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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의류가 단일품목으로는
석탄에 이어 두 번째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 대중 의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제의류가 작년에 2009년 대비 11배 이상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북중 의류 임가공 사업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금년 북한의 4차 핵
실험,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및 중국의 ‘공조’ 의사표명과 연
계되어 추세 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국내외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 북한의 대중 의
류 임가공 사업은 주 대상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랴오닝성이며, 이 지역이 전체
북한 봉제의류 수출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랴오닝성 의류 수입의 대부분도 북
한에 의존하는 양측 간에 일종의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의
류 소재 반입 루트는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장쑤성과 저장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북
중 간 의류 임가공 사업 확대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과 북한의 풍부
한 저임금 노동력에 기인하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북 임
가공 사업 중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받고 있는 금년 북한의 대
중 의류 수출 규모는 북한과 랴오닝성 간 임가공 사업여건과 2010년 이후 통계 추
세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작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결의(2321호)로 대중 석탄 수출규모의 상한선
이 정해짐에 따라 북한이 외화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대중 의류 임가공 사업
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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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북한의 대중 섬유류 수출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1)

성과와도 연계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록 하면서 대중 수출에서 석탄, 철광석 등에 이

이 같은 북중 의류 임가공 교역의 획기적인 성

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대중 수출규모

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표면적으로는 중국내 임

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든 즈음

금의 가파른 상승과 북한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에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전략

이다. 그러나 북중 임가공 교역의 미래를 전망하

의 변화로도 확대 해석될 수 있다. 섬유류 세부 품

기 위해서는 북중간 임금경쟁력 변화 이외에 여

목별로는 니트웨어류(HS 61)와 봉제의류(HS 62)

러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중 의류 임가

수출 규모가 압도적이며, 그중에서도 봉제의류는

공 사업의 성장 요인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

편직물 수출규모의 4배에 이른다.

해 사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봐야 할

북중 임가공 교역에 따른 북한의 대중 의류수출

시점이다.

확대는 금년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

이에 본고에서는 북중간 의류 임가공 교역 확

사일 발사로 인한 UN의 새로운 대북제재(2270호)

대과정과 사업 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

발효(3월)와 이에 대한 중국의 공조 천명 이후 국

한 원인을 분석한 다음, 여러 요인들을 종합하여

내 언론매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북제재 효과

양측간 임가공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검

1) KOTRA, 「2015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토해보고자 한다.

2. 북중 의류 임가공 교역 실태
(1) 섬유류 품목별 교역 동향(2014년까지)

북한의 대중 의류수출은 2009년을 기점으로 급
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북중간 의류 임가공 교역은 중국의 세관 통계

큰 봉제의류(HS 62)의 대중 수출은 2009년 5,600

자료인 해관 통계에 별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

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6억 2,200만 달러로 최

아 정확한 통계를 추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

대치를 기록하면서 5년 사이 11배 이상 증가하였

한의 방직 및 의류제조업 취약성으로 인해 독자적

다. 2009년 전후 5년간 평균수출물량을 비교해도

인 의류 생산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전반부에는 평균 6,2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후

때 중국으로 수출되는 의류물량은 대부분 임가공

반에는 4억 200만 달러 수준으로 대략 6.5배 증

물량으로 추정된다.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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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의 대중 의류(HS 61, HS 62) 수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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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작성.

<그림 2> 북한의 대중 섬유(의류품목 제외) 품목 수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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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작성.

봉제의류와 함께 니트웨어류(HS 61)의 수출도

러로 증가하였다. 이 두 품목은 모두 봉제의류 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2010년 약 2,600만

재에 해당하며 봉제의류 수출증가와 같은 패턴으

달러 수준이던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로 2009년 이후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

2014년에는 1억 1,9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히 인조필라멘트 섬유 품목 수입 중 90% 이상이

의류소재 부문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합성섬유 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봉제용 천(HS

대부분이며 이중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품목은 인

5407)으로 2009년 3,3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조필라멘트 섬유(HS 54)이다. 이 품목의 수입은

1억 5,300만 달러로 4.6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 약 3,800만 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기

니트소재(HS 60)는 약 1,500만 달러 수준이던

시작하여 2014년에는 약 1억 6,600만 달러를 기록

수입량이 2014년에 거의 9,000만 달러 수준까지

하였다. 또한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도 2009년

증가하였다. 소재수입 물량과 의류제품 수출이 급

2,000만 달러 수준에서 2014년에는 약 9,600만 달

등하는 시기와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의류 수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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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의 주요 성별 북한 봉제의류 수입 현황(2015년)
단위 : 천 달러

금액

랴오닝

톈진

산둥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582,000

1,133

6,096

908

426

412

주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작성.

