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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외세에 

의해 분단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오랜 기간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해온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전 서독 총리마저 예측 못할 

정도로 갑작스레 이뤄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 현

실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변화를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 기회도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전에 이러한 가능성에 

잘 대비해둬야만 합니다. 

물론 동서독 통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통일비용 마련 대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국과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해두는 일도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의 지정

학적, 지경학적 영향을 고려할 때 사전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

시아 등 주변 주요국과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한 호혜적 외교관계를 잘 유

지해둬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측면에서 우리는 동서독 통일 경험에서 유

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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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12년 10월 21~22일 세계경제연구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독

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

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일과 한국경제(Unification and the Korean Economy)”

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특히 통독 당시 독일

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재무차관을 역임한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등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문제 관련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했습니

다. 또한 국내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바 있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

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우익 통일부 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등 정

부의 남북통일과 외교 관련 전·현직 최고위 정책담당자들과 최고 전문가

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남북통일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동 국제회의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

국수출입은행의 김용환 은행장을 위시한 관련 임직원, 그리고 한국개발

연구원, 독일 아데나워재단 및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심심한 사

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3년 8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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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제연구원과 공동개최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를 대표해 개회사를 

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특히 멀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

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와주신 유

우익 통일부 장관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을 위

해 와주신 통독 당시 독일의 재무차관이셨고 주요 정치지도자의 한 분이

셨던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차관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세션 사회를 맡으실 한승주 전 외무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도 오

개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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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귀빈 여러분들과 대사님들을 일일이 소개해드

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경제·정치 변화를 고려할 때, 남북한

의 통일은 단지 염원이 아니라 현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통일의 기회는 아마도 나중이라기보다는 더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따라

서 한국이 경착륙부터 연착륙까지 통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는 상이한 시나리오가 아닌 통일의 비

용과 혜택 그리고 필수적인 국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북한의 일인당 소득, 생활수준, 개발격차 그리고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남북한 통일의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했던 독일의 통일비용보다도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한이 경제·금융비용의 

타격을 견뎌야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한국은 재정 

건전성, 금융 안정, 그리고 탄탄한 외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한은 주변 이웃국가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

해 통일 준비 과정에서 그들의 전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

다. 사실 남북한 통일은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요 목적은 통일비용과 기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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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통일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을 이 컨퍼런스에 모신 것

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독일통일 경험에서 우러나온 탁견을 공유

하실 독일의 전문가들과 전 정책입안자들을 모시게 돼 특히 기쁩니다.

다시 한 번, 아주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계기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와 통찰을 공유하시기를 기

대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남북통일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촉진하고 이

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제고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소 짧은 이 말씀을 끝으로 개회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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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전 국무총리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사공 일 박사로부터 오늘의 환영사를 부탁받았

습니다. 사공 박사께서 앞서 소개해주셨듯이 저는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장관직을 두 번 역임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국 모두 제2차 세

계대전으로 인해 분단국가가 됐습니다. 분단 45년 후인 1990년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분단된 상태이고 올해 분단 67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1950~1953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2013년 7월 27일은 정전 60주년이 됩니다. 독일이 유일한 또 다른 분단

국이었으므로, 한국은 독일의 제도와 경험을 많이 본떴습니다. 한국의 통

일부도 독일 제도를 본뜬 것이고 여러 독일의 정책을 벤치마크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1990년 냉전 종식과 함께 통일을 달성

환 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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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

니다. 통일의 성공에는 좋은 정책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運)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행운이 한국을 찾아올지는 모르겠

습니다만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많지만, 양국 간에는 상당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지정학적

으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위치상으로도 중심부에 있습니

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세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에 둘러싸

여있습니다. 독일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

문에 우리의 운명은 아직까지도 이 대국들의 정책에 달려있습니다.

작년에 구 동서독의 정책입안자들로 구성된 독일대표단이 방한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통일을 실현시킨 것은 사실상 독일인들이 아니라 강대국

들의 결정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

샤바협정(Warsaw Pact)에 참여한 국가들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럽에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

습니다. 독일은 그 결정과 특히 구소련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서기

장의 지원에 힘입어 1990년에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도 일어나길 희망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

국의 문제를 이 지역 평화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

한 변화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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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단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이 초래하는 문제를 감당할 충

분한 경제력이 있는지는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통일비용을 감당할 의사와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

니다. 당연히 한국은 매우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증세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을 위한 희

생을 감수하라고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더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독이 붕괴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독일식 통일이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서 비슷한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

도 있습니다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황이 몇 년 또는 몇 십 년

을 끌고 그 사이 비용은 증가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모르

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통일비용은 막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단으

로 인한 비용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희생을 용인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에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

산주의 체제 하의 중국과 베트남 모두가 이미 긍정적인 경험을 보였고 북

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물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

기 보유 혹은 보유 주장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제국주의 시대의 결과물로 생긴 최후의 분단국가로서 

너무 오래지않아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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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독일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틀 동안 매우 유

익하고 성공적인 컨퍼런스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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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이홍구 전 총리님과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아데나워재단 한국 대표님,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님!

국내외 유수의 싱크탱크와 석학·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미래의 통일과 한

국경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내외귀빈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 2가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의 유치와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 소식입니다. 

만 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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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녹색기후기금은 제2의 세계은행이라고도 여겨질 만큼 향후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국제기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유치하였다는 것은 한국이 그동

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며 또

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유치와 UN 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

으로 도와주시고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신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간 녹색성장을 비롯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

기 위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교과서적인 

위기극복(Textbook Recovery)’ 사례가 되었으며,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를 세계 3위 수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9

번째 국가가 되었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는 역대 최고등급을 회복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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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마냥 기뻐하며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

다. 세계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

국경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 중 한국경제에 지난 60여 년간 주어져 온 역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남한과 북한은 이제 그 모습이 너

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만큼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것

도 사실입니다.

통일로 인해 대규모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여러 연구결과들도 제

기돼 두려움에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

사의 흐름입니다. 지금은 분단돼 있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

해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두려움은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통일

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앞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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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과 북이 하나가 돼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광물자

원이 한국의 고도성장 경험과 기술·자본과 결합된다면, 높은 성장 잠재

력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평

을 넓히고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게 할 것입

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골드만 삭스는 통일된 한국의 GDP(약 6조 달러, 1인당 

GDP 86천 달러)가 일본, 독일 등 G7국가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

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은 우리에게 위험임과 동시에 다시는 주어질 수 없는 기

회이기도 하므로, 한국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한걸음 한걸음 준

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과제를 대비하고 미래의 한국경제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서는 한국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북한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

으며, 북한의 새 지도부가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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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새가 밖에서 같이 쪼아주는 것처럼, 안과 밖 

양쪽에서 조화롭게 힘을 기울일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줄탁동기(啐啄同機)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개혁 움직임에 맞추어, 국제사회에서도 체제전환 및 경제개

발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움을 줘

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가 보다 다원화되고 개방화될 수 

있도록 주변국가와 함께 노력하고, WB, ADB, ESCAP, GTI, EBRD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겠습니다.

이들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는 북한의 개방을 돕고, 통일비용을 완화하

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안과 밖의 조화로운 노력이 합해질 때 비로소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지성이자,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li)는 

“지금 바로 이 순간 2050년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일지 결정되며, 2100년

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준비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서 “더 나은 미

래”중)

저는 통일을 우리 앞에 놓인 ‘열린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지금, 미래의 통일한국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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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되, 균형감각과 책임감을 잃지 않고 

한걸음씩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과 함께 직면한 미래과제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

라 미래의 한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께서도 미래의 통일과 한국경제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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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한반도 및 동북아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인 통일에 대해 여러분들과 제 생

각을 공유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를 금번 행사에 초청, 

귀빈 여러분 앞에 연설하게 해주신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통일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반도 통일 실현을 위해 건설적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전

합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통일기반 조성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

습니다. 지혜의 결집과 광범위한 지지기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

적인 역할은 이 같은 측면에서 크게 평가됩니다.   

해외 귀빈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통일 과정에 있어 그

간 귀감이 돼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독일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기

쁩니다.    

오 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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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빈 여러분, 

 

금일 오전 여러분들께서는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편익 및 비용에 대해 토

론하셨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을 감안

할 때, 현재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과 전략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확고한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통일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편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금일 오전 여러

분들의 논의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 통일한국에 대한 청사진과 통일의 전

제조건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가슴을 뛰게하는 의무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단일민족으로서 정체성

을 발전시켜온 한국인들은 현재 분단상태를 일시적인 비정상적 상태로 인

식하고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귀빈 여러분, 

통일이 막대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은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평화와 안

보가 가장 큰 편익입니다. 현재 남북간 진행중인 긴장과 간헐적 군사대치 

상황은 또 다른 파괴적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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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위험한 잠재적 화약고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

은 상황은 소위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제공하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우리는 한층 더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전쟁을 멈

추고 평화로운 삶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간 자원 낭비적 대

립은 통합된 단일 경제를 이루고자하는 협조적 노력으로 대체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현재의 불안한 공존상태에서 낭비되는 자원들이 보다 더 나

은 방향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통합된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남북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는 다대한 경제번영 잠재력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의 자본

과 기술은 북한의 노동력 및 풍부한 광물자원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속

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북한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골드

만 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실현될 경우, 국내총생산

(GDP) 측면에서 통일한국은 30~40년 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까지

도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대신 새로이 지어

질 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하늘길 및 바닷길이 열릴 것이며, 이로써 한반

도 뿐 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어느 곳이든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대륙경

제와 해양경제가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서 통일한국은 두 경제를 잇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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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할을 통해 역내무역을 촉진시키는 지경학적 허브(hub)가 될 가능성

이 다대합니다. 

또한, 아태시대 도래와 함께, 세계경제의 중심이 상당부분 동아시아로 이

동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통일한국의 지역적 역할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줄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통일이 가져다줄 막대한 편익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

일한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웃국가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줄 것입니다. 

통일을 통해 한국은 냉전의 마지막 전선에서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

한 새 시대의 첫 도약대로 변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

다. 북한정권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도발은 그간 역내 불안정의 근본적

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통일한국은 지

역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안보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 같은 평화로운 역내 환경으로부터 우리 이웃국가들

은 상당한 평화배당금을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 통일한국은 주변국들의 경제활동 증대를 위한 확고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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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환적 허브인 부산과 대

륙횡단 철도를 이어주는 한반도 철도 네트워크는 유라시아와 아태지역 

사이에 더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육상 운송로를 개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써, 통일한국의 주변국들은 부산에서 유라시아까지 뻗어

나가는 육상가교를 통해 무역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더욱이, 통일한국은 북한 재건과정에서 발생할 많은 사업기회 측면에서 

주변국들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

들을 활용해, 주변국들은 그들의 새로운 경제성장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

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 재건 과정시 필요한 새로운 대규모 투자가 북·

중, 북·러 접경지역까지 긍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다 줄 것이

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아직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반도와의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지분을 더욱 늘릴 것입니다.  

