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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    約

가.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본보고서는 거시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통일편익을 추산, 비교, 분석하고 그 기저의 진실을 

   명백히 함으로써, 통일비용과 통일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고자 함.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앞당겨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 이제까지 통일비용에 관하여,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잘못 되어 있는 인식들을 보면:

 - 통일비용의 크기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일 뿐

   이다.  통일비용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큰일이다.

 - 우리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으로, 우리의 능력을 키워

   가며 때를 기다려야지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함께 망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 서로 전쟁만 없다면 남북한은 따로따로 살면 될 것이지, 구태여 그 어렵

   고 복잡한 통일과정을 거치고 그 많은 희생과 비용을 들여 통일을 할 필

   요가 있겠는가?

 -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왜 자꾸 북한에 퍼주는가?  그렇게 해 보아야 

   김정일 핵무기 만드는데 돈 대 주는 꼴 밖에 더 되는가?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에 드는 수준 이상의 협조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

□ 위의 모든 주장이나 생각들은 얼핏 듣기에는 모두 일리가 있는듯하지만, 

   실은 진실을 모르거나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철저하게 스며있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여파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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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통일편익의 구체적 

   계산결과에 근거하여 위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바로잡고자 함.

□ 통일문제에 관하여 사분오열되어 있는 국민의식을 가지고는 통일이란 

   불가능함으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바탕

   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데 본보고서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함.

나. 구체적 계산

□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정책 설정 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필요한 조건들을 전제로 하여 통일비용을 추산함.

□ 통일 시기는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하여 2030년까지로 가상하여, 추산

   하고 비교함. 

□ 통일 후 남북 소득 조정기간은 10년으로 하여 계산해보고, 9년과 8년의 

   경우도 추가로 계산하여 부담률 변화를 비교분석해 보면서, 어느 기간이 

   남북 간의 소득조정기간으로서 적당한가를 구분해 봄.

□ 분단비용의 크기를 계산하고 통일비용의 크기와 비교분석함.

□ 통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소되게 되어 있는 분단비용의 크기도 포함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통일편익의 크기를 계산하여, 통일비용과 

   직접 대비하여 봄으로써, 통일실현에 대한 경제실리적인 면에서의 유 

   불리를 따져보고, 통일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다. 추산 결과의 의미 해석

□ 본보고서에서 통일비용 그리고 분단비용 내지 통일편익을 추산한 결과 및 

   분석이 보여주는 것을 요약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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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

   둘째, 통일비용을 우선 부담하더라도, 추후에 돌아오는 것이 더 많고, 

         통일은 오히려 경제 제2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준다. 

   셋째, 통일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넷째,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크다.

   다섯째, 통일편익의 크기는 당연히 분단비용보다 크며, 통일비용보다는 

         훨씬 더 크다.

   여섯째, 경제실리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통일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

   일곱째, 북측 동포들은 남측의 경제력이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여하한 비상사태에 

          직면하더라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더욱이 중국이나 일본으로의 탈출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비교, 한 가지:

 -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지역 자본조성 관련 통일편익으로 나타나는 

   이득만으로도 이득이 통일 보다 큼.

 - 즉, 2015-2030년 사이 통일을 가상할 때 10년 동안의 통일비용은 

   당시 GDP 대비 6.6%~6.9%; 통일편익은 같은 기간 동안 GDP 11.25%

   의 경제성장.

□ 본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위에 나타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주장을 모두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명확히 보여 줌.

라.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 남측에서의 통일문제에 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국론분열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막대한 낭비를 배제.

 - 북측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직간접적으로 협력하여 남북 간의 소득격차를 

   축소시켜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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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통일의 마무리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기간동안 남북지역을 분리 관리하는 방안 등을 

   비롯하여, 본보고서가 제시하는 제반 정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대비한다면 통일비용은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임.  그러나 여기에 차질이 생긴다면,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일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게 될 것임.  

마. 본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람직한 정책들  

□ 본보고서의 결과에 부합하는 내용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데 모두 동참한다.  이제부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통일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 통일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결과에 따라, 통일이 가급적 앞당겨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관련 정책들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요청된다.

□ 북측지역 SOC를 위한 투자는 통일 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게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할

   것임으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 협력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여 통일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0.7%~1% 규모 정도로 하는 것이, 효과성과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본다. 

□ 미군은 현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통일 후 남북소득 조정기간 10년 

   기간 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가급적 상당기간 동안 주둔하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통일 후 남북지역을 망라한 전국적인 구도에서, 조화로우면서도 유기적인 

   산업벨트가 형성되도록 철저한 사전 연구와 대비가 긴요하다.

□ 통일 직후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Emergency Plan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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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남북소득조정 기간 동안에는 남북 지역을 경제적인 면에서는 

   분리하여 관리한다.

□ 통일이 2015년~203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남북소득조정 기간은 소요

   자금 조달과 남측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10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 통일비용 조달 시 남측국민 직접부담 부분 가운데 세금은 남북소득조정 

   기간 동안 GDP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운영한다.

□ 통일 후 북측 토지는 절대로 사유화 시켜서는 안 되고, 통일시를 계기로 

   북측지역에 토지사용권을 위주로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철저하게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이것이 점차 남측 지역에까지도 확산되도록 한다.

□ 남측 국민들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일체의 북측지역 토지 소유권은 실물

   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1948년 남한 농지개혁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여 

   현금보상을 한다.

□ 통일한국 초기 남북소득조정기간 동안에는 군비지출을 남측 GDP 대비 

   1%를 넘지 않는 수준에 머물도록 한다.

□ 북측지역 실물자본 조성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이어, 한국경제가 제2의 눈부신 경제

   도약을 이룩하도록 만들어 주는, 경제 실리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임.)

□ 통일 후 남측지역에서 북측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 통일 후 북측 주민들이 소지한 화폐는 실제 시세에 따라 교환해 준다.

□ 통일 후 북측주민 소득조정기간 동안, 북측 주민들의 임금 봉급 수준은 

   모든 분야와 종류를 막론하고, 소득조정기간 당시 북측지역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에 맞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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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간 소득조정기간 10년 동안 북측지역에서는 노동 파업권을 잠정적

   으로 유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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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을 이룩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는 데 

있어서는, 우선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일비용에 관한 국민 각자의 올바른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비용에 관하여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당장 붕괴된다면 남북이 공멸하고 말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이 붕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하는 이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고 중대한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실히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비용에 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하나, 이를 

통일로부터 얻게 될 통일편익과 직접 비교해 보는 이들은 그리 흔치 않은 

듯하다. 

통일비용, 그리고 분단비용 해소와 아울러 통일에 부수하는 제반 이득을 

포함하는 통일편익에 관하여, 국민들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진로를 결정짓는 데 있어 중대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통일비용을 추산해 보고 그 조달 방안을 강구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체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 비용과 통일편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본다면, 구태여 통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들은 통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내기 위하여 

통일 전과 통일 후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며, 어떻게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향후의 실행 구도를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인즉, 통일의 가능성 자체만을 놓고 볼 때, 당위론적인 명분에만 

치우친다면 자칫 사상누각이 되고 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리적인 

이해관계 위에 다져진 명분은 끝까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자료들을 사용하여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산출, 점검하고,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 

이로써 향후 남북문제 내지 통일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시각으로부터 

일체의 혼선이 사라지도록 하여,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성취해 내는 데 

있어서 굳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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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어느 일을 막론하고 그 일을 성취해 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비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면, 이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이를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다.

장차 어느 시점에서, 정치, 군사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여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단일 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인즉 더 큰 

부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남북 지역 간에 현격한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2005년도의 1인당 국민총생산을 보면 북측은 남측의 1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도외시하고 외형적인 봉합만 한다고 하여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시켜, 단일 국가 

내에서 이로 인한 극단적인 사회적 불만과 불안 요인이 없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사회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모두 함께 민족번영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북측의 생산 활동 여건을 먼저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다. 생산 

활동이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한 재화 

용역을 생산해 내는 것인데, 통일 후 북측지역에 인력과 다소간의 

천연자원은 있지만, 생산 활동에 투입될 자본과 기술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통일 후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이 될 부분은 

바로 이 자본의 조성에 막대한 자금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II. 문제의제기

 남북통일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향을 보게 된다. 이러한 오해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낳게 되고, 

남북통일 문제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 형세 

판단을 옳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진실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의문들이란 우선 첫째로, 

우리가 통일을 경제적으로 감당해 낼 능력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설령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감성적인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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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해득실만을 따져본다면, 구태여 통일이라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의문에 대하여는, 통일을 완성해 내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부담을 계산하여 이를 남한의 예상 GDP와 비교하면서 그 크기를 가늠해 

보고, 그 조달 방안을 강구해 본다면, 우리가 이를 경제적인 면에서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일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는, 분단비용도 동시에 계산하여, 이 

분단비용이 해소됨에 따르는 이득을 포함하여, 통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갖가지 이득으로 나타나는 통일편익의 크기를 통일비용의 규모와 비교하여, 

통일 달성과 영구 분단 가운데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가를 가려 

낼 수 있을 것이다. 분단비용이라 함은 남북이 분단 상태에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기회의 상실 그리고 각가지 

불이익의 모든 합계를 일컫는 것이다.  통일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의 총 

누적합인 통일편익은, 통일과 동시에 분단비용이 해소되는 이득과, 통일을 

마무리하는 과정과 통일 상태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바로 이 통일편익과 통일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실리적인 면에서 

통일결과의 유 불리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통일비용 개념과 용어 문제점

  A. 통일비용의 개념 1)

통일을 이룩하고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 자금 내지 

비용을 포괄적으로 통일비용이라 하고, 이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첫째, 통일이 이루어진 직후에 북측지역에서는 공황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 이 비상사태에 대처하는데 비용이 든다. 

주민들이 극심한 혼란 상태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찾게 될 때 까지 

시급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직후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정치, 군사, 행정,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단일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셋째, 통일 후 북측 지역의 실물자본 형성을 위한 자금 소요이다. 



- 4 -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 간의 1인당 소득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는 데는 북측의 생산 증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본 

축적이 필요한 데,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실질투자(Physical 

Investment)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경제학 전문용어로서의 비용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통일비용에는 남북 

간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자본조성에 소요되는 “투자지출” 부분이 

포함되며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 

조성 부분은 경제 전문적으로 본다면, 비용이라는 성격이 강조되기 

보다는 오히려 투자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편의상 통일비용이라는 범주에 합산을 하게 되는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조달 되지 않고는 진정한 통일을 

완성시켜 낼 수가 없다는 특수성에 있다. 즉,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일차적으로 부담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부담능력 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게 마련이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상적인 

투자란 손익 계산에 따라 투자 여부가 결정 된다.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에 있어서나 손익을 계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그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의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란, 이해득실에 따르는 투자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그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투입부분을 

제외시키고 통일비용을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남북 측은 함께 

경제적 동질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통일을 이룩했다고 볼 수 없고, 통일은 종당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게 

될 것이다. 한 국가 안에 1등 국민과 3등 국민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2) 

따라서 통일에 소요되는 자금 내지 비용을 종합해 본다면, 소모성 

종류의 비용과, 자본 조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실물자본 

축적을 이루어 내기 위한 자금수요의 형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소모성 비용 종류에 속하는 것들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 따르는 

비용, 제반 제도 단일화에 소요되는 비용, 자본 축적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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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감가상각 부분 등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소득 향상을 

위한 자본축적에 소요되는 투자 자금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자에 관하여는 가급적 간략히 

다루고, 후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B. 용어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문제점

    1. 용어의 부정확성

통일비용을 대별하여 ①통일직후 비상사태에서의 혼란 수습비용, 

②제반체계 단일화비용, ③북측의 소득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제고시키는데 

소요되는 실질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비용이라고 볼 때, 이 가운데 ③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일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자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투자인 것이지 소모성 비용은 아님에도, 

통일“비용”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없어지고 마는 비용으로 

선입견을 잘못 갖게 되는 결과가 된 점에 대하여, 필자가 통일비용을 최초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계산 산출하면서 이점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용어의 부정확성에 수반하는 문제점

이렇게 추산된 결과는 몇 가지 착각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역시 필자를 

비롯한 학계의 관련 인사들이 이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가. 그 하나는 소요자금 규모가 액수 그 자체로 막대한 크기이기 

때문에 우선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히 숫자의 절대치로만 볼 일이 아니고, 통일 당시 우리 GDP의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크기가 되는지 따져 보아야 실제적인 체감 부담의 

크기를 알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절대 액수만 언론 매체에서 대서특필하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나. 그리고 계산 결과로 나오는 부담 액수의 크기는 지금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통일 시점에서 국민 소득 수준이 많이 상승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임으로 장차 그 당시의 경제적 능력에서 비교해 보아야지, 

현재의 경제력을 가지고, 미래 국가차원에서의 부담액의 규모와 비교한다면 



- 6 -

그 비교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착오는 결국 불필요하게 낙담만을 남겨 

놓게 된다. 

     다. 막대한 통일비용의 규모를 일반적으로 각자 무의식적으로 개인적인 

재력과 비교 가늠해 보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개인적으로는 백만 달러를 

가진 사람을 보통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통일비용이란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가 되는 것임으로, 통일비용은 너무 많고 크다는 느낌에서 

거리감부터 갖게 되는 것이다. 

    3. 용어변경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여 용어 자체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비용이라는 용어가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3) 그리고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용어를 다시 만든다면 

결국 용어의 길이가 너무 길게 되어 반복 사용할 때, 불편이 따르게 되는 

난점이 있다.

IV. 통일비용 추산을 위한 기초 작업

  A. 계산 관련 전제조건과 자료

 본 논문에서 북측의 산출량 증대를 위한 자본조성에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조건과 자료를 전제로 한다.

    가. 통일한국이 달성될 경우,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적 시장경제 

(Competitive Market Economy) 체제를 채택하여 효율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며,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춘다.

    나. 통일 후 남북 지역 간 소득조정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경제 분야에 

한하여 남북 측 지역을 분리하여 관리한다.4)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현격한 

노동생산성의 차이와 소득의 격차를 그대로 둔 채 단일 경제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사실상 1등 국민과 3등 국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통일의 본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모두 함께 당당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북측 인구의 주거지는 북측 지역으로 제한하고,5) 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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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북측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것은 통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대단히 긴요한 부분이 된다.6)

    다. 통일 후 북측지역의 토지제도에 있어서 사용권을 위주로 하는 

토지공개념화를 시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로써 남한 지역에서 

그동안 발생한 토지투기 현상을 원천 봉쇄한다. 한편,  남측국민들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모든 토지소유권은 실물로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을 

한다.7) 그 수준은 1948년에 남한에서 단행한 농지개혁 보상의 수준에 

따르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들은 첫째, 토지 문제가 

북측지역의 경제발전, 나아가 향후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둘째, 협소한 국토를 가진 한국은 

이 시기를 계기로 토지공개념화가 북측지역 뿐 아니고 남측 지역에 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는 

우리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라. 조정기간 동안 북측 주민들의 임금 봉급 수준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무직 생산직을 막론하고 지급 당시 북측 일인당 총생산량의 평균에 기준  

  을 둔다. 즉, 각 부문 별로 남측과 직접 비교하여 인상 요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다 지급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8)

    마. 북측지역의 계획된 경제성장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측이 

이제까지 축적해 온 기술을 충분히 이전 활용하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바. 남북 지역 간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의 관련 강대국들과 긴 한 협조 아래, 최소한 남북 간 소득 

조정기간동안 만이라도 군사비 지출을 GDP 대비 1% 수준에 머물러도 

무방하도록 국제관계의 구도를 구축한다. 근래 상당기간 동안 군비지출의 

규모가 대략 3%라고 볼 때, 북측지역 자본조성을 위하여 이 가운데 2%를 

북측지역 자본 형성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 북측에 소요 되는 실질자본을 축적하는 기간 동안, 국제적인 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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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아래, 북측지역에 소요되는 실물 자본재는 모두 남측으로부터 조달하는 

“Buy Korean”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외국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나을 경우에 한하여 그 자본재를 

선별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아. 통일 후 남북 지역 간 1인당 소득 격차가 1/2 로 축소될 때 까지9) 

북측지역에 소요 자본을 8년 내지 10년 가운데 어느 기간을 선택하여, 그 

기간 만료 연도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실질 자본을 모두 축적하는 것으로 

하여 추산해 본다.

    자. 조정 기간 동안 북측 경제의 자본 산출량 비율은 남측 경제의 

1980년대와 90년대, 20여 년 동안에 걸친 자료에 나타난 크기 2.2를 

적용하기로 한다.10)

   차. 감가상각률은 남측 경제의 80년대 자료를 바탕으로 6.7%를 

적용한다.11)

    카. 남북지역 간 소득 격차 감축을 위한 자본조성 목적의 투자 규모 

가운데 약 1/6의 크기는, 북측지역의 토지와 사용 가능한 다소간의 건축물의 

형태로 통일시점에 이미 그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12)

    타. 향후 2015년 까지 남한의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4%, 그 후 

2025년까지는 3%,  그리고 그 이후 2045년까지는 2.5%, 그리고 그이후의 

성장률은 2%로 추정한다. 이는 전반적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국들의 흐름을 참조하면서 편의상 시뮬레이션의 단순화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파. 조정기간 동안 자본 조성을 위한 매년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크기는 비용 조달 편의성을 감안하여, 남측 경제의 추정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어 나가도록 계산해 낸다.

    하. 이 논문의 비용 계산에 사용되는 기타 원 자료(raw data)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에 등재된 자료를 위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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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통일비용 각 산출 단계별 계산 과정

통일 후 통일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서의 통일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점하는 것은 북측지역에 실물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 

자금이다. 이 자본형성을 위하여 투입되어야 할 각 연도별 투자의 규모는 

다음의 각 단계를 거쳐 산출 된다.

