

□ 북한과 중국 간 공동연구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위 다섯 개 분야 

전반적으로 공동연구에 의한 SCI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어 온 가운데 Engineering 

분야의 공동연구가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5-4)

○ 이러한 추세를 토대로 단순히 Engineering 분야에서 북한의 공동연구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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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이 보고서에서는 SCI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만을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공동연구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단위: 건)

주) 각 분야별 발표건수는 앞서 “제 2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야 간 중복을 허용하여 

산정한 수치임

<그림 5-4> 분야별 연도별 북·중 공동연구 발표건수 (1983~2017)

□ 북·중 공동연구와 달리 남북 공동연구 발표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그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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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공동연구를 토대로 발표된 SCI 논문은 2006년에 11건이 처음 발견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2015년(1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3건, 6건으로 비교적 회복하는 추세를 나타냄

(단위: 건)

<그림 5-5> 연도별 남·북 공동연구 발표건수 (198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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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건수 기준 상위 5개 분야 전반에 걸쳐 남북 공동연구의 발표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Engineering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6)

(단위: 건)

주) 각 분야별 발표건수는 앞서 “제 2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야 간 중복을 허용하여 

산정한 수치임

<그림 5-6> 분야별 연도별 남·북 공동연구 발표건수 (1983~2017)

□ 최근 5년 간 발표된 남북 공동연구 SCI 논문들을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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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이 분야의 논문이 1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Cell 

biology(7건),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6건), Life sciences & 

Biomedicine(6건) 분야의 연구들이 따르고 있음(그림 5-7)

○ <그림 5-6>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는 과거 Physics, Materials Science 등의 

분야보다는 생명공학과 관련한 새로운 분야에서 남북 공동연구에 의한 SCI 성과가 

발견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남북 공동연구의 주제가 과거 공학 계열 연구들에서 최근에는 

생명공학과 관련한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생명공학을 과학기술 혁명 추진방향의 하나로 강조한 「제2차 과학기술발전 

계획(2003~2007)」 이후의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한승호, 

2010)

(단위: 건)

주) 각 분야별 발표건수는 앞서 “제 2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야 간 중복을 허용하여 

산정한 수치임

<그림 5-7> 최근 5년 간 남·북 공동연구 발표건수의 분야별 비교(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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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수산 분야 연구 현황
□ 조사한 데이터에서 발견된 해양수산 분야의 SCI 논문들은 총 세 건임

○ 해양수산 분야의 논문을 별도로 추출하기 위하여 제목, 연구분야, 저널명, 키워드, 

초록을 검토하였음

○ 각각 Microbiology, Engineering, Spectroscopy 분야에서 한 건 씩 추출하였음

○ 해양이 아닌 담수의 Water resources 분야와 Freshwater biology 분야에서는 각각 

3건과 1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이외에 해양수산 분야에서 북한의 SCI 논문은 아직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이후의 내용에서는 상기 세 편의 논문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초록의 

번역본을 제시하였음

□ 인용정보: Kwon, Y. H., Sowoidnich, K., Schmidt, H., & Kronfeldt, H. D. (2012). 

Application of calixarene to high active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substrates suitable for in situ detec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seawater. Journal of Raman Spectroscopy, 43(8), 1003–1009. 
https://doi.org/10.1002/jrs.3157

○ 분야: Spectroscopy

○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해수(seawater)의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고정위치 탐지에 적합한 25,27-dimercaptoacetic 

acid-26,28-dihydroxy-4-tert-butylcalix[4]arene (DMCX)에 결합된 solgel matrix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DMCX가 지원하는 은 나노입자는 xerogel film의 열 

감소(thermal reduction) 방법에 의해 생산되었다. 은 콜로이드 블록(silver colloid 

blocks)은 solgel matrix에서 형성되었으며, 직경은 50~120nm이다. 은 나노입자 

표면에 단일 레이어를 형성하는 DMCX는 은 나노입자의 결합과 전자적 분자의 

PAH 분자의 전집중(preconcentration)으로 인해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활동에 기여한다. 선택되었을 때, Pyrene와 Naphthalene과 같은 PAH 

분자들은 SERS 기질에 흡수되었고, PAH의 Raman 밴드 위치는 약간 이동하였다. 



- 253 -

캘리브레이션 절차는 이 유형의 SERS 기질이 인공적인 해수에서 Pyrene의 3 × 
10−10 mol/l, Naphthalene의 13 × 10−9 만큼의 검출제한이 있음을 나타낸다. 인공 

해수의 Pyrene 농도 변화에 대한 Raman 신호 응답은 flow-through 전지를 사용한 

671-nm 라만 설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SERS 기질 유형은 해수에서 

오염물질의 현장 추적 검출에 적합할 것이다.

□ 인용정보: Kwon, Y. H., Kolomijeca, A., Kronfeldt, H. D., Ossig, R., & Hubenthal, F. 