귀빈여러분, 

지금까지 통일한국의 청사진과 통일시 수반될 잠재적 편익에 대해 간략

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통일의 전제조건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북

한 핵 프로그램 제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

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양상을 상당부분 재구성할 것이며, 이는 통일한국

을 역내 전략방정식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만들 것입니다. 핵을 보유한 

통일한국은 주변국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에게 비핵화를 목표로 한 구체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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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능한 빨리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비핵화와 병행해, 통일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경주돼

야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몇몇 건설적 제안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의 휴전협정을 한반도 영구평화 담보가 가능한 법적틀로 전환하는 것이 

그 한 가지입니다.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6자회담의 추동력을 이어나가 

동 회담을 역내 갈등과 충돌, 다양한 안보현안을 다루는 다자안보협조체

제로 진화시켜나가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자적 노력과 함께, 각 주변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지속 강화

하고 심화시켜야 합니다. 한반도가 전략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너무도 분

명한 사실은 통일 과정의 성공 여부가 주변 핵심국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통일 과정

에서 미국과 소련의 역할에서도 보듯이, 통일 과정에 있어 한반도에 이해

관계가 있는 주변국들의 확고한 지지는 필수적이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양상으

로 변화돼 감에 따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미 동맹과 조화·발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귀빈여러분, 

연설을 마치며, 저는 증대되고 있는 “총력복합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한국의 모든 긍정적 측면과 장밋빛 청사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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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통일로 가는 길은 장애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해 가며,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

니다. 비핵화 같은 몇몇 도전들은 특정시점에는 극복할 수 없는 듯 보이

지만, 우리가 단호한 의지로 노력해나가면 극복하지 못할 도전은 없을 것

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대내외 다양한 도전들에 대

처해 나가며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도 언급

했듯이, 정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며, 통일한국의 기반을 공고화

함에 있어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전 독일 대통령이신 호르스트 

퀄러를 포함한 전 독일 지도자분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저에게 “통일의 그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통일

은 어느 때건 올 것입니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 준비

를 위해 오늘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 여러분들

께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찬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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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

류우익 통일부 장관님,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님,

한승주 전 외무장관님,

전 세계에서 오신 유명한 학자여러분,

한국수출입은행이 세계경제연구원, KDI, 독일 아데나워재단, 그리고 미

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과 같은 존경받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이런 

의미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돼 기쁩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해주신 주

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연사들과 토론자들, 특히 

멀리 해외에서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

를 전합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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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의 시기와 주제가 매우 적절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이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여러 통일 시나리오의 비용과 혜택을 신중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아울러 통일에 대

한 불합리한 의심과 두려움을 잠재우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서 독일

통일의 경험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 구체적인 교훈을 도출하는 데 특히 도

움이 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1년 간 5조7천억 

원을 대북 비료와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입주 회사들에 대한 

대출 지원 같은 여러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습니다. 게다가, 북한경제와 남

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하는 국제세미나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관계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설립했습니다. 

조화로운 공생의 미래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를 위해 지

속적으로 제몫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개발하고 아울러 통일

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

계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통일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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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보다 신중하게 통일

을 준비한다면 평화적인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시대가 더욱 빨리 올 것

입니다.

다가오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고 통

일비용 충당을 위한 기금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좀 더 많은 논의와 지지를 자

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 공유되는 가치 있

는 탁견들이 한국수출입은행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남북관계 촉진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노력

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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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통일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을 비롯해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신 한국수출입은

행, 한국개발연구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콘라드아데나워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경제연구원 사공 일 이사장님,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님,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님을 비롯해 한 

자리에 모시기 쉽지 않은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직접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기 조 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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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이 통일 준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문명사적 변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판이 흔들

린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안정된 자본주의 질서 아래 번영을 구가해 온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위기가 촉발되었고, 서구 중심의 일반적 세계사의 흐름과는 별도로 독자

적인 길을 걷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글로벌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세계적 스케일의 변화의 흐름이 새로운 질서를 향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물결은 이 동아시아에도 높은 파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반

도도 그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새로운 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세계

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전진을 가속하면서 통일 준비에 나선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 국민의 통일 의지를 고양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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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통일 

여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꿈을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감싸 안고 통일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이

제는 통일을 이루는 데 모으고자 합니다.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모든 모순도 통일을 통해서 근본

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통일 준비의 여러 과제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은 「통일 외교」입니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이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었듯이 한반도의 분

단과 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독일이 분할되면서 냉전의 공고한 틀이 유럽에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독

일이 통일되면서 동서 진영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유럽은 통합을 향해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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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동아시아는 냉전

의 갈등과 대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대립은 지금도 뿌리 깊

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됨으로써 비로소 동아시아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

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자 역사의 

순리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에는 주변국들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었음을 부

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는 통일을 통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의 회복과 지정학적 화해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동아시아는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남은 아픈 상흔과 왜곡 역시 한민족이 그 삶의 원형을 되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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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인들이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그러

나 주변국들이 협조할 때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이뤄

질 것입니다.

그것은 분단의 관여자들로서도 역사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숭고한 과업

이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낡은 사고의 틀과 결별해야 합니다.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소극적 관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노력이 동아시아의 진정한 발전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적극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들이 시대적 소명을 받

아들여 새로운 통일한국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이행과 경제위기 극복 경험,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의 경험, 모범적인 체제개혁의 사례를 보여주는 중국의 이

해와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서 미국이 축적한 지혜가 더해질 때 우리는 좀

더 바람직한 통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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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동참해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할 때 세계는 분쟁의 해결과 위

기 극복을 위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일 역시 국제사

회의 협조 없이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이 통일 준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통일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로운 나라

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단절된 남북한을 연결하고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이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경제와 문화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세계 문명

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용융을 위해 한국적 가치를 발신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구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통일한국의 그림에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나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볼 것을 권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오직 국민의 땀 흘린 노력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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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도 우리가 지나온 역

사 자체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익인간의 정신적 자산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바탕이자 우리

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통일 준비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통일 

준비보다 교류협력을 먼저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는지,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모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풍요와 안정 속에서 자라온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통일

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생각을 갖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북 교류협력은 당연히 추진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

니다.

그와 함께 통일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와 세계사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분단의 비용과 통일의 편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통일 준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통일재원 마련은 관건적 과제

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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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통일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이 많다고 해도 분단비용에 비할 바 되지 못하고 통일비용은 한

번 부담하면 되지만 통일편익은 영원히 누적돼 간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

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경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경색 상황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통일부장

관으로서 제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를 넘어 현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입니다.

현재의 경색 국면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겪고 있는 진통

입니다.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진통입

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남북관계와 통일의 길이 열

릴 것을 믿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원칙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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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위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입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

한을 징벌하고 맞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

고 북한이 미래를 향해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없이 사회문화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

은 계속하면서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

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변화의 흐름에서 스스

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변화를 결단하고 추동해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

를 추진해 나갈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 기회의 창을 닫지 않고 통일 준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는 기복이 있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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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은 신념을 가지고 꿋꿋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통일 준비의 상징으로 「통일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성금과 함께 한국인의 통일 의지를 결

집해 채워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지로 채워진 「통일 항아리」는 핵무기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북한핵은 북한 주민의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든 「통일 항

아리」는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은 통일을 가져오지 못

하지만 「통일 항아리」는 그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외의 들판에 나가는 사람은 세 끼니의 식사만으로 돌아와도 아직 배가 

부르지만, 백 리 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걸려 곡식을 찧어야 하고, 천 리 

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 망 창 자  삼 손 이 반  복 유 과 연  적 백 리 자  숙 용 량  적 천 리 자  삼 월 취 량

適莽蒼者 三飡而反 腹猶果然. 適百里者 宿春糧. 適千里者 三月聚糧

* 장자, 소요유(消遙遊) 篇

석 달이 아니라 삼 년이라도, 아니 몇 번의 삼 년이라도 우리는 꾸준히 통

일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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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천 년을 바라보는 민족의 미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

고 그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는 성공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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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장관님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주한독일대사께서 참여하신다니 기쁩니다.

이 컨퍼런스는 매우 유익했던 엊저녁의 환영만찬으로 시작됐습니다. 독

일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남북한의 통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컨퍼런스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르베트르 에쉬보른 박사께서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콘라드아데

나워재단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많은 능력 있는 

기 조 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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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연사로 참여하십니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는 아주 흥미로울 것

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여느 컨퍼런스들과는 달리 매우 흥미롭게 진행될 것이

라 확신합니다. 어떤 컨퍼런스는 연사 분들만 많이 모셔놓고는 정작 그에 

걸맞은 흥미로운 주제는 많지 않아 세 번, 네 번째 연사 차례에 많은 참석

자가 떠나버렸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연사 차례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거의 아무도 회장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열 번째 연사가 연단에 올랐을 때에는 바로 첫째 줄에 겨우 한명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 열 번째 연사가 마지막 남은 참석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

려고 하자 앉아있던 그 참석자가 대답하기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

가 다음 연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미처 준비할 수 없었던 문제에 봉착했었습니다. 독일통일 몇 년 

전 방한했을 때 판문점에 들러 당시 한국과 독일의 경계선 참상을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총격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

니다. 저는 이러한 끔찍한 시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궁금했습

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독일은 운 좋게도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한반도

에도 통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서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그리고 실제 실수로 평가되는 결정들은 1989년, 

1990년, 1991년 등의 맥락에서 예측 가능했던 것과 불가능했던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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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모인 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적잖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할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 통일을 준비하더라도 통일의 시기를 우리가 결

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

다. 통일부 장관님과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연설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늘 통일에 대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만

약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역사의 숨결을 느끼거나 실제로 통일의 기회가 

오길 바란다면, 남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

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어떤 조건하에 나

타날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소련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

니다.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통일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

만 소련은 통일 요청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회를 잡았고 

재빨리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점진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장기적인 변화를 권유했지만 그럴 수 있

는 가능성은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크기는 했지만 이 방법 외에 가장 빠른 통일은 없었기에 서독을 

포함한 독일 전체가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독일 국민들에게 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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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각을 묻는다면 90~95%는 통일에 만족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저는 남한이 통일에 용기를 갖고 더욱 과감해지기를 바랍

니다. 남한은 매우 강력하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남한과 같이 효

율적인 국가가 준비만 잘 돼있다면 일정기간 안에 북한 주민들도 남한과 

같은 생활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독일과는 다

른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희에 가득 찬 분위

기 속에서 독일은 생활수준의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동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옛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과 같은 수준

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는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장 신설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생기고 북한 사람들도 

원한다면 독일과 같은 길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도 광범위하게 논의돼야 합니다. 

여야를 초월해 노동조합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단체들이 함께 통일 시

점의 북한의 생산성을 반영한 북한 주민의 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일자리가 있고 생산 과정에 통합되었을 경우에 말

입니다. 의문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생산성보다 조금 더 낮은 임금

을 주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

다. 생산성이 오르는 대로 임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통일 

시점부터 너무 높은 임금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아주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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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개인적으로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동독에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통일 당시 지나친 고임금 때문에 사실상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이 진출했습니다. 게다가 서독의 기업들조차 동독, 즉 ‘새

로운 독일의 주(州)’에 투자하기를 꺼렸습니다. 동독의 생산성에 비해 비

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서독의 기업들이 동독에 투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50%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는 동독인들과는 무관했습

니다.

북한의 후진성 때문에 북한의 생산성은 남한만큼 높을 수가 없습니다. 독

일에서도 장기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수준은 지금과 비교해

서 훨씬 나은 수준을 보장하면서) 임금과 연금을 낮게 유지한다면 많은 사람들

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북한 전체를 현대화하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

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과 한국기업들에게 어필할 

매력과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비용이 너무 높으면 모든 일을 

마지못해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만약 한국이 독일식 통일을 택한다면 이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

입니다. 

한국은 사회적으로 이 점과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를 봐야합니다. 가령, 통

일한국의 첫 대통령 선거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주인공

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협정이나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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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약간의 증세가 필요하거나 혹은 아예 증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한경제에 북한 노동인구가 통합되기까지 당분간 사회보장제도의 상황

은 아주 빡빡할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을 활용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장과 건강보험은 소득세로 단

기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제개발 호황을 맞

을 사전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안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고비용을 우려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런 설명

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 세대의 그런 일련의 생각에 대해 이해할 수 없

습니다. 서울에 사는 17살짜리 학생은 자신이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고 평

양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도울 준

비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만약 모두가 함께 협력한다면 10년 뒤에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한국

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이지만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경

제적인 면만 봐서서는 안 됩니다. 이는 너무 근시적입니다. 

북한 지역에 천연자원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과 만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으로 볼 때, 농산물과 어업 면에서 북한은 아주 흥미로울 것입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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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통일 직후 금방 과감히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은 북한은 대외부채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

다. 그러므로 통일이 되면 한국 전체의 평균 부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됩

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계획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철

로, 항구, 또는 공항과 같은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할지 생각해봐야 합니

다. 건설할 것은 셀 수 없이 많고 첨단 기술도 도입돼야 합니다. 5년, 10년 

또는 15년 안에 지금 남한에서는 평범하거나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북

한에도 반영돼야 합니다. 이처럼 남한 기업들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는 아주 큰 과제입니다. 

국제투자 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우리

가 꿈꾸던 개발을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 누구도 너무 큰 

환상이나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 상황을 보면 계획

에 차질이 생길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디 세계, 한국의 이웃국가들에서 

정책의 평화로운 개발이 지속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더

욱 더 강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만 온다

면 망설임 없이 통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앞의 모든 것을 심

사숙고해야 합니다.