적 등을 감안해볼 때 대중 의류 임가공 물자 반입

진 100만 달러 순이다. 한편, 랴오닝성의 전체 봉

이외 다른 용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방

제의류 수입규모도 2014년의 경우 6억 1,700만 달

직 등 의류소재 산업의 낙후로 소재를 전량 중국

러라는 점에서 랴오닝성이 수입하는 의류물량의

에서 들여다 임가공에 활용하고 있다.

약 94% 정도를 북한물량이 차지하고 있어 의류무

다만, 북한도 이런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4
년 이후 2~3년 간격으로 200만 달러 가까이 방직

역에 관한 한 북한과 랴오닝성은 전적인 의존관계
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 합사기 등 방직설비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하

그렇다면 봉제의류 임가공에 필요한 소재들

였으며 특히 김정은이 권력을 공식승계한 후 전

은 어느 지역에서 도입되고 있을까? 북한이 단

국경공업대회를 10년 만에 개최하는 등 경공업을

일 품목(HS코드 4자리)으로 가장 많이 도입하는

강조하기 시작한 2013~2014년간은 평균 300만 달

인조필라멘트사 직물(HS 5407)은 2014년에 약

러 이상의 방직설비들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1억 5,000만 달러 어치가 수입3)되었는데 반입지

규모는 김정숙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등 대표

역을 보면, 랴오닝성이 가장 많은 40%(약 6,100

적인 공장의 일부 노후설비 교체에 해당하는 적은

만 달러)를 점유하였으며 저장성(절강성)에서 약

물량 수준에 불과하다.

20%(약 3,900만 달러), 장쑤성(강소성)에서 약
10%(1,470만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의 중국 성별 섬유류 교역 실태

지리적으로 인접한 랴오닝성에서 소재의 상당 부
분이 반입되지만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 소재는

봉제의류(HS 62)를 기준으로 중국의 성별 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장쑤성과 저장성에서

출실적2)을 보면, 2014년에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까지 공급받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섬유산업이

규모가 약 6억 2,200만 달러인데 이중 랴오닝성

발달해 있어 의류소재가 풍부하기 때문인데 또 다

이 수입한 물량이 약 5억 8,200만 달러로 전체의

른 섬유공업 지역인 광둥성에서의 반입은 몇십만

94%에 해당한다. 북한이 수출하는 거의 대부분

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을 보면 현재의 임가공 사

의 봉제의류가 랴오닝성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이

업 구조하에서는 지리적으로 저장성까지가 사업

다. 그 외 지역으로는 산둥성에서 600만 달러, 톈

성이 있는 범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해관자료를 토대로 작성.

3) 여기에는 북한 내수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임가공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의 도입량을 고려할 때 비중은 아주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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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북중 의류 교역 동향

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금년 3월 UN의 새로운 대
북제재 결의 2270호를 발효시켰으며 중국도 이에

북중간 의류 임가공 교역 규모를 보여주는 북

대한 공조를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

한의 대중 의류수출은 2015년 들어서도 증가하여

재로서는 북중간 의류 임가공이 민수로 분류될 수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니트웨어류(HS 61)는

있어 새로운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약 1억 6,600만 달러로 2014년보다 40%나 증가하

그러나 이번 북핵사태에 대한 비교적 강경한 중

였으며 봉제의류는 약 6억 2,200만 달러→ 약 6억

국의 태도로 인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거나 단기

3,300만 달러로 1,100만 달러 늘어났다. 석탄, 철

간이라도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 국내

광석 등 자원수출의 감소로 북한의 전체 수출규모

외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가 2013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는 가운데 2015년의

이와 관련, 금년 중국 해관통계 자료를 활용

경우 전년도 대비 약 84%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

하여 해당 월의 실적치 및 1~9월간 3개월 단위

에서 임가공에 의한 의류 수출은 계속 증가한 것

합계액을 이전 2년간 수치와 비교·검토하였다.

