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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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등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
한은 발전소와 전력망 등 전력인프라 노후화, 발전용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에너지 협력은 더욱 실질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개

발과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쉬워 대규모 전력망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난방, 취사, 조명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인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한반

도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가 협력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3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 에 근거하여 2044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5GW의 

설비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네르기법 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 수준을 높이며 국토환경

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마고원 일대, 서해안 

지역이 풍황 자원이 우수하고, 평균 일사량도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을 통한 전력공급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형과 농촌형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도시지역에 베란다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열병합발전과 재

생에너지를 연동시킨 지역난방 주택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농촌지역은 난방과 취사, 농업용으로 

필요한 열과 〮전기를 스스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상할 수 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 남

북교류협력사업의 무상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

용 보급 촉진법 에 북한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와 체계가 다른 

북한의 에너지법, 경제협력법, 투자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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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018년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전기가 마련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라면 

실현가능성이 낮았을 남북한 정상회담(2018.4.27., 판문점, 2018.9.18.~20, 평양)과 

북미 정상회담(2018.6.12, 싱가포르)이 모두 성사되면서 몇 년간 후퇴를 거듭하던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사회의 개방 논의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4.27 ‘판문

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내용과 이전에 합의된 남북 경협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 도로, 산림 분야의 협력 논의가 먼저 시작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은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교류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개방 

폭을 넓혀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부 사회의 지원 아래 경제사회 개발이 추진되

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는 북한 진출이 가능한 경제협력 

구상에 관한 논의가 다투어 보도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가 경제협력이 가능하기 위한 대전제가 되기 

때문이며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에너지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특유의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1990

년대 이후 외부에서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고 석탄발전소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른 

화석연료 발전의 한계, 전력망의 노후화, 발전용량 부족 등으로 전력 부족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다. 송배전 손실률은 지역에 따라 50%에 육박(현대경제연구원, 2015)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별로 

대,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독려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 러시아와 협력하여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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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소 건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력공급률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201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제기구 등의 도

움을 받아 재생에너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주민들에게도 이를 권장하고 있

다.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기술과 비교하여 지니는 장점은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

고 수요지 인근에 건설하는 것이 용이하여 대규모 전력망이 없이도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난방, 취사, 조명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도적인 지원 사업이라는 점도 장점이 된다. 여러 대북 제재

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남북이 시범적으로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

이다.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연구도 사업경험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정보 부재 상황에서 대규모 에너지개발 

사업은 커다란 위험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

적인 경제협력이 시작되기 전에 소규모1) 재생에너지 개발을 먼저 시도한다면 남북 

간 법, 경제,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북한 에너지개발은 재생에너지 중

심이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와 에너지 법, 

재생에너지 관련 법 체계와 북한의 재생에너지 이용과 개발 현황을 분석한다. 이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지역에 맞는 

전력공급 중심 협력과, 농촌지역에 적합한 열, 전기 공급 중심 협력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으로 재생에너지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그동안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통일을 대비한 에너지 정책 연구는 꾸준히 진행

1)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소규모(small scale) 개발’이란 투자금액으로는 천만 달
러(약 120억 원) 이하를 의미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상업적으로 움직이는 투자은
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World Bank, 2011).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는 개발사업에
서 소규모 개발은 여러 가지 비용 단가가 높아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데, 그래서 소규모 개발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같은 국제 개발지원 은행과 기금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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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김경술(2015)은 남북의 정치, 경제적 통합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에너지부문 남북통합 방안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에너지부문 

북한 급변사태 대응플랜, 에너지 산업별 남북 통합 역량평가, 에너지 산업별 남북

통합 정책과제, 독일 통일과정의 에너지 산업 통합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독

일 통일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독일 분단 이전의 역사, 동독의 에너지 

통제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석유, 석탄, 전력 산업에서 이루어진 통일 전후 통합과

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윤재영(2016)은 북한의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의 통합사례를 연구하였는데 북한의 전력산업과 전력계통 현황을 분석하고 독

일 통일에서 전력분야의 통합을 분석하였는데, 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이 조

급하게 진행되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행정학회(2016)는 장기적인 철학과 관점

을 기반으로 통일국가를 대비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연구하였는데 주요하게

는 남북에너지협력 정책에 관한 접근방법을 조사하고, 기존에 제시된 남북한 에너

지 실태와 남북에너지 협력정책을 조사하여 협력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통일을 전후한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상하거나 

전력망 복구 및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직까지 북한에 직접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의 대응을 연구한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전술한 김경술의 연구는 동서독 통일에서 서독과 동독이 1945년 

분단 이후부터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까지 정보통신산업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 직후 구 동독지역에서 폭발적으

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때 서독의 에너지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오

랜 시간의 통합 노력이 배경에 있다. 전력원 구성 면에서는 동서독 통일시점(1990

년) 당시 서독은 석탄(32%), 원자력(24%), 석유/가스(25%)로 발전원이 주로 구성된 

반면, 동독은 갈탄(63%)이 주된 발전원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동서독 모두 최대수요

에 비해 설비용량에 여유가 있어 전력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서독의 산업통일은 동독의 국영기업들을 서독이 

‘신탁청’을 통해 인수,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동독이 모든 기업을 매각하

였음에도 오히려 인수가 완료된 뒤에 부채로 2600~2700억 마르크만 남겼을 정도

로 동독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 못했다. 이 과정은 동독 주민이 오랫동안 통일 

독일에 큰 반감을 갖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통일 독일의 동질화 과정은 성공사

례이기보다는 실패사례로 거론되기도 하는 이유이다. 

통일 독일의 통합 과정은 그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우리에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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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독일은 분단된 이후에도 비록 냉전시대의 긴장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지

속해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갔다. 우리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할 이유이다. 그

럼에도 독일 통일에는 높은 경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고 사회적인 갈등도 쉽

게 해소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이제 막 완화되기 시작하는 우리로서는 동질화보다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이질성을 

인정하면서 협력의 성공사례를 쌓아가는 경험이 더 중요할 수 있다.