독일이 특히나 어려워했던 두 번째 문제는 지역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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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람들은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있

습니다. 즉, 북에서 남으로의 이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기업

들은 더 큰 노동력을 얻는 것에 기쁘겠지만 북한의 인구가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북한이 빈민지역으로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활기찬 

지역으로 변해야 합니다. 자유국가에서는 장벽이나 장애물이나 울타리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창의적으로 인구의 이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 공급과 부동산은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북한의 생활

조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열악합니다.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주택을 현대

화하고 현대화된 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심지어 저리대출을 

통해 민영화한다면, 북한의 주택 가격은 남한에 비해 훨씬 낮아질 것입니

다. 만약 통일 후 북한의 임금 인상이 기대된다면, 이 또한 남한으로 이주

하지 않고 북한에 머무를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사항은 젊은 세대가 모두 남한으로 이주해버리는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업도 한 방법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이나 

민영화도 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런 전략을 통해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고향에서 자신의 소유지

에서 자영농민이 된다면 이주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좋은 결과가 나타

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에도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자영업이나 

수공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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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사람들 또한 북한에 남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더욱 발

전시켜 향후 북한이 활성화되고 개발되도록 하고, 또한 전 인구가 협력해 

번영하는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점을 토대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통일이 몇 

날 몇 시에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급격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

간 실망하실지 모릅니다. 만약 결국 통일이 이뤄진다면 빠를수록 좋습니

다. 이홍구 전 총리께서도 훌륭한 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운이 따라야 합

니다.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화롭고 자유로

운 통일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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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세계경제 편입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얻어 기

쁩니다. 사실 저는 파케(Paque) 교수님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케 교

수님은 경제통합, 특히 동독의 세계경제 편입에 대해 저보다 훨씬 조예가 

깊습니다. 파케 교수님이 제게 오늘 발표내용을 주셨으니, 대체로 교수님

의 생각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드레스덴(Dresden)을 자주 여행하

며 그곳의 기업들을 알게 되면서 모은 사례와 제 생각도 덧붙이겠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다룰 것입니다. 먼저, 통일 직후의 동독 경

제와 산업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20년간 동독

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과연 세계경제 편입에 성공했는지 말씀드리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적용할만한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통일 직후의 환경과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특 별 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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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독일의 상황이 매우 특별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

일을 위한 유일무이한 기회였지만,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 군이 아직 독

일 영토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동독 사람들은 “서독 마르크를 주지 않

으면, 우리가 가겠다”는 구호를 외치며 다녔습니다. 당장에라도 통일하지 

않으면 독일민주공화국(동독)에서 대탈주가 일어날 형편이었습니다.

1961년에 이런 대탈주가 있었습니다. 통일은 커녕 두 국가가 더 멀어질

까 우려가 컸습니다. 이것이 통일의 배경입니다. 콜(Helmut Kohl) 총리와 

독일정부가 왜 그토록 서둘러서 경제, 화폐, 사회 통합에 대한 결정을 내

렸는지 설명해줍니다. 그 결정은 6개월 내로 타결되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9개월 만에 발효됐습니다.

이런 매우 급진적 결정을 내린 결과와 동독 국민이 서독마르크를 요구한 

결과는 다중적입니다.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비판받을 만한 결

정들도 정치적 관점에서는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1 화폐교환비입니다. 이 교환비는 임금과 연금에 적용됐

습니다. 또한, 보조금에도 적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략 서독의 7% 수

준이었던 동독 산업의 임금은 1년 만에 35%로 뛰었습니다. 그다음 해에

는 서독 평균 임금의 50%까지 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임금에 엄청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기업들이 표준 독일 마르크로 장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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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독의 상품 가격이 훨씬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곧바로 동독 

산업을 거의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1년 이내에 생산능력의 66%를 상실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동독의 내수시장이 붕괴했

습니다. 사람들은 서독 상품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동유럽과 러시

아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치를 준비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

독 상품 시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통일 첫해에 동독의 산업이 완

전히 붕괴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화폐통합이 있었습니다. 사유화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동독 재건 계획이 시행됐습니다. 사유화 계획은 약 5

년 내로 전통적인 동독 국영기업을 전면 민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

한 예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

이 국가에서 재정보조를 받는 기업에 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

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산비용과 임금이 너무 높다

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990~2000년 사이의 기간을 보면, 동독의 임금

이 서독보다 느리게 상승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날의 기업 대부분이 국

제적 차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시점까지 동독 산업의 생산성

은 지속해서 향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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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부는 소수 지역과 산업에만 확실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드레스덴(Dresden)의 반도체산업입니다. 대부분 기준에서 반도체 

산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도중에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키몬다(Qimonda)가 파산했습니다. 정부 주도 클러스터

의 또 다른 성공 사례는 작센안할트주(Saxony-Anhalt)의 태양광산업입니다. 

예놉틱(Jenoptik)사가 있는 튀링겐(Thuringia)의 광학산업 사례도 있습니다.

통일 후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기본적으로 두뇌는 남았습니다. 우수한 전

문가, 기술자, 공학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동독 산업을 재건했습니다. 

드레스덴이나 튀링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를 보면, 오늘날까지도 동·서 임금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서독에서 동독 사람들은 평균임금의 3분의 2를 받습니다. 실업관련 수

치는 2005년부터 꾸준히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을 자세히 비교하

면 2007년 동독은 16.8%였고 서독은 10.5%였습니다. 현재 동독은 11%

이고 서독은 6%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을 비교하면 아

직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독과 유럽 전체를 비교하면, 상황이 

아주 달라집니다. 동독 실업률은 국제적 수준보다 다소 양호합니다. 동독

과 서독의 실업률을 비교하려면, 지난 2년간 서독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

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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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는 서독을 100%로 치면 동독은 68% 수준입니다. 전체 경제

에 대한 산업 기여도를 보면 동독은 11%에서 17%로 상승했습니다. 서독

은 21%에서 25%로 올랐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있

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동독을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과 비

교하면, 동독의 산업 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간 동독 산업을 세계경제로 상당히 잘 견인한 것 

같습니다. 특정 요소는 서독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 하

나가 연구개발 기반입니다. 동독이 서독보다 엄청나게 약합니다. 또 다

른 하나는 동독 제품의 수출 비율이 서독보다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므로 

동·서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독과 서독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같은 요소에서 체코 공화국이나 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동유

럽 국가들과 서독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지 물으신다면, 오늘 

아침과 마찬가지로 초기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

므로 맥락이 다른 상황에서 독일과 똑같이 화폐와 사회 통합에 관한 결정

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화폐통합에 다른 규칙을 적용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유가 있다면 한국의 사회 통합은 매우 다른 방식

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는 맨 처음에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기대관리(expectation management)가 달라야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남

북한 양국이 같은 수준의 부와 안녕을 이룩하는 데 약 30~40년, 심지어 

5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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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동독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알맞

게 북한을 다시 공업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카르스텐

스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독은 외국인투자를 얻기 매우 어려웠습니

다. 왜냐고요? 동시에 시장을 개방했던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공화국에 

대한 투자가 동독보다 훨씬 재정적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특

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었지만, 한국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천연자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한을 위한 일종의 작업

대(산업 현장)는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의 재산업화로부터 동독보다 더 좋

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암시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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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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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브래드 뱁슨(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이번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은 남북관계를 재

정비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한의 대선과 2012년 북한

의 비교적 순조로운 정권이양 이후 북한의 새 정권이 새로운 정책을 출범

한 뒤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2013년은 진정한 재설정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저점에 와 

있는데, 경험을 거울삼아 향후 관계를 재정립할 올바른 방향을 재고해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 및 세계적 차원뿐 아니라 양국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남북관계의 미래를 재고할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것에 성패가 달려있는지 상기시킬 역사적 요인들을 암시할 몇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남

북관계 재설정에 대해 재고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북한의 변화 요

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의 선거와 국내 과제에 있어 단기적

으로 중요한 고려사항들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중관계 현황,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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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정책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또 햇볕정책 시기와 이명박 정권 5년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도 도출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지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요인 측면에서는 남북관계가 냉전 이념과 경쟁적인 경제 시스템 

간의 경쟁에 관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는 참

혹한 내전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매우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내전의 

영향이 사회와 가족에 매우 깊이 침투해 있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도 오

랜 세월이 걸립니다. 남북통일 과정에는 좀 더 깊은 수준의 경쟁의 위험

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이전의 일본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강점은 

한반도의 전통적인 사회·정치적 질서를 크게 해체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두 국가는 각자 현 시대에서 ‘한국인’의 정의를 재정립하려고 애쓰며 서

로 경쟁했습니다. 그 둘은 매우 다른 비전입니다. 

분명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강성부국 약속 실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남한

이 이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군사 억지

와 국가적 특성, 불굴의 정신, 수십 년간 러시아, 그리고 차츰 중국으로부

터 받은 지원을 통해 한미 동맹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시스템을 성공적으

로 지켜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적 요

인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통일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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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는다면 남한과 북한은 누구 하나의 방식대로 경쟁하는 해결방법보다는 

형제애로 서로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정말 저점입니다. 최고점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

(Basic Agreement)였습니다. 남북한은 매우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먼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역사적 

과정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 중 하나의 ‘저점’에 있

습니다. 지난 5년간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북관계의 주요 골자는 개성공단

뿐인 것 같은데, 그마저도 약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2년은 전환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남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이후, 수사적이고 적대적인 행동도 많

았습니다. 북한은 비행기를 억류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도 했습니

다. 남한은 고기잡이배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다

소 공격적이 됐습니다. 최근 남한은 더욱 사정거리가 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작성한 병역지원에 대한 

새로운 조건도 이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 면에서 미국

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핵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에서 좀 더 

전통적인 재래식 충돌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충돌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남북관계는 상황

을 진정시키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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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에서 시민단체 및 다른 기관들을 위한 문은 열어

두는 의지를 보인 조짐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남북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최근에 몇 개의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북한이 남한 측 조건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친 비료와 쌀 지원 상실 이후, 

북한은 향후 인도주의적 지원 관계 설립 방식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더욱 

내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남한이 부채 상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초기의 쌀 지원

은 차관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지난 6월 그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당시 체

면치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남한과 북한은 이 문

제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그 인도주의적 지원은 차관의 형식

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북한이 진짜 상환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는 여러 고려사항 중 하

나일 뿐입니다.

저는 또한 최근 북한의 정권이양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제 생각에 북한의 세습적인 정권이양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좀 더 집단적인 지도체제를 택하지 않고 홀

로 향후 50년 간 권력을 유지하리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내일 

당장 트럭에 치일 경우 승계할 지도자를 준비해 놓은 플랜 B가 북한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층과 김정은 가족, 그리고 주요 기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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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분산된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북한의 내부 회의에서 일부 노출되고 있는데, 현재 더욱 다각화되

고 분권화된 권력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안착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갖도록 내각의 역할을 구축할 수

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정운영에서 공산당의 역할이 좀 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선군’정책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북한이 좀 

더 분권화된 방식의 의사결정과 부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러면 남한의 민주적인 시장경제와 좀 더 양립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변화 방향을 강화하도록 시도해볼만 합니다.

셋째, 김정은은 지난 4월 공산당대회 전체 연설에서 공산당은 더 이상 인

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심화되고 포퓰리즘

(populism)적인 경제문제를 다루겠다는 매우 공개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

다. 어떤 면에서 경제개혁 실시는 북한의 새 정권에 거의 정당성 문제가 

됐습니다.