① 우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목표 연도에 나타날 남북 간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격차를 추산한다. 이것은 

남측경제가 통일과정과는 무관하게 그 독자적 성장궤도를 따라 발전해 나갈 

때 나타나는 GDP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통일 후 북측 을 돕기 

위하여 남측의 경제가 반드시 위축되고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즉 남측 국민은 불필요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된다.

② 여기에 자본형성 목표 연도의 북측 예상 인구를 곱하면, 남북 간 1인당 

GDP 격차 완전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총 산출량의 크기가 계산된다. 그런데 

이 규모의 연간 산출량을 얻으려면,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그 크기의 2.2 

배에 달하는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③ 그러나 현실적인 타협책으로 북측의 소득수준이 남측의 절반을 따라오는 

상태에서, 남북경제의 분리관리(외형적으로는 “경제적 연방 단계”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임)를 종식시키고 남북을 완전히 혼합시켜 단일 

경제권역으로 한다면, 그 소요자본 규모의 1/2 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④ 그런데 북측의 토지와 건물 가운데 사용 가능한 것 등, 북측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질자본을, 위에서 산출된 소요자본 규모의 1/6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위의 소요 규모에 5/6 를 곱한 크기가 실제로 

북측에 형성되어야 할 자본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⑤ 목표연도까지 완성하여야 할 자본형성 규모를 목표로 하여, 매년 투자의 

증가율이 남측의 예상 GDP 증가율과 동일하게 되도록 연도별 투자의 

크기를 산출한다. 여기에서 총투자의 크기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감가상각 

현상에 따라 소모되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남북 간 

소득조정 개시 연도에 투입되어야 할 투자규모를 계산한다면 다음의 X1 

크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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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목표연도j까지조성되어야할 실물자본의총규모
∑
j

i=1
(남측GDP성장률) i-1∙(1-감가상각률) j- i
( i=1,2,...,j; j=자본조성기간 총연수)

    

⑥ 마지막으로 위에서 얻은 X1의 규모를 시작으로, 매년 남측 GDP 

성장률과 동일하게 목표 연도까지 증가시켜 나가면 소기의 자본형성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V. 통일비용 산출과 그 조달방안 

이상의 기초 작업을 토대로, 북측의 실물자본 형성을 위한 자금소요의 

규모를 실제로 산출해 내기로 한다. 장차 어느 시기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일단 정치 군사적으로 통합된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시작하여 우선 북측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남측의 절반까지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생산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목표를 위하여 필요한 통일비용을 산출하고, 그 

조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 2015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 통일비용

 우선 2015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상하고, 이상의 계산과정에 따라, 

그 이듬해인 2016년부터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1.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16-2025년, 10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16-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목표연도인 2025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31,469 13)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이것은 남북 측 지역이 2025년 까지 별개의 경제로 분리된 

상태에서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② 2025년 북측 예상인구는 24.132백만 인임으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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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31,469 * 24.132백만 = $7,954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7,954억 * 2.2 =$16,707억의 자본조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16,707억 * 1/2 = $8,354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이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8,354억 * 5/6 = $6,962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6,962억

∑
10

i=1
1.03

i-1
∙(1-0.067)

10-i

(i=1,2,...,10)

       =$800억 

 즉, 2016년에 시작되는 $800억의 투자가 <표2016-2025>의 제7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5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매년 3%씩 증가되면서 

$1,044억에 이르도록 합계 $9,171억을 투입하여, 목표 연도인 2025년에는 

결과적으로 총 $6,962억의 자본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투자는 <표2016-2025>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6.63%에 해당 되는 크기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9,171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6,912억 보다 $2,259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자본형성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되는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에 이르기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2,259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성 비용이며, $6,912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26년도 이후 계속하여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자본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감가상각에 의한 소모성 비용도 그냥 

증발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북측주민들의 생산량과 소득이 

증대되는데 기여하고 마모되어 없어진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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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16         800    12,065 6.63
2017         824    12,427 6.63
2018         849    12,799 6.63
2019         874    13,183 6.63
2020         900    13,579 6.63
2021         927    13,986 6.63
2022         955    14,406 6.63
2023         984    14,838 6.63
2024      1,013    15,283 6.63
2025  31,469   24,132  16,707   8,354    6,962      1,044    15,742 6.63

    합계       9,171 

<표2016-25> 2016-2025년, 10년간 자본조성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두를 합쳐 

통일비용이라 부르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액수의 크기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소요 자금” 의 성격인 것이다.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10년 동안 남측 GDP의 6.63%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여기에서 소요되는 6.63% 가운데 2%는, 위의 전제조건 가 1의 ‘바’에 

따라, 주변 열강의 협조 아래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나머지 4.63% 가운데 1%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이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면서, 아주 낙후된 개도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그 나머지인 GDP의 3.63%에 해당하는 금액은, 남측 국민총소득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되는 1.815%는 세금의 형태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채 매각 형태로 하여 징수하도록 한다. 

이 국채는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 13 -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분담한다는 데 착상을 한 것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의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직접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한 누진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별 3.63%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자칫 역진세와 같은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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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상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망해 보면, 통일 후 10년에 걸쳐 북측 주민들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주도록, 남북 측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조정하기로 한다면, 남측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통일 비용은 현실적으로 3.63%의 징수에 응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 

가운데 절반은 세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국채 매입 형태로 하여 

추후에 불변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불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없다고 

결론짓고 통일을 단념하고 마는 것은 옳은 판단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경제가 IMF 사태에 이르는 

지경을 당했을 때, 국민 소득이 위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GDP대비 3.63%의 

부담 정도가 아니라 전체 GDP의 40% 만큼이나 일시에 곤두박질 쳤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약 5년에 걸쳐 그 난관을 돌파해 내었던 자랑스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40% 정도 규모 크기를 매년 조금씩 모두 10년에 걸쳐 나누어 치러 

내는 것은 IMF 당시 일시에 받았던 충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리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없이 

사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막대한 기회비용으로서의 분단 비용이 해소되는 

이득에 더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이득을 망라하는 통일편익의 규모와 

비교하여 본다면 그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산결과와 분석은, 북한이 여하한 이유 때문이든 

어느 순간에 붕괴되거나 해체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체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위에 제시된 조달방안에 따라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이 난관을 충분히 타개해 낼 수 있으며, 또한 통일은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는 소득조정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다면, 남측 국민 

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득조정 

기간을 9년으로 하는 경우와 8년으로 단축하는 경우를 각각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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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16-2024년, 9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16-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목표연도인 2024년 통일한국,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30,531로 나타난다.

② 2024년 북측 예상인구는 24.048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와 남측 1인당 GDP를 동일 수준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30,531* 24.048 백만 = $7,342억 이 된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7,342억 * 2.2 =$16,152억 의 자금이 필요하다.

③ 여기에서 그 1/2 을 목표로 삼는다면, 

       $16,152억 * 1/2 = $8,076억 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 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8,076억 * 5/6 = $6,730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 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
1
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6,730억

∑
9

i=1
1.03

i-1
∙(1-0.067)

9-i

(i=1,2,...,9)

      =$849억

즉, 2016년에 시작되는 $849억의 투자가 <표2016-20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까지 9년 동안에 걸쳐  매년 3%씩 증가되어 $1,075억에 

이르도록 합계 $8,624억의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 투자는 <표2016-2024>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9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7.03%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8,624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6,730억 보다 $1,894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1,894억 부분만 실제로 



- 16 -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16         849    12,065 7.03
2017         874    12,427 7.03
2018         901    12,799 7.03
2019         928    13,183 7.03
2020         955    13,579 7.03
2021         984    13,986 7.03
2022      1,014    14,406 7.03
2023      1,044    14,838 7.03
2024  30,531   24,048    16,152   8,076    6,730      1,075    15,283 7.03

     합계       8,624 

발생한 소모된 비용이며, $6,730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24년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 자본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표2016-24> 2016-24년, 9년간 자본조성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16년부터 2024년 까지 9년 동안 남측 GDP의 7.03%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이 7.03% 가운데 2%는 위의 10년 조정기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나머지 5.03% 가운데 1%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된 

북한 지역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면서, 아주 낙후된 

개도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나머지 GDP의 4.03%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2%는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하자는 의도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즉, 이 두 가지,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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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의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에게 세금과 국채 매입의 합계가 되는 4.03%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칫 역진세와 같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의 10년 조정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의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16-2023년, 8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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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2016-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목표연도인 2023년 통일한국,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29,620로 나타난다.

② 2023년 북측 예상인구는 23.963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와 남측 1인당 GDP를 동일 수준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29,620* 23,963 백만 = $7,098억 이 된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7,098억 * 2.2 =$15,615억 의 자금이 필요하다.

③ 여기에서 그 1/2 을 목표로 삼는다면,

        $15,615억 * 1/2 = $7,808억 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 

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7,808억 * 5/6 = $6,506억 이 된다.

⑤ 이를 근거로 소득 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6,506억

∑
8

i=1
1.03

i-1
∙(1-0,067)

8-i

(i=1,2,...,8)

      =$911억

즉, 2016년에 시작되는 $911억의 투자가 <표2016-20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까지 8년 동안에 걸쳐  매년 3%씩 증가되어 $1,121억에 

이르도록 합계 $8,103억의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 투자는 <표2016-2023>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7.55%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8,103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6,506억 보다 $1,597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까지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1,597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된 비용이며, $6,506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조성된 자본의 크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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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16         911    12,065 7.55
2017         939    12,427 7.55
2018         967    12,799 7.55
2019         996    13,183 7.55
2020      1,026    13,579 7.55
2021      1,056    13,986 7.55
2022      1,088    14,406 7.55
2023  29,620   23,963    15,615   7,808     6,506      1,121    14,838 7.55

     합계      8,103 

<표2016-23> 2016-23년, 8년간 자본조성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16년부터 2023년 까지 8년 동안 남측 GDP의 7.55%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이 7.55% 가운데 2%는 위의 10년이나 9년 조정기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그 7.55% 가운데 1% 정도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된 

북한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기도 하고, 아주 낙후 한 

개도국이라는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나머지인 GDP 4.55%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2%는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하자는 의도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한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즉, 이 두 가지,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를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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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과 국채 매입의 합계가 되는 4.5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의 10년이나 9년 조정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한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의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4. 조정기간별 부담과 조달방안 요약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2015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에 있어서, 3가지 

다른 조정기간에 자본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통일비용의 부담률을 정리 

요약해 보고 각각에 대한 적절한 조달 방안을 구상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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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연도
 조정

 기간

북측 자본 축적

을 위하여,  남측 

예상  GDP 대비

매년 투자 비율

             조  달  방  안

군 비 감 축 으

로 충당 되

는 부분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직접 

 징수하는 부분

국 제 금 융

기 관 에 서 

장 기 저 리 

차관 유치  세금  국채

2016-2025  10년      6.63%     2%  1.815%  1.815%   1%
2016-2024   9년      7.03%     2%    2%  2.03%   1%
2016-2023   8년      7.55%     2%    2%  2.55%   1%

<표1> 2015년 통일 가상의 경우, 조정기간별 조달방안 요약

 

 즉 조정기간이 단축될수록 매년 GDP대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에 따라 남측 국민들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될 부분의 비중도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정을 조속히 끝내려면 그 대신 매년 투자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정기간의 길이와 부담률의 크기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거나 남측 국민들의 직접세가 2%를 초과 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9년 조정기간의 경우나 

8년 조정기간의 경우에도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그 나머지는 

국채 형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는 일차적으로 통일의 시점을 2015년으로 가상해 본 것이나, 사실상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급격히 올 수도 있고, 또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지 여러 다른 경우를 상정해 보고 그에 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진로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B. 2020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 통일비용

다음으로는 2020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상하고, 이상의 계산과정에 

따라, 그 이듬해인 2021년부터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1.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21-2030년, 10년 기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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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21-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30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35,694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30년 북측 예상인구는 24.56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35,694* 24.56백만 = $8,766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8,766억 * 2.2 =$19.286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19,286억 * 1/2 = $9,643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9,643억 * 5/6 = $8,036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8,036억

∑
5

i=1
1.03

i-1
∙(1-0.067)

10-i
+ ∑

10

i=6
1.03

4
∙1.025

i-5
∙(1-0.067)

10-i

( i=1,...5,6,...,10)

=$932억
 즉, 2021년에 시작되는 $932억의 투자가 <표2021-20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2025년까지는 매년 3%씩, 그 

이후에는 매년 2.5%씩 증가되면서 $1,187억 에 이르도록 합계 $10,604억을 

투입하여, 목표 연도인 2030년에는 결과적으로 총 $8,036억의 자본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투자는 <표2021-2030>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6.66%에 해당 되는 크기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10,604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8,036억 보다 $2,568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자본형성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되는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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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

액/ GDP 

비율(%)

2021      932  13,986 6.66
2022      960  14,406 6.66
2023      989  14,838 6.66
2024   1,019  15,283 6.66
2025   1,049  15,742 6.66
2026   1,076  16,135 6.66
2027   1,103  16,538 6.66
2028   1,130  16,952 6.66
2029   1,158  17,376 6.66
2030  35,694   24,560    19,286   9,643    8,036   1,187  17,810 6.66
합계  10,604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에 이르기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2,568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성 비용이며, $8,036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31년도 이후 계속하여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자본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감가상각에 의한 소모성 비용도 그냥 

증발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북측주민들의 생산량과 소득이 

증대되는데 기여하고 마모되어 없어진 부분이다.

<표2021-30> 2021-2030년, 10년간 자본조성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두를 합쳐 통일비용이라 

부르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액수의 크기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소요 자금” 의 성격인 것이다.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21년부터 2030년 까지 10년 동안 남측 GDP의 6.66%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여기에서 소요되는 6.66% 가운데 2%는, 위의 전제조건 가 1의 ‘바’에 

따라, 주변 열강의 협조 아래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나머지 4.66% 가운데 1%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이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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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면서, 아주 낙후된 개도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그 나머지인 GDP의 3.66%에 해당하는 금액은 불가피하게 남측 국민 

총소득 가운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대략 절반은 세금의 형태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세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별 3.66%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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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상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망해 보면, 통일 후 10년에 걸쳐 북측 주민들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주도록, 남북 측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조정하기로 한다면, 남측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통일 비용은 현실적으로 3.66%의 징수에 응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 

가운데 절반은 세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국채 매입 형태로 하여 

추후에 불변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불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없다고 

결론짓고 통일을 단념하고 마는 것은 옳은 판단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경제가 IMF 사태에 이르는 

지경을 당했을 때, 국민 소득이 위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GDP대비 3.66%의 

부담 정도가 아니라 전체 GDP의 40% 만큼이나 일시에 곤두박질 쳤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약 5년에 걸쳐 그 난관을 돌파해 내었던 자랑스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40% 정도 규모 크기를 매년 조금씩 모두 10년에 걸쳐 나누어 치러 

내는 것은 IMF 당시 일시에 받았던 충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리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없이 

사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막대한 기회비용으로서의 분단 비용이 해소되는 

이득에 더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이득을 망라하는 통일편익의 규모와 

비교하여 본다면 그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산결과와 분석은, 북한이 여하한 이유 때문이든 어느 

순간에 붕괴되거나 해체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체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위에 제시된 조달방안에 따라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이 난관을 충분히 타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는 소득조정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남측 국민 

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득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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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9년으로 하는 경우와 8년으로 단축하는 경우를 각각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기로 한다.