Ⅱ. 북한의 에너지공급과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

1. 북한의 에너지공급 현황

(1) 북한의 에너지공급 구조 및 추이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 국가에 포함된다. 아래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2016년 기준 북한의 1차 에너지공급량은 9,910천TOE로 이는 우리나라(294,654

천TOE)의 약 3.4%에 불과하다. 구성에서는 석탄이 4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다음이 수력(32.3%)이며 석유가 11.8%, 기타가 12.7%를 차지한다. 동구권 

붕괴 이전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형태로 수입되었던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

서 화석연료는 자국의 석탄에 주로 의존하게 되었다.

<표 1>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조(2016년)

합계 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 LNG 기타

공급 
(천TOE)

9,910 4,280 1,170 3,200 - - 1,260

구성비(%) - 43.2 11.8 32.3 - 12.7

자료: 통계청

아래 [그림 1]은 1990년 이후 북한의 1차 에너지공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23,963천TOE이던 북한의 1차 에너지공급량은 1998년 14,030천TOE으로 감

소한 후 2000년대 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

여 2015년에 8,700천TOE, 20016년 9,910천TOE를 기록하였다. 1990년 대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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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1>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추이

출처 : 통계청

(2) 북한의 전력공급 현황 및 특징

아래 [그림 2]는 IEA의 집계를 기준으로 전 세계 지역별 국가별 일 인당 전력공

급량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전력공급은 전체 에너지공급 상황보다도 

더 어렵다. IEA 집계에 따르면 세계평균 일 인당 연간 전력사용량은 3,030kWh, 

OECD는 8,028kWh 수준인데, 반면에 북한은 602kWh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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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세계 지역별 국가별 일 인당 전력공급량(단위: kWh/year)

출처 : IEA database

우리나라 일 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10,497kWh이다.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전

력 다소비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함을 고려할 때 남북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일 인당 전력공급이 세계평균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

력공급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여러 국가를 비

교하면 북한보다 일 인당 전력공급 수준이 낮은 국가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과 탄자니아, 케냐 등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

의 최빈국과 탄자니아, 케냐는 열대 및 아열대 기후대에 속해있어 난방 등 열 수

요가 북한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전력 소비수준이 낮은 것은 공급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공급여건이 좋아진다면 북한의 전력소비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 향후 북한에서 에너지 협력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비슷한 기후대 

국가의 난방, 취사, 조명 에너지 소비수준을 참고하여 에너지공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전력설비는 많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수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 대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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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2)은 평균 균등화 발전원가3)가 석탄화력발전보다 낮다(IRENA, 2017).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전력 설비를 투자할 때 대수력 발전을 선호한다. 아래 <표 

2>는 북한의 전력설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전체 전력설비용량은 2016년 

기준 약 7.7GW로, 수력이 61.4%를, 화력이 38.6%를 구성한다. 북한 당국은 지역

별 대･소수력 발전소 개보수를 독려하고 있어 수력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새롭게 건설되는 화력발전소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유

역용량과 계절적인 강수량 변동에 전체 전력생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30억kWh인 수력발전량은 2015년 100억kWh로 줄었다가 다시 2016년 128

억kWh로 증가하는 등 매년 10% 이상 변동하고 있다.

<표 2> 북한의 전력 설비 구조 (단위: MW, %)

2014 2015 2016

용량 
(MW)

구성비 
(%)

전력량 
(억㎾h)

구성비 
(%)

용량 
(MW)

구성비 
(%)

전력량 
(억㎾h)

구성비 
(%)

용량 
(MW)

구성비 
(%)

전력량 
(억㎾h)

구성비 
(%)

합계 7,253 100.0 216 100.0 7,427 100.0 190 100.0 7,661 100.0 239 100.0
수력 4,293 59.2 130 60.2 4,467 60.1 100 52.6 4,701 61.4 128 53.6
화력 2,960 40.8 86 39.8 2,960 39.9 90 47.4 2,960 38.6 111 46.4

원자력 - - - - - - - - - - - -

출처 : 통계청

아래 <표 3>은 북한에 소재한 주요 화력발전소의 소재지와 준공 연도, 용량 등

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연구원(2013)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8개의 중대형 화력

발전소 8개가 있으며 총 용량은 약 3GW로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이 러시아식 

열병합 발전소4)로 알려져 있다. 준공 연도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설비도 이미 

20년을 넘었으며 대부분 1980년대와 그 이전에 준공되어 설비가 노후화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2) 수력발전소는 용량에 따라 대수력(대규모 수력)과 소수력으로 구분하는데, 소수력 발전은 
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20MW 이하를 일컫는다.

3) 균등화 발전원가(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이 종료하는 시
점까지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화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일정한 양의 전기생산을 
위해 투입된 금액, 예를 들면 $/kWh와 같이 표기한다. 수력, 화력, 태양광, 풍력 등 여러 
기술의 발전원가를 비교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4) 화력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면서 동시에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한 
열도 난방을 위한 열로 공급하는 발전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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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의 주요 화력발전소

발전소명 소재지 준공년도
설비구성
(만kW,기)

총용량
(만kW)

북창화력발전소 평남 북창 1970~1985 10 X 16 160

평양화력발전소 평양시평야구역 1965~1968 20 x 2
10 x 1

50

선봉화력발전소 함북 웅기군 1976~1967 5 x 4 20
청천강화력발전소 평남 안주군 1976~1978 5 x 4 20
청진화력발전소 함북 청진시 1984~1986 5 x 3 15
순천화력발전소 평남 순천군 1987 5 x 4 20

동평양화력발전소 평양시낙랑구역 1994 5 x 1 5
12월화력발전소 남포시 대안구역 1996 5 x 1 5
비계통 독립전원 6

계 　 　 　 301

출처 : 국토연구원(2013)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이 열병합 발전소라는 점과 소재지가 대부분 평양을 중심

으로 하는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 <표 3>은 지역적으

로는 북한에서 화력발전소가 자리 잡은 곳은 평안남도와 공업지역인 함경북도이고 

다른 지역의 전력은 전적으로 수력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열병합 발전소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 주거 상업 시설에 난방열을 공급하

는 열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특히 북부지역과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 구 동구권 국가들은 지역난방의 보급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

다. 북한 역시 이들 국가와 비슷하게 주요 지역에는 지역난방을 위한 기반시설이 

1960~1970년대에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IEA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공급률은 공식적으로 40% 수준이며 전력손실률