이는 대북관계의 맥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북한이 이제까지 자신

들이 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인 경제 건설을 위해 경제협력에 더욱 적극 

참여할만한 이유입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남한은 북한에서 시장

경제가 작동하고 북한이 정상적인 사업관행을 취하고 긴장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경제협력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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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차기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대북정책을 재고해보는 시기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든 교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남한 측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남한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모두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제성장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국제 상황도 취약합니다. 유럽과 미국, 심

지어 중국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의 잠재적인 경제문제가 있습니다. 노사

관계에서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남한의 노동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

이 흥미롭습니다. 남한의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남한 경제가 타국에서 들

어오는 계약 노동을 어떻게 다룰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한은 북한의 노

동력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까요? 이는 남한 기업들이 직면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미래나 남북한 경제·상업 관계에 대한 논

의에서 이 점도 어느 정도 감안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국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남한정부가 거시적, 재정적 양 측면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채 문제는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향후 대북 관련 경제정책, 특히 단기 정

책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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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만 물러나서 보

면, 중국에 일종의 경제 위기가 닥칠 경우 남북한 모두가 취약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남북한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

한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온전히 기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은 

중국의 금융·경제 위기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것이 중국경제의 침체 

위기에 대비하는 데 남북한이 함께 노력할 공동 명분 중 하나입니다. 이

로 인해 남북한은 더욱 강한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은 남북 모두

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

의 패권과 동북아와 동남아의 해양 분쟁에서 보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

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민족주의와 패권적 행동

의 흔적이 남북한 모두에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와 같이 상처받기 쉬운 감정을 촉발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힘이 증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중화권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남북한이 공동의 이해를 

위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중국이 남북관계 개

선에 반대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베이징에서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든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 간의 좋은 관계 유지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행보

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이 개인숭

배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문제를 관리하기 쉬운 공산당 집

단지도체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공



72

산당이 군과의 관계에서 우세해짐에 따라 정치적인 ‘선군’ 정책이 끝나가

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의 내각에 더 많은 권한이 생겨 국정

을 관리하고 시장경제 발전에 좀 더 합리적으로 된 것을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북한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방향에 들어맞습니

다. 저는 남한이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재구

성을 생각할 때 북한과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어떤 통일 절차를 밟던지 이 요

인은 이면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특징적인 성

과는 한국이 동시적이고 다차원적인 대북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개무역, 이산가족상봉, 군사협의, 문화 협력, 그

리고 스포츠 협력에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의 이런 다차원적

이고 동시적인 관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

해야 합니다. 장기적 통일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긴장을 낮추면 상호이

익이라 할 수 있는 분야의 공동사업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두 가지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양보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정

책입니다. 이런 정책하에서 남한은 남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행동

하는 대가로 직접 돈을 주거나 비밀리에 물밑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지도부의 부패한 사고방식과 이런 식으로 외화를 차지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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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강화됐습니다. 이런 관계는 통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뇌물을 줘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기보다는 상호혜택과 이

익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햇볕정책의 두 번째 큰 문제는 햇볕정책 하의 남북 경제 관계 대부분이 

국가 간에 집중돼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료 및 쌀 지원과 개성공

단이 포함됩니다. 이런 경제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양의 기존 체제를 지탱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북한 지도부에 현금과 외화를 제공

해 북한의 기존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를 유지하게 도왔습니다. 또한 물

자를 국가 대 국가로 제공하는 것은 시장이 주민들에게 쌀을 배분하게 하

기보다는 공공배급제를 지탱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사회통제

포기를 정책으로 실시하기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평양의 일부 집

권세력이 일종의 사회통제도구로서 유지할 구실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는 시장이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 공

공배급 시스템이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 것처럼 시장과 자유시장경제로의 추가적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바랍니다. 햇볕정책에는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차원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

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무역과 투자가 원조보다 우선시 돼야 

합니다. 기업들끼리 직접 소통하게 만드십시오. 시민단체들끼리 직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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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게 만드십시오. 이런 종류의 경제 관계는 어떤 통일 절차를 밟더라도 

더욱 뜻 깊을 것이고, 국가 간 원조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건과 상호주의 시

대’로 명명한 최근의 남북관계에서 도출된 교훈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

면은 북한이 양보 대신 현금을 제공하는 식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양

의 탈을 쓴 늑대’의 상황이 많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대규모 경제원조 제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진짜 목적은 북한을 쥐어짜서 굴복시키

는 데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남북

한 간 경제협력을 철회한 것은 북한 측에서는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이 자

신들이 느낀대로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기의 유산 중 하나는 북한이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

국의 지원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대북 투자가 다

차원적으로 깊어졌기 때문에 통일이란 과업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접근 방법 중 하나는 북한의 미래를 감독할 때 특히 경

제적인 면에서 중국과 좀 더 공동의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

업과 투자자들 앞에 놓인 문제들도 있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기업 간 활동, 투자 지원 등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에는 좀 더 일관성이 필

요합니다. 중국이나 남한이 북한의 경제 시스템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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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남한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미래 정치·사회 질서가 형

성돼야 합니다. 이 회의장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

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남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지

만, 중국과 미국이 통일 절차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군사적 대결과 긴장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을 다차원적인 파트너십

과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호의존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

다. 이 점에서 평화협정은 미래에 대한 모색적 토론에서 고려해볼 만한 중

요한 단계입니다. 평화협정은 장기적 안정에 중요합니다. 어떤 단계의 회담

을 새로 시작하든지, 약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현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

습니다. 평화협정에 대해 숙고하고 어젠다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전략은 인내심을 갖고 남한의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게 북한의 시스템을 바꾸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분권화를 추진하고, 

시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들고, 분권화된 정치·경제체제를 만들

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시간과 재원을 투

자하도록 허용하는 것 모두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이는 장기 과정입니

다. 그러나 그런 전략이 그저 마음 좋은 큰 형님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유

지할 재원을 거저 내주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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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을 만들 필요를 감소시키는 방

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이 필요 없어지고,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

는 주 요인으로 경제성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여지를 찾기가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 간 거래보다는 상업과 민간교류에 좀 더 의존해야 합니다. 그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언급한 상황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한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함께 따라 와주기만 

한다면, 두 시스템을 합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적 미래 비전에 대해 다자간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한의 대북경제정책과 중국의 대북경제정책, 미

국의 경제제재와 철수,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손을 내밀고 세상의 

원리를 알려주려는 방식과 비교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제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더욱 공통된 비전을 찾는 것이 좋습

니다. 일관성 있는 대북경제정책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3년 재시작의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관

계를 재정립할 기회입니다. 양국이 모두 참여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양국 모두 신중합니다만 관계를 맺고자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둘째, 지금

은 장기적 요인과 현재의 맥락을 파악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관계를 재정

립할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 모두 



77

이런 논의를 하기에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런 논의들로 남북한 모두 비전을 더 명확히 해, 남북한 모두 통일에 진

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나머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지

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와 통일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발 표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발 표: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뱁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햇볕정책에 더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살

펴보겠습니다. 햇볕정책과 마찬가지로 동 정책은 상생공영 혹은 상호주

의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보다 전략적인 인내를 가

진 대북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균형 있게 살펴

보는 것이 대선이 60여일 남은 이 시점에서 한국의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

라 우리 국민들과 주변 국가들이 미래의 남북관계에 대한 진로모색에 지

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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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남북관계는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정책이 아

니라 매우 복잡합니다. 남북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깊이 연

관돼 있습니다. 동시에 남과 북의 내부 정치적 상황과 깊이 연관돼 있습

니다. 냉전시대에는 상대방의 체제를 공격하는 것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

러나 지난 20년 동안 남북관계는 진전됐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독일 

통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남북은 통일에 대한 비전이 변했

고, 남북관계는 오늘날의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은 아니었다고 보

입니다. 초기 ‘비핵·개방·3000’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의미는 북한에 대

한 보다 실용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어긋

났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남북관계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핵·개방·3000’이 북한에서 주장하듯이 ‘비핵’을 전제 조건

으로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꾸준히 설명해왔습니다. 계

획대로 북한의 중장기 개혁, 개방을 주변국들과 꾸준히 논의하고자 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되느냐는 앞으로 학자들이 논

의할 일입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6자회담’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6자회담은 지난 2009년에 중단됐습니다. 이는 북한에도 책임이 

있지만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경쟁관계가 잉태한 문

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것은 현 정부 5년과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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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리지 못하는 우를 또 다시 범할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정책과 주변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지난 4년 반 동안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북한체제 붕괴

와 그 후 작년 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체제 및 권력 변화

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면 

올바른 남북관계 방향이 정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북한의 상태가 불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3세대 

권력이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체제가 정착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

나 김정은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이행할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가당착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과 내년 초에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바뀝니다. 중국 시진핑(Xi Jinping) 

부주석이 주석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도 

재집권을 두고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초 프랑스나 러시아도 상황

이 달라졌습니다. 금년 말과 내년 초에 있을 세계적 정치변화 및 정권교

체가 한반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할 두 가

지 과제와 정부가 취해야할 남북관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0

첫 번째는 북핵문제입니다. 김정은체제 출범 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헌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과 그 과정이 부활되더라도 단기적

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10년 전

부터 7·1 조치를 이행해오고 있고 6·28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제개혁은 북한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북

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이 예측한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림 1-1> 2012년 유력 대선 후보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관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세 명의 대선 후보 사진이 있습니다. 이들 후보들에게 가장 묻고 싶

은 것은 대북정책입니다. 하지만 어느 대선 후보도 외교·안보·통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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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성향을 짐작

할 수는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모든 정책에 있어서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정책적 차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선

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불확실성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네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기정권 초에 초당적인 의사소통이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 15년을 보면 주요 정책결정과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한걸

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햇볕정책 때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도 그랬습니다. 남북관계 관련 법안이 단 하나도 국회에서 통과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19대 국회 구성을 보면 여야가 거의 동수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여야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국회 법안 통과 노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변화는 적절

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북정책에 관한 주요 

진전은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국회 

설득 정책과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들

이 법으로 입안되지 않고서는 차기 정부도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

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의회를 적극 설득할 

수 있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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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5·24조치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를 가름하

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현 정부는 5·24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러

나 만약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5·24조치의 해제를 결정한다면 북한에

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기 정부는 

5·24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재집권하면 현 정부

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북한과 좀 더 유연한 대화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집권한다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에서부터 남북관계를 재개할 것입니다. 이미 북방한

계선(NLL)에 관한 논란이 많은 것처럼 남북공동선언들의 조항을 이행하

려면 거의 10조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요? 이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정책은 주변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와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한반도정책을 수립하

느냐가 향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은 중국과 미국 어느 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과거 햇볕정

책 때 “반미정서면 어떠냐”라고 접근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현 

이명박정부의 미국 중심 동맹정책을 수정하는 데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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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간단한 질문과 코멘트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두 발표자께서 말

씀하셨듯이 새로운 김정은체제의 현재 움직임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컨

대 북한은 베이징에서 브리핑을 열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

다. 또한 농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배급제를 개선하려고도 했

습니다. 북한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확한 해법을 

알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북한은 2~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시도했습니다. 몇몇 분께서는 2010년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 김양건은 그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

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단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예는 2009년 있었던 이른바 ‘화폐개혁(평가절하)’입니다. 물론, 

그 화폐개혁은 시장이나 경제발전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히려 자유시장이 퍼뜨린 시장 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결과

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계획재정부장이었던 박남기는 

처형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적실패가 아닌 시스템 실패를 보여준다

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시도하든 진정한 개혁이나 구조적 변화를 꾀

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력기반 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북한의 새 지도부는 예시한 것처

럼 실제로 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공여부입니다. 더욱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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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는 집단적 유형의 세력배치를 고려할 때 김정은체제가 구조개

혁이나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둘째, 북한문제의 핵심은 핵문제에 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에게는 ‘선군’ 

국가의 제1목표가 핵보유처럼 보인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군

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절대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문제

는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제하

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나 안정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김정은체제가 이전 체제보다 더욱 미래지향적이 되거나, 될 가능성

이 있을까요? 지난 5년간 핵문제에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

시피 그 이유는 북한이 자행한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때문입니다. 그 결과 6자회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될 북한의 주요 내적 요인의 하나는 지도자와 군의 관계

입니다. 2008~2010년 상황을 돌이켜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2009년 초 4

월과 5월 김정일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못할 때 북한은 미사일실험과 핵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2010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했습니다. 헌

법을 고쳐서 국방위원회(Military Defense Commission)를 국가 최고기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군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지도부는 이

런 변화를 다소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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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후계자에게 이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협조하거나 공존하면서 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체제

가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체제보다 훨씬 약해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발

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필수 요인입니다. 