이다. 북한의 전략 수출품목의 변화 가능성이 점

봉제의류의 경우 금년 4월 대중 수출실적이 약

쳐지는 대목이다.

3,000만 달러로 2014년(약 3,900만 달러)에 비해

금년 들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3월 이후 동향이

서는 줄었고 2015년(약 3,100만 달러)과는 비슷

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

한 수준이다. 4~6월까지의 3개월 누계치를 비교

<표 2> 북한의 상반기 대중 의류수출 실적 비교
단위 : 천 달러

품목 HS 62
월

2016

2015

2014

2016

2015

2014

1

52,380

36,475

39,227

10,069

10,188

7,219

2

48,022

32,688

33,460

16,395

8,565

5,457

3

89,887

46,680

46,436

13,284

20,708

14,474

4

30,482

30,991

38,551

6,658

5,742

6,797

5

38,170

31,660

51,217

6,685

12,882

9,481

6

45,965

48,035

58,558

11,634

13,133

6,854

7

57,283

74,081

71,845

6,005

9,795

8,139

8

86,143

84,943

72,173

7,735

17,390

12,189

9

66,119

80,400

78,840

7,578

18,586

15,152

1~3월 합계

190,289

115,843

119,123

39,748

39,461

27,150

4~6월 합계

114,617

110,686

148,326

24,977

31,757

23,133

7~9월 합계

209,545

239,424

222,858

21,318

45,771

35,480

1~9월 총계

514,451

465,953

490,307

86,043

116,989

85,763

주 : KOTRA 중국사업팀 통계를 바탕으로 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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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2014년(약 1억 4,800만 달러) > 2016년(약

된다.

1억 1,500만 달러) > 2015년(1억 1,100만 달러)이

그러나 중국당국의 조치에 의한 결과로 보기에

다. 의류품목 전체는 2014년(1억 7,100만 달러) >

는 차이가 확연하지 않다. 결국 중국이 대북 의류

2015년(1억 4,300만 달러) > 2016년(1억 4,000만

임가공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중

4)

달러) 로 금년이 가장 적었다. 또한 7~9월간 봉

국업체들이 3월 이후 북한과 추가 계약을 했는지가

제의류 수출실적은 2015년(2억 3,900만 달러) >

파악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단둥지역

2014년(2억 2,300만 달러) > 2016년 2억 1,000만

중국 임가공 업체의 동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달러로 2016년이 가장 적었다. 북한의 봉제의류

한편, 북한의 금년 1~9월간 봉제의류 대중수출

대중 수출실적이 금년 중후반부로 가면서 폭은

은 1~3월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5년 동

작지만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기대비 10.4% 증가하였다. 북한 수출물량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랴오닝성의 금년 상반기 봉제의류
품목 수입도 전년대비 약 5% 증가하였다.

4) KOTRA 중국사업팀 제공.

3. 북중 의류 임가공 교역 확대의 원인
북중간 임가공 교역 확대의 첫 번째 원인으로

자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14.6%5)에 달했다. 이 같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국내 임금상승이다. 중국

은 임금상승 및 근로자 수급 불안정, 그리고 2008

의 경제성장에 따른 근로자 임금의 급상승은 북중

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중국의 의

간 의류 임가공 교역을 활성화시킨 결정적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2000~2009년간 중국의 도시근로

5) 중국 국가통계국, LG ERI GLOBAL ECONOMY, 2010.8.23.

<그림 3> 중국의 도시 근로자 임금 상승률과 GDP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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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자료 등을 토대로 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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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과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임금수준 비교(도시근로자 월기본급, 북한 제외)
단위 : 달러

금액

상하이

광저우

다롄

션양

호치민

프놈펜

양곤

비엔탄

472

460

392

431

185

140

127

100

주 : 상하이 등 중국지역과 호치민(베트남), 양곤(미얀마), 비엔탄(라오스) 통계는 JETRO 해외조사국(2015년) 자료이며, 프놈
펜은 2015년 10월 캄보디아 당국의 최저임금 140달러로 인상했다는 보도내용(2015.10.8 헤럴드).