은 16%로 나타나지만, 구간에 따라서는 전력손실률이 50%에 이른다(현대경제연구

원, 2016). 또한, 배전망은 절연되어있지 않고 철선, 동선, 알루미늄 선이 뒤섞여 

있으며 전압 불균형과 단락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김홍우, 2018). 배전기반

시설이 이와 같이 열악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인 송배전 운영이 어려워 지역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수 있다. 전력망은 단기간에 복구가 어렵기 때문

에 현재로서는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여도 최종수요자에게 전력공급이 원

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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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에너지 관련법 구조와 ｢재생에네르기법｣의 주요 내용

(1) 북한 에너지 법

북한 사회에서 법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수령과 노동당의 정책을 집행하

는 실천수단으로 기능(박종찬, 2003)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북한 사회에

서 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반적인 국가들과 비교해 그 위상과 독립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법은 북한 당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성문법적 근거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으로 채택됨으로써 제정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보충’됨

으로써 개정되는 구조이다. 모든 법은 해당법의 ‘기본’에 대한 장으로 시작하여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한 장으로 마무리된다. 이들 법은 모두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거나 해당 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

회주의 국가 특유의 국가 중심주의를 보여준다. ‘주민연료’와 ‘중소형 발전소’에 대

해 별도의 법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우리나라 에너지 법체계와 특히 구별된다.

<표 4> 북한의 에너지 법 체계

　 　 　 　 　 　 　 　 　 　 　 　 　 　 　

에네르기
관리법

전력법 재생에네르기법
중소형 

발전소법
주민연료법 원자력법

•에네르기관리
법의 기본
•에네르기 공급
•에네르기 리용
•에네르기 관

리사업에 대
한 지도 통제

•전력법의 기본
•전력시설 건설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

과 지휘
•전력의 리용
•급전지휘
•전력부문사업

에 대한 지도
통제

•재생에네르기
법의 기본

•재생에네르기
의 자원조사

•재생에네르기
의 개발 및 리
용계획

•재생에네르기 
개발 및 리용
의 장려

•재생에네르기 
부문의 물질기
술적 토대 강화

•재생에네르기 
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중소형 발전
소법의 기본
•중소형 발전

소의 건설
•중소형 발전

소의 운영
•중소형 발전소

의 전력리용
•중소형 발전

소 사업에 대
한 지도통제

•주민연료
법의 기본

•주민연료
의 확보

•주민연료
의 공급

•주민연료
사 업 에 
대한 지
도통제

출처 : 국가정보원(2017)
주 : 국가정보원 발간 북한법령집 내용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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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4>는 북한이 에너지 분야에서 제정하고 있는 법들을 보여준다. 북한은 

자국의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에네르기 관리법｣, ｢전력법｣, ｢재생에네르기법｣, 

｢중소형발전소법｣, ｢주민연료법｣, ｢원자력법｣을 두고 있다. 이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은 원자력법(1993)이다. 기본법 성격인 ｢에네르기 관리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

지만, 그 이전에 ｢전력법(1995년)이 제정되었다. ｢주민연료법｣(1998년)과 ｢중소형발

전소법｣(2007년), ｢연유법｣(2007년)이 이후 제정되었으며 ｢재생에네르기법｣이 가장 

최근인 2013년에 제정되었다. 즉 원자력법을 제외하면 에너지 관련 법 중에서 전

력법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 4장 34조로 구성된 ｢에네르기 관리법｣은 ‘에네르기의 공급과 리용에서 제도

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에네르기랑비’를 없애고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를 원만

히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가 에너지발런스, 소비기준, 생산지와 소비

지의 배치상태, 수송조건, 생산계획, 기술장비수준, 에너지 절약 예비 등을 고려해 

공급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발란스와 소비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 24조 ‘중소형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 해당 지역의 

수력, 풍력 같은 동력자원을 이용하는 중소형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여기

에서 생산한 전기는 발전소를 건설한 기관과 기업소, 단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 

데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일종의 소규모 전력망(미니 그리드) 운영에 대한 밑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의 과학연구사업 원칙, 에너지 관리의 대중화 

원칙,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교류 협조하도록 하는 원칙 역

시 제시되어 있다. 즉,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북한은 국제기구와 외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다.

총 8장 77조로 구성된 ｢전력법｣은 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 중에서 가장 조항이 

많은 법률이다. ‘전력기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

용, 급전지휘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보장하고 인

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 3조 ‘전력시설 건설원칙’에서는 국가가 수력발전소 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 발전소와 중소규모 발전소 건설을 병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 12조 ‘경제적효과의 타산’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여러 

가지 연료 조건에 맞는 형식과 규모를 정하고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열병합 발전을 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열 이용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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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점이다. 전력공급에서는 제 31조 ‘전력공급계약’에서 전력공업 지도기관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제 32조에서는 영농시기 농촌에 필요한 전

력과 장마철에 탄광, 광산 같은 갱침수위험이 있는 대상들에 전력공급을 우선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총 5장 49조로 구성된 ｢중소형발전소법｣은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 따르면 중소형 발전소는 용량 20,000kW이하의 발전소를 의

미하며 수력, 화력, 조수력, 풍력 같은 여러 동력자원에 의거한다. 재생에너지 협력

을 통해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대부분 북한 당국이 규정하는 ‘중소형 발전소’에 해

당하게 될 것이다. 중소형 발전소 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하며(제 9조 건설계

획의 작성)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기술과제를 작성한 다음 대상 규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제출(제 10조 기술과제의 제출과 

검토)한 후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심의, 승인한다(제 12조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중소형 화력이나 재생에너지 건설은 기후, 지리적 조건을 타산하고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제 18조 중

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의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에너지 자원평가(resource assessment)5)가 이루어져야 하

고, 전력만이 아니라 열 이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성평가 결과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소형발전소법｣은 특히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중소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하나의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제 34조 여러 중소

형발전소의 전력계통구성), 일종의 지역별로 독립된 소규모 전력망 구성과 운영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남는 전력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에 공급하거나 국가전력계통에 넣을 수도 있다(제 35조 남는 전력의 공급). 중소형 

발전소 건설은 전력을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건설 주체가 되므로 일종

의 민간투자 성격이 있는데 때문에 벌금과 손해보상(제 47조 벌금적용, 손해보상), 

중지(제 48조 중지)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생산한 전력을 허위보고하거나 발

전능력을 허위보고하는 경우, 노력(노동력), 자재, 자금을 낭비하여 중소형 발전소

5)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을 계획하기 전에는 지역의 일사량과 미기후( ), 설치할 장소
의 경사도와 방향 등을 조사하여 발전량을 추정한다. 풍력에서는 연평균 풍속, 풍력에너
지 밀도 등을 의미하는 풍황을 조사하여 역시 예상 발전량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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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설하거나 건설한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을 경우, 발전설비를 분실, 

파손시켰을 때는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보상을 하게 되어있다. 또한, 승인이 되지 

않은 설계로 건설하거나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 승인 없이 남는 전력을 다

른 목적에 이용했을 때는 발전소 건설, 운영, 이용 등이 중지될 수 있다.