통념상 중국의 주목적은 쉽게 양립할 수 없는 북한의 핵 포기와 체제유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핵 프로그램 해체 압력은 북

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목표가 정말로 양립할 수 없을까요? 북한 핵 프로그램

의 해체가 정말로 체제 붕괴로 이어질까요? 북한군은 분명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입장은 다릅니다. 중국도 북핵에 반

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북한의 현 체제가 너무 취약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시진핑 체제는 향후 10년은 지속될 것입니다. 아마 핵정책을 포

함한 대북정책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체제가 과거의 정

책을 따를지 창의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역할

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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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슨 교수님, 햇볕정책을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수님의 햇볕

정책 비판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양보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는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만 존재했

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이후부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도 더 이상 현금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개성공단은 남한에 의해서만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상호이익, 특히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카르스텐스 차관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덕분에 남한 기업이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변화’라는 말을 사용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변화’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만 북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

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정상국가(normal state)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정상국가로 대우해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것이 북한과 신뢰를 

쌓고 특히 개방과 개혁 방향으로 변화를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햇볕정책 말고는 발표자분들과 모든 점에서 동의합니다. 우리는 매우 심

각한 평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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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기업 간 교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금강산관광산업 재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5·24

조치를 어떻게 정지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중국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5·24

조치의 효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발표자들께서 주장하셨던 대로 북핵문제의 위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운반로켓 능력, 즉 

미사일 발사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이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하

고—플루토늄 폭탄이 아니더라도—우라늄 폭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

반도에 정말 심각하고 악몽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즉시 6자회담 과정을 부활시켜야 합

니다. 6자회담은 효과가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을 꼼꼼히 다시 읽어 보

시죠. 모든 좋은 요소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2·13합의를 돌아봅시다. 

북한은 두 번째 단계까지 준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영변의 핵시설

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

한은 이를 따랐습니다. 핵시설을 봉인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근본적 진

전입니다. 6자회담을 부활시켜서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자회담을 폐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이는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

리는 격입니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6자회담에 대한 신뢰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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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부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다루어

야 할까요? 좀 더 균형잡힌 외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독일은 소련과 미국

은 물론 영국과 심지어 프랑스에까지 아주 영리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

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870~1890년 균형잡힌 외교를 펼치고 

독일을 유럽 외교의 중심으로 만든 비스마르크로부터 배워야합니다. 또

한 비스마르크는 베를린을 독일의 외교허브로 만들었습니다. 현명한 지

혜와 신중함, 그리고 상상력만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제안이 무엇이냐고요?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가 원칙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반도의 평화와 번

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실용주의를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용주의의 기초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첫째, 정치를 경제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뒤얽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가 없습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에서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

니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협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

다. 그 때 정경분리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이끌 매우 중요한 실용

주의적인 원칙입니다.

또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북핵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 교류·협력이나 상거래와 같은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면 정치, 군사, 심지어 핵문제에까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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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것이 쉬운 단계입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면, 그 신뢰가 군사

적 충돌이나 핵문제가 고조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셋째, 뱁슨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들과 민간인, 비정부기구가 앞

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뒤따라가면 됩니다. 꼭 정부가 먼저 북한과 관계

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방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고, 북한으로 가는 길

이 열려 있으면 정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 간 회담은 민

간인과 비영리기구, 그리고 기업들이 길을 닦은 후에 해도 됩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독식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경제가 남북관계 회복의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북한과의 신뢰를 다

시 쌓는 데는 기업체들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북한도 온갖 개혁을 제시해

야 합니다. 뱁슨 교수님의 주장처럼 북한도 투명한 경제 데이터를 제시하

고, 자본주의적 거래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기업가 계층을 양성하고, 주요 

경제 기관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북한에게 무리입니다.

북한정부는 이미 2002년 7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의 기본 정책

지침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교류 및 협력

을 증진하는 데 경제 주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를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상호주의에는 양면성이 있

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보면 세 가지 주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는 비차별, 둘째는 상호주의, 그리고 셋째는 투명성입니다. 그러나 세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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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구의 상호주의는 소위 ‘확산적 상호주의’입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

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무역거래를 균형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경제

적·기계적 상호주의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100달러를 주면 100달

러어치에 해당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세계무역기구의 원칙과 규범에 담긴 ‘확

산적 상호주의’가 ‘기계적 상호주의’보다 더욱 효과적입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공동 번영

을 위한 지평을 열 것입니다.

토 론: 미하엘 풍케(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경제학 교수

이 회의를 아우르는 주제는 통일입니다. 이 세션의 부제는 과제와 기회입

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슈는 통일과 그 시기입니다. 독일의 경

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1990년 독일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

는 것이 옳습니다. 1988년에조차 아무도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

실 1989년 여름까지도 아무도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다고 정치학자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는 

보통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고, 기후학자들도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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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따뜻해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1~6도 중에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이는 살아가는데 큰 차이를 줄 수 있는 엄

청나게 큰 범위인데 말입니다. 올해 북아프리카에 폭동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난 후에야 모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

에 없었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

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측에 능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통일과 부상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고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이주

(migration)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만 제대

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

니다. 사실 이주는 큰 기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적 모델링의 추진 배경에 관심 있는 분은 2010년 12월 29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38선 경제(Parallel economies)’라는 제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코노미스트 웹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검색

하십시오.

이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주

가 일어날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독일에서는 

어땠을까요? 독일에서는 현재까지 약 10~15%의 인구가 동독에서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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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옮겨왔습니다.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 10% 이상이 실제로 

이주했습니다. 이주는 1, 2차 물결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한 사람들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주가 좋은가, 나쁜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한이 사실 

이주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일이고 장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이주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통일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이기 때

문입니다. 한국의 통일비용은 독일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이전지출에 매년 GDP의 5%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세

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대략적인 배경 수치가 GDP의 5%, 

전체 세입의 10%입니다.

북한의 인구가 동독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고 가난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독일식 통일 시나리오는 거의 실현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독일식 통일 모델을 택한다면, 이전지출에 같은 기간 동안 세입의 

40%가 필요합니다. 이는 절대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없다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사실 도움이 될 만한 것에

는 이주가 있습니다. 2백만, 4백만, 6백만, 8백만 또는 천만 명의 인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다면 통일의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X를 북한으로 이전할 남한

의 세입 비율이라 한다면, 이주민의 수에 따라 X를 45%에서 약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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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출 수 있습니다. 이주가 문제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통일비용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이 문제에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이주는 정치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사회도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이런 문제에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주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통일비용을 낮추는 것 말고도 다른 한 

가지 메커니즘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가 일어나면 그들에게서 많은 송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림 1-2> 이주로 인한 남한의 세입비율 변화

이 문제에 대해 주로 남한 내에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시민사회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한 내에서 어떤 

정치적 신뢰가 구축돼야 합니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았을 때 이주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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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주민들을 환영

합니까? 이주를 권장합니까?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습니까? 

남한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돕고 있습니까? 이 점

에 관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 가는 길은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

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

훈입니다. 콜 총리 및 정치인들은 통일이 주말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일어

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이 서독의 1인당 GDP의 

30% 수준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67% 수준에 도달

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얻은 것도 많

았습니다.

동독 지역 혹은 북한의 경제를 탈바꿈하는 것은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립니

다. 북한은 초기 조건이 훨씬 나쁘기 때문에 아마 두 세대는 걸릴 것입니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사회가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정치적 이슈입니다.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

지 않다면 그것은 통일로 가는 매우 좋지 않은 시작입니다.

몇 가지 제 의견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이야

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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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한국은 독일이 겪은 몇 가지 위험을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더 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한국이 이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특히 필요한 정치적 절차를 밟

으십시오. 이런 경제적 이슈를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

면 때가 닥쳤을 때 올바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브래드 뱁슨(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북한이 핵무기 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통일 절차는 생각할 수 없

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점에서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 이슈와는 

매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분석가들이 발표한 분석은 북한이 2015년까지 12~20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일 

때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군사화했다면, 

무기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새로운 플루토늄 발전 장치를 갖게 된다

면 그 숫자는 거의 50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는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우리는 전략

을 바꿔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기를 바란다면 그럴만한 구실을 줘야 

합니다. 해답은 평화협정입니다. 협상게임의 양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6

자회담이건 단지 전략적 인내이건 간에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96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거니 지켜보거나 핵을 양보하도록 무의미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안보·경제문제에 대한 변화 의지를 도출하는 방법을 재고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체제의 생존과 정당성을 유지할 주요 

근거로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는 적과 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남

북관계의 주요 과제입니다. 북한이 물러나서 과거나 현재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도록 도울 방법을 찾지 않는 한 통일은 일어나

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제가 온전히 남한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북한의 참여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서울은 북한이 이 

길을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마도 핵 해체나 안보 분

야에서 다른 상호주의적 단계를 밟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필요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경제적 미래에 대한 자신

감을 심어주는 과정과 연계돼 있습니다.

코멘트: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는 많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현인택 교수님께

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북한 지도부는 전보다 약합니다. 북한의 최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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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변화나 분열이 있다는 몇몇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미

래에 관한 가능성에 대비할 때가 왔습니다.

김정은이나 현 북한체제에서 북한이 오래가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북한체제를 우리의 정책에 맞게 변화시

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의제는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는 것

입니다. 어떻게 해야 북한 사람들이 남한과 공존하는 자주적 미래가 있다

는 것을 믿을까요? 이는 장래에 어떤 통일을 하든 중요합니다.

대북정책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선택 중 하나입

니다. 평화와 통일을 동시에 이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멘트: 미하엘 풍케(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경제학 교수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과 한국 간 차이가 

자주 지나치게 강조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동독은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평화문제는 한국의 경우에서처럼 

독일의 경우에도 중요했습니다.

독일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이른바 「2+4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회담에

서 주요 이슈는 통일독일이 서부 폴란드 국경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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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통일을 가능케 한 주요 이슈는 폴란드와의 평화였습니다.

두 번째, 「2+4회담」은 러시아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당연히 동독과 

서독을 뜻합니다. 이 평화회담에서 독일통일에 반대한 국가가 둘 있었습

니다. 바로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담에서 동독과 서독을 

비롯한 러시아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하는 독일통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독일을 통일까지 이끈 유럽 내 합

의는 없었습니다. 독일통일 성공에 앞서 해결해야 할 상당히 어려운 외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경우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차이들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점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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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세션

통일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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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득과 실 

발 표: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통일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북한 양측 정부가 지

지하는 점진적 혹은 합의 통일과 독일 경우와 유사한 갑작스러운 통일입

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잠재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

다. 그 중 몇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질서의 수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어떤 일

을 겪었는지 보십시오. 시민질서를 수립하지 못하면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재산권에 대한 신속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이 없

으면, 투자도 없습니다. 카르스텐스 전 차관께서 기조연설에서 언급하셨

듯이 투자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투자 없이는 북한에게 매우 중요할 

생산의 구성이나 활동 공간의 재분배에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독일식 통일을 한다면, 한반도에 좋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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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택하든 한반도에는 좋습니다. 어느 쪽 시나리오이건 간에 통

일로 인해 한반도의 성장률은 가속화되고 빈곤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

입니다. 나쁜 소식은 10년간 1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한의 연간 GDP의 약 100%에 해당합니다.

점진적인 통합과 관련해,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북포용의 개

념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대내적으로

는 좀 더 인도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덜 호전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격

려하는 포용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북포용의 효율성은 대북정책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풍케(Michael Funke) 

교수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북한의 기

업환경은 정말 형편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공동 꼴찌입니다. 