류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해외의 저

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에 최저임금 기준 약 74

임 노동력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달러이었다. 물론 실제급료는 여기에 사회보험료,

특히 랴오닝성 등 동북 3성 지역에서는 노동집

잔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올라간다. 다른 국가들의

약형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등 동부와 남부 공업지역

있지만 상호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다.

으로 이탈하는 현상까지 겹쳐 노동집약형 제조업

두 번째 요인은, 우리의 대북 임가공 사업 중단

분야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 지역

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촉발된 한

의류업체들로서는 인접한 북한의 저임 노동력 활

국의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임

용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또한 2000년 이후 꾸준하

가공 사업이 중단되었다. 1990년대 초 국내 반입

게 북한과의 의류분야 교역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기준으로 60만 달러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온 대

임가공 사업 추진기반도 이미 갖춰진 상태였다. 이

북 임가공 사업은 2007년부터는 2억 달러를 넘어

와 함께 북한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

섰으며 이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이 의류 임가공이

이 될 수 있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대북 의류

동남아 국가들과의 임금수준에서도 경쟁력을 갖

임가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 있

추고 있었다. 여기서 북한 근로자 임금은 개성공단

는 중국의 조선족 사업가들을 영입해 활용하였다.

<그림 4> 한국 기업들의 대북 임가공 추세와 북한의 대중 봉제의류 수출 비교
700,000

(천 달러)

600,000
500,000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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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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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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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위탁가공 반입

북한의 대중 봉제의류 수출

주 : 통계청, 남북경협 통계와 무역협회 중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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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와 중국공단 근로자 비교
100

(국내 모기업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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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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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동률

중국

주 :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2008.

이들 조선족 기업가들은 5.24조치로 우리 기업들

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후반 일본 조총련계

의 대북 의류 임가공 사업이 중단되자 랴오닝성의

기업들과의 합영·합작 기업 설립과 1990년대 초

의류 임가공 물량을 북한에 연결해주었으며 이로

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남한 기업들과의 의류 임

인해 우리 임가공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로 빠르게

가공 사업을 통해 중고 의류제조 설비를 지원받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봉

고 국제수준의 임가공 경험을 축적했다. 또한 봉

제의류의 경우 2009년 5,600만 달러에서 5.24조치

제의류 수출확대를 위해 임가공 전문공장인 수출

가 시행된 2010년에는 1억 6,000만 달러 규모로 3

피복공장들도 설립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그 해 상반기 4,300만

국을 비롯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로 임가

달러 수준이던 수출규모가 하반기 1억 1,700만 달

공 대상을 확대하였다. 특히 2008~2009년경에는

러로 2.7배 급증한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은하무역총회사, 매봉무역총회사 등 피복공장들

세 번째로, 풍부한 인력과 임가공 경험을 확보

을 관리해오던 당·정 무역회사별로 산하의 피복

하고 있는 북한의 의류제조업 여건도 북중 의류

공장과 수출피복공장들을 정비하고 설비현대화

임가공 사업을 뒷받침하였다. 북한의 의류제조

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장명칭도 바꾸는 등 내부

기업은 주민들에 대한 의복공급을 위해 편직물을

적으로 의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7)를 취

생산하는 편직공장과 봉제의류를 생산하는 피복

한 것으로 보인다. 30년 이상된 의류 임가공 사업

공장 및 옷공장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양을

경험과 제한적이지만 설비교체 및 현대화 등을 통

포함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리고 황해북도를

해 일정 수준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여기에 개성공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 300여 개 업체가 확인6)되

단에서도 입증된 생산성이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

6) 2000년 이후 노동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확인된 기업.