(2013). Naturally grown Ag nanoparticle SERS substrate as chemical sensor in fresh 

water applying 488 nm microsystem laser diod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ing, 23(2), 89–95. https://doi.org/10.1111/j.1553-2712.2011.01030.x
○ 분야: Engineering

○ 요약: 강에서 바다로 흐르는 담수 내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현장 모니터링에 있어 빠른 식별과 이러한 물질들의 계량화를 위해서는 표면이 

강화된 Raman Spectroscopy (SERS)에 기반한 화학적 센서가 적합하다. 실험실 

설정은 shifted excitation Raman Difference Spectroscopy (SERDS)에 적합한 488 

nm의 마이크로 시스템 광원과 플라스몬 공명 파동길이가 488 am에서 ag 

nanoparticle 잘 맞는 SERS 기질을 포함한다. 두 PAHs(Pyrene와 Fluoranthene)을 

포함한 물 샘플의 SERDS(SERS/SERDS) 측정값을 적용하는 SERS는 2nmol/l 및 

1nmol/l 농도에서 Raman 신호를 보여주었다.

□ 인용정보: Deng, S., Jiang, F., Chang, X., Qu, Z., Ren, L., Zhang, Y., … Peng, F. 

(2015). Roseovarius antarcticus sp. nov., isolated from a decayed whale bone.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65(7), 2326–2333. 
https://doi.org/10.1099/ijs.0.000259

○ 분야: Microbiology

○ 요약: 연한 노란색, 난소형, 봉 모양, 봉 모양의 부화하는 박테리아는 남극의 킹 

조지 섬의 동부 해안에서 썩은 고래 뼈로부터 분리되었다. Strain M-S13-148(T)는 

운동성과 유산소의 성장을 보였으며, Gram-stain-negative로 나타났다. 성장은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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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4-42°C에서 0-14 %(w/v) NaCl에서 관찰되었다. 이 새로운 변종은 

diphosphatidylglycerol, phosphatidylglycerol, phosphatidylcholine, 

phosphatidylethanolamine 그리고 주요 극지질로서 알려지지 않은 phospholipid을 

포함하고 있다. 지배적인 세포 지방산은 종합 특징 8 (C-18:1 omega 7c 및/또는 

C-18:1 omega 6c), (58.8%) 및 C-16:0 (11.7%)이었다. The respiratory quinone은 

Q-10이었고 DNA G + C 함량은 60.9 mol%였다. 16S rRNA 유전자 서열을 바탕으로 

한, 이웃-조인트, 최대 우도 및 minimum-evolution phylogenetic 나무는, strain 

M-S13-148(T)이 Roseovarius 속에 속하며 Roseovarius nanhaiticu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NA 유전자 염기서열 유사성은 Roseovarius 유전자에 대해 

91.81에서 93.94%까지 다양했다. M-S13-148은 상형, 분자, 화학원리학의 특성에 

기초해 M-S13-148(T)은 Roseovarius 속의 새로운 종인 것으로 여겨진다. The type 

strain은 M-S13-148(T) (=CCTCC AB2014072(T)=LMG 28420(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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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함의
□ 이 보고서에서는 Web of Science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논의하였음

○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포함된 SCI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분야별로는 Engineering, Physics, Materials science, Mathematics, Computer 

science의 분야에서 발표건수가 비교적 많았으며, 이 중 Physics 분야에서 북한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주도하는 연구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의 공동연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국가들 중 

중국과의 공동연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음

- 남북 공동연구는 2010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었음

○ 북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들은 3건이 발견되었으며, 

조사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해양수산 문제를 논의하는 SCI 논문은 거의 발표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발견들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함

□ 첫째, 지금까지 논의한 SCI 논문의 추세들과 북한 내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000년 대 두 차례의 「과학기술발전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북한 과학자들의 위상, 학술연구와 국제 공동연구에 관한 북한 

연구자들의 인식과 동기에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과거에는 다른 국가 연구자들의 연구에 공저자로 참여했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국제 학술지에 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과거 실용적 관점에서 현안문제 해결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북한의 연구개발 활동과 달리 최근의 북한 연구자들은 해외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수요를 갖고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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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됨

- 특히 2010년 이후에 나타난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1저자로 참여한 SCI 논문 

발표건수의 증가는 이러한 측면을 잘 설명함(그림 3-2)

○ 둘째,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참여한 SCI 논문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북한 연구자들의 수요와 동기를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발표된 SCI 논문이 두 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를 SCI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임

- 그렇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비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를 토대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협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또는 북한의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나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남북 간 공동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생명공학 분야 또는 

2010년 이후 중단된 남북 간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시 모색하는 등의 

고려를 할 수 있음

○ 셋째, 북한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국제 학술활동이 갖는 북한 내에서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연구자들이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과 

협력해왔음을 보여줌

- 학술연구의 동기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에서는 연구자들이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지식생산 활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학술활동과 국제 공동연구가 갖는 

의미는 연구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

- 하지만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 사회에서의 SCI 학술지 투고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려움

- 이 보고서에서 논의해온 바와 같이 과학기술 혁명이 북한 내에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북한 내 과학자들의 위상과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변화는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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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는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한 가설에 불과하며, 남북 학술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경험적 증거가 필요함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 연구자들의 SCI 학술지 투고 행태와 배경을 연구하는 

것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북한과의 연구협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넷째, <그림 3-4>와 <그림 3-5>에서 나타난 북한 연구기관들 간의 성과 차이는 

북한과의 공동연구 추진 방식에 대한 함의를 제공함

-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종합 공업대학과 같이 

비교적 역량이 높은 대학들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반면, 원조 또는 기술 이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러한 연구기관들 이외에 북한 

국가과학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