남한의 대북관계는 대체로 남한의 직·간접적인 공적 보조금으로 지탱되

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대북포용정책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남한의 입장에서 상당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해도 북한경제가 남

한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상품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적었을 것

입니다. 요소시장(factor market)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한의 

내수 경제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볼 때 정치·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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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갑작스러운 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폭력사태

는 배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남한 사람이

라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북한이 동독처럼 붕괴되기를 기도하겠습니

다. 동독의 통일은 많은 고비용 실패 사례로 인식돼 여기 남한에서는 인

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독일에서는 대규모 폭력사태

도 상해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독은 정말 끔찍한 시스템에서 풀려난 것입

니다. 물론 비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었을뿐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비정상적으로 군사화된 북한의 경

우 그런 붕괴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경제학자들은 해결할 수조차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제 모델링에서는 그

런 사태는 배제하고 온건한 동독식 붕괴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막상 일이 시작되면 속사정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

다. 인적자원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비엘리트 계층을 위

한 북한의 교육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환경오염도 어마어마하고 

정화에 큰 비용이 들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남한에게 북한은 제1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남한에게 있어 

북한은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북한의 인구는 평균적으로 남한보다 젊습

니다.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보건데 상당히 훈련된 노동력임을 알 수 있습

니다. 특히 다단계 로켓과 그와 유사한 장비까지 생산할 수 있는 뛰어난 

인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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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에서 독일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남한의 정치적 목표와 유

사한 서독의 정치적 목표는 논리적으로는 옹호할 만하지만 내적 모순이 

있습니다. 서독은 이주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풍케 교수님은 이를 나쁜 정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독은 서독의 임금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

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또한 서독은 토지 반환을 원했습니다. 게

다가 동독은 거시경제 안정, 무역과 물가자율화, 민영화, 사회안전망의 수

립, 그리고 상업거래를 위한 법률체계 확립 등 과도기에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민영화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민영화를 바라는 이유는 투자를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산을 소유하고,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랍

니다. 동독의 경우, 토지반환정책은 그 과정을 크게 둔화시켰습니다. 북한

의 경우, 전 자산 소유주들에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

야 합니다. 반환 요구는 전체 과정을 망칠 것입니다.

둘째, 화폐통합의 경우 언제나 화폐교환비율에 엄청나게 초점을 맞춥니

다. 흥미로운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

는 제도적 이유로 동독 자본자산의 미래 소유주를 대표해줄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독에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뛰었습니다. 

동독의 생산을 파탄 낸 것은 초기 화폐교환비율이 아니라 통일 후의 임금 

상승이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결과였죠. GDP가 30% 하락했고 산업생

산은 66%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30%로 높아지면서 사실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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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독일과 남한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 번 들으시겠지만, 

북한은 통독 당시의 동독보다 더 크고 더 가난합니다. 북한경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동독보다 더 왜곡돼 있습니다. 남한은 1989년의 서독보다 부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람들은 동독인들보다 훨씬 고립돼 있

습니다.

북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북한경제를 세계에 

개방하고,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수백만 명의 북한 주

민들의 일자리를 더욱 효율적인 활동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생산시장 

통합은 남한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요소시장 통합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북한의 엄청

난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무작정 국경을 없애버리면 북한에서 대규모 주

민 이탈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정 과도기 동안 인구유입에 대한 통제방편

으로 비무장지대(DMZ) 유지 여부를 숙고해봐야 합니다.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네 가지 변수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신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총

요소생산량이 얼마나 빨리 증가할 수 있을까요? 둘째, 얼마나 많은 노동

력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할까요? 셋째, 얼마만큼의 자본이 북한에 들

어가야 하며, 남한과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자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요? 이것은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한의 생산구성에 대한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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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닙니다. 넷째, 자본은 양허적 조건 혹은 이윤추구 조건으로 투자돼

야 할까요? 이는 이윤 흐름의 방향이 GDP와 GNP에 영향을 미칠 것이

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막대한 과제들입니다. 

10년도 넘었지만 셔만 로빈슨(Sherman Robinson)과 제가 공동 집필한 ‘파멸

을 피해(Avoiding the Apocalypse)’에 삽입된 일부 논문에서 따온 모델링 결과

의 실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모델들은 1996년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발표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2-1> 신기술 흡수 속도와 필요한 자본투자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의 6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파란색 그래프가 북한의 신기술 흡수 속

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면, 비용이 그만큼 높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당한 변수를 설정해보면, 총 비용은 10년 이상

에 걸쳐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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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한과 그 외의 지역에서 투입되는 자본 규모를 아는 것이 중요합

니다. 모델링을 통해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남

한 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을 100%라고 가정한다면, 실질환율이 매우 

빠르고 극단적으로 절상될 것입니다. 이는 곧 생산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질환율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면, 남한의 교역재 생산은 실

제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비교역재는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입니다.

<그림 2-2> 자본유입과 환율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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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외부자본 유입에 따른 생산량 변화 (백분율) 

    북한                                                       남한

이 모델링과 풍케 교수님의 모델링 결과, 주요 이슈는 전반적으로 그 과

정이 한반도 전체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로 엄청난 가

속이 붙은 북한의 성장이 주도합니다. 남한의 성장은 둔화되겠지만 마이

너스 성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에는 이익입니다. 한

반도에서 빈곤이 엄청나게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요소시장 효과는 무엇일까요? 타당한 변수 하에서 임금과 소득이 궁극적

으로는 수렴합니다. 자본이익률은 10년에 걸쳐 대등해질 것입니다. 기본

적으로 북한은 남한보다 빠르게 부유해질 것입니다. 소득의 수렴도 나타

납니다. 결국에는 자본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자본이익률은 남한 수준으

로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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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남북한의 경제변화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

         북한                                                                    남한

그것은 여기 남한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솔

직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남한의 소득분배가 노동력에서 자

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노동 내에서도 비교적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에

서 비교적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로 소득분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들이 주요 자본 소유주가 된다고 가정

하면, 정부의 보상 정책 없이는 남한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

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를 약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상 정책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숙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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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요소수익 균등화

<그림 2-6>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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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들은 1996년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동안 업

데이트하지 않았지만, 이 모델들은 대체적으로 선형입니다. 이 중간기간 

동안 남북한 간의 소득격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한의 1인당 소득은 연

간 약 3% 정도 증가하는 반면 북한의 1인당 소득 증가는 대략 평평한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격차는 점점 커져갑니다. 1996년 기준치에 따르면, 

그 비용이 10년간 6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현재는 1조 달러, 즉 남한의 연

간 생산의 대략 10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북한을 포용하려는 이유는 국

가적 화해를 위한 적절한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정치 체제로

는 남북통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싶고, 근본적으로 포용정책이 북한을 긍정적 방향으로 밀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남한은 평소 수준보다 훨씬 더 재정긴축 정책을 펼쳐야 합니

다. 잠재적으로 매우 큰 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금을 따로 마련

해둬야 합니다. 저는 남한 사람도 정치가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이슈를 안

건에 올린 점은 박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다른 방

식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남한에게 실질적인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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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실질 국민총소득

   

셋째, 남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선거자금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독에

서 있었던 일 중 하나가 서독 기업이 기업을 인수한 후 간단히 폐쇄하거

나 영업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동독의 산업생산율이 극적으로 

감소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북한에 필요한 재건을 담당할 주체는 당연히 재벌입니다. 그러나 재벌은 

공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남한은 통일이 되기 전에 반경쟁

적 행위나 선거자금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폐통합에 관해서는 저의 남한 동료들이 상대적 실질환율을 알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화폐통합 시에는 환율변환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차후의 임금 설정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동독을 해체시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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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유치하려면 재산권을 신속히 천

명해야 합니다. 투자 없이는 북한경제의 호전도 없습니다. 반환(restitution)

이 아닌 보상(compensation)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산 실소유자가 부당

한 임금 인상에 저항할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농부들에게 토지를, 주민

들에게는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모두가 남쪽으로 이주하려는 충동

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사유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자산이 헐값으로 남한 

사람이나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방법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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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표는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지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째, 통일비용을 서서히, 대략 10여 년에 걸쳐서 한국경제 전반에 분산시

킬 방법입니다. 둘째, 독일 경험에서 유익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겠습니다. 셋째, 통합과 통합양상의 여러 이슈를 간단히 언

급하겠습니다.

1989년과 1990년, 멀리 독일에서 통일이 일어난 이후로 통일비용이 남

북통일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독일과 같은 시나리오

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통일비용은 한국인이 해결해야 할 매우 갑갑하고

도 값비싼 문제가 될 것입니다.

통일비용에 관해 논하려면 남북한 간의 인구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 

세션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입니다만, 독일의 경우 4명의 서독인이 1명의 

동독인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겨우 2명의 남한 사람이 1

명의 북한 사람을 부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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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은 남북한 간의 소득격차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는 남한이 지금

까지 서독이 졌던 부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는 뜻입니다. 

두 국가의 상황을 보기만 해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독일에서 통일비용이 심각한 문제가 된 이후, 한국인들도 실제 통일비용

을 알아내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많

은 학자들이 한반도의 통일비용 추정에 기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

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

니다. 둘째, 통일비용의 부담이 너무 높아 통일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입

니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학자들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

습니다. 사실 ‘부담이 지나치다’라는 말에는 낙관적인 면도 있습니다. 첫

째, 통일에는 편익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통일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도 되는 양, 갑자기 통일문제가 비상계획에서 비용과 편익 분석으

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그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모두가 통일문제를 단순히 비

용과 편익의 문제로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적절

한 방법일까요? 솔직히 불필요한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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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단순 비교했을 때 독일은 국가 동질성

의 수준이 높았던 덕분에 서독 시스템을 확장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독일이 동·서독 간의 동질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한 간의 이질성이 큽니다. 이는 남한 시스템을 북한 

사회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회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시장활동이나 여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북한 지역에 이식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

래도 통일은 어떻게든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이주문제입니다. 한반도의 지도를 

보시면 비무장지대는 사실은 무장해제된 지역이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지역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난다면 북한 사람들이 비무장지대를 넘

어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북쪽의 인구는 상당히 희박합니

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발에 의

한 투표’는 남북통일의 주요 엔진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이 주요 엔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년층이 먼저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중년층이 움직일 것

입니다. 노년층은 아마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새터민과 이

야기를 나눠보면 부모나 조부모도 함께 오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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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노년층은 북한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세대가 원하는 바는 남

한에 내려간 자녀들이 보내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결혼 패턴도 주목해야합니다. 남한 전체 결혼의 10%는 다문화 가정입니

다. 통일이 되면 아마 남한 사람들은 이전의 북한 주민과의 결혼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일부 인구전문가들도 이런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국제결혼보다 동·서독 간의 결혼 변화가 훨씬 많았습니다. 

화폐통합은 매우 복잡한 이슈입니다. 독일과는 매우 다르게 한국은 임금이

나 연금과 같은 자금 흐름과 연동해서 단순한 교환비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현재 임금이나 연금 수준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행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일종의 초기 값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화폐통합에 관해 오늘 전달하려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산업 재무회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수준의 금융자산은 불가피할 것으

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존 재무제표는 거의 아무런 참고도 될 수 없습니다. 

시장 가치에 따라 새로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이 초기 재무제표에서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재무제표에 근거해 

단순히 전환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사유화도 또 다른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아침 다른 학자들이 이미 반환

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 반환이 기

술 및 운용 차원에서도 불가능하지만 북한 내에서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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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등기에 따른 토지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예전

의 땅을 되찾으려면 바로 그 등기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일본의 자료실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방법들은 초기나 과도기의 정책들입니다. 그러나 우

리가 답해야 할 기본적 질문은 ‘임금과 생산성 수준 격차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지역 격차 면에서는 물론 노동시장에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어 이 자리에 계신 독일 

학자들과 고위 공직자들께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토 론: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이 되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합

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감소한다면 이것은 통

일의 상당한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되면 빈곤하고 힘없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G2인 중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닌 러시

아와도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국방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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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반대로 국방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라

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이 맞을까요? 통일로 생기는 국방비의 

변화는 우리에게 비용입니까, 편익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로,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상당한 고민

거리입니다. 향후 한국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인구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인구학적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8년 북한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인구 

변화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림 2-8> 인구변화 (2010~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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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 피라미드 삼각형(demographic triangle)은 남

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남한보다 약간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3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북한도 인구 감소가 예상됩니

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세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식량난 세대입니다. 지난 15년 간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식량난을 겪

었고, 이러한 식량난이 북한의 영유아 세대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연 이 세대가 정상적인 노동인구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

다. 더구나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아마 독일의 경우도 그랬겠지만, 50

세 이상의 북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

면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고 인구문제가 갑자기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통일 이후의 동독의 경우를 보면, 인구학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동독 지역의 결혼 건수와 출생자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통일 스트레

스로 이러한 부정적인 타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남북

한이 통일되었을 때 나타난다면, 통일이 남한의 인구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통일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

어 편익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쉽사리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통일의 편익 또는 비용을 논의하지만, 조금만 더 심도 있

게 살펴보면 비용과 편익에 대한 상당히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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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용 면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 통일비용 계산 시 통일이 최대 비중을 차지했을 때 북한 주민들

에게 남한 수준의 복지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상의 통일비용을 산정해봤습니다. 