7)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하는 수출피복공장은 2008년 이후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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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의류 임가공 사업

의 급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4. 향후 전망
북한의 최대 외화획득원인 자원수출이 국제자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양질의 저임 노동

원 가격 하락과 중국경제 성장 둔화, 중국 당국

력을 활용하는 임가공 교역이나 근로자 해외파견

8)

의 철강을 포함한 5개 생산과잉 업종 지정 , 저질

확대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임가공 교역은

탄 수입억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13년 이후 계

의류 임가공과 수산물가공 분야로 대별되는데 이

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에 지난 11월 말

중 의류 임가공 분야 규모가 훨씬 크다. 결국 북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결의(2321

은 대중 의류 임가공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가

호)로 석탄의 대중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앞

능성이 높다.

으로의 전망도 더욱 어두운 실정이다. 외화획득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은 의류 임가

이 절실한 북한은 이로 인한 수출감소분을 보충

공 교역의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를 고려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중국과 동

8) 중국 정부는 2013. 5월 철강, 시멘트, 전기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등 5
개 분야의 생산설비 과잉해소를 위한 지침을 내놓았다.

남아국가들의 제조업 근로자 임금 여건이다.

<표 4> 최근 중국 랴오닝성의 의류(HS 61, 62) 수출입 실태
단위 : 천 달러, %

HS 61

HS 62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증감률)

금액(증감률)

금액(증감률)

금액(증감률)

2006

497,614(15.3)

9,481(-1.9)

1,844,018(20,8)

90,711(14.2)

2007

568,065(14.2)

11,849(25.0)

2,152,107(16.7)

93,268(2.8)

2008

624,758(10.0)

15,757(33.0)

2,371,754(10.2)

106,159(13.8)

2009

619,916(-0.8)

15,502(-1.6)

2,231,646(-5.9)

120,641(13.6)

2010

689,432(11.2)

21,572(39.2)

2,387,119(7.0)

187,918(55.8)

2011

809,827(17.5)

42,825(98.5)

3,036,923(27.2)

385,625(105.2)

2012

862,851(6.5)

58,341(36.2)

2,984,611(-1.7)

402,614(4.4)

2013

1,011,525(17.2)

83,608(43.3)

3,119,675(4.5)

525,516(30.5)

2014

1,027,982(1.6)

88,274(5.6)

3,337,535(7.0)

617,309(17.5)

2015

835,560(-18.7)

81,425(-7.8)

3,008,728(-9.9)

616,291(-0,2)

주 : 무역협회 중국 무역통계자료를 기초로 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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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물론 캄보디아 등도 가파른 임금상승

다. 수출여건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추세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북

북한에 대한 임가공 물량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

한의 저임금 구조는 향후 임가공 교역에 상당히

다는 것이고 랴오닝성 내 의류 관련 기업들의 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성 악화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 의류수출의 90% 이상을 랴오닝성
이 차지하고 있고 랴오닝성의 해외 의류 수입물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의류 임가공 물량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여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량의 90% 이상을 북한에서 반입해오고 있기 때문

한편, 2016년 상반기 들어서는 전년대비 수출과

에 중국 랴오닝성의 의류 수출입 추세와 의류제조

수입 모두 상승추세로 반전되어 수입의 경우 30%

업 여건 또한 북중 의류 임가공 교역을 좌우하게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와 연계되어 북한의 대중 봉

될 중요한 요소이다. 2015년 랴오닝성의 봉제의

제의류 수출도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그간 중

류(HS 62) 수출은 약 30억 달러였으며 수입은 약 6

국의 대북 의류수입 통계10)를 보면 하반기 규모가

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출의 경

상반기보다 컸으며11), 최근 3년간의 경우 하반기

우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평균성장률이 14%인

규모가 상반기 대비 30~80% 더 많았다. 이런 추세

데 반해, 2011년 이후 2015년까지는 평균 0.8% 증

대로라면 금년 북한의 대중 봉제의류 수출은 전년

가에 그쳐 수출증가세가 확실히 둔화되었다. 수

대비 1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입의 경우는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있는데 2016년 1~3월, 5

면서 2014년까지 지속되다 2015년에는 전년도에

월 북한의 대중 봉제의류 수출이 전년대비 상당히

비해 1,0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반기 수출규모 증가를 이끌

출증가 둔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었으나, 4월과 6월 소폭 감소에 이어 하반기가 시