(2) 북한 ｢재생에네르기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북한의 ｢재생에네르기법｣은 총 6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은 제 1장 재생에

네르기법의 기본, 제 2장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제 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제 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제 5장 재생에네르기 부문

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 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나뉘는

데｢전력법｣이나｢중소형발전소법｣, ｢주민연료법｣,과 비교할 때 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즉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에 앞서 풍황이나 태양광 일사량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

되어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생에네르기법｣은 ‘재생에네르기의 개발과 리용

을 장려하고 재생에네르기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어 국제

사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떠올리게 한다6). ｢재
생에네르기법｣에 따르면 재생에네르기는 ‘태양열 및 빛,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

에네르기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가능한 에네르기’가 해당한다.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이 조

사되어야 한다. 풍력의 경우는 풍황조사에 1~2년 가량이 요구되기도 한다. 북한은 

‘재생에네르기’ 자원조사계획을 국가계획기관이 세우도록(제 8조 자원조사계획의 

작성) 하고 있으며 계산된 ‘재생에네르기’ 자원량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게 되어있다. 즉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려면 

북한 당국에 조사설계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자원량을 조사하고 이를 등록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작한 기관 등은 설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설비는 

생산, 공급, 판매에서 우선권을 갖는다(제 24조 재생에네르기설비의 인증). 또한 동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태양온수계통, 지열랭난방계통, 태양빛전지계통, 

풍력발전기, 메탄가스생산시설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고

6) 실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 원칙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과거부터 
발맞춰 오고 있다. 북한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서명하고 1994년 비준하였고(DPRK, 2012) 지난 2016년에는 국가 
INDC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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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재생에네르기설비의 설치와 리용) 남는 에너지는 다른 기관 등에도 공급

할 수 있다(제 27조 개발한 재생에네르기의 이용)고 기술하고 있어 개별 단체와 

개인들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며 기관 사이에 에너지

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장려하여 ‘농촌지역에서 지문용

연료 및 동력을 ‘재생에네르기’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기술

한다(제 30조 농촌지역에서의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것도 ｢재생에네르기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다른 에너지 관련 법들도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조를 강조하고 있지

만 ｢재생에네르기법｣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선

진기술을 받아들이고(제 34조) 연구결과를 생산과 결합하며(제 34조) 기술자와 전

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제 36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생에네르기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북한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주민 에

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 기관의 독자적 설비 설치와 개발한 

에너지의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이용의 배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교류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원하고 있다. 우

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협력을 시도한다면 기술개발과 교육훈련과 결합한 개

발계획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계획

(1) ‘자연에네르기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북한에서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이 가능해지려면 자국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북한측 연구자료 등을 살펴보면 전력난 타개를 강조하

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에 제정된재생에네르기법에 근거하여 2044년까지 단계별 부

문별 재생에너지공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44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5GW 보급 계획하고 있는데(산업연구원, 2017), 이는 2016년 현재 북한의 발전용

량 7.7GW의 65%에 해당하며 북한 전력공급의 핵심인 수력발전 용량 4.5GW를 넘

어서는 규모이다. 특히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수요 15%의 충당하려 하고 있어 풍력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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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지열, 생물질에너지, 메탄수화물, 수소 공급계획이 나타나 있으며 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자연에너르기 자립주택’, 탄소제로 도시 계획 등도 제시하고 있

다. 이 계획을 통해서 살펴보면 북한은 보유한 자체적 기술 수준이나 자본은 논외

로 하더라도 미래 도시계획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 비전을 제시

하고 있다. 

<표 5> 북한의 부문별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2014년 2024년 2034년 2044년

풍력
중, 대형 풍력발전기 제작기술
생산량 예측 체계

해상풍력자원도 작성
대용량 풍력발전소

10MW이상 급
풍력발전

전력수요의
15% 보장

지열 열뽐프기술 전력생산공정 수립
고온암체탐사 및 리용
기술

대규모 고온지열발전
지열에네르기가
온 나라에 넘쳐나게

태양
에네르기

태양열 직접리용, 촉열 및 열수송기술
태양열발전, 빛전지효율 제고

태양에네르기 발
전소

태양에네르기 발전소 
확대 도입

우주태양빛 
발전소

생물질
에네르기

에네르기작물의 육종과 재배
에네르기 전환기술개발

생물질에네르기 
전환기술 성숙

생물연료의 생산공급
생물연료의 
광범한 리용

메탄수화물 메탄수화물 탐사 및 자원분포도 작성
메탄수화물 시험
채취
공정설계

환경평가
감시조종체계

메탄수화물 
채취리용

수소
에네르기

수소제조공정확립 및 효
율제고

수소저장 및 운반기술 개발
고성능 수소연료전지
하부구조 구축

수소에네르기 
전면적 리용

자연
에네르기 
주택구역 

형성

자연에네르기 자립주택기술 
도시폐열 리용

자연에네르기 주택구역 
형성

탄소 령인 도시 실현
자립주택의 
전국적 도입

자연
에네르기 
하부구조

분산전원체계
기술 및 
보호기술

독립형과 계통련결형 발전
관리체계 형성

지능에네르기 및 
전력 공급함 도입

자연 에네르기 
리용체계 구축

공동연구, 
협동연구 

강화

생물, 기계, 화학, 재료, 열공학, 지구
물리와 협동 연구

성능제고, 원가저하
새로운 에네르기
기술 개발

사회적 인식
전체 인민이 자연에네르기 
중요성 인식

에네르기에 의한 발전능력 
500만 kW

출처 : 산업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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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현황 및 잠재력