    2.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21-2029년, 9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21-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29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34,807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29년 북측 예상인구는 24.474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34,807* 24.474백만 = $8,519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8,519억 * 2.2 =$18,741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18,741억 * 1/2 = $9,371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9,371억 * 5/6 = $7,809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7,809억

∑
5

i=1
1.03 i-1∙(1-0.067) 9-i + ∑

9

i=6
1.03 4∙1.025 i-5∙(1-0.067) 9-i

(i=1,...,5,6,..,9)

=$992억

즉, 2021년에 시작되는 $992억의 투자가 <표2021-20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9년까지 9년 동안에 걸쳐 2025까지는 매년 3%씩, 그 이후 

2029년까지 매년 2.5%씩 증가되어 $1,232억에 이르기까지 합계 

$10,018억의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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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1          992    13,986 7.09
2022       1,022    14,406 7.09
2023       1,052    14,838 7.09
2024       1,084    15,283 7.09
2025       1,116    15,742 7.09
2026       1,144    16,135 7.09
2027       1,173    16,538 7.09
2028       1,202    16,952 7.09
2029  34,807   24,474    18,741   9,371    7,809      1,232    17,376 7.09

     합계      10,018 

 이 투자는 <표2021-2029>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9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7.09%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10,018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7,809억 보다 $2,209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2,209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된 비용이며, $7,809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30년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 자본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2021-2029년  9년간 자본조성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21년부터 2029년 까지 9년 동안 남측 GDP의 7.09%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이 7.09% 가운데 2%는 위의 10년 조정기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나머지 5.09% 가운데 1%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된 

북한 지역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면서, 아주 낙후된 

개도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나머지 GDP 4.09%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2%는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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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하자는 의도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에게 세금과 국채 매입의 합계가 되는 4.0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의 10년 조정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의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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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21-2028년, 8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21-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목표연도인 2028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33,941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28년 북측 예상인구는 24.388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33,941* 24.388백만 = $8,278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8,278억 * 2.2 =$18,210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18,210억 * 1/2 = $9,105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9,105억 * 5/6 = $7,588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7,588억

∑
5

i=1
1.03

i-1
∙(1-0,067)

8-i
+ ∑

8

i=6
1.03

4
∙1.025

i-5
∙(1-0.067)

8-i

(i=1,...,5,6,.,8)

=$1,068억

즉, 2021년에 시작되는 $1,068억의 투자가 <표2021-20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8년까지 8년 동안에 걸쳐 2025까지는 매년 3%씩, 그 이후 

2028년까지 매년 2.5%씩 증가되어 $1,294억에 이르도록 합계 $9,457억의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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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1       1,068    13,986 7.63
2022       1,100    14,406 7.63
2023       1,133    14,838 7.63
2024       1,167    15,283 7.63
2025       1,202    15,742 7.63
2026       1,232    16,135 7.63
2027       1,263    16,538 7.63
2028  33,941   24,388    18,210   9,105    7,588       1,294    16,952 7.63
합계 9,457

 이 투자는 <표2021-2028>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7.63%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9,457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7,588억 보다 $1,869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1,869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된 비용이며, $7,588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29년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 자본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표2021-28> 2021-2028년, 8년간 자본조성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16년부터 2023년 까지 8년 동안 남측 GDP의 7.63%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이 7.63% 가운데 2%는 위의 10년이나 9년 조정기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그 7.63% 가운데 1% 정도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된 

북한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기도 하고, 아주 낙후 한 

개도국이라는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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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머지 GDP의 4.63%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2%는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하자는 의도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한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과 국채 매입의 합계가 되는 4.63%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의 10년이나 9년 조정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한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의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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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연도
 조정

 기간

북측 자본 축적

을 위하여,  남측 

예상  GDP 대비

매년 투자 비율

             조  달  방  안

군 비 감 축 으

로 충당 되

는 부분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직접 

 징수하는 부분

국제금융기

관에서 장

기 저리 차

관 유치  세금  국채

2021-2030  10년      6.66%     2%  1.83%  1.83%   1%
2021-2029   9년      7.09%     2%    2%  2.09%   1%
2021-2028   8년      7.63%     2%    2%  2.63%   1%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4. 조정기간별 부담과 조달방안 요약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2020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에 있어서, 3가지 

다른 조정기간에 자본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통일비용의 부담률을 정리 

요약해 보고 각각에 대한 적절한 조달 방안을 구상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2> 2020년 통일 가상의 경우, 조정기간별 조달방안 요약

 

 즉 조정기간이 단축될수록 매년 GDP대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에 따라 남측 국민들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될 부분의 비중도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정을 조속히 끝내려면 그 대신 매년 투자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정기간의 길이와 부담률의 크기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거나 남측 국민들의 직접세가 2%를 초과 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9년 조정기간의 경우나 

8년 조정기간의 경우에도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그 나머지는 

국채 형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 33 -

  C. 2025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 통일비용

다음에는 2025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상하고, 이상의 계산과정에 

따라, 그 이듬해인 2026년부터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1.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26-2035년, 10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26-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35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40,480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35년 북측 예상인구는 24.995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40,480* 24.995백만 = $10,118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10,118억 * 2.2 =$22,259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22,259억 * 1/2 = $11,130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11,130억 * 5/6 = $9,275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9,275억

∑
10

i=1
1.025

i-1
∙(1-0.067)

10-i
(i=1,2,...,10)

=$1,105억

 즉, 2026년에 시작되는 $1,105억의 투자가 <표2026-20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5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매년 2.5%씩 증가되면서 

$1,380억 에 이르기까지 합계 $12,379억을 투입하여, 목표 연도인 

2035년에는 결과적으로 총 $9,275억의 자본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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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6      1,105    16,135 6.85
2027      1,133    16,538 6.85
2028      1,161    16,952 6.85
2029      1,190    17,376 6.85
2030      1,220    17,810 6.85
2031      1,250    18,255 6.85
2032      1,281    18,712 6.85
2033      1,313    19,180 6.85
2034      1,346    19,659 6.85
2035  40,480   24,995    22,259 11,130    9,275      1,380    20,150 6.85

     합계      12,379 

 이 투자는 <표2026-2035>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6.85%에 해당 되는 크기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12,379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9,275억 보다 $3,104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자본형성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되는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에 이르기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3,104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성 비용이며, $9,275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36년도 이후 계속하여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자본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감가상각에 의한 소모성 비용도 그냥 

증발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북측주민들의 생산량과 소득이 

증대되는데 기여하고 마모되어 없어진 부분이다.

<표2026-35> 2026-2035년, 10년간 자본조성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두를 합쳐 통일비용이라 

부르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액수의 크기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소요 자금” 의 성격인 것이다.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26년부터 2035년 까지 10년 동안 남측 GDP의 6.85%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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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기에서 소요되는 6.85% 가운데 2%는, 위의 전제조건 가 1의 ‘바’에 

따라, 주변 열강의 협조 아래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나머지 4.85% 가운데 1%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이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면서, 아주 낙후된 개도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그 나머지인 GDP의 3.85%에 해당하는 금액은 불가피하게 남측 국민 

총소득 가운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대략 절반은 세금의 형태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세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별 3.8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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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상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망해 보면, 통일 후 10년에 걸쳐 북측 주민들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주도록, 남북 측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조정하기로 한다면, 남측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통일 비용은 현실적으로 3.85%의 징수에 응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 

가운데 절반은 세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국채 매입 형태로 하여 

추후에 불변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불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없다고 

결론짓고 통일을 단념하고 마는 것은 옳은 판단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경제가 IMF 사태에 이르는 

지경을 당했을 때, 국민 소득이 위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GDP대비 3.85%의 

부담 정도가 아니라 전체 GDP의 40% 만큼이나 일시에 곤두박질 쳤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약 5년에 걸쳐 그 난관을 돌파해 내었던 자랑스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40% 정도 규모 크기를 매년 조금씩 모두 10년에 걸쳐 나누어 치러 

내는 것은 IMF 당시 일시에 받았던 충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리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없이 

사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막대한 기회비용으로서의 분단 비용이 해소되는 

이득에 더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이득을 망라하는 통일편익의 규모와 

비교하여 본다면 그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산결과와 분석은, 북한이 여하한 이유 때문이든 어느 

순간에 붕괴되거나 해체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체의 경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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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위에 제시된 조달방안에 따라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이 난관을 충분히 타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는 소득조정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남측 국민 

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득조정 

기간을 9년으로 하는 경우와 8년으로 단축하는 경우를 각각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기로 한다.

    2.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26-2034년, 9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26-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34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39,475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34년 북측 예상인구는 24.908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39,475* 24.908백만 = $9,832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9,832억 * 2.2 =$21,631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21,631억 * 1/2 = $10,816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10,816억 * 5/6 = $9,013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9,013억

∑
9

i=1

1.025
i-1
∙(1-0.0067)

9-i

(i=1,2,...,9)

=$1,1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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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6      1,163    16,135 7.21
2027      1,192    16,538 7.21
2028      1,222    16,952 7.21
2029      1,252    17,376 7.21
2030      1,283    17,810 7.21
2031      1,316    18,255 7.21
2032      1,348    18,712 7.21
2033      1,382    19,180 7.21
2034  39,475   24,908    21,631 10,816    9,013      1,417    19,659 7.21

    합계      11,574 

즉, 2026년에 시작되는 $1,163억의  투자가 <표2026-20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4년까지 9년 동안에 걸쳐 매년 2.5%씩 증가되어 $1,417억에 

이르기까지 합계 $11,574억의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 투자는 <표2026-2034>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9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7.21%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11,574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9,013억 보다 $2,561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2,561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된 비용이며, $9,013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35년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 자본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표2026-34> 2026-2034년, 9년간 자본조성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26년부터 2034년 까지 9년 동안 남측 GDP의 7.21%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이 7.21% 가운데 2%는 위의 10년 조정기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나머지 5.21% 가운데 1%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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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된 

북한 지역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면서, 아주 낙후된 

개도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나머지 GDP의 4.21%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2%는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하자는 의도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에게 세금과 국채 매입의 합계가 되는 4.0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의 10년 조정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의 의미에서 볼 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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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26-2033년, 8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26-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33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38,494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33년 북측 예상인구는 24.82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38,494* 24.82백만 = $9,554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9,554억 * 2.2 =$21,019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21,019억 * 1/2 = $10,510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10,510억 * 5/6 = $8,758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8,758억

∑
8

i=1

1.025
i-1
∙(1-0.067)

8-i

(i=1,2,...,8)

=$1,2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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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6      1,251    16,135 7.75
2027      1,282    16,538 7.75
2028      1,314    16,952 7.75
2029      1,347    17,376 7.75
2030      1,381    17,810 7.75
2031      1,415    18,255 7.75
2032      1,450    18,712 7.75
2033  38,494   24,820    21,019 10,510   8,758      1,487    19,180 7.75

    합계      10,926 

즉, 2026년에 시작되는 $1,251억의 투자가 <표2026-20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3년까지 매년 2.5%씩 증가되어 $1,487억에 이르도록 합계 

$10,926억의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 투자는 <표2026-2033>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7.75%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10,926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8,758억 보다 $2,168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2,168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된 비용이며, $8,758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34년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 자본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표2026-33> 2026-2033년, 8년간 자본조성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26년부터 2033년 까지 8년 동안 남측 GDP의 7.75%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이 7.75% 가운데 2%는 위의 10년이나 9년 조정기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그 7.75% 가운데 1% 정도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된 

북한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기도 하고, 아주 낙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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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이라는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나머지 GDP의 4.75%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2%는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하자는 의도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한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과 국채 매입의 합계가 되는 4.7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의 10년이나 9년 조정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의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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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연도
 조정

 기간

북측 자본 축적

을 위하여,  남측 

예상  GDP 대비

매년 투자 비율

             조  달  방  안

군 비 감 축 으

로 충당 되

는 부분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직접 

 징수하는 부분

국 제 금 융

기 관 에 서 

장 기 저 리 

차관 유치  세금  국채

2026-2035  10년      6.85%     2%  1.925%  1.925%   1%
2026-2034   9년      7.21%     2%    2%  2.21%   1%
2026-2033   8년      7.75%     2%    2%  2.75%   1%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나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4. 조정기간별 부담과 조달방안 요약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2025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에 있어서, 3가지 

다른 조정기간에 자본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통일비용의 부담률을 정리 

요약해 보고 각각에 대한 적절한 조달 방안을 구상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 2025년 통일 가상의 경우, 조정기간별 조달방안 요약

 

 즉 조정기간이 단축될수록 매년 GDP대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에 따라 남측 국민들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될 부분의 비중도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정을 조속히 끝내려면 그 대신 매년 투자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정기간의 길이와 부담률의 크기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거나 남측 국민들의 직접세가 2%를 초과 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9년 조정기간의 경우나 

8년 조정기간의 경우에도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그 나머지는 

국채 형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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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2030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 통일비용

다음에는 2030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상하고, 이상의 계산과정에 

따라, 그 이듬해인 2031년부터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1.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31-2040년, 10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31-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40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45,899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40년 북측 예상인구는 25.438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45,899* 25.438백만 = $11,676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11,676억 * 2.2 =$25,687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25,687억 * 1/2 = $12,843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12,843억 * 5/6 = $10,703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10,703억

∑
10

i=1

1.025
i-1
∙(1-0.067)

10-i

(i=1,2,...,10)

=$1,262억

 즉, 2031년에 시작되는 $1,262억의 투자가 <표2031-20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0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매년 2.5%씩 증가되면서 

$1,578억 에 이르기까지 합계 $14,138억을 투입하여, 목표 연도인 

2040년에는 결과적으로 총 $10,703억의 자본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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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31      1,262    18,255 6.91
2032      1,294    18,712 6.91
2033      1,326    19,180 6.91
2034      1,359    19,659 6.91
2035      1,393    20,150 6.91
2036      1,428    20,654 6.91
2037      1,463    21,171 6.91
2038      1,500    21,700 6.91
2039      1,538    22,242 6.91
2040  45,899   25,438    25,687 12,843  10,703      1,576    22,798 6.91

     합계      14,138 

 이 투자는 <표2031-2040>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6.91%에 해당 되는 크기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14,138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10,703억 보다 $3,435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자본형성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되는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에 이르기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3,435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성 비용이며, $10,703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41년도 이후 계속하여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자본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감가상각에 의한 소모성 비용도 

그냥 증발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북측주민들의 생산량과 소득이 

증대되는데 기여하고 마모되어 없어진 부분이다.

<표2031-40> 2031-2040년, 10년간 자본조성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두를 합쳐 통일비용이라 

부르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액수의 크기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소요 자금” 의 성격인 것이다.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31년부터 2040년 까지 10년 동안 남측 GDP의 6.91%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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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기에서 소요되는 6.91% 가운데 2%는, 위의 전제조건 가 1의 ‘바’에 

따라, 주변 열강의 협조 아래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나머지 4.91% 가운데 1%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이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면서, 아주 낙후된 개도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그 나머지인 GDP의 3.91%에 해당하는 금액은 불가피하게 남측 국민 

총소득 가운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대략 절반은 세금의 형태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세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별 3.91%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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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상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망해 보면, 통일 후 10년에 걸쳐 북측 주민들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주도록, 남북 측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조정하기로 한다면, 남측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통일 비용은 현실적으로 3.91%의 징수에 응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 

가운데 절반은 세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국채 매입 형태로 하여 

추후에 불변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불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없다고 

결론짓고 통일을 단념하고 마는 것은 옳은 판단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경제가 IMF 사태에 이르는 

지경을 당했을 때, 국민 소득이 위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GDP대비 3.91%의 

부담 정도가 아니라 전체 GDP의 40% 만큼이나 일시에 곤두박질 쳤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약 5년에 걸쳐 그 난관을 돌파해 내었던 자랑스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40% 정도 규모 크기를 매년 조금씩 모두 10년에 걸쳐 나누어 치러 

내는 것은 IMF 당시 일시에 받았던 충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리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없이 

사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막대한 기회비용으로서의 분단 비용이 해소되는 

이득에 더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이득을 망라하는 통일편익의 규모와 

비교하여 본다면 그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산결과와 분석은, 북한이 여하한 이유 때문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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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에 붕괴되거나 해체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체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위에 제시된 조달방안에 따라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이 난관을 충분히 타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는 소득조정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남측 국민 

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득조정 

기간을 9년으로 하는 경우와 8년으로 단축하는 경우를 각각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기로 한다.

    2.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31-2039년, 9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31-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39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44,761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34년 북측 예상인구는 25.349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44,761* 25.349백만 = $11,346억 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11,346억 * 2.2 =$24,962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24,962억 * 1/2 = $12,481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12,481억 * 5/6 = $10,401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10,401억

∑
9

i=1

1.025
i-1
∙(1-0.067)

9-i

(i=1,2,...,9)

=$1,3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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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31      1,342    18,255 7.35
2032      1,375    18,712 7.35
2033      1,410    19,180 7.35
2034      1,445    19,659 7.35
2035      1,481    20,150 7.35
2036      1,518    20,654 7.35
2037      1,556    21,171 7.35
2038      1,595    21,700 7.35
2039  44,761   25,349    24,962 12,481  10,401      1,635    22,242 7.35

    합계      13,357 

즉, 2031년에 시작되는 $1,342억의  투자가 <표2031-20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9년까지 9년 동안에 걸쳐 매년 2.5%씩 증가되어 $1,635억에 

이르기까지 합계 $13,357억의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 투자는 <표2031-2039>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9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7.35%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13,357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10,401억 보다 $2,956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2,956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된 비용이며, $10,401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40년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 자본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표2031-39> 2031-2039년, 9년간 자본조성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31년부터 2039년 까지 9년 동안 남측 GDP의 7.35%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이 7.35% 가운데 2%는 위의 10년 조정기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리고 나머지 5.35% 가운데 1%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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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면서, 아주 낙후된 

개도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나머지 GDP의 4.35%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2%는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하자는 의도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에게 세금과 국채 매입의 합계가 되는 4.3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의 10년 조정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의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 51 -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북측 자본 형성을 위한 2031-2038년, 8년 기간의 경우

     가. 통일비용 산출

 아래의 <표2031-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38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43,652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38년 북측 예상인구는 25.26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43,652* 25.26백만 = $11,026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11,026억 * 2.2 =$24,258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24,258억 * 1/2 = $12,129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12,129억 * 5/6 = $10,108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10,108억

∑
8

i=1

1.025
i-1
∙(1-0.067)

8-i

(i=1,2,...,8)

=1,4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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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31      1,443    18,255 7.91
2032      1,480    18,712 7.91
2033      1,517    19,180 7.91
2034      1,554    19,659 7.91
2035      1,593    20,150 7.91
2036      1,633    20,654 7.91
2037      1,674    21,171 7.91
2038 43652 25260 24258 12129 10108      1,716    21,700 7.91

    합계      12,610 

즉, 2031년에 시작되는 $1,443억의 투자가 <표2031-20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8년까지 매년 2.5%씩 증가되어 $1,716억에 이르도록 합계 

$12,610억의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 투자는 <표2031-2038>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7.91%에 해당 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총투자(Gross Investment)의 합계 $12,610억의 크기는 그동안 조성된 자본 

$10,108억 보다 $2,502억 이 더 크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 때문인 것이다. 실인즉 통일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 

조정 마감 연도까지 이 총투자 가운데, 바로 이 $2,502억 부분만 실제로 

발생한 소모된 비용이며, $10,108억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2039년 생산 활동에 투입 될, 실물 자본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표2031-38> 2031-2038년, 8년간 자본조성

     나. 소요자본 조달 방안

 그렇다면 2031년부터 2038년 까지 8년 동안 남측 GDP의 7.91%에 해당 

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다.