랴오닝성의 의류 제조업 운영여건도 좋지 않은

작되는 7월에는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12) 8월에

상황이다. 중국 전체 의류매출에서 차지하는 비

는 약간 상승했다가 9월에 다시 감소하였다는 점

중이 2005년 2.5%→ 2010년 2.3%→ 2014년 2.1%

에서 그간의 추세와는 반대로 ‘上高下低’ 현상이

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전체 영업 이익에서 차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비중도 2012년 4.6% → 2014년 3.5%로 급감
9)

하였다. 전반적인 중국 경기 둔화 및 근로자 임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대중 임가공
교역에 따른 봉제의류 수출은 일정 부분 늘어날

금상승과 호전되지 않는 의류수출 여건으로 기업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북한의 의류 임가공 사업에 대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
9) 박훈(2016),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와 한국 섬유산업의 대응」, 산
업연구원.

10)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중 중국통계자료.
11) 2 009년은 상반기 3,613만 5,000달러, 하반기 2,016만 7,000달러로
하반기에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화폐개혁, 시장규제 조치
에 따른 변동일 가능성이 크다.
12) 한
 국무역협회 중국 무역통계와 KOTRA 자료에 따르면 봉제의류 월별
수출실적이 2016년 1월 전년대비 43.6%, 2월 46.9%, 3월 28.3%, 5
월 20.8% 증가하였으나 4월 -1.6%, 6월 -4.3%에 이어 7월 -22.7%, 8
월 1.4%, 9월 -17.8%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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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북한의 HS 62 품목 상하반기 對中 수출실적 비교
단위 : 천 달러

상반기

하반기

총액

전년대비 증가액

성장률(%)

2015

226,529

406,679

633,206

11,172

2

2014

267,779

354,254

622,034

122,797

25

2013

185,651

313,576

499,237

126,247

34

2012

124,473

248,576

372,990

16,099

5

2011

146,654

210,207

356,891

196,314

122

2010

43,039

117,538

160,577

104,275

185

2009

36,135

20,167

56,302

-20,994

-27

2008

30,274

47,032

77,296

-

-

주 : 한국무역협회 중국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KIET 작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북

다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중 의류 임가공 물

한의 해외 주재관이나 파견인력들에 대한 외화상

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랴오닝성보다 의류산업

납 압력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은 외화벌이의 주

규모가 큰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등과의 교역이

요수단인 의류 임가공 사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증대되어야 하나 물류비용, 네트워크 부재 등으

점에서 북한 무역회사들로서는 더욱 물량을 늘리

로 현재의 수익구조하에서는 실현이 어렵다는 점

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

과 최근 들어 북한과 의류 임가공 교역을 진행하

다. 여기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거나 의사가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사업의 리스크

있는 중국도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

를 줄이기 위해 북한내 공장에서의 임가공 사업보

은 북중 임가공 교역에 대한 조치는 고려하고 있

다는 북한의 근로자 파견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지 않을 것이다.

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5. 결론
북한의 대중 봉제의류 수출은 임가공에 힘입어

의류 임가공 사업이 해외근로자 파견에 이어 풍부

2009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증가

한 인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대규모 외화벌이의 원

세가 둔화(약 2%)되긴 하였지만 사상 최대치(약 6

천인 것이다. 북한은 2013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 수출규모

시작한 대중 자원수출 감소분(4억 달러 수준)을 의

로 보면 석탄에 이은 두 번째이다. 북한으로서는

류 임가공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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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역

금도 원단 등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단순임가

내 봉제의류 임가공 교역 확대에 더욱 많은 노력을

공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도 대중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북한의 금년도 대

의류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봉

중 의류 수출규모도 새로운 변수가 없는 한 증가하

제·편직·방직 설비 반입 외에 적극적인 설비투자

거나 작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투자를 통한 선순

한편, 이 같은 북한의 대중 의류 임가공 사업의

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확대는 북한내 섬유·의류 산업 발전의 유인으로

내 시장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전향적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정책전환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여

30년 전부터 의류 임가공 사업을 시작했으나 지

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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