북한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수력자원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2016년 기

준 4.7GW의 용량을 보유하며 각지에서 대･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이 독려되고 있

다. 북한 언론에서는 함경남도 단천시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을 비롯해 

강원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황해북에서 다양한 대소규모 수력발전소들의 개보수 

관련 보도가 나타난다. 그밖에 황해남도 은천군에서는 바람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풍력에 의한 전기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군 전체에 1,640여대의 풍력발전

기가 운영되고 군 체신소, 군 원료기지 사업소, 장공장 등에서 태양광 전지를 활용

한 생산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평안북도에는 국가과학원 수리공

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조류 발전기가 방조제 배수문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도 찾을 수 있다(토지주택연구원, 2018). 즉 자체적인 수력개발을 독려하는 가

운데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풍력발전기가 운영되고 있고 태양광과 조류발전이 시도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전력회사인 라오동부에너지시스템(RAOEnergySystemofEast)은 

2016년, 2017년 북러 접경지역 2곳과 나선경제특구 2곳 등 모두 4곳에 40MW의 

풍력단지를 개발하고 생산한 모든 전기를 북한에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조사 보도7)

를 찾을 수 있어 북한이 외국계 자본과 연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

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북한 당국은 농업지역에서는 축산, 임업, 에너지 생산이 연계된 ‘고리형순환농업’

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측 강원도 세포군 일대에서는 대규모의 축산농

장과 바이오매스 이용 시설을 연계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다(LH 토지주택연구원, 2018).

최근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태양광/태양열 관련 제품을 생산 보급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 평양에서 관련한 산업 박람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산업은행, 

2017). 보도와 조사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나선경제특구’와 평양과학단지에서 태

양광 발전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태양광전지판 생산 공정을 

건설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 도시 아파

트의 약 10~15%가 우리식 ‘베란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설치된 패널 대

부분은 중국산 수입품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북한 생산제품일 것으로 보고 있

다(KOTRA, 2016; Reuter, 2015). 

7) 산업연구원(2017), 전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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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가 진행되어

야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07년 북한에서 풍력자원 조사를 진

행한 바 있고8) 자료교환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의 태양광 잠재량과 조력 개발 잠재

량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에너지기술연구원, 2014). 아래 [그림 3]은 북한을 포함

한 한반도의 풍력 잠재량을 평가하여 지도로 표시한 결과이다. 붉은색으로 나타날

수록 풍황이 좋음을 말해준다.

<그림 3> 북한의 풍력 잠재량 평가 지도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14)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풍력발전 개발이 가능한 풍력밀도 300W/㎡ 

이상인 면적은 남한 25.5GW 북한 43.6GW로 나타나 북한의 풍력 잠재량이 남한

의 1.7배에 해당한다. 특히 내륙에서는 개마고원 일대, 해상에서는 서해안 지역이 

풍황이 좋아 대규모 풍력발전에 좋은 입지로 추천되었다. 

같은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 21개 지점에서 조사한 하루 평균 일사량은 

8) 평양, 남포, 온천, 원산, 법동, 마식령 등에서 조사가 진행됨(김홍우, 2018)



∣148∣　환경법과 정책 제21권(2018.9.30)

3.61kWh/m2이고 연간 일조시간은 2,280~2,680시간으로 북부 유럽보다 높은 수준이

고 남한 16개 지점의 하루 평균 일사량인 3.67kWh/m2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래 [그림 4]는 World Bank가 전 세계 지역별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지도 

중 북한지역의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World Bank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지

역 내에서는 내륙인 개마고원 등에서 연간 태양광 잠재량이 1,500Wh/m2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측정되고 있다. 

북한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가 평안남도와 함경북도에만 자리하

고 있고 전력 송배전 기반이 극히 열악하다. 내륙에 태양광과 풍력 잠재량이 풍부

하다는 점은 전력공급이 극히 어려울 이들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공급

에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해 희망적이다. 

<그림 4> 북한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지도

출처 : World Bank ES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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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규모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

1. 재생에너지 개발협력의 배경

(1) 국제사회의 에너지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협력지원인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나 비정부기구를 통한 민간협력을 통해 국가간 협력

활동을 한다. 국가 간 교류협력은 크게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은 삶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갈등, 충격 및 천재지변에도 인간의 존

엄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활동9)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이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여국과 공여국이 협력적 관계를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개발도상국에 우선권을 주며 국가적, 국제적 우선순위를 추구하

도록 지원하는 행위10)로 정의할 수 있다. 

김영훈 외(2012)는 농업부문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구분하며 인도지원, 개발협력, 

경제협력으로 구분하고 인도지원이 긴급지원, 식량지원, 취약계층 지원이라면 개발

협력은 자재 지원이나 역량강화 지원, 농업농촌개발지원, 경제협력은 계약생산, 투

자협력, 개발차관 제공 등이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면 교류

협력 활동은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경제협력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비단 농업협력이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 지원되는 농산물, 의료지원 등이 가장 기본

적인 교류만 형성되어도 가능한 인도적 지원이라면 농촌지역의 도로보수, 전력공

급, 학교건설, 교육훈련 등은 개발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투자와 회수에 

대한 계약을 수반하는 경제활동과 투자는 상대국 제도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상당

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경제협력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개발(development)’은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을 뜻한다.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지역에 즉시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협력사업은 이 중 두 번째 단계인 개발협력에 해당하게 된다. 경제협력이 

9) OECD(http://www.oecd.org/dac/stats/humanitarian-assistance.htm)
10) U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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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범위가 계산되고 대한 대비책이 수반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개발협력은 양국의 미래 관계에 불확실성이 높을 때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

문에 소규모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UN과 미국, 우리정부의 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지난 개성공단에서 겪은 투자 손해 경험이 있는 현 시점에서 대

규모 경제협력이 즉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지금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지원이 유일한 방법이다.