<그림 2-9>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비 추정치 

첫 번째, 북한이 남한이 과거 30년 동안 경험했던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

해 소요되는 비용을 왼쪽에 추정해봤습니다. 그리고 표의 오른쪽은 지금 

당장 통일이 됐다고 가정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2008년 수준의 복

지와 교육을 적용했을 경우의 비용을 추정해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지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

상의 비용이 실질적인 통일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

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복지나 교육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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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또 북한경제가 충분

히 발전한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복지비용은 줄어들거나 발생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되기 전에 향후 북한에 어느 수준의 복지나 교육 수준을 제

공하자는 합의를 하고 이를 북한 사람들과도 합의한다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 당시에 한국이 누리는 복지와 교육 수준에 따

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비용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유

의미하고 정확한 통일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지가 두 번째 의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통일비용이나 편익을 논할 때, 비용만 단독으로 논할 것

인지, 아니면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논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일반

적으로 편익과 비용을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비용

과 편익을 계산하는 것과 확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비용이 편익보다 더 적다’ 혹은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니 통일은 우리

에게 도움이 된다, 혹은 위험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

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가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

일을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에만 집중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통일을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소(negative factor)로 인식하게 해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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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렇다면 양자택일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

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통일의 비용·편익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떠

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훌륭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루었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소요되는 복지나 비용이 굉장히 크다면, 논

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나옵니다. “통일이 되면 지불할 비용이 크

니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를 하지?,” “통일이 되기 전에 펀드를 만들어서 

통일비용을 적립하자,” 또는 “통일이 되기 전에 북한 주민들에게 복지나 

교육을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논의해보자,” 혹은 “한국사회가 

지금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한다면 통일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다. 현재

의 복지수준도 통일 이후를 고려해서 결정하자” 등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동의하듯이 통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것

은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지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

에 상당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

한 타당성과 시기, 특히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해

야 한다면 그 조건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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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표를 요약한다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확

실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제거 노력이 통일비용과 편익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

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토 론: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케(Paqué) 교수를 대신해 이번 세션에 패널로 참석

하게 됐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몇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비용은 시나

리오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놀런드 박사님께서 발표

하신 두 가지 기본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통일 시

나리오가 더욱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

나리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진적

인 통합 가능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독일통일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지만 

이것은 절반만 본 것입니다. 대외정책을 보면, 이것은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1969년 시작한 새로운 동유럽 정책인 동방정책(Ostpolitik)을 20년

간 추진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처음에 바르샤바, 모스크

바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 간 기본 조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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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후 통일로 이어진 여러 일들이 생겼습니다. 독일통일은 갑작스러

웠지만, 넓게 보면 결실을 맺기까지 최소 20년이 걸린 과정이었습니다.

셋째, 독일통일비용과 그 수치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독일이 부담한 비용

이 대략 1조 6천억 유로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비용은 얼마

나 될지 계산해보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이 1조 6천억 유로 중에서 3천억 유로만이 기업, 도로 건설, 인프라 건설

에 쓰인 직접투자였습니다. 나머지 1조 유로는 사회 이전비용으로 쓰였습

니다.

사회보장 문제는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의 매우 낮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감안할 때, 남한의 사회보장 체제가 북한에도 적용 가능한지 혹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선택할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우 넓은 범위의 

여러 해결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통일비용도 완전히 다른 수치가 나

오게 될 것입니다. 남북 통합이나 통일의 경우 사회보장비용을 어떻게 이

전할 것이며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신 한국의 교수도 계십

니다.

독일과 한국을 비교할 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일이 선택한 것

보다 훨씬 값싸고 지속적인 해법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명심

해야 합니다.

비용과 편익 간의 균형을 살펴볼 때는 시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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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 보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50년을 놓고 보면 비용과 편익 

간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단기와 장기적 관점 모두를 염

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 총리가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과 몇 년 안에 동독 전체가 번창하

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40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제2차 연대협정(Solidarity Pact II)이 2019년 만료됩니다. 이는 통

일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으로 동등한 수준의 부를 갖추

기 위해서는 10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아마 30년, 40년 

혹은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 관점

과 장기적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사회보장 부분을 제외한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투자 가능성을 반드시 따져보고 통일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남한의 재벌과 다른 모든 한국 기업들이 기꺼이 협조하고 

북한에 가서 높은 위험을 부담하려 할까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의 임금과 전체적인 투자 상황은 매우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통일의 이익에 있어 평화배당(peace dividend)이 중요할지의 여부도 꽤 흥미

롭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한

국은 이웃국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동북아시아 파트너십의 일부를 형성할 것

입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점도 지금과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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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 전에는 67만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5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 보면 과거 서독의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일 전체 예산의 10%

를 차지합니다.

대내외적인 이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경제 협력 면에서 통일한

국이 동북아시아의 주요 중심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 한

중일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도 설립됐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쪽에 새로운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점에 있어 평화배당이 있을 수도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과 북한의 수치를 보면 이주에 대해 회의적이 될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면 통일한국은 어려운 인구문제를 해결할 시간

을 대략 20년 정도 버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주는 중요한 긍정적 요

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중기적으로도 한국의 전반적인 인구문

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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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마파엘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에 동의합니다. 독일통일은 20

년간의 동방정책 끝에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은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북한의 제도변화를 격려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관

계의 양상이 달라지면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통일을 북한의 관

점에서 보는 일종의 순위체계로 생각해보십시오. 최선의 통일 형태는 무

엇일까요? 어젯밤 서울에 올 때 제가 탄 비행기는 한반도를 가로질러 인

천에 착륙하는 대신 중국을 거쳐서 착륙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통합 

형태는 영공비행권입니다. 비행기는 3만8천 피트(11.6km) 상공 위를 날아

갑니다. 아무도 비행기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북한 재정성으로 돈이 직접 

들어갑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차선의 통합 형태는 파이프라인과 철로와 같습니다. 기

차는 철로를 달려가고 철로를 지나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은 북한정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세 번째로 좋은 통합 형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과 같은 집단 거주지입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정

치적으로 선별하고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관점에서 최악의 남북관계는 오늘날의 중국처럼 한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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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기회를 엿보는 사업가들과 개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향후 맞이할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변화의 효과를 최대화할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20년 후가 되

었든 혹은 다른 시기가 되었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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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세션

통일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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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울리히 블룸(Ulrich Blum) 독일 Halle-Saale대학교 경제학 교수

제 발표 주제는 통일비용과 재원조달입니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통일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독일통일에 대한 두세 가지 오류를 정정해 드

리겠습니다. 독일통일 준비는 1970년까지 2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동

서독 관계에 대한 연례보고서가 매년 만들어졌지만 1970년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 총리 내각이 들어서면서 통일 준비는 중단됐습니다. 이 일의 

타당성 여부는 논의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동유럽에 대한 일종의 

정중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정중함이, 특히 헬싱키 협정(Helsinki 

Accords) 3조가 통일에 큰 무기가 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사유화는 투자를 막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전 소유주의 주장이 존

중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동독 

토지의 대부분은 전 소유주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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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반환은 통일 초기에 공산당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매각되었지만, 소송은 6여 년간 계속됐습니다. 이는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셋째, 통일에는 특히 비금전적(non-monetary) 부분에 엄청난 편익이 존재

합니다. 현재 독일이 갖춘 경쟁력의 일부는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엄

청난 노력을 기울인 덕택입니다.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 간에 내부 경

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

고 싶었습니다. 

내년은 6.25 휴전 60주년입니다. 우리는 통일비용은 막대하지만, 통일하

지 않는 비용도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통일 문제의 중대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나리오를 만들고 어떤 

준비가 합당한지 찾아내야 합니다. 독일통일이 갑작스러웠다는 것은 분명

하지만, 거의 서독정부에게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 관심이 

있었던 이들 중에서는 통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독일정부를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

다. 제가 현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독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폴

란드 동료들이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인편으로는 답을 들을 수 없었기 때

문에 결국 1989년 7월 4일 정부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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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몬트리올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귀국했을 때는 이미 통일이 된 상태였습니다. 12월 9일 제 비서가 동서독

부(Inter-German Ministry)로부터 온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1989년 11월 8

일자의 편지 속에는 통일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돼있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통일은 독일 

연구인들에게는 약간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루만 더 지났어도 그 직

원은 편지를 부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레 그는 아파서 더 일찍 

답장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편지는 아주 훌륭한 사료(史料)이며, 

솔직히 말해 서독은 통일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안정도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주한독일대사께서

도 이를 강조하셨습니다.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비용은 언제나 발

생합니다. 유일한 질문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누가 부담을 질 것

인가?’입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통일의 거시경제적 효과 때문에 일부 

유럽공동체 국가들도 부담을 졌습니다. 통일은 독일에만 영향을 미친 고

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북통일도 한국에만 해당되는 고립된 사건

이 아닐 것입니다.

데이터만 보면 한국의 통일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성

과 격차는 오늘날 남북한의 격차와는 전혀 다릅니다. 통일 전 서독과 동

독의 격차는 약 5:1이었던 데 비해 한국과 북한은 20:1입니다. 인구 차이

도 독일에서는 약 4:1이었던 반면 한국은 2:1입니다. 이것은 지금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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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판 준비 중인 한국통일에 관한 제 논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집

한 데이터입니다.

<그림 3-1> 독일과 한국통일 사례 고정요소 비교

 독 일                                                                 한 국

흥미롭게도 저는 동독이 자국의 생산성 수준을 방향계수(direction coeffi  cient)

를 활용해 계산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서독의 1마르크 

가치에 해당하는 동독 마르크의 비율을 사용한 것입니다. 1970년에는 

동독의 2마르크가 서독의 1마르크였지만 1989년에는 4.6 동독 마르크

로 가치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교역품의 생산성이 약 22%였

음을 암시합니다. 이 교역상품들이 동독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상품이

라고 확신한다면, 동독의 생산성은 20%에 한참 못 미쳤음을 알 수 있습

니다.

상이한 비용구조를 적용했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이나 생활수준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동독은 가치하락분을 주택에 재투자하지 않았습니

다. 다 쓰러져갈망정 값싼 주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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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경제발전 데이터를 보십시오. 매우 흥미로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발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의 처참함과 서독의 발흥을 보여줍니다. 동독의 부상도 볼 수 있습니다.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모든 산업 중산층의 재산을 몰수했기 때

문에 1972년 동독의 성장은 멈춥니다. 독일 역사상 호네커처럼 심하게 경

제를 망가뜨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호네커가 통독에 주요한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2> 한국과 독일의 경제개발

한 국                                                                 독 일 

동독 통계를 보면 몰수된 민영기업들의 생산성은 평균보다 50%나 높았

습니다. 몰수된 이후 생산성은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고도 외환

보유액도 없었던 동독은 경제위기에 빠졌습니다. 서독이 일부 재정지원

을 제공했습니다. 동독은 1982년 엄청난 국제수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1988년 같은 일이 재발했습니다.

그 유명한 ‘쉬러 보고서(Schürer Report)’를 읽어보시면 동독을 구제할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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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이 언급돼 있습니다. 쉬러는 동독의 계획부(Planning Ministry) 장관

이었습니다. 첫째, 수출을 네 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었지만 대체 무엇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둘째, 생활수준을 30% 낮추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확연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경제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됐

습니다.

한국이 바꿀 수 있는 비용 요소를 보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자유화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교육을 ‘원샷(one shot)’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주자가 내려오면 여러 번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북한 이주민

을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주가 기회라는 풍케 교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혁신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독에는 ‘과도기 이전’ 혹은 ‘통일 이전’이

라는 클러스터(cluster)가 있었습니다. 이런 산업클러스터들은 인적자원 면

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이 클러스터들이 성장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통일 이후 붕괴한 동독의 산업지역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온 산업유산이 오늘날

에도 과거 그 자리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정된 구조

입니다.