① 이 7.91% 가운데 2%는 위의 10년이나 9년 조정기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춤으로써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 53 -

② 그리고 그 7.91% 가운데 1% 정도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일부가 된 

북한이 통일의 시기까지는 사실상 독립 국가이기도 하고, 아주 낙후 한 

개도국이라는 현실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나머지 GDP의 4.91%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가운데 2%는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발행 연도별로 

15년 거치 후 무이자로 하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상환하는 

국채 형태로 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하자는 의도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에 활동한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통일비용을 부담한 자로부터, 추후 

바로 그 국채상환을 위하여 재차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즉 국채매입과 상환을 위한 세금부담 회수의 

합이, 각자 통산하여 남북소득조정기간 연수와 같게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채는 만기 이전 거래는 불허하는 것이 물가상승 압력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누진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과 국채 매입의 합계가 되는 4.91%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칫 역진세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의 10년이나 9년 조정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 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북측지역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위의 장기차관과 별개의 항목)으로 우선 해결을 한다. 이 

차관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통일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인즉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즉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의 의미에서 볼 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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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연도
 조정

 기간

북측 자본 축적

을 위하여,  남측 

예상  GDP 대비

매년 투자 비율

             조  달  방  안

군 비 감 축 으

로 충당 되

는 부분

 남측 국민들로

 부터 직접 

 징수하는 부분

국 제 금 융

기 관 에 서 

장 기 저 리 

차관 유치  세금  국채

2031-2040  10년      6.91%     2%  1.955%  1.955%   1%
2031-2039   9년      7.35%     2%    2%  2.35%   1%
2031-2038   8년      7.91%     2%    2%  2.91%   1%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인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북측 주민의 소득 증대의 실현은 이미 그 

안에 내포 되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아니한 셈이다. 단지 제반 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위에 

열거한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조달 방안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는 할지라도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4. 조정기간별 부담과 조달방안 요약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2025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에 있어서, 3가지 

다른 조정기간에 자본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통일비용의 부담률을 정리 

요약해 보고 각각에 대한 적절한 조달 방안을 구상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4> 2030년 통일 가상의 경우, 조정기간별 조달방안 요약

 

 즉 조정기간이 단축될수록 매년 GDP대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에 따라 남측 국민들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될 부분의 비중도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정을 조속히 끝내려면 그 대신 매년 투자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정기간의 길이와 부담률의 크기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거나 남측 국민들의 직접세가 2%를 초과 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9년 조정기간의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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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자본

축적기간

 총투자 누계

    (Ig)

  (단위: 억 달러)

 축적된 자본

   (△K)

 (단위: 억 달러)

  총투자의 

 자본조성에 

 기여한 비율

   (△K/Ig)
2016-2025    9,171     6,962     76.0%
2021-2030   10,604     8,036     75.8%
2026-2035   12,379     9,275     75.0%
2031-2040   14,138    10,703     75.7%

8년 조정기간의 경우에도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그 나머지는 

국채 형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E. 자본조성과 총투자

북측지역의 자본조성을 위하여 통일 후 10년 기간에 걸친 총투자의 누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5> 총투자의 자본조성 비율

통일 후 10년 기간에 걸친 총투자의 결과물로 남게 될 조성된 자본은 같은 

기간 총투자 누계 규모의 약 3/4 에 해당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소모된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부분은, 북측 주민들이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남측 주민 소득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소득을 만들어 주는데 기여하고 소멸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북측 주민들도 

통일한국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 아무 의미 없이 증발해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F. 계산결과 종합 및 시사점

이제까지 통일 시기를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보고, 소득조정기간을 달리 

설정하여 계산해 본 다음, 각각의 경우에 가능한 조달방안들을 강구해 

보았다. 이것들을 다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 <표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표6>에서 보면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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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기로 한다면, GDP 대비 국민 직접 

부담률은 세금과 국채 매입이 각각 1.815%에서 1.955%로 각각의 경우에 

모두 GDP 대비 2% 이내로 그리고 세금 국채 양자 합계 4% 이내로 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IMF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의 GDP 추락은 

일시에 40%에 이르게 되었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왔던 자랑스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통일비용은 

일시에 40%가 아니고 10년에 걸쳐 나누어 총 40%인데, IMF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이 이 정도를 겁내어 통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다.

이상의 모든 추산 결과를 종합 정리해 보면, 첫째로 남북통일은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되면 큰 낭패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과 걱정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즉 “우리가 힘을 비축해 가면서, 통일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떠하던 간에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여러 다른 시기의 통일을 비교 분석해 볼 때, 통일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GDP 대비 상대적 부담 비율이 적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는 통일을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힘을 비축해나가야 된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말이며, 그러한 주장의 허구성을 명백히 보여 준다.

셋째로, 이번의 연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새로이 나타나게 부분은, 남북 

간의 소득 조정기간을 10년보다 짧게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이 난관을 극복하기가 힘에 겨울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태여 

억지로 10년 보다 단축시키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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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기간

통일시기
 10년  9년  8년

   2015년
세금  1.815 2 2

국채  1.815 2.03 2.55

   2020년
세금 1.83 2 2

국채 1.83 2.09 2.63

   2025년
세금  1.925  2 2

국채  1.925 2.21 2.75

   2030년
세금  1.955 2 2

국채  1.955 2.35 2.91

<표6> 통일시기별, 소득조정기간별 GDP 대비 국민 직접 부담률

                                                 (GDP 대비 % )

VI. 통일편익

  A. 통일비용의 실체 파악과 통일편익의 재인식

이제까지 주로 통일비용 차원에 주의가 집중되다 보니 통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통일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이 미흡했다는19) 면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통일비용의 내용에 관하여 일반국민에게 그 참 모습이 잘 전달되지 

못한 관계로 통일비용이라하면 곧 천문학적 단위의 비용이라는 선입견이 

자리 잡게 되었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 내지 심지어 두려운 

느낌마저 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 통일비용은 절대치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통일 당시 소득 대비 부담능력과 비교를 해 볼 때 그 규모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통일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과 비교해 보아야 

그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득(Gains)의 총누적합이, 통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내지 

소요자금과 대비될 때, 실리적인 면에서 통일의 유 불리와 필요성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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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통일편익의 개념

본 논문에서 통일편익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고자 한다. 

통일편익이란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득(Gains)의 

총누적합(總累積合)으로서,

(가) 통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성격을 가진 분단비용이, 소멸하는 

형태의 이득,

(나) 통일비용 투입관련 하에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

(다) 통일 후 장구한 세월 속에 나타나게 될 이득

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D       (가)      R      (나)       A

                  R                  (다)                 F

R: 통일 시점

DR: 분단 상태의 시기

RA: 통일 후 북측 소득 제고를 위한 계획된 소득조정기간

RF: 통일 이후 펼쳐지게 되는 장구한 세월

위에 열거한 통일편익의 종류 가운데, 

(가)는 위의 그림에서 DR 구간에 존재하던, 분단으로 인한 기회비용인 바, 

통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소멸함으로 더 이상 그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의 이득을 말한다. 즉 부(負)의 크기가 소멸하여 영(零)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득을 의미한다.

(나)는 RA 구간에 나타나게 될 경제적 이득으로서, 통일 직후 남북 간의 

소득격차 감축을 위하여, 당시 남측 GDP의 약 7%에 해당하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실물 자본을 남측에서 생산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말한다.     

(다)는 통일이 이룩되어 분단국가로부터 통일 국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 얻게 

되는 유형무형의 모든 이득을 말한다. 

 

위의 (나)와 (다)는 모두 통일 후의 일들인데 구태여 (나)를 (다)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구분하여 다루는 이유는, 첫째 (나)의 경우는 특히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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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는 가운데 부수하는 

경제적 이득인데 비하여, (다)는 통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응당 따라오게 

되는 이득이라 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둘째 (나)의 경우는 통일비용을 

투입한 데 따라 직접적으로 귀결되는 경제적 이득임으로, 통일비용 부담의 

규모와 직접 대비해 볼 수 있는 의미의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편익의 의미를 다시 말해 본다면,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분단 

상태로부터 유발되는 불편 불안, 불이익, 손해, 손실 등 일체의 

분단비용(Negative Aspects) 발생 현상이 소멸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득과, 그리고 통일 이후 통일 마무리 작업과 직접 관련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이득과, 통일 이후 모든 시기에 걸쳐, 통일에 수반하여 제 

분야에 있어서 편리함, 편의성, 이득, 이익, 이윤의 생성, 발생, 그리고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성장, 경제발전, 자본축적, 국력신장,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 등, 보탬이 되는 측면(Positive Aspects)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득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것으로 한다. 

한마디로, 통일편익이란 통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이득(Gains)의 총 

누적합인 것이다.

다음에는 통일편익 정의에 있어 (가) 관련 부분의 내용인 분단비용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C. 분단비용

    1. 분단비용의 개념

 분단비용이라 함은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을 일컫는다. 보다 상세하게 표현한다면,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는 정부지출의 형태 등으로 치르게 되는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는 기회 가운데 

최고 가치로서의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을 합산한 전체적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크기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2. 분단비용의 구체적 내용

분단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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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들이 따른다.  

       가. 명시적 비용

① 위의 통일비용 추산 전제조건 가 1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후 

주변 강국들의 공동 협조와 양해 아래 남북통일 후 소득조정 기간 동안 

통일국가의 군비지출을 GDP대비 1%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남한이 

근래 상당 기간에 걸쳐 군비지출을 GDP의 3%선을 유지해 왔다고 할 때, 이 

가운데 2%에 해당하는 부분의 군비지출 감축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는 

외형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종의 명시적 기회비용인 것이다.

②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남측의 입장에서는, 대륙으로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비를 포함한 제반 물류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③ 서울에서 중국 길림성이나 흑룡강성 방면으로는 직선 비행을 하지 

못하고 대련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④ 남측 주민들의 금강산 관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비싼 이유는,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소요되는 이상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현금으로 직접 지출되는 웃돈이 역시 분단에 따르는 

명시적 비용의 한 종류인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북한 측의 이득이 되기는 한다.

      나. 암묵적 비용

 분단비용에 있어서 암묵적 비용 가운데에는 경제적으로 직접 관련 

부분으로서, 용이하게 계산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그리고 

화폐단위로 용이하게 환산하기 어려운 비경제적인 분야에서의 기회비용 

등이 있다. 우리는 사실상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a. 경제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손실

  ① 군 병력의 상당부분을 산업 인력화 하여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② 남북 지역 간, 자원의 보완성을 살릴 수 없다.

북측 지역에는 남측에 비하여 천연자원이 비교적 풍부함으로, 생산함수에 

있어서의 보완성에 따르는 생산량의 증가를 얻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가까운 예로서, 농업분야에서 화학비료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북측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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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운데 순환 유기농법 체계도입으로20)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③ 남북의 경제권역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남북이 통일되어 단일한 큰 국내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수요량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되어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을 터인데,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되는 손실이 존재한다.  

  ④ 각종 과학기술의 보완적인 이점을 살릴 수 없다.

    기초과학 가운데 북측에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남측의 

시장성 관련 노하우와 배합 시킬 때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상실한다. 

  ⑤ 아름다운 해안과 산천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흉물스런 철조망으로 막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얻는 만족도를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긴장감을 야기 

시키며, 또한 관광산업을 통하여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

  ⑥ 금강산은 명시적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관광이 가능하지만, 백두산 등 

북측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명승지는 가 볼 수조차 없다. 이러한 관광자원

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만족도를 얻을 수 없는 부분도 분단 때문에 치르는 

기회비용의 한 형태인 것이다.

   ⑦ 남북대결 구도에 따르는 불안정성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⑧ 또한 이러한 불안정성에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b. 비경제적 분야에 있어서의 손실

비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남북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손실과 고통 

그리고 불이익이 되고 있는 현상들을 살펴본다.

  ① 이산가족의 통한, 고통, 고난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손실인 

것이다.

  ② 항시 잠재하고 있는 남북 간의 무력 충돌에 따르는 인명살상은 개별적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서 극한적인 손실이며,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귀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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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손실인 것이다. 

  ③ 우리는 늘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실은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대치로 말미암아 평시에도 일상생활에 긴장감이 

배어 있다. 이는 평화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 선진국의 안정된 생활과 비교해 볼 

때 비로소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막대한 

손실이다.

  ④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정부의 대국민 자유의 제약이 때때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실제 상황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한 권력 남용 때문일 수도 있다.

  ⑤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강건한 단일 국가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인  

    국력의 열세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외교적 불이익과 그와 관련된 제반 손    

    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⑥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국력의 열세와 불리한 입장 

때문에 민족자존의 당당한 자주적 노선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종종 

맞닥뜨리게 된다. 

이와 같이 그 속에 묻혀 생활하다 보면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일일이 따지고 보면 경제외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면에서 실로 

막대한 분단비용을 치르며 살고 있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3. 분단비용 산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비지출과 관련된 명시적 비용을 일단 GDP 대비 

2% 정도로 보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위에 열거한 수많은 암묵적 비용을 망라하는 모든 분단비용 가운데 

경제관련 비용, 그 중 우선 첫 번째 항목 한 가지에 관하여만 수량화하여 보기로 

한다.

 통일 후 조정기간을 포함하여 상당기간 동안,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위대 차원의 군 병력만  유지하게 된다면 남한의 병력을 

중심으로 볼 때 근래의 69만 가운데 10만 정예 병력만 기간 병력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산업 인력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군대의 하부 구조는, 통일 

초기에 산업 인력으로서의 생산성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는 북측지역 청년들로 

구성한다면 병력인원을 필요한 만큼 유지하는데 따르는 생산력 손실은 어느 



- 63 -

연도      남     여    전체
  남/전체

    (%)   

 57.23만/전체 

    (%)

2001   12,581   8,991   21,572   0.583    2.65

2002   11,044   9,225   21,169   0.522    2.70

2003   13,031   9,108   22,139   0.589    2.59

정도 도외시해도 관계없을 것이다. 이렇게 풀려난 59만의 인력은 즉시 산업 

일선에 투입이 되거나, 혹은 장래의 더 높은 생산성을 목표로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일생을 통하여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있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단순히 남한 전체 노동력 대비 비율로서 그 기여도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 감각을 추가하여, 59만 가운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3% 정도의 실업률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이 인력은 결국 57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최근 남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표7> 마지막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2.65%의 크기가 된다.  따라서 GDP가 이 비율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표7> 남한 취업인구

자료(제4열까지) : 여성부, 여성백서 2003, p.80.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남녀 간의 평균 생산성 차이조차 도외시한 

단순 계산 결과이다.   

 여기에서의 분석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분석 자료의 구분은 별도로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약 

2.65%의 총 산출량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루었다.

 위에서 분석된 군비감축에 따른 명시적 비용으로 GDP 대비 2%와, 

여기에서 살펴본 노동인력 증가에 따른 단 한 가지의 암묵적 비용만을 

합산한다 하여도, 대체로 GDP 대비 2% +2.65% = 4.65% 의 분단비용으로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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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가. 통일비용 규모와 분단비용(일부) 비교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비교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실성에 입각하여, 장차 

어느 시기에 있을 통일을 가상하고, 남북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계획했을 

때의 통일비용과 영구분단 상태에서의 분단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10년 기간을 택하는 이유는, 위의 통일비용 계산 결과에 따르면, 

세월이 경과하면서 통일 시기가 후일로 지연될수록 조정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따르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통일 후 남북 측 지역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경우,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을 통일 시기로 가상해 볼 경우, 통일비용이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약 $9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남측의 예상 

GDP 대비 6.6% 내지 6.9%에 해당된다. 

이것을 분단비용과 다시 비교해 보는 것이다.

분단비용은 통일 시점 이전 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회비용의 

성격인 것임으로, 가상의 통일 시점 이전에 발생해 온 분단비용은 일단 

제외시키고, 가상된 통일 시점을 놓고 그 이후에, 통일이 없는 경우에 어느 

만큼의 분단기회비용이 누적되겠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단기간을 무한대로 놓고 계산한다면 분단비용 또한 무한대의 크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세대의 의미가 있는 30년이라는 기간을 지속적 

분단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분단비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통일비용의 규모와 직접 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분단비용의 

종류가 무수히 많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우선 용이하게 손에 잡히는 두 

가지 종류의 분단비용부터 산출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위에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 소득 조정기간 

동안남측 GDP 대비 2% 군비지출 감축과 군 병력을 약 69만으로부터 

10만의 기간병력으로 하면서 군 하부 구조는 당분간 일반산업 생산성이 

저조한 북측 청년들로 보충하는 것으로 한다면 GDP 대비 2.65%의 효과를 

얻게 된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지출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GDP의 크기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직접 비교가 가능해 진다.

통일 이후의 GDP를 통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다음의 

계산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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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PV=
GDP

( 1+0.015)
i-1 i=1,2,3.......

GDP PV:각연도의GDP를 통일시점 현재가치로 환산
GDP : 2005년 불변가격 달러로 표시된 국내총생산

여기에서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의 조정률을 0.015로 설정한 것은, 

2000년대에 남한의 물가상승률이 매년 약 2.8%, 그리고 근래 시중은행에서 

근래 MMF 이자율이 약 4.3%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그 차이인 1.5%를 

적절한 크기로 간주하여 채택한 것이다.