아직까지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발표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된다면 매우 큰 재정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정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모든 통일비용을 서독이 부담한 통일 

독일 시나리오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이나 중국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아도 UN 기구들

과 World Bank의 개발지원금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개발원조(ODA)로 개발규모

를 확대하고 민간의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 국

가에 의존하지 않았다.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은 자국(북한)의 계획이 가장 우선 고려될 것이다. 따라

서 에너지와 관련한 북한의 법과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사회

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추구할 발전방향으로 합의한 ‘지속가능

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일치할 때 국제사회의 지원

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UN은 SE4ALL(sustainable energy for all) 캠페인을 

통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공급 100%, 청정 취사 열 공급 100%, 재생에너지

공급 2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UN의 에너지 캠페인 ‘SE4ALL’ 목표

목표
현대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에너지 효율을 

두배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배로

1대용
지표(%)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 비중

비-고체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구 비중

에너지 집약도 
개선율

최종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1990 76 47
-1.3

16.6
2010 83 59 18.0
2030 100 100 -2.6 36.0

자료: SE4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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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발목표와 방향이 일치한다면 북한에 대한 재생에너지 지원은 녹색기후

기금(Global Climate Fund: GCF)이나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등 기후변화협약 틀 안에 있는 개도국 지원 기금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국제

기구를 창구로 우회하는 정부개발원조 사업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재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을 제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2017년 UN 안보리 결의안11)은 이와 관련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협력 

활동 등에 대한 NGO와 국제기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으

며(LH 토지주택연구원, 2018) UNESCAP, UNDP, FAO 등은 북한에 꾸준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남북교류협력 체계에서 개발협력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은 원칙적으로 ｢남북관

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

니고 민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관계이다12).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정부개발원조 사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발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

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이용한 사업을 할 수 없다. 남한

과 북한의 교류협력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동법에 

따르면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

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이다. ‘모든 활동’이 해당하므로 지금까지 민간단체들이 진행

한 북한지역 재생에너지 협력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
남북협력기금법｣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과 

자금을 보증하거나 융자하는 것으로 용도를 구분한다13).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

11)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 제26조: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12)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

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남북관계 발
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

13)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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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이 경제분야 협력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보증이나 융자만

이 가능하다. 이익환수에 부담이 없는 개발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의 개

정이 필요해 보인다. 

2.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협력 사례 및 협력 방향

(1) 북한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북한은 자국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시도하고 있다. 북

한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은 1993년에 ‘자연에네르기 개발이용센터’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에네르기 개발이용센터’는 2014년 ‘자연에네르기 

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2003년에는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NTEC)’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은 풍력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김

일성종합대학, 김책공과대학, 외부 지원으로 설립된 평양과학기술대학 등에서도 재

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토대로 연구동

향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최신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

체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2) 외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북한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UNDP)

그동안에도 비록 소규모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민간 대북지원단체

가 남북교류협력법의 틀 안에서, 그리고 외국의 비정부기구들이 국제규범에 맞추어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역량 강화15)(capacity building)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협력활

동을 실천해왔다. 아래 <표 7>은 그간 태양열/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분야

에서 진행된 재생에너지 협력사업 예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농업협력이나 의

2. 문화 학술 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14) 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연구로 “지방의 고층풍력 에너르기의 분포특징에 대한 연구”(2017),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적지의 선정”(2017), 바이오매스와 축산업을 연계한 연구
인 “농축산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의 최량화 모형”(2017) 등이 있으며 기술개발과 관련
해 “페로브스카이트형 유기-무기혼성재료 CH3NH3Pb(I1-xBrx)3의 빛 흡수특성과 고유안정
성”(2017)을 들 수 있음

15) 국제개발협력에서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수혜자 입장으로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협
력을 계기로 교육훈련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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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지원에 연계된 온실지원과 독일, 스위스의 국제구호기구, 그리고 UNDP가 지원

한 소규모 풍력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표 7> 외부지원으로 진행된 재생에너지 협력사업

태양열
/태양광

∙2008, 2009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양시, 개성시 등에 시설채소와 육
묘장을 위한 온실 지원
∙2011년 독일 카리타스. 강원도 통천군 결핵요양소, 평남 성산 결핵전문병

원, 함남 함흥 간염예방원 등 9곳에 태양열 온실 건설사업 지원

풍력

∙1998년 노틸러스연구소. 온천군에 7기의 풍력발전기 설치
∙2000년대 초, 스위스 NGO 캄푸스퓌어크리스투스(CampusfurChristus). 황

해북도 지역에 30W, 2kW규모의 풍력발전기를 각각 1대, 3대운영 
∙2011년 UNDP. 온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에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
∙러시아의 전력회사(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 RAO Energy System of 

East)는 2016, 2017년경 북러접경지역에 총 40MW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착공한 것으로 보임

바이오
매스 
기타

∙2009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평양 사동구역 덕동농장을 대상
으로 자원순환형 지원 사업 진행(돼지축분바이오가스전환)
∙201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함경북도 어랑군 마을단위 농업, 축산, 산

림복원을 기본으로 하는 자원순환형(바이오매스이용) 지원모델 개발중
∙2015년 아시아녹화기구와 한스자이델재단. 황해북도 임농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 실시함

출처 : 산업연구원(2017), 기후변화센터(climatechangecenter.kr), 우리민족서로돕기(2018)에
서 관련 내용 재구성

이중 특히 2005~2014년까지 UNDP가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개발(Sustainable 

Rural Energy Development)’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소규모 풍력개발 사례는 공식

적인 보고서(UNDP, 2014)를 발간하여 사업기간과 투입 예산, 사업수행을 평가한 

결과 등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안변군, 황해남도 장연군, 평양 남부 은산지역, 평양 

남부 강서 지역에서 태양광 양수 시스템, 산림 재조림, 종자 생산성 향상, 태양열 

온수시스템, 바이오가스 발전, 소수력 발전 사업을 진행하며 총액 US$ 5,035,596가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해 UNDP는 사업의 결과물로 농촌지역에 재생에너지 개발 시

범사업을 실천했다는 것과 함께 관련된 관료들을 교육하고 사업수행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정책을 투입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기간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의 

재생에네르기법 제정도 UNDP 등 외부 기관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을 진

행하면서 북한 정책당국의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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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에 맞춘 재생에너지 협력 전략

최근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은 극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

기구(IRENA, 2017)에 따르면 2017년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는 수력, 지열, 바이오

매스,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이 모두 화석연료 발전과 가격경쟁이 가능한 범

위 안에 들어가 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2009년 대비 2017년 발전단가는 

무려 73%가 하락하였다.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발전단가는 달

라지지만, 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일반화된 주장은 최소한 전 세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더는 타당하지 않다. 