남북 간의 소득조정기간으로 설정한 10년경과 후 나머지 20년 동안에는 

이전의 분단비용 규모의 절반만 분단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소득 조정기간 동안에는 군비를 1/3로 대폭 줄이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명분이 있겠으나 그 이후에는 군비지출이 조정기간에 비하여 높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즉 군비지출은 1% 감축, 군 병력 산업인력화 

기회비용은 이전 시기의 절반 1.325%로 설정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계산된 분단비용 일부와 통일비용의 현재가치 규모는 

아래의 <표8> 제9열과 제4열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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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계산 결과 분단비용(일부) 계산 결과

A B C D E F G H I

기간

GDP

현재

가치

합

통일

비용

부분

(B*C)

통일

비용

크기

기간

GDP

현재

가치

 합

분단

비용

부분

(F*G)

분단

비용

(일부)

크기

분단

비용

(일부)

크기

합계

분단.

통일

비용

크기

차이

(I-D)

2016-

2025
129,366 6.63%

 8,577 

2016-

2025
129,366  4.65% 6,016 

13,123   4,546 

2026-

2045
305,691 2.325% 7,107 

2021-

2030
148,838 6.66%

 9,912 

2021-

2030
148,838 4.65% 6,921 

14,931  5,019 
2031-

2050
344,502 2.325%  8,010 

2026-

2035
169,184 6.85%

11,589 

2026-

2035
169,184 4.65%    7,867 

16,837   5,248 
2036-

2055
385,805 2.325%  8,970 

2031-

2040
191,416 6.91%

13,227 

2031-

2040
191,416 4.65%    8,901 

18,886   5,659 
2041-

2060
429,467 2.325%  9,985 

<표8>분단비용(일부)과 통일비용의 크기 차이                          (단위: $억) 

<표8> 제9열에서 제4열을 뺀 계산결과는 마지막 열에서 볼 수 있는데, 통일 

시기가 언제이거나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차이는 $4,546억에서 $5.659억까지 통일시점이 늦추어 질수록 그 규모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분단기간을 30년 이후까지 연장시켜 무한대로 끌고 간다면, 이 두 

종류의 분단비용 만으로도 무한대에 근접하는 규모가 되는 것임으로 유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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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통일비용과의 비교는 그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양자 모두 동일기간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비교

이론적인 면에서, 또 다른 형태의 비교 방법으로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분단비용의 크기는 남북 분단 상태가 지속 될 때, 항상 지속적으로 

치룰 수밖에 없는 기회비용임으로, 이것과 직접 대비되는 통일비용 역시 

동일한 기간에 걸쳐 도출하게 되면, 결국 두 가지 비용 모두 동일한 길이의 

시간적 차원(Dimension)으로 표현됨으로 비교하기가 간편하고 용이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6년부터 30년, 그리고 2030년으로부터 역시 30년, 두 

기간에 걸친 통일비용을 위의 모든 경우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그 결과 아래의 <표2016-45>과 <표2031-60>을 얻게 된다.

       a.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통일비용 계산

         i) 2015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 통일비용

 우선 2015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상하고, 이상의 계산과정에 따라, 

그 이듬해인 2016년부터 소득조정기간을 30년에 걸친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아래의 <표2016-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45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52,037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45년 북측 예상인구는 25.889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52,037 * 25.889백만 = $13,472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13,472억 * 2.2 =$29,638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29,638억 * 1/2 = $14,819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14,819억 * 5/6 = $12,349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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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16         552    12,065 4.58
2017         569    12,427 4.58
2018         586    12,799 4.58
2019         603    13,183 4.58
2020         622    13,579 4.58
2021         640    13,986 4.58
2022         659    14,406 4.58
2023         679    14,838 4.58
2024         700    15,283 4.58
2025         721    15,742 4.58
2026         739    16,135 4.58
2027         757    16,538 4.58
2028         776    16,952 4.58
2029         795    17,376 4.58
2030         815    17,810 4.58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 1=
$12,349억

∑
10

i=1
1.03

i-1
∙(1-0.067)

30-i
+ ∑

30

i=11
1.03

9
∙1.025

i-10
∙(1-0.067)

30-i

(i=1,2,...,10,11,...,30)

=$552억

 즉, 2016년에 시작되는 $552억의 투자가 2045년까지 30년 동안에 걸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은 매년 3%씩,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2.5%씩 증가되면서 $1,181억에 이르기까지 합계 $25,196억을 투입하여, 

목표 연도인 2025년에는 결과적으로 총 $12,349억의 자본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투자는 30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4.58%에 해당 되는 것이다.

이시기에 형성된 자본 $12,349억이 총 투자 합계 $25,196억 보다 훨씬 

작은 이유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 때문이다. 

<표2016-45> 2016-2045년, 30년간 자본조성

                                    (각 형태 자본, 투자, GDP 단위: 2005년 불변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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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836    18,255 4.58
2032         856    18,712 4.58
2033         878    19,180 4.58
2034         900    19,659 4.58
2035         922    20,150 4.58
2036         945    20,654 4.58
2037         969    21,171 4.58
2038         993    21,700 4.58
2039      1,018    22,242 4.58
2040      1,044    22,798 4.58
2041      1,070    23,368 4.58
2042      1,096    23,953 4.58
2043      1,124    24,551 4.58
2044      1,152    25,165 4.58
2045 52,037 25,889 29,638 14,819 12,349      1,181    25,794 4.58

    합계      25,196 

        ii) 2030년 통일을 가상한 경우 통일비용

통일이 2030년에 이루어졌다고 가상하고, 이상 같은 계산방법으로, 그 

이듬해인 2031년부터 소득조정기간을 30년에 걸친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아래의 <표2031-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2060년 통일한국의 남 북측 지역 간 1인당 GDP 격차는 $70,289 

(2005년 불변가격 달러, 이하 모든 달러 표시 동일)로 나타난다.

② 2060년 북측 예상인구는 27.29백만 인임으로, 북측 1인당 GDP를 남측 

1인당 GDP와 동일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필요한 금액의 총액은:

       $70,289 * 27.29백만 = $19,182억이다.

여기에 자본산출량 비율 2.2를 곱하면,    

        $19,182억 * 2.2 =$42,200억의 자본조성 자금이 필요하다.

③ 만일 그 1/2 을 목표로 한다면, 

        $42,200억 * 1/2 = $21,100억이 된다.

④ 따라서 북측에 이미 존재하는 자본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소요자본의 크기를 계산하면:

        $21,100억 * 5/6 = $17,583억 이다.

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조정 개시 연도인 제1차 연도인 

2031년에 필요한  투입액 X1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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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31         852    18,255 4.66
2032         873    18,712 4.66
2033         895    19,180 4.66
2034         917    19,659 4.66
2035         940    20,150 4.66
2036         964    20,654 4.66
2037         988    21,171 4.66
2038      1,012    21,700 4.66
2039      1,038    22,242 4.66
2040      1,064    22,798 4.66
2041      1,090    23,368 4.66
2042      1,117    23,953 4.66
2043      1,145    24,551 4.66
2044      1,174    25,165 4.66
2045      1,203    25,794 4.66
2046      1,227    26,310 4.66
2047      1,252    26,836 4.66
2048      1,277    27,373 4.66
2049      1,302    27,921 4.66

X 1=
$17,583억

∑
15

i=1
1.025

i-1
∙(1-0.067)

30-i
+ ∑

30

i=16
1.025

14
∙1.02

i-15
∙(1-0.067)

30-i

(i=1,2,...,15,16,...,30)

=$852억

 즉, 2031년에 시작되는 $852억의 투자가 2060년까지 30년 동안에 걸쳐  

2031년부터 2045년까지 15년 동안은 매년 2.5%씩,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2%씩 증가되면서 $1,619억에 이르기까지 합계 $36,496억을 투입하여, 

목표 연도인 2060년에는 결과적으로 총 $17,583억의 자본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투자는 30년 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4.66%에 해당 되는 것이다.

<표2031-60> 2031-2060년, 30년간 자본조성

                                 (각 형태 자본, 투자, GDP 단위: 2005년 불변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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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연도

 남측 예상 GDP 대비

 매년 자본조성을 위한

 투자 비율

 2016-2045      4.58%

 2031-2060      4.66%

2050      1,329    28,479 4.66
2051      1,355   29,049 4.66
2052      1,382    29,630 4.66
2053      1,410    30,222 4.66
2054      1,438    30,827 4.66
2055      1,467    31,443 4.66
2056      1,496    32,072 4.66
2057      1,526    32,713 4.66
2058      1,557    33,368 4.66
2059      1,588    34,035 4.66
2060  70,289   27,290   42,200  21,100  17,583      1,619    34,716 4.66

    합계      36,496 

      b.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양자 모두 동일기간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비교 

위의 장기간에 걸친 통일비용을 다시 요약 정리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9> 장기적 차원에서의 통일비용

 위의 수 없이 많은 분단비용 항목 가운데 단지 두 가지만 합산할 경우에도 

각 연도 GDP 대비 4.65%가 되는데, 이것은, 2016년부터 혹은 2031년부터 

각각 30년간에 걸친 계산으로 산출된 통일비용 4.58%나 4.66% 보다 더 

크거나 거의 같은 부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해 볼 때, 어느 형태의 논리에 따라 비교해 보아도 그 결과는 

분단비용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인 단 두 가지만 가지고 계산해 보아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물론 분단비용을 모든 

분야로 넓혀서 경제적, 비경제적 모든 분단비용을 총 망라한다면, 

분단비용이 통일비용과는 그 기회비용으로서 손실의 크기가 비교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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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통일비용이 

경제적으로 우선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나, 

통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영구히 분단된 상태에서 평화공존만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단비용에 통일편익의 종류 (나)와 (다)까지 첨가한다면, 전반적인 

통일편익의 크기는 통일비용과의 차이를 더욱 더 벌려 놓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통일편익 종류 (나) 관련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D.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자본형성 과정에 부수하는 경제적 이득

남북 측 주민 간의 소득격차가 천지 차이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자본 형성을 하는 과정에

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남북 측의 입장이 

다르므로 이들을 각각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남측의 입장

     가. 통일 후 계획에 따라 북측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실물 자본을 조성하게 된다. 이 때 이 실물자본을 

“Buy Korean Products” 정책에 따라 조달하게 되면, 남측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특수효과(特需效果)의 혜택을 보게 된다.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7%에 해당하는 실물자본의 대부분을 남측에서 생산 공급하게 되면, 

이는 그 생산효과와 산업연관효과에 따라, 통일 후 10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경기 활성화를 통하여, 매년 10%를 초과하는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측의 입장에서만 정태적으로 개략적인 비교 계산을 

해 본다 하더라도, 남측 경제 본래의 장기적 성장 추세 3%, 현역 병력 

감축에 따라 생산인력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생산량 증가 2.65%, 

북측자본재 조달을 위한 GDP 대비 7% 공급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크기로 5.6%만 남측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줄잡아 본다 해도 모두 

합하여 GDP 대비 11.25%에 달한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또 한 번의 

도약으로 다시금 차원을 달리하는 장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한국전쟁과 월남전으로 인한 특수경기에 따라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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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보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나갔던 역사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통일 편익 가운데 이 부분만으로도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산되어 

나온 6.6%~6.9% 보다 훨씬 크다는 결과가 나온다. 

연간 경제성장률 10% 이상을 10년 이상 지속시켜 주게 될 이런 환상적인 

기회라면, 통일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을 확실하고 명백하게 

지적해 준다. 이는 통일이 가져다주는 특별 선물이며 축복인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될 줄 안다.

 

     나.  조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북측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자본축적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사실상 계속적으로 자본재 수요가 

이어질 것임으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탄탄한 총수요는 남측의 

경제 활황을 추세에 따라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북측지역의 

소득 증대에 따르는 소비재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생산재나 소비재를 

막론하고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그와 연관 선상에서 

나타나는 승수효과도 물론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북측의 입장

통일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들의 소득 수준은 거의 무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측 주민 소득수준의 절반에 이르는 꿈같은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 남북을 통틀어 전반적인 소득 평준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아사지경의 환경으로부터 일거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나라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가히 꿈같은 얘기이다. 식량이 

부족하여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생활수준으로 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인간다운 생활과 자유와 부를 

누릴 수 있는 딴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좀 더 나은 상태로 

가는 단순한 이득의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다른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3. 통일한국의 입장

통일 후 남북지역 간 분리관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국적인 경제적 동질

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 내개 될 제 분야에 있어

서의 체계 단일화와 함께, 명실 공히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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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 백년대계를 향한 희망의 새 출발선상에 서게 될 것이다.

  E. 통일 후 장기적 차원에서 나타나게 될 이득

다음에는, 통일편익의 종류 (다) 관련 위주로, 통일에 수반하여 직접적으로 

플러스(Positive) 형태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임으로, 여기에서도 역시 남북 측 각각의 

입장에서 우선 살펴본다면 이해관계가 보다 명확해 지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남과 북 각각의 입장에서 따로 살펴보고 난 다음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 보는 순서를 택하기로 한다.

    1. 북측 주민 입장에서의 이득

통일이 이룩되면 북측 권력자들이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대신에 북측 

주민들은 가히 지옥으로부터 인간세상으로의 부활이라고 부를만한 실로 

경천동지의 엄청난 변화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통일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들의 소득 수준은 거의 무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측 주민 소득수준의 절반에 이르는 꿈같은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 남북을 통틀어 전반적인 소득 평준화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아사지경의 환경으로부터 일거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나라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환상적인 일이다.  식량이 

부족하여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생활수준으로 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인간다운 생활과 부를 누릴 수 

있는 딴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좀 더 나은 상태로 가는 단순한 

이득의 차원이 아니다.  구체적인 이득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이득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임으로 이를 생략하는 편이 

나을 줄 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기형적 사상과 이념의 질곡 속에 얽매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부의 기회를 모두 박탈당한 채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생활 속에 헤매던 북측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히 

천지개벽이란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엄청난 변화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변화와 관련된 인구의 규모는 통일한국 전체 인구의 1/3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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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측 입장에서의 이득

     가. 통일이 이룩되면 유형무형의 막대한 분단비용은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득이 있다.

     나. 남측 지역의 경제성장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측지역의 

산출량 증가를 통하여 규모가 커진 경제력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영토와 인구를 확보하고 확실한 강국의 모습을 갖춘다.

     다. 북측에 소요되는 실물자본을 “Buy Korean” 정책에 따라 조달하게 

되면, 남측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특수효과(特需效果)의 혜택을 보게 된다.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GDP 의 7%에 해당하는 실물자본의 대부분을 

남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기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 조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북측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자본축적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자본재 수요가 이어질 것임으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탄탄한 총수요는 남측의 경제 활황을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 통일이 되면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제도를 전국에 걸쳐 시행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우리는 협소한 국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장경제체제에만 맡겨 놓으면 너무 크고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유일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북측에 사용권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형태의 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남측 

지역까지도 확대 시행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국 이를 활용하게 될 

남측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며, 일반 

국민들은 왜곡된 소득 재분배의 불공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바. 대륙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려 물류비용의 절감과 교역확대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사. 농업 분야에 나타나는 한 가지 측면을 보면, 황해도, 평안도 등 

북측지역에서 화학비료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토질을 그대로 살려서 순환 

유기농법 체계를 도입한다면,21)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가 있어서 좋겠고, 수도권 일대 인구 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질 높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생활 향상과 건강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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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일한국 입장에서의 이득

      가. 남측과 북측이 합하여 통일한국을 이룩하게 되는 것임으로, 

이상에서 살펴 본 남북 측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본 이득들이, 결국 통일한국 

구성원들의 이득이 되는 것이며, 또한 통일한국 자체의 이득이 되는 것이다.

      나. 통일 시점에 이르러, 통일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분단 상태에 

처함에 따라 발생하는 갖가지 불이익, 손해, 고통 등으로부터 해방되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자본형성 과정과 맞물려 나오게 되는 특수효과에 따르는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의 실익을 얻게 된다.

      다. 통일이 되어 남북 간에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등이 연결되면 

이에 연관되는 제반 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대륙으로 직접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라. 통일된 국가를 이루면서 민족 내부 갈등이 종식된다면,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게 될 것이며, 동북아 지역의 

확실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분단 상태로부터 말미암은 주변 

강국들로부터의 모든 불이익들이 불식된다면, 통일한국은 안정과 평화 

속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F.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비교

     가. 위의 “C. 4.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에서 본 바와 같이 

분단비용 가운데 수량화가 용이한 단지 두 가지만 통일비용과 직접 비교해 

본다 하여도 대략 같은 크기임을 알 수 있다. 따서 그 밖의 무수한 

분단비용을 추가시키면서 비교해 본다면 분단비용은 통일비용 규모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살로 막대한 크기가 되는 것이다.

     나. 또한 관점을 넓혀,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다시 비교하여 본다면 

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산되어 나온 GDP 대비 

6.6%~6.9%에 비하여, 통일 편익 정의 (나) 관련 “D.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자본형성 과정에 부수하는 남측의 경제적 이득”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경제성장률은 줄잡아 GDP 대비 11.25%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통일편익 정의에 있어 (나) 관련 내용을 보면, 통일 후 10년 동안 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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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하는 경기 활성화를 통하여, 매년 10%를 초과하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측의 입장에서만 정태적으로 개략적 비교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남측 경제 본래의 장기적 성장 추세 3%, 현역 병력 감축에 따라 

생산인력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생산량 증가 2.65%, 북측자본재 조달을 

위한 GDP 대비 7% 공급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크기로 5.6%만 

남측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줄잡아 본다 해도 모두 합하여 GDP 대비 

11.25%에 달한다.   

     다. 통일 후 남북 측 지역 소득 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경우,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을 통일 시기로 가상해 볼 경우, 각각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대체적으로 약 $9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남측의 예상 GDP 대비 6.6% 내지 6.9%에 해당된다. 

이 규모의 통일비용과, 위에서 통일편익과 간편 대비를 위하여 통일편익 

가운데 계산이 용이하였던 부분만 일부 사용해 보았던 데 비하여, 그러한 

통일편익도 포함하면서 계산이 용이하지 않은 경제관련 통일편익, 그리고 

비경제분야에 있어서의 통일편익을 모두 망라하여 열거하면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로써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크기 비교에 있어 실감을 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에 따르는 통일편익의 종류 (가)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1) 소득조정기간 동안 군비지출을 감소시키고 그에 대체하여 GDP 2%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생산재, 소비재를 증산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그 

보다는 적더라도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

(2) 남측 군 병력 감축으로 10년 조정기간 동안 GDP 2.65% 규모를 매년 

증산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이후에도 그 보다는 적더라도 역시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

(3) 남측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비싼 

이유가,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소요되는 이상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현금으로 직접 지출되는 웃돈이 역시 

분단에 따르는 비용의 한 종류인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이 제거되는 

이득이 생긴다.

(4) 금강산은 명시적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관광이 가능하지만, 백두산 등 

북측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명승지는 가 볼 수조차 없다. 이러한 관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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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만족도를 통일과 함께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5) 서울에서 중국 길림성이나 흑룡강성 방면으로는 직선 비행을 하지 

못하고 대련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일은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없앤다.

(6) 분단으로 인하여 일그러졌던 남북한의 금수강산의 많은 곳이 모두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그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이 

그 만큼 쾌적해 지고, 훌륭한 관광 자원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7) 남북의 경제권역이 분리되어 있음 인하여 기회를 잃었던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로부터 오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8) 각종 과학기술의 보완적인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가운데 

북측에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남측의 시장성 관련 노하우와 

배합 시킬 때 서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 전쟁이나 무력분쟁의 우려가 불식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직접투자를 할 수 있음으로써 국내에서의 고용 창출과 GDP 증가를 얻게 

된다. 

(10) 리스크 프레미엄 때문에 필요 이상 지불하던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이득을 얻는다.

그리고 비경제적인 면에서는, 

(11) 이산가족들이 한을 풀고,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게 된다.

(12)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남북 간의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사라짐으로써, 

이에 따른 인명살상의 불행과 손실이 없어진다.

(13)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여파로 평시 생활 속에도 부지불식간에 배어 

있는 긴장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평화 속에서 실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14) 국방, 안보 문제 때문에 수시로 나타나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특히 사실상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국민들에 대한 억압의 빌미가 사라지게 된다.

통일편익 종류 (나)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15) 북측의 생산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Buy Korean” 정책에 따라 

10년 동안 매년 남측 GDP의 7%에 육박하는 자본재를 남측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터인데, 이에 따르는 생산효과 그리고 

산업연관 효과 등은 실로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우리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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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의 도약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장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16) 조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북측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자본축적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사실상 계속적으로 자본재 수요가 이어질 

것임으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탄탄한 총수요는 남측의 경제 

활황을 추세에 따라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17) 통일이후에는 명실 공히 통일한국의 국민이 된 북측주민들이 

전체국민의 1/3에 해당 되는 인구인데, 이들은 인간 이하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단숨에 선진국으로의 진입단계에 있는 강력한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 되는 이득을 얻는다.

(18) 통일을 계기로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을 북측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면, 부동산투기라는 불치병으로부터 벗어나 

효율적인 경제발전과 합리적이며 공평한 소득분배의 틀을 얻게 된다.

통일편익 종류 (다) 관련으로는:

(19) 통일이 되어 철도, 도로, 항만, 항로, 통신 등이 제한 없이 연결되면,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의 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내어 

대륙으로의 직접 진출이 가능해 지고, 물류비용, 교통비용의 절감과 

해외시장 확대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제 

분야의 중심지로도 떠오를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해양과 대륙사이에 

위치한 입지여건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피해가 컸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상황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20) 남북 간의 생산자원 보완성을 실현시키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21) 북측지역의 자본조성에 따라 북측의 생산, 소비 수준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통일로 인하여 확대된 시장 규모를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증가할 것임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22)북측지역에서는 뒤늦게 개발되게 된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서, 

계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연관 가운데 전국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지역마다 조화롭고 바람직한 경제벨트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23) 농업 분야에 나타나는 한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황해도, 평안도 등 

북측지역에서 화학비료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토질을 그대로 살려서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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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법 체계를 도입한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가 

있어서 좋겠고, 수도권 일대 인구 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질 높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생활 향상과 건강에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24) 남측 지역의 경제성장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측지역의 산출량 

증가를 통하여 규모가 커진 경제력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영토와 인구를 확보하고 확실한 강국의 모습을 갖춘다.

(25) 통일 후 남북지역 간 분리관리의 결과로 전국적인 경제적 동질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같은 기간 동안 병행하여 이루어 내개 될 제 분야에 

있어서의 체계 단일화와 함께, 명실 공히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26) 통일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쉽게 넘볼 

수 없는 강국이 될 것이고, 국제외교적인 차원에서 아무도 쉽게 좌지우지 할 

생각을 못하게 될 것이다.

(27) 통일한국은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훌륭한 위상과 민족자존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많은 다른 통일편익들이 추가 될 때 마다, 통일편익의 크기는 

통일비용과 의 격차를 점점 더 크게 벌려 놓게 되는 것이다.

VII. 통일비용 절감 방안

통일이후 불가불 발생하게 되어 있는 소요자금의 규모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실제로 나타나게 

될 비용의 크기에는 실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 내지 소요자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시기별로 

통일 전과 후로 나누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A. 남북경제협력과 북한경제발전을 통한 통일비용 사전 절감 방안

통일비용을 사전에 절감시켜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슬기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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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전 정지작업은 또한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는 

절묘한 부수적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고 필자는 믿는다.

위의 통일비용 계산 첫 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남북 간의 소득 격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과적으로 소요되는 자본조성 규모는 당연히 작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통일의 시점까지 북측의 1인당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수록 

그에 따라 남측 주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측지역의 생산 수준을 높여 주려면 역시 생산 활동에 투입될 실질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생산 활동에, 누가 자본을 투입할 

것인가가 과제로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보다 먼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것은 첫째, 북측 정권이 이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군사적 화력 

강화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 후의 통일비용 축소를 염두에 두는 것임으로, 북측주민들에게 

같은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당장 소모되어 없어질 소비재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 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SOC 형성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되겠다. 이것은 통일 후에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앞당겨 시행해 놓는 것은, 통일 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미리 해 놓음으로써, 남북 측 지역 간 소득 조정의 

시기에 당면하여, 중요한 시간을 그만큼 절약하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이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정지 작업은 물론 

다른 생산 활동에 이로운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를 가져다주어 

생산성을 높여 주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SOC 로는 우선 철도, 도로, 항만, 송전설비, 다소간의 발전 

시설, 통신설비 등이 있겠다. 남측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위한 실물자본과 

기술을 공급하고, 북측에서는 인력과 가능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임금은 북측의 임금시세 대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소득이 시장에서 구매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으로 북측경제 내부에서는 이에 따르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까지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경제협력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민간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투자를 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SOC가 너무 빈약한 상태에서는 투자와 

생산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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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SOC를 위한 어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이윤추구의 배경 아래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쌍방이 모두 이득을 얻게 되도록 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3D 업종이나 사양 산업 위주로 북측 경제를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통일 시까지 각 민간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통일 후에 북측은 경제개발을 뒤늦게 

시작하게 된 이점을 살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성 있게 

구도를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 사전 절감을 위하여 이상과 같이 남측이 북측의 경제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북측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자본을 조달을 

원할 때 이를 지원해 주는 길이 있겠다.  그 하나는 북측이 국제 금융기구

로부터 차관을 얻는데 협조적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측이 

적기에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도록 권하면서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의 흐름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안의 북핵문제가 다행히도 원만히 해결될 수만 있다면,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협력하여 북측의 경제를 활기 띠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남북 간 소득격차를 축소시킬 목적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북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간의 경제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다소 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경제공동체라 한다면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여러 단계를 놓고 

볼 때, 자유무역협정, 그 위에 관세동맹, 그 위에 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상당히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 형태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대 정부의 거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민간 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북측 체제는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국가통제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경제공동체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낳게 한다. 경제공동체는 내부 간 관세철폐와 대외 공동관세 

부과의 차원을 넘어서,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과 공동투입이 전제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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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서로 상이한 제도 간에 이것을 추구하려면 수 없이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여하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려면 그에 적합한 

사회간접자본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반적인 경제공동체가 형성 작동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더욱이 

북측 인력을 북측 당국에서 임의로 좌지우지한다면, 개인 기업 차원에서는 

인력공급에 대한 불안을 항상 안고 있어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효율성을 기대할 

있겠는가라는 의문도 남는다.  따라서 남북 간에 경제 협력은 처음부터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가능한 데서부터 무리 없이 착실하게 시작하고, 

견실하게 지속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줄 안다. 그러한 의미에서 

SOC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는 것은 다목적적으로 훌륭한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된다.    

  B. 통일실현까지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

    1. 복잡하게 얽힌 남남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면서, 이 보고서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따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임으로, 이는 

통일 실현의 시점까지 통일을 이룩해 내는데 치르게 되는 대가를 절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우리가 통일을 감당할 수 있고, 통일은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들며, 통일비용 보다는 통일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게 

되는 모든 통일 편익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이 논문의 결론에 동의, 

공감하고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한 앞당겨 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분단비용에 따라 나타나는 

누출 현상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되고 또한 통일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갈등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통일대비가 부실해 짐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낭비 요소가 실로 막대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평소 주변 열강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그들이 한국의 통일에 대하여 가급적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해 주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일부 반항 세력에 의한 항거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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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무력충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사전에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의 정도와 혼란을 줄여,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재론의 여지없이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정신무장 해제를 의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규모나 형태를 막론하고 여하한 무력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C. 통일 이후시기에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통일 이전에, 보다 면 하게 사전 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통일이 되면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면 제반 일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타개하면서 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북측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남측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는 것인바 이 과정에서 모든 장애요인을 사전에 정리하고 

대비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1. 통일 후 소득조정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경제 분야에 한하여 남북 

측 지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추적 

요소가 된다.  이 기간 동안 북측 인구의 주거지는 북측 지역으로 제한한다. 

만일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전 대비 없이 양측의 주민들을 혼합시킨 다음에 

모든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면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들게 마련인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필요 이상의 

통일 비용이 소요될 것임으로 우리는 통일을 수습할 능력을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남북소득조정기간 동안 북측지역에서는 노동쟁의를 통한 파업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업 목표 수행에 차질 없이 통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데 대단히 긴요한 부분이 된다.

     3. 남측국민들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모든 토지소유권은 실물로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을 한다. 그 수준은 1948년에 남한에서 

단행한 농지개혁 보상의 전례에 따르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들은 토지의 소유권 문제가 북측지역의 경제발전, 나아가 향후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토지들이 소송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모든 관련 사법절차가 

전부 완료될 때까지 그 토지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성립되기 어렵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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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국민적합의

부족

과다한 

대북지원

정책의

투명성

안보문제

소홀

한미공조의

부족

2003년 27.1% 42.2% 26.0% 4.7% -

2005년 27.1% 26.0% 22.4% 13.3% 9.1%

경제개발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의 경우에 실제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4. 북측 지역에 실업을 유발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첫째로, 북한 화폐는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경우처럼 이 부분이 잘 못 되면 북측주민이 보유하는 

화폐가 과도하게 되어 북측지역에서 생산되는 적절한 재화를 구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품질 좋은 남측 생산 제품으로 구매가 쏠리게 되고 북측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에 따라 북측 지역의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독일의 선례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조정기간 동안 북측 주민들의 임금 봉급 수준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무직 생산직을 막론하고 지급 당시 북측 일인당 총생산량의 

평균에 기준을 둔다. 즉, 각 부문 별로 남측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다 지급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되면 제품의 품질에 비하여 과다한 생산 원가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는 차례로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VIII.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남남 갈등의 제 문제

   A. 국민적 정서의 현주소

현재 남북문제 내지 통일관련 문제에 있어서 남측 내부에서는 견해가 

사분오열되어 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차 백인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가운데 국민들의 대북지원에 관한 태도를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고,22) 그 부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10> 대북지원에 관한 부정적 국민 인식의 내용

자료: 통일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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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북지원을 왜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관한 체계적인 감각이 결여된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후유증과 

맞물려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반응해 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인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응답들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우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 평상시 이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국민적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해 낼 

수 있겠는가?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절대로 안 된다 !”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표의 내용을 보면서 진정 한심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국민 인식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주요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B. "퍼주기 식”은 안 된다는 주장

 

“퍼주기 식” 지원은 안 된다고 소리를 높이는 인사들의 의도는, 북측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누구에게 

“퍼주느냐”는 것이다.

북측은 남측에 대하여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총칼로 대치하고 

있는 적이 분명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로 인도하여 함께 번영을 누려 갈 

동족이라는 면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혼동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측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우리의 적이 되는 부분과, 

하나의 우리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측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어느 기회를 

막론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인명살상조차 주저하지 않을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념갈등 내지 권력투쟁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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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세뇌 속에서 살아오게 된 결과, 애매하게 당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 후자에게는 가급적 힘자라는 데 까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자인 권력 보유자들에게는 그들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항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충분한 군사적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방어만으로는 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데 

있다. “퍼주기 식”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북측의 군사력이 

혹여 강화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는 데는 그만큼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로는 우리가 

당하지 않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이기는 길로 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북측의 후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접근을 지속해 나갈 때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는 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후자 그룹을 대상으로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많이 퍼주는 것”이 통일을 가능케 하고 앞당기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면 이와 같이 “퍼준” 것이 결국 북측의 권력집단을 위하여 쓰이게 되고 

북측의 군사력만 강화시키고 핵무기만 더 만들게 해준다면 어찌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논리로 대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 추구의 여파로 설령 북측의 군사력이 다소간 나아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전쟁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전면전을 시작하게 되면 북측이 미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가 없어 종당에는 북측 수뇌부가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가 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시점에 이르러 북측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하더라도 핵무기 몇 

개를 가지고 핵무기 수 천 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하여, 핵무기 

자랑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남측은 지지 않을 길만 택하고 있다면 이기는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줄 안다. 지키고만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단 고착화를 의미한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공식 

계산에 따르면 북측의 GDP는 남측에 비하여 물경 1백분의 1에 불과하고, 

1인당 GDP로는 대략 50분의 1에 불과하다고도 한다.24)   이러한 상황에서 

북측의 상황이 얼마나 향상될 때 남측을 제압하고 남측 국민들을 이끌며 

공산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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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원 금액

(단위:억원)

1995 1,856
1996 36
1997 422

주체사상이 좋다고 따라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 국민들이 

식생활도 해결 못하는 체제 속으로 들어갈 이는 만무한 것이다. 따라서 

북측을 도와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필자는 그동안 통일을 위한 전략으로서 R이론을 주장해 왔다.25) 우리는 

여기에서 독일이 어떻게 하여 통일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동독의 마지막 국방장관 라이너 에펠만은 최근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웠고’, ‘서독과 비교해 

너무 많이 뒤처졌다는 점’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동독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동독 주민들은 

서독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들처럼 살고 싶어 했다. 서독 

정부는 동독과 회담을 하거나 접촉할 때 동독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서독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항상 신경 썼다. 이게 

핵심이었다.”고 술회했다.26)

돌이켜 보면, 필자의 R이론은 1994년, 정확하게 바로 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전략을 체계화한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라이너 에펠만의 이와 같은 

증언은 R이론의 합당성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력 통일의 방법을 배제한다면, 그것을 햇볕정책이라고 부르건, 

포용정책이라고 부르건 명칭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현실적으로 남측이 

북측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통일의 길은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이며, 사실 이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현황을 보면 다음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까지 12년 동안 모두 합쳐 보아야 미국 달러 가치로 약 50억 

달러에 불과한데 2006년 남한의 GDP $8,880억27) 과 비교해 볼 때, 그 

총계가 남한의 1년 GDP의 0.6%에도 미달하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표11> 연도별 한국정부 대북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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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429
1999 583
2000 2,422
2001 1,757
2002 9,744
2003 10,042
2004 5,787
2005 10,651
2006 4,490
  합계      48,219

자료: 동아일보 2006.9.8., 조선일보 2007.1.7. 종합 28)

  C. 상호주의의 문제점

상호주의를 부르짖는 인사들을 보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한다. 작은 

것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작은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주고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일상적인 관계일 때 상호주의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주의를 외치는 것은 북측을 너무 모르던지, 
아니면 단순히 관계단절을 원하는 것을 에둘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주 많이 주고, 당장은 아무것도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더라도 오랜 시일 후에 
통일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현명한 계산 방법인 것이지, 근시안적인 
이해득실에  맞고 안 맞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똑똑한 바보나 할 짓이다.
그들 체제 실체의 성격상 서방세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의 상호주의로 

그들을 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치는 것은 북측과는 관계를 갖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밑지는 거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상호주의를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  

통일이 오겠는가?   북측과의 관계부재 속에서도 통일이 오겠는가?   더 심사

숙고해 주기를 기대한다.