IEA(2017)는 2030년까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여 모든 인류가 전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 ‘Energy for All Case’을 연구하며 최소한 3/4 이상의 새로운 전력 

연결이 독립망과 소규모 전력망을 통해 공급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력이 공급

되지 않는 지역들은 대부분 고립된 농촌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전력망을 건설하

여 전기를 공급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비용은 많이 투입된다. 재생에너지는 

수요지에 직접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망을 건설하지 않아도 지역주민

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개도국이 소규모 전력망과 독립

형 모델을 전력공급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잡고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북

한 역시 다른 개발도상국 농촌지역과 전력공급 조건이 다르지 않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공급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1) 도시형(전력공급 중심)

북한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사업을 시도한다면 전략은 도시형과 농촌형, 

두 가지 접근법을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형 재생에너지공급 전략이다. 전력

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급으로, 주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재생

에너지 협력사업을 구상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지역의 대도시라 할 수 있

는 평양, 청진, 함흥에서는 태양광 등 전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계

획을 세울 수 있다. 이미 북한 도시지역은 10만 가구가 넘게 ‘베란다 태양광’을 이

용해 전력을 자가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재생에너지 수용성은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시범 운영한다면 기

술개발 의지가 높다고 알려진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기 더욱 쉬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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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력발전발전소들은 대부분 열병합 발전소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겨울이 

길고 춥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열 배관망이 설치된 지

역난방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낡은 열 배관망을 개보수한 다음에는 재

생 열에너지를 연계하여 도시에 열과 전력을 공급한다면 지역의 재생에너지 이용

률을 높이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대규모의 전력과 열 공급이 가능해진다. ‘황금

평･위화도 경제지구’와 ‘나선경제무역지대’ 등 경제개발구역이 위치한 북한 북부지

역은 기후조건을 고려하면 열병합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연동시킨 지역난방 주택개

발의 가능성이 중기적으로 높은 편이다. 공단이나 특구가 조성될 때는 택지조성이

나 배후 주택단지 개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규모 경제협력이 가능

할 때 재생에너지 단지개발도 가능하다.

(2) 농촌형(열과 전력 공급 중심)

전력이 주로 도시와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북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은 전력난이 더욱 심각할 것이다. 또한 난방이나 취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열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행히 농촌은 배후의 산림과 농업 부

산물,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서는 난방과 

취사열, 농업용으로 필요한 열과 〮전기를 스스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상

할 수 있다. 북한의 낮은 전력공급률과 높은 전력손실률을 고려한다면 송배전망이 

필요하지 않은 마을 단위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이 비용효과적이다. 

북한 당국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임농복합단지’나 ‘농축산고리형생산순환체

계’와 연계한 바이오매스 기반의 재생에너지공급체계가 가능하다. 주민에게 연료 

공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은 산림경영에서 연료림 조성을 강조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돼지나 닭의 사육두수도 부족하여서 축산분뇨에 기반을 둔 

바이오가스 시설보다는 산림조성을 지원하고 연료림에 기반을 두어 보일러나 소형 

열병합발전기를 이용해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깨끗한 난방열과 취사열 공급은 UN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에너지공급목표이기도 

하다.

풍황이 좋은 서해안과 내륙, 일사량이 풍부한 개마고원 등 내륙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즉각적으로 높이는 효

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

하며 소규모 망을 운영하는 에너지 자립섬 사업을 이미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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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경험이 있다. 에너지공급 조건은 ‘섬’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내륙에서 에너

지 자립 마을 시도는 인도적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Ⅳ. 재생에너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우선 과제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무상지원’ 사업 범위 확대

국내법과 지원 제도 안에서 북한지역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남북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자금과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과 융자나 보증이 가능한 사업으로 종류를 나누고 있다. 현행 ｢남북

협력기금법｣ 제8조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이(1항)나 문화, 학술,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

금(2항)의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

최하거나 친선 농구대회나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면 자금과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제 8조 3항에 따르면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보증, 자금의 융자,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다. 즉, 상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경제협력 활동이 추진된다면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받거나 융자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보험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제의 규정에 따른다면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교류협력은 3항에 해당하

는 사업으로 간주될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은 개발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전혀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개발도상국 산간 마을에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거나, 개발도상국 중에

서도 최빈국 농촌마을에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소

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인도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충분

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제기구는 필요한 비용과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여러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재생에너지 협력사업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에 따라 지

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에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도 

극심한 에너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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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업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므로 최소 수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지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금과 비용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법 8조 2항이 규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이윤창출을 목

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

원이 가능한 세부적인 사업은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력기금의 

유사한 규정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사업수행을 위한 타당성 분석이

나 예비타당성 분석, 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위험성 평가 등 세부사업의 성격을 규

정하여 지원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소규모 지원이 가능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한다면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재생에너지법｣에 북한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규정 마련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하는 법이

다. 각종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지원과 금융지원이 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 원칙

적으로는 북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이 법이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법｣은 북한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관할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북한과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하거나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거나, 에너지 자립 섬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거나, 지난 4월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서 다시 확인한 내용들이 현실화 되어 북한 내 다른 지역

에서도 공단이 조성되거나 경제협력이 진행된다면 내국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사용 

중인 토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가 미리 만들어져야 한다. 일반적으

로 우리나라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동일하게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하게 

취급하되 지원대상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혹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것인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이 현실화되었을 때에도 또 다른 결정해야 할 문제가 남

는다. 때에 따라서는 지원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남을 수

도 있다. 북한 ｢재생에네르기법｣에서는 잉여전력을 기관과 기관 사이에 전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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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대상이 된 기관이나 단체가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주변 지역의 다른 기관에 송전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허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하되 송전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의 종류를 명시할 것인가. 원칙적으

로는 북한 관할구역 안에 있지만, 남한의 예산이 지원된 설비를 양도, 양수하거나 

사용이 종료된 설비의 소유권 등에 대한 관리규정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에 설치된 

시설이라면 남한 전력망에 송전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지원

이 가능한 사업과 그 세부적인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에 

지원된 설비가 생산한 에너지의 이용과 사업 수행상의 제재 조항 등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북한의 관련 법과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3. 북한의 에너지법, 경제협력법, 투자관련 법 체계에 대한 이해 확대