  D. 북한 핵에 대한 대처

북한 핵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놀랄 일도 그렇다고 물론 방심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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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 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체제 보존을 하려는 보존 본능의 발로에 다름 

아닌 것이다. 현재 남측의 국방비가 $220억에 이르러  북측의 GDP 전체와 
맞먹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작은 비용으로 체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권력자도 바보가 아니다. 어떠한 과정이나 이유를 막론하고 만일 
한미 동맹군과 전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남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북한이 패망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도발한 
북한의 권력자는 어김없이 처형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권력자가 모를 이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남측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는 것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하여 북한 핵에 대하여는 방심하거나 혹은 오산과 오판을 해서도 안 될 
일이다.
혹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통일 후에는 결국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인데, 
살벌한 현실 세계에서 강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듯한 생각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이는 아주 큰 착각이다. 
첫째, 남북한이 갈라져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적일  뿐이다. 전쟁이 나면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이다. 착각은 곧 
죽음과 직결 되는 것이다.
둘째, 혹자는 내심으로 자신이 그들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기면 곧 자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북한은 좌익사상, 주체사상의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좌익사상을 
출발점으로 하여 주체사상을 내세우지만, 사실상은 최고 권력자에 절대 
복종토록 하는 종교집단화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아무리 좌익사상에 투철해도 
최고 권력자가 필요치 않다  생각하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수 없이 많은 인재들도 그렇게 사라져 간 것을 행여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셋째,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한도 언제인가 핵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일본이나 대만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결국 동북아지역은 화약고가  
되어버리고 언제 어떤 일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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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소요량 총생간량 도입량 부족량 자급률 (%)

91/92 5,762 4,427 1,290 45   99.2
92/93 5,894 3,898 830 1,166   80.2
93/94 6,065 2,923 1,093 2,049   66.2
94/95 6,156 3,768 490 1,898   69.2
95/96 6,224 2,606 1,330 2,288   63.2(90.3)
96/97 6,061-6,224 2,447-2,817 1,160 2,454   59.5(77.5)
97/98 6,188 2,559 1,460 2,169   64.9(89.4)
98/99 6,311 3,138 1,140 2,033   67.8(95.6)
99/00 6,569 3,406 786 2,377   63.8(88.5)
00/01 6,290 1,300 1,300 2,417   61.6(88.2)
01/02 6,290 3,500 919 1,871   70.3(92.3)
02/03 6,300 3,500 400 2,400   61.9(86.2)
03/04 6,300 3,700 540 2,060   67.3(92.1)

속에 계속 살아 갈 수밖에  없는 불행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E. 인도주의 및 인권문제 관련

북측에 식량을 보내면서 인도주의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국부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굶는 사람들이 너무 딱하니까 식량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왜 북한에만 한정시켜야 하는가?  인도주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에티오피아의 기아문제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실정에 

더욱 가슴 아파하는 것은 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장차 한 국가를 

이루고 함께 살게 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북측 주민들도 우리 국민인데, 국민의 체력은 곧 국력인 것이며 곧바로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본다면, 북측 주민들의 건강한 체력은 곧 우리의 국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을 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가깝게는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챙긴다는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어린 시절의 영양상태가 열악하여 평생을 두고 

비실비실한다면 이는 결국 통일한국이 아닌 누구의 손실이겠는가?  
북한의 연도별 식량사정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2> 북한의 연도별 식량 사정 현황                    단위: 천톤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정책연구자료 제37호, 2003년 12월29)

( )은 FAO와 WFP의 추정치로10-15%만 부족한 것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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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민간지원   정부지원      합계
1995 0.0025 2.3200 2.3225
1996 0.0155 0.0305 0.0460
1997 0.2056 0.2667 0.4723
1998 0.2085 0.1100 0.3185
1999 0.1863 0.2825 0.4688
2000 0.3238 0.8139 1.1377
2001 0.6017 0.7522 1.3539
2002 0.4577 0.8915 1.3492
2003 0.6386 0.9377 1.5763
2004 1.3250 1.2362 2.5612
2005 0.7666 1.3588 2.1254
2006 0.8048 1.9377 2.7425

         계      5.5366    10.9377    16.4743

매년 2백여 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며 자급률이 겨우 2/3에 불과하다.   이것을 어찌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배고픈 것 보다 더 한 설움이 없다는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사태를 

보면서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참상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장난으로 때우면서 슬쩍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좋다. 만일 박정희 정권 

시절이라면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북측과 비교하여 오십보백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인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겸연쩍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히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대북 협력 사업과 관계 짓는 것은 반드시 옳은 방향일 

수만은 없다.  대북협력의 근본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지 그들이 잘한다고 그 

상으로 무엇을 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의 추이를 보면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6년 남한의 GDP가 

$8,880억인데 1995년부터 2006년 까지 12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민간 

정부 총합계는 $17억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무얼 얼마나 퍼주었다고 

그 야단을 치는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가이다.  개인이 가계부에 

생활비를 적는 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표13>   대북 인도적 지원    (단위:억$)

자료: 통계청 DB(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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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냉전논리로 부터의 탈피가 선행될 때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

여기에서 필자가 새삼스럽게 냉전 논리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통일비용이나 분단비용을 포함하는 통일편익을 산출해 내는 

것도 좋고, 바람직한 결론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냉전적 사고방식의 후유증이다.  해방 후 지속된 

냉전체제 속에서, 한편으로는 세계적 구도가 그러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역대 군사정권이 남북관계를 주로 정권 유지적인 

차원에서 이용해 온 결과, 결국은 뿌리 깊은 냉전적 사고방식만을 남겨 주게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사회지도급 인사들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남측이 선도하여 통일을 이끌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필자가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공감대 형성은 불가능할 뿐이다.

냉전논리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동안 세계가 모두 

변했다고는 하지만 북한체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냉전체제가 그대로 

엄존하며, 북측은 오히려 더 오그라져 들어가는 모습만을 보이는데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입지여건이 천지 차이로 뒤바뀐 오늘에 

이르러서 까지도 지난 70년대식의 사고의 틀로 접근한다면, 시대착오적이 

되는 것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는 한발작도 내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권유지 차원에서 내부 

단속용으로 필요로 했던 냉전식 대응 방법이 너무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 

이제 아주 고질병이 되어 버려 이것이 우리의 앞날을 얼마나 막심하게 가로 

막고 있는지 의식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이 되고 말았다. 1970년대 초 

남측보다 더 잘 사는 북측 앞에서 다급해진 박정희 대통령은 혹시 당할까 

보아 7.4 공동성명을 이끌어내고 후유하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이러하던 처지가 1990년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먹는 통일은 

싫다”는 표현을 하기까지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반전된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력 비교를 해보면 2004년 한국은행 통계로 볼 때 북은 남의 1/33 에 

불과하다고 하고, 보다 실제적으로는 거의 1/100 에 가깝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실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을 포함하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70년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그 길만이 정의로운 

길이고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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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이들이 현재 우습게도 통일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태어나 보고 들은 것이라고는 김일성 수령, 김정일 지도자를 

떠받드는 것 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까지 그들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남한에서 수십 년 동안 

냉전시대를 살아 온 이유로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냉전논리 속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나, 결국은 오십보백보라고 한다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북측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하여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 물론 방심을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조금도 기죽을 일은 아닌 것이다. 북측이 정도를 

향하여 나오지 않고 핵무기에만 매달려 운신의 폭이 적어진다면 핵무기는 

북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는 능력을 가진 남측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측은 부지불식간에 이를 따라오게 되는 길로 들어서면서 통일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 통일은 억지로 하려 한다거나 목청 

높여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지키기만 하려는 냉전 논리보다는, 이기는 길을 내다보고 많은 양보를 

서슴없이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슬기로움이 아쉬운 것이다.

   G. 남남갈등을 넘어 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남측 국민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 비근한 예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우선 자기 자신과 자기 당의 이해관계나 우선 

따져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한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남북문제 내지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남측 내부에서 견해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남측 내부의 갈등을 

남남갈등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남남갈등은 통일을 향한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북측을 대함에 있어 “R이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2원화된 대응책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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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이중성을 놓고 볼 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대관계의 측면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방어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며, 남북이 결국 통일의 단계로 들어 설 것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이룩해 내기 위한 노력은 그대로 꾸준히 간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을 이룩해 내는 데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당위론의 차원을 넘어서, 냉철한 합리적 판단 위에서 확고하게 설 수 있을 

때, 통일은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남북문제에 당면하여 지키는 입장으로부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내려는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이와 같은 통일 지향적 적극적 자세는 통일이 우리의 경제력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의 

결론은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데 이른 것임으로 

천만다행하게도 이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 부담이 줄어든다는 본 논문의 

결과 또한 통일은 실력을 더 기르며 때를 보아가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결정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실 인식 위에 국민적 

공감대가 탄탄하게 형성된다면 어떠한 난관도 넘어 통일을 성취 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 위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저해 요인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포괄적으로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가급적 

최대한 많은 경제협력을 해 나갈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런데 ①“퍼주기 

식”은 안 된다는 주장, ②북측은 한 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남측에서만 

서두르거나 감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논리, ③북한 핵의 엄중성 앞에 

우리가 북측의 경제발전을 돕는 것은 곧 북측 수뇌부의 장악력과 군사력만 

보강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 ④그리고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남북관계를 

개별적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태도, ⑤ 복선을 깔고 의도적이거나 혹은 

순진해서 그렇거나 간에, 김정일에 대한 적대감만 부추기면서 냉전논리에 

안주하고 혼자만 애국자인 양 행동하는 실질적인 통일 훼방꾼 등, 이러한 

현상들은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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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요약정리

 통일비용을 계산한 후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분단비용 계산을 포함하는 

통일편익과 통일비용을 비교하면서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과 결론에 이르게 된다.

  1. 통일비용: 2015~2030년 사이에 통일이 되면, 통일 후 10년 동안 

     남측 예상 GDP 대비 6.6% ~ 6.9%

통일 후 남북 측 지역을 소득 조정기간동안 경제적 연방 단계(남북 지역 

분리관리 단계를 지칭)를 거치면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을 통일 시기로 가상해 보면서, 각각의 경우에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대체적으로 남측의 예상 GDP 대비 6.6% 내지 

6.9%에 해당되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2. 통일비용 조달: 

     가. 군비감축,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저리 차관, 세금 및 국채

2015-2030년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여 통일비용을 

추산해 보고, 그 조달방안을 강구해 보면,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계획할 

때, 남측의 GDP 대비 2%는 군비 감축으로, 그리고 1%는 해외 

장기차관으로 조달하고, 통일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나머지가 되는 약 4% 이내의 크기는 남측 국민들의 직접 부담으로 

하여 세금으로는 2%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통일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나. 통일비용 가운데 통일 직후 북측지역의 위기관리 비용과 제반제도 

단일화 비용 가운데 시급히 필요한 부분은 정부 재고 식량 전량 무상 방출, 

남한 정부의 예산 전용, 추후 북측 주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부과하게 될 

세금, 그리고 해외 차관 등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이 목적의 해외 차관은 

“Buy Korean”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과 이윤을 토대로 하는 

“통일헌금”으로 변제하도록 한다. 

  3. 통일비용을 우선 부담하더라도, 추후에 돌아오는 것이 더 많으며, 

제2의 경제도약이 따른다.

     조정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각 경우에, GDP 대비 국민 직접 

부담률인 3.6% 내지 3.9%를 우선 부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운데 ① 



- 97 -

국채 원금을 본래 가치로 환산하여 환불, ② 감축된 군 병력 산업인력화로의 

전환에 따르는 생산 증가, ③ “Buy Korean Products” 정책에 따르는 

생산량 증가의 이득을 감안하게 되면, 국민 부담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쇄되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고 오히려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된다. 그 배경은 북측 자본재 공급이라는 특수효과에 수반하는 

경제성장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성장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새로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후에는 물론 통일에 부수하는 이득과 혜택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4. 우리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

     통일의 시기가 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슬기롭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것은 또한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 

남북이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5. 통일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통일의 시점이 뒤로 려 갈수록, 통일 관련 소요액의 절대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상 GDP 대비 부담률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이 신장될 때까지 통일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주장은 중대한 오류임이 명백하다. 더욱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6. 남북지역 간 소득조정기간은 10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통일의 시점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소득조정 기간의 장단과 GDP 대비  

부담률의 크고 작음 간에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따라서 10년의 조정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신 

매년 부담률을 다소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소득 조정기간을 10년 보다 단축시키는 데는 부담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구태여 무리하게 조정기간을 단축시키려할 

필요는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 98 -

  7.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통일은 이루어 내는 것이 유리하다.

     추산된 통일비용과 장기에 걸쳐 치르게 되는 분단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를 하거나, 장기간의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단비용을, 30년 정도의 동일한 기간을 남북 소득 

조정기간으로 하여 산출된 통일비용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장기적 차원에서 산출된 경우,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군사력 유지비용을 제외한 부분의 군비와 군 병력 감축 관련 기회비용으로 

나타나는 분단비용만을 가지고, 통일비용과 비교하여 본다하여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 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단비용 소멸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득으로서의 통일편익에, 

소득조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있는 특수효과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경제성장 등의 통일편익이 합쳐지게 되면,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논한다 하더라도, 분단 상태의 지속 보다는 통일을 완성해 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인즉 이 특수효과에 바탕을 두고, 통일 후 10년에 걸쳐 매년 줄잡아 

11.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부담”이 

아니고 “기회”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갖가지 통한과 고통, 불이익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찬란한 장래를 약속해 줄 토대가 지리멸렬 

해지고 마는 형태로 나타나는 포괄적 기회비용의 해소를 추가하여 생각해 

본다면, 통일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가르쳐 준다.

  8. 북측주민들은 안심해도 좋다.

이 논문이 확실하게 지적해 주는 바와 같이, 남한은 언제 통일일 

이루어지더라도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측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 두기 바란다.  북측주민들은 비상사태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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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으로의 탈출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X. 정책 제언

본 논문의 계산결과를 신뢰하면, 이로 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요한 

정책 대안들이 줄을 이어 나오게 된다. 그 가운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정책 두 가지와, 통일과 함께 통일을 

마무리해 내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A. 통일로 가는 길을 위한 기본 정책 두 가지

    1. 첫째, 이 논문의 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힘을 기울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그 내용은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마무리 해 낼 수 있고, 통일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부담이 덜하며, 통일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 보다는 통일을 이룩하여 사는 

것이 냉정한 실리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탄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특히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이러한 배경 하에서, 둘째, 지금부터 향후 15년 동안, 일체의 국민 

총소득 규모 가운데 0.7%~1%를, 북한개발협력투자의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북측의 SOC 건설을 위하여 조건 없이 투입하는 것이다. 물론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생겨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가 

사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① 통일 후 통일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음으로, 통일 비용을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나누어 치러 놓는 효과가 있다.

② 이 과정에서 북측 주민들과의 적대감을 감소시켜 나감으로써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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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협력 방안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농업분야 

협력

공동영농단지 5,000억원

산림녹화 100억원

농업기술인력교류 500억원

1,120 1,120 1,120 1,120 1,120 5,600

경공업지

원

섬유 3만톤, 신발 6,00만켤레, 

비누 2만톤 등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수산협력

기술교류, 시범어장설치 및 

장치지원,

바다목장조성, 수산물 가공 

유통지원

200 200 200 200 200 1,000

광업협력

광업자원 공동조사*공동광산

개발

개발장비 지원*가공 공장건설

300 300 300 300 300 1,500

과학기술

분야협력

기술교류*남북과학기술협력센

터건립*북측기본과학측정장비

*시료 및 재료지원

150 200 250 300 300 1,200

대북전력

송출관련

1차 연도=지질조사*측량      

*설계

2-3차 연도=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전력변환 설비

4-5차 연도=발전*송전비용

680 8,410 8,110 8,000 8,000 33,200

③ 이 과정에서 북측 주민들의 식생활 문제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고, 북측 

주민들이 남측 사정에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북측 주민들에게 희망을 키워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본다.

④ 이 협력 플랜에 따라, 예를 들어 15년 동안, 꾸준히 북측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견해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한편, 6자회담에 따라 한국정부가 밝힌 대북지원의 내용과 규모는 다음의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4> 경추위 남북 합의사항 연도별 소요액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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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450 12,230 11,980 11,920 11,920 52,500

자료: 조선일보, 2005년 11월 2일, A6면31)

그러나 5년에 걸쳐 $55억 정도의 규모는 6자회담 성격에 따른 

대책으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절실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 내기에는 태부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B. 통일의 마무리를 위하여 미리 구상하고 대비해 두어야 할 정책들

통일시를 대비하여 통일을 효율적으로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통일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정책들을 제시해 본다.

    1. 통일과 함께 즉시 남북 측 주민간의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하여 

남북지역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그 명칭은 “경제연방”이라 불러도 무방하고 

직선적으로 “분리관리”라고 해도 관계없겠다. 

    2. 남북 간의 계획적 소득조정 작업이 일단락 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통일 한국 주위의 국제적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상당 기간 

동안 미군은 통일한국에 계속 주둔한다.

    3. 통일한국의 군비 지출은 남북 측 소득조정기간 동안, 통일 전 남측 

군비지출의 1/3 수준에 머무르도록 하여 남측 GDP 대비 1%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통일비용 가운데 남측 국민들이 우선 부담하게 되는 GDP 4% 

이내의 크기 금액은 직접 세금 형태로 하는 부분과 15년 후 실질 가치로 

상환하게 될 국채 형태로 하는 부분을 각각 절반씩으로 한다.  

    5. 통일의 시기에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정책 가운데 하나는 

북측지역에 대한 토지 정책이다.32) 남측에서 부동산 제도와 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난 각가지 폐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북측지역에서는 

처음부터 토지공개념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것이 남측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거꾸로 남측의 부동산 제도의 폐해가 북측 

전역까지 침투해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는 한마디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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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통일 후 북측 주민들이 소지한 화폐는 실제 시세에 따라 교환해 

준다.

    7. 북측주민들은 정부, 민간 그리고 생산직, 사무직을 막론하고 그 임금 

봉급의 수준은 북측지역 전체 생산성의 당시 수준에 맞도록 한다.

    8. 북측 지역에서 소득 조정기간 동안에는 노동 파업권은 유보시킨다.

    9. 남측 국민들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일체의 북측지역 토지 소유권은 

실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1948년 남한 농지개혁법에 준하는 현금보상을 

한다.

    10. 북측지역의 실물자본 조성 과정에서 “Buy Korean” 정책을 

시행한다. 외국제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 

자본재를 비롯한 모든 소요 재화를 남측에서 공급하도록 한다.

    11. 북측이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측 경제가 축적해 놓은 경영기법과 기술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12. 북측지역에서는 계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을 망라하는 전국적 시각에서 그리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손쉬운 것만 생각하고 

남측지역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북측의 노동력이 저렴하다는 

면만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비교우위적 접근 방법인양 착각한다면 

북측지역을 모두 망쳐 놓고 말 것이다. 경제 개발에 후발 주자로 들어서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첨단 산업 분야가 고루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XI. 맺는 말

이제까지 역사적 사실과 현실로 나타난 객관적 현상의 진실과 이 논문의 

결과를 함께 종합하여 간결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분단된 상태로 계속 무력대치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통일은 이룩해 내야 인간답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둘째, 통일은 우리 힘으로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

셋째,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수습하기가 더 낫다.

넷째, 통일은 남측 국민에게 “부담”이라기보다는, 제2경제도약의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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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다가온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측체제는 북측주민들을 결코 잘 살게 만들 수 없고, 결국 정리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여섯째, 남북관계를 더 이상 냉전적 시각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북측에 

당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세로부터, 적극적으로 북측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경쟁적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발전, 번영하여 나갈 길을 향하여 가야 한다.

일곱째, 우리가 통일비용을 감당해 내려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수적이며, 

통일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주한 미군의 주둔이 

바람직하다. 한편 통일시 까지는 우리의 감군 역시 성급한 것이다. 

여덟째, 이상의 제반 객관적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가 우리 민족 전체에 걸쳐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아홉째,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저로 하여, 통일의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0.7%~1%의 규모에 이르는 대북 SOC 중심 

경제개발협력을 즉시 개시하여, 조건 없이, 정치와는 별도로 간단없이 

추진해 나간다.

열째, 북측주민들은 남측의 경제적 능력에 믿음을 가지고, 여하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결코 동요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중국이나 

일본으로의 탈출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점을 인식해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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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16         800    12,065 6.63
2017         824    12,427 6.63
2018         849    12,799 6.63
2019         874    13,183 6.63
2020         900    13,579 6.63
2021         927    13,986 6.63
2022         955    14,406 6.63
2023         984    14,838 6.63
2024      1,013    15,283 6.63
2025  31,469   24,132  16,707   8,354    6,962      1,044    15,742 6.63

    합계       9,171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1         932    13,986 6.66
2022         960    14,406 6.66
2023         989    14,838 6.66
2024      1,019    15,283 6.66
2025      1,049    15,742 6.66
2026      1,076    16,135 6.66
2027      1,103    16,538 6.66
2028      1,130    16,952 6.66
2029      1,158    17,376 6.66
2030  35,694   24,560    19,286   9,643    8,036      1,187    17,810 6.66
합계    10,6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통일비용 계산 결과 표 모음

여러 다른 통일 예상 시기에서 본 계산 결과를 용이하게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계산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한 군데 모아 놓았다.

2016-2025년 10년간 자본조성

2021-2030년  10년간 자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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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6      1,105    16,135 6.85
2027      1,133    16,538 6.85
2028      1,161    16,952 6.85
2029      1,190    17,376 6.85
2030      1,220    17,810 6.85
2031      1,250    18,255 6.85
2032      1,281    18,712 6.85
2033      1,313    19,180 6.85
2034      1,346    19,659 6.85
2035  40,480   24,995    22,259 11,130    9,275      1,380    20,150 6.85

     합계      12,379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31      1,262    18,255 6.91
2032      1,294    18,712 6.91
2033      1,326    19,180 6.91
2034      1,359    19,659 6.91
2035      1,393    20,150 6.91
2036      1,428    20,654 6.91
2037      1,463    21,171 6.91
2038      1,500    21,700 6.91
2039      1,538    22,242 6.91
2040  45,899   25,438    25,687 12,843  10,703      1,576    22,798 6.91

     합계      14,138 

2026-2035년   10년간 자본조성

2031-2040년   10년간 자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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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16         849    12,065 7.03
2017         874    12,427 7.03
2018         901    12,799 7.03
2019         928    13,183 7.03
2020         955    13,579 7.03
2021         984    13,986 7.03
2022      1,014    14,406 7.03
2023      1,044    14,838 7.03
2024  30,531   24,048    16,152   8,076    6,730      1,075    15,283 7.03

     합계       8,62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16         911    12,065 7.55
2017         939    12,427 7.55
2018         967    12,799 7.55
2019         996    13,183 7.55
2020      1,026    13,579 7.55
2021      1,056    13,986 7.55
2022      1,088    14,406 7.55
2023  29,620   23,963    15,615   7,808     6,506      1,121    14,838 7.55

     합계      8,103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16         800    12,065 6.63
2017         824    12,427 6.63
2018         849    12,799 6.63
2019         874    13,183 6.63
2020         900    13,579 6.63
2021         927    13,986 6.63
2022         955    14,406 6.63
2023         984    14,838 6.63
2024      1,013    15,283 6.63
2025  31,469   24,132  16,707   8,354    6,962      1,044    15,742 6.63

    합계       9,171 

2016-2025년 10년간 자본조성

2016-24년   9년간 자본조성

2016-23년 8년간 자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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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1         932    13,986 6.66
2022         960    14,406 6.66
2023         989    14,838 6.66
2024      1,019    15,283 6.66
2025      1,049    15,742 6.66
2026      1,076    16,135 6.66
2027      1,103    16,538 6.66
2028      1,130    16,952 6.66
2029      1,158    17,376 6.66
2030  35,694   24,560    19,286   9,643    8,036      1,187    17,810 6.66
합계    10,60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1          992    13,986 7.09
2022       1,022    14,406 7.09
2023       1,052    14,838 7.09
2024       1,084    15,283 7.09
2025       1,116    15,742 7.09
2026       1,144    16,135 7.09
2027       1,173    16,538 7.09
2028       1,202    16,952 7.09
2029  34,807   24,474    18,741   9,371    7,809      1,232    17,376 7.09

     합계      10,018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1       1,068    13,986 7.63
2022       1,100    14,406 7.63
2023       1,133    14,838 7.63
2024       1,167    15,283 7.63
2025       1,202    15,742 7.63
2026       1,232    16,135 7.63
2027       1,263    16,538 7.63
2028  33,941   24,388    18,210   9,105    7,588       1,294    16,952 7.63
합계 9,457

<표2021-30> 2021-2030년, 10년간 자본조성

<표2021-29> 2021-2029년, 9년간 자본조성

<표2021-28> 2021-2028년, 8년간 자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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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6      1,163    16,135 7.21
2027      1,192    16,538 7.21
2028      1,222    16,952 7.21
2029      1,252    17,376 7.21
2030      1,283    17,810 7.21
2031      1,316    18,255 7.21
2032      1,348    18,712 7.21
2033      1,382    19,180 7.21
2034  39,475   24,908    21,631 10,816    9,013      1,417    19,659 7.21

    합계      11,57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6      1,105    16,135 6.85
2027      1,133    16,538 6.85
2028      1,161    16,952 6.85
2029      1,190    17,376 6.85
2030      1,220    17,810 6.85
2031      1,250    18,255 6.85
2032      1,281    18,712 6.85
2033      1,313    19,180 6.85
2034      1,346    19,659 6.85
2035  40,480   24,995    22,259 11,130    9,275      1,380    20,150 6.85

     합계      12,379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26      1,251    16,135 7.75
2027      1,282    16,538 7.75
2028      1,314    16,952 7.75
2029      1,347    17,376 7.75
2030      1,381    17,810 7.75
2031      1,415    18,255 7.75
2032      1,450    18,712 7.75
2033  38,494   24,820    21,019 10,510   8,758      1,487    19,180 7.75

    합계      10,926 

<표2026-35> 2026-2035년, 10년간 자본조성

<표2026-34> 2026-2034년, 9년간 자본조성

<표2026-33> 2026-2033년, 8년간 자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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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31      1,262    18,255 6.91
2032      1,294    18,712 6.91
2033      1,326    19,180 6.91
2034      1,359    19,659 6.91
2035      1,393    20,150 6.91
2036      1,428    20,654 6.91
2037      1,463    21,171 6.91
2038      1,500    21,700 6.91
2039      1,538    22,242 6.91
2040  45,899   25,438    25,687 12,843  10,703      1,576    22,798 6.91

     합계      14,138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31      1,342    18,255 7.35
2032      1,375    18,712 7.35
2033      1,410    19,180 7.35
2034      1,445    19,659 7.35
2035      1,481    20,150 7.35
2036      1,518    20,654 7.35
2037      1,556    21,171 7.35
2038      1,595    21,700 7.35
2039  44,761   25,349    24,962 12,481  10,401      1,635    22,242 7.35

    합계      13,357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31      1,443    18,255 7.91
2032      1,480    18,712 7.91
2033      1,517    19,180 7.91
2034      1,554    19,659 7.91
2035      1,593    20,150 7.91
2036      1,633    20,654 7.91
2037      1,674    21,171 7.91
2038 43652 25260 24258 12129 10108      1,716    21,700 7.91

    합계      12,610 

<표2031-40> 2031-2040년, 10년간 자본조성

<표2031-39> 2031-2039년, 9년간 자본조성

<표2031-38> 2031-2038년, 8년간 자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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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16         552    12,065 4.58
2017         569    12,427 4.58
2018         586    12,799 4.58
2019         603    13,183 4.58
2020         622    13,579 4.58
2021         640    13,986 4.58
2022         659    14,406 4.58
2023         679    14,838 4.58
2024         700    15,283 4.58
2025         721    15,742 4.58
2026         739    16,135 4.58
2027         757    16,538 4.58
2028         776    16,952 4.58
2029         795    17,376 4.58
2030         815    17,810 4.58
2031         836    18,255 4.58
2032         856    18,712 4.58
2033         878    19,180 4.58
2034         900    19,659 4.58
2035         922    20,150 4.58
2036         945    20,654 4.58
2037         969    21,171 4.58
2038         993    21,700 4.58
2039      1,018    22,242 4.58
2040      1,044    22,798 4.58
2041      1,070    23,368 4.58
2042      1,096    23,953 4.58
2043      1,124    24,551 4.58
2044      1,152    25,165 4.58
2045 52037 25889 29638 14819 12349      1,181    25,794 4.58

    합계      25,196 

<표2016-45> 2016-2045년, 30년간 자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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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남북간 1 

인당소득

차이  ($)

북측인구 

     (천명)

총 소요

자본 (억

$)

총 소요

자본의 

1/2(억$) 

실제 소요

자본의 

크기 (억$)

  연도별 

  투자액

          (억$)

남측 GDP

        (억$)

매년투입액/ 

 GDP 비율(%)

2031         852    18,255 4.66
2032         873    18,712 4.66
2033         895    19,180 4.66
2034         917    19,659 4.66
2035         940    20,150 4.66
2036         964    20,654 4.66
2037         988    21,171 4.66
2038      1,012    21,700 4.66
2039      1,038    22,242 4.66
2040      1,064    22,798 4.66
2041      1,090    23,368 4.66
2042      1,117    23,953 4.66
2043      1,145    24,551 4.66
2044      1,174    25,165 4.66
2045      1,203    25,794 4.66
2046      1,227    26,310 4.66
2047      1,252    26,836 4.66
2048      1,277    27,373 4.66
2049      1,302    27,921 4.66
2050      1,329    28,479 4.66
2051      1,355   29,049 4.66
2052      1,382    29,630 4.66
2053      1,410    30,222 4.66
2054      1,438    30,827 4.66
2055      1,467    31,443 4.66
2056      1,496    32,072 4.66
2057      1,526    32,713 4.66
2058      1,557    33,368 4.66
2059      1,588    34,035 4.66
2060  70,289   27,290   42,200  21,100  17,583      1,619    34,716 4.66

    합계      36,496 

<표2031-60> 2031-2060년, 30년간 자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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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질의응답 몇 가지 

※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북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지 

한가하게 통일비용을 논할 때인가?

   그렇지 않다. 첫째, 북핵 문제가 당면 과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북핵문제가 해결 된다고 하여 남북문제, 통일문제가 모두 함께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당면한 북핵문제는 그것대로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통일관련 대비는 그와 별도로 그대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어야한다. 국면 변화에 따라 통일관련 문제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우리가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해소를 포함하는 통일편익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실상파악이 선행되어야 

북핵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행동지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대북 강온 대책의 스펙트럼이 이 결과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핵문제 자체만을 가지고 본다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전용이라기보다는 북한의 협상용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구소련은 핵무기 수천 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붕괴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핵무기 한 가지만으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활용하려한다면, 이는 곧 독이 되고 말 것이다.  

※ 통일비용이란 계산하기 나름 아닌가?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통일비용 산출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통일비용의 의의를 폄하한다면 이는 큰 잘 못이다. 통일비용을 

산출하고 그 조달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 설정 하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경제이론과 경제의 흐름 그리고 현실을 바탕으로 얼마나 

실용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느냐가 과제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구도의 파악 없이 통일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누가 통일비용을 

산출했다하여 산출 근거나 정 도도 따져보지 않고, 발표자의 사회적 명성만 

믿고, 무조건 계산 결과의 액수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또한 넌센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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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을 분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분리관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는 다음의 현상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도록 유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와 내부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동시

에 작용하게 함으로써, 이 규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측주

민들은 대부분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당국의 허가 없이는 자유로이 이동, 이

사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것이다. 또

한, 통일이 되면 바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르는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데 구태여 생소한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밖으로부터 안쪽으로 어 넣는 Push Effect와  내

부로부터 끌어당기는 Pull Effect가 동시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제

를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남측 인구의 북측 생산 활동 참여에는 아무런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 남측의 경영 인력과 노동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는 북측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매우 유익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 통일 후,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측의 투자가 

북측지역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터임으로, 그저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모든 

일은 저절로 해결 될 것임으로, 북측의 자본조성에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북측지역에 대한 투자는, 남측의 경제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란 기본적으로 

저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남측지역에서의 저축은 

남측지역에서의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북측으로 

누출되어, 남측경제 내부의 투자가 축소되어 나간다면 남측경제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자본은 가급적 별도로 조성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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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북한 실정을 보면, 남한의 60년대 수준에서 SO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판인데, 남측의 80년대 90년대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비용을 계산한다면 필요한 자본조성의 규모가 축소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산출량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목표 연도까지 일정한 수준의 실질자본이 축적되면 그 

자본의 1/2.2에 해당하는 산출량을 얻게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측이 지난 40년간 밟아온 경제성장 과정을 일일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북측은 이것을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룩해 낼 수 

있는데, 남측이 이미 현재까지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음으로 이것을 현실에 

다시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자본조성을 

목표로 할 정책을 추진할 때, 미시경제적 차원에서는, 결국 마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필요성에 따라 

투자가 배분되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남측에는 그만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더욱이 북측경제가 남측보다 낙후되었다 하여 남측에서는 이미 

사양 산업이 되어버린 부분을 인건비의 유리한 면만 보고 북측으로 

옮기려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방향착오를 범하는 일이다. 북측지역이 

남측지역과 함께,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열등한 제3경제구역이나 식민지를 하나 얻어 이로부터 이득을 

보려고 통일을 염원해 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데에도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분단비용을 조달하는 방안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아니다. 통일비용은 그것이 조달이 되어야 통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분단비용이 조달 되어야 분단을 조성하거나, 혹은 

분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단비용이란 국가가 분단된 상태 

그 자체 때문에 상실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기회비용을 일컫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해안의 어느 아름다운 경관이 간첩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철조망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분단비용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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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병력 감축으로 거의 60만에 가까운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실업률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어찌하려고 하느냐?

   문제 될 것이 없다. 북측의 실질자본 조성을 위한 막대한 수요의 

규모가 유효수요로 나타나게 됨으로, 남측에서는 Buy Korean 우선 정책과 

맞물려 오히려 경기가 호황을 맞게 되고 획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의 내용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옳은 말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잘 못되어 있고, 

따라서 설령 통일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처리해 낼 수 있는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 

자체를 비공개로만 한다면 언제 국민적 공감대가 옳은 방향으로 형성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감출 내용물도 없으면서 애써 감추려고만 한다면 한 

토막의 코미디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이 논문의 요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북측에서 이런 

내용을 오히려 온전하게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북측이 무너진다면 무너질 줄 모르는 상태에서 허를 찔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뻔히 쳐다보면서도 불가항력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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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이 시사하는 것들 가운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 두 

가지만 골라낸다면?

남북한 동포들에게 각각 한 가지씩만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이 모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느 때 북측 정권과 체제가 붕괴되거나 없어진다 해도, 북측 

동포들은 겁낼 것도 없고 불안해 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북측동포들은 

남측 경제가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점에 

확실하게 주목해야 될 줄 안다. 통일을 계기로 북측동포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상당수준의 민주주의가 그들을 맞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동포들은 긴급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구태여 중국이나 일본으로 

탈출구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남측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새로이 알리고자 한다.  

즉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이며, 통일 시점을 계기로 남측 경제는 

제2도약의 황금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향후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남측 국민들은 바로 이점을 사고와 발상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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