우리는 이질적인 법체계를 지닌, 동일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 이루고 있는 특

수관계인 나라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남북협력은 현실

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양 체제의 이질성이 가

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법과 정책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체계는 우리 법체계와 같지 않다. 특히 북한은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되는 국가이고 의사결정과정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이는 ‘최고인민위원회’의 성격과 운

영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조선노동당의 역할과 정부

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 사회가 ‘법에 

의한 지배’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므로 관계 당국은 남한과 

북한이 에너지 분야에서 적용하는 유사한 법들을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두 법체계가 충돌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위험을 가능한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진행하는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에 관련된 법은 ｢재생에네르기법｣에 국

한되지 않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법｣과 ｢중소형발전소법｣이 적용될 것이고, 

경제협력을 구상한다면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단이 대상 지역이 된다면 ｢개성공

업지구법｣이, 다른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경제개발구법｣ 등이 적용될 

것이다. 만약 북한과 공통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는 구조라면 상법의 영역에서 ｢합
영법｣과 ｢합자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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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볼 때 남북

관계, 북미관계는 과거와 비교한다면 매우 진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에서 본

격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려 할 수도 있다. 북한

의 에너지법과 경제개발 관련 법 등 재생에너지 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들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은 실무적으로 시급하다. 

Ⅴ. 결론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정치사회 환경은 전례 없이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이다. 

대북협력도 구상에 현실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특유의 위

험성은 존재한다. 비핵화 과정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대북 제재가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될 것인지도 가늠하기 어렵

다. 대북협력사업은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되어 왔다.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경

후정(先經後政), 선공후득(先供後得), 선이후난(先易後難)이 그것이다(박한식･강국진, 

2018). 즉 민간이 먼저, 민감한 정치보다는 경제가 먼저, 이윤보다는 지원이 먼저, 

쉬운 일 먼저 추진할 때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비단 공여국이 북한이 아니

고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이라 할지라도, 증여국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국가라 하

여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막 발아한 평화논의가 보다 

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비록 큰 계획을 제시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

는 최선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협력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크다. 극심한 

에너지 부족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과 전기도 공급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

들에게 즉시 에너지를 지원하는 인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협력사업이 성공적으

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교류가 극히 제

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고, 최근 10년 간은 사실상 거의 교류가 없다시피 한 상황

에서 북한의 에너지 개발 수요를 직접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지금까지 

북한이 외부에 요청해온 사업들과 제도적 변화, 문헌 등으로 파악하는 수 밖에 없

다. 북한은 우리나라 민간단체 뿐 아니라 UNDP, 독일과 스위스의 국제 NGO 단

체들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UNDP는 약 10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소규모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개발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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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가 있다. 재생에너지는 개발협력의 하나로 소규모로 계획할 수 있어 대

규모 투자와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제협력보다 추진이 쉽다. 사업추

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지원사례도 상당히 누적되어있어 

표준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계획이 뒷받침되

어야 하는데, 북한은 2013년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을 확대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도 장려하고 있다.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

과 교류협력을 강조하며 외부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법에 밝히고 있

다. 북한의 ｢전력법｣｢중소형발전소법｣을 분석해보면 북한에서는 일종의 지역별 소

규모 전력망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고,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다른 기관, 단체 

등에 공급하거나 국가전력계통에 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법 제도는 20MW 

이하 재생에너지 개발에 호의적이며 이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도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인 우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비용과 자금 지원 범위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최소한 일사

량과 풍황 등 재생에너지 자원조사와 사업타당성 조사 등 재생에너지 협력에서 국

제기금이 지원하고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

한 내 설비공급이나 관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당장 내년부

터도 에너지 분야 협력은 시작될 수 있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하며 개성공단이나 그밖에 경제특구

에서 추진되는 사업 지원에 대한 방침과 설치된 시설의 운영방침, 시설의 양도 양

수에 대한 관리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남한의 에너지 관련법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두 법체계의 충돌 가능성을 줄여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

리와 북한사이의 이질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언어도 과학기술도 

아닌 바로 법과 정책일 것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때에 대한 조치도 

미리 만들어야 한ㄷㅏ 개발협력 사업도 개발과정에서 실패하여 실제 공사가 완료

되지 않거나 설치된 설비에서 전력이 생산되지 않는 등 기대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규정이나 보험제도 등의 보완

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협력이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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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ll Scal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Kim, Yun-Soung*
16) Yun, Seong-Gwon**

17) Lee, Sang-Hoon***
18)

As inter-Korean relations have improved recently, cooperation discussion is 

going on laying rails, installing road and reforestation sectors, and so on. North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severe energy crisis due to the old power plant 

and lack of power infrastructure. Cooperation for energy is seemed to be more 

urgent than other sectors. Renewable energy can be developed on a small scale 

and is easy to build near the demand sites; it can supply electricity without a 

large power grid. Therefore, it can supply energy immediately for living such as 

heating, cooking, and lighting.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renewable energy 

has been possible und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newable energy plays 

an essential role in energy transition and sustainable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enacted the “Renewable Energy Law” in 2013 and set its energy 

supply goal of developing solar and wind power to 5GW by 2044. North Korea 

says it has the goal of “encourag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and revitalizing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tinual development of the economy, raising people's living standard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 wind conditions in the Gaema Plateau and the 

West Coast are excellent for the development. The average solar radiation 

throughout North Korea i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Therefore, North 

Korea is not in an unfavorable position to supply electricity through small-scal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rban-type and rural type strategies for small-scale development are also 

  *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Research Fellow
 ** Green Energy Strategy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Korea Energy Agency New and Renewable Energy Center,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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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ed. In urban areas, where electricity demand is relatively high, electricity 

can be generated using small veranda solar PV, building integrated solar 

photovoltaic, and district heating system that combines cogeneration and 

renewable energy.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energy-independent village 

system can be built. That system can supply heat and electricity needed for 

heating, cooking, and agriculture using its plentiful supply of biomass resource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revitalize inter-Korean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First, expanding the scope of grant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s needed. Second, the law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needs to be 

revised to support and control the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North Korea. 

Lastly,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energy laws, economic cooperation laws, 

and investment laws that are different from our system should also be 

accompanied.

Key words :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law’ of DPRK,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Korean cooperation, Small scal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