구동독의 성장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독은 

초기 공산주의 시절인 1950~1960년대의 성장경로를 지속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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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호네커 정권에서 성장 하락과 정체를 겪다가 통일로 성장이 촉진

되었고 이제 다시 과거 공산주의 성장경로로 회귀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독 

경제는 서독의 70% 수준이고, 고집스럽게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과 통일 기금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주(州)에 재정 규칙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곧 보여드리겠지만, 경제성과 면에서 구동독 주

들 사이에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습니다.

통일비용을 복구할 가장 큰 보유고는 노동력입니다. 약 4천5백만 명의 동

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약 2천7백만 명의 서독인이 동독으로 옮겨갔

습니다. 따라서 동독의 순인구 손실은 1천8백만 명입니다. 옮겨간 사람

들은 평균보다 젊고 숙련된 여성이 많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서독 남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덕분에 인구와 사회보장 시스템이 안정되었고 생산

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서독 성장의 25%는 동독의 숙련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독에 보낸 순이전지출(transfer)을 보충했습니다. 연간 600~700

억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동독 노동자들이 서독에서 일하

면서 국내총생산(GDP)에 이바지하는 금액입니다. 이 중 절반을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취한다면, 서독에서 일하는 동독 출신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동독으로 가는 이전지출 비용의 절반이 이미 회복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독이 국제수지 계정 적자이기 때문에 동독으로 가는 서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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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승수효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2년 전에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기업 부문에서 동독은 폐쇄적이지만 이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림 3-3> 인구 균형 변화

<그림 3-4> 국내총생산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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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원 조달도 중요하지만, 거시경제 요소도 살펴봐야 합니다. 방금 말

씀드렸다시피, 환율과 금리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환율과 금리는 상승

할 것입니다. 적자 지출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이를 보완

하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화폐도 상승합니다. 독일은 20~30%나 비싸

게 유로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치를 떨어뜨려야 했습니

다. 사회보장 개혁과 하르츠 4(Hartz IV) 개혁, 그리고 어젠다 2010이 여기

에 해당됩니다. 덕분에 독일의 경쟁력이 강화돼 현재는 유럽 전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서 이뤄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1995

년 서독의 수출 비중은 약 30%였습니다. 지금은 약 48%로 증가했습니다. 

통일의 결과로 독일 마르크화가 고평가돼 그 30%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입니다. 독일연방은행(Bundesbank) 공시 금리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

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했고 독일도 물론 경상수

지 적자를 메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득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흥미로운 통계가 많습니다. 각 지역의 다양한 산업 유산을 

접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통독 지역들을 평가할 때 혁

신 잠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 일인당 산업혁신 지출을 자세히 

봐야합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Baden-Württemberg)를 보시면 사람들은 

대략 연간 1천 유로를 지출합니다. 작센안할트주(Saxony-Anhalt)나 메클렌

부르크 포어포메른주(Mecklenburg-Vorpommern) 혹은 과거 동독 영토였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처럼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는 지역은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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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7% 정도입니다. 통일로 혁신구조가 완전히 망가진 것도 있지만 발

전도 훨씬 낙후돼 있기는 했습니다. 

반면 가장 성과가 좋은 구동독 지역은 작센주(Saxony)입니다. 통일 과도

기에 산업 유산과 연구 구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만으로 일부 서독 지역

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작센주와 튀링겐주

(Thuringia)가 구동독에 속했던 지역 중에서 기술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성

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더는 이전(transfer)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른 주들은 별로 신뢰할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인당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구동독 

작센주의 1인당 부채가 2천 유로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베를린은 그보

다 8배나 높고 작센안할트주(Saxony-Anhalt)는 5배나 높습니다. 

지금 작센안할트가 최고의 혁신 구조와 임금 수준, 그리고 최고의 산업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빚을 질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없고 저임금

과 낮은 기술에 시달려서 부정적이게만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선택의 여

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통제하면 통일 과도

기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유익한 교훈입니다. 

통일 과정에서는 단호한 예산 제약이 중요합니다. 예산에 너무 관대해서

는 안 됩니다.

동독에 부족한 것 중 한 가지는 다양한 본사 구조입니다. 독일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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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독의 산업연합체(combine)의 파괴만이 아니라 납품 구조의 파괴도 

의미했습니다. 원래 320개였던 산업연합체 중에서 180개는 기계, 전자 

등이 포함된 국영 산업연합체였습니다. 이들은 약 15,000개의 유한회사

로 분해된 뒤 공개시장에서 매각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규모가 지나치

게 작았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제대로 된 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500개의 독일 대기업 중에서 고작 20개만이 동독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

다. 인구와 생산을 감안하면 70~100개는 돼야 합니다. 본사가 30%의 부

가가치를 부담하고 많은 세금을 낸다면,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공공소득과 민간소득 모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세금을 본사에서 부담하므로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그 

돈의 일부는 생산 분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통일에서 발생하는 순이

전지출과 유사한 재분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본사가 없는 최서

단 지역의 자를란트주(Saarland)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본사가 있거나 본사

의 가치가 그 지역 경제 규모에 비해 작은 것이 동쪽 지역에서는 일반화 

돼버렸습니다. 민영화가 진행될 때 본사 구조를 남겨두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 격차를 70%라고 하면, 그 중 약 10%는 본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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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격차의 20%는 아마 십중팔구 극복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는 이주 및 집적 구조(settlement and agglomeration structure) 문제

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독의 집적과 인구밀도 구조와 비슷한 

서독 지역과 소득구조를 비교하면, 동독이 가진 부는 서독 지역의 겨우 

83~8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함부르크(Hamburg), 뒤셀도르프

(Dusseldorf),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뮌헨(Munich), 프랑크푸르트(Frankfurt) 

그리고 이들 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서독 지역을 빼고 소득 수준을 계산한 

것입니다. 동독은 겨우 15% 정도 더 성장했을 뿐입니다. 

어제 풍케 교수님과 논의했던 큰 문제는 베를린이 독일 최악의 낙제생이

란 점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다른 도시를 보면 베를린보다 1인당 소득이 

두 배는 많습니다. 성과가 처지는 국가자본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

다. 나머지 지역을 그다지 부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3-5>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상수치

Korea Germany 

Population Share North / East in Total (%) 33 20 

Share of Per Capita GDP (%) 5 20 

Gap Against 60% Income (%) 55 40 

Initial Transfer Amount (US$1,000 / €) 265,697 166,053 

Gross Transfer Share (%) 27 10 

Average Multiplier (%) 35 80 

Tax Share in GDP (%) 30 50 

Net Transfer Share (%) 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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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험에 비춰 타당한 자본구성 상관관계의 승수분석을 한다면, 특정 

전환 시나리오를 이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1인당 소득의 50~60% 

정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무장 국경이 이주를 막

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말이죠. 통일 시에는 행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남

한 사람들이 북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유

지한다면 절대 북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경을 개방해야 합

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안정을 꾀하면 엄청난 안정화 격차가 발생할 것입니

다. 독일에서는 20% 그리고 60%였습니다. 즉, 통일 이전 동독의 1인당 

소득은 서독의 20%였고, 복지는 서독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1

인당 소득은 남한의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일반 북한 주민의 1인당 소

득이 남한의 60%가 되려면 55%가 추가돼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이전지출(transfer)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독일은 10%였습니다. 한국은 국

민소득의 27%가 될 것입니다. 초기 승수효과, 즉 세입과 부가가치 과정에

서 창출돼 환급될 자금을 제외하면, 몇 달 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

작했기 때문에 독일의 이전지출 비중은 6%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 비

중이 24%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해야 할 부가가치의 4분의 1과 맞

먹습니다.

제 결론은 이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를 잘 알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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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한독일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일의 이전지출 

비중 6%는 몇 년 전 수행한 연구에서 도출된 수치입니다. 겨우 5~10%

만이 성장지향적 비용이었고, 나머지 거의 90%는 정치비용, 정치안정화, 

행정안정화, 사회안정화 비용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국경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경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한 통일 시나리오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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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원 조달

발 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아시다시피 독일의 통일비용은 연간 GDP의 약 4~5%에 달했습니다. 대

부분은 사회복지 시스템에 지출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뱅크오브아메리

카-메릴린치의 최근 발표를 비롯해 다양한 추정치가 있습니다. 통일비용



149

은 현재 남한 연간 GDP의 10%에 달할 것이며, 점차 줄어들어 2050년에

는 약 3%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는 북한경제의 규모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GDP는 남한의 

2.5% 정도입니다. 통일됐을 때 북한으로부터 큰 세입을 기대할 수는 없

습니다. 북한의 세입과 사회기여는 미미할 것입니다. 통일재원의 대부분

은 남한에서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용 추산에서는 남한정부가 곧 발생할 수요에 지출할 재원을 어떻

게든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궁극적으로 비용은 재원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정부가 사회복지와 다른 유사한 항목에 지출

하는 총액은 GDP의 약 50%입니다. 현재 한국은 GDP의 약 30%를 이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에서 ‘GDP의 10%’는 각기 의미가 다릅

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지출 수준의 3분의 1을 뜻합니다. 통일과 재건 목

적으로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재원조달의 상당액은 현재 수준의 지출을 재배치해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즉, 여러 지출 범주와 남북한 간 여러 지역에 걸쳐 재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 공공지출의 미묘한 수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

공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남한은 현재 수준의 인프라

를 건설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인프라 수준은 

매우 형편없습니다. 북한에서 인프라 투자를 건설하는 데 또 수십 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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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릴 것입니다. 주택이나 의료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지출 분야에서 가장 큰 지출은 보건비용이 될 것입니다. 남한의 총 

공공보건 지출은 GDP의 약 5%입니다. 이 지출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

험으로 소요됩니다.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입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

험 체계를 모든 북한 주민에게 확대한다면 보건분야 지출비용으로 GDP

의 2~3%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남한의 

공공재정에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여타 사회서비스 제도에 관해서는 염려할 부분이 적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최근에야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현재 노동자

들의 약 60%만이 이 제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이 제도

의 미가입자로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거의 마찬

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제도가 통일 이후 북한에까지 확대

된다 해도 공공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남한정부는 세금에 기반한 참

여자의 선기여가 필요치 않은 공공부조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부조제도의 규모는 GDP의 1.4%인 18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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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세금기반 공공부조 사업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저소득층에 기초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근로 참여가 필요치 않은 제도

로서 현재 GDP의 약 0.8%가 소요됩니다. 남한과 북한의 소득격차는 매

우 큽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약 5%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북한으로 확대되면 기본적으로 북한 인구 전체가 여기에 포함

됩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이 제도의 수급자 기준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재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약 150만 명입니다. 북한으로 확

대되면 수급자가 1~2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총지출이 대략 10배 

정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의 수치들을 다시 살펴보면, 통일 이

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의 약 10%까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지출 증가이고, 그것도 공공부조 프로그램만 계산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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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전입니다. 현재 중앙

정부 세입의 대부분이 의무적인 지방교부세 및 다양한 범주의 보조금 형

태로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지출은 총 정부지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

방정부의 세입은 정부 총세입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지방정부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자동으

로 북한까지 확대된다면 중앙정부는 이런 지방 이전 때문에 엄청난 수준

의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통일 전에 바뀌지 않는다면 

GDP의 약 2~3%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재원 조달 방법도 중요합니다. 우선 남한정부는 여러 지출 범주와 여

러 지역에 걸쳐 자원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출 범주 면에서 정

부는 현재 남한 GDP의 약 6%를 차지하는 경제분야 지출을 복지나 보건

과 같은 분야에 재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재원은 민간부문이 될 것입니다. 남한정부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의료시설 설

립과 유지를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0%의 병원과 클

리닉이 민간소유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정

부는 통일 후에도 이런 분야를 민간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재원은 당연히 세금입니다. 현재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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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ECD 국가보다 비교적 적습니다. 개인소득세에서 발생하는 중앙

정부의 세입은 다른 OECD 국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마 통일 후에는 

한층 높은 수준의 개인소득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소비세도 중앙정부 세입원으로 상대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

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약 20%에 가까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

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부채조달과 관련해 남한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통일자금을 조달할 수 있

습니다. 남한의 신용등급은 최근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남한정부가 통일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면 해외 채권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통일 이후 한국정부의 공공지출 수요는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지출 범주와 지역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정부

는 아마 개인소득세 기반을 넓히고 부가가치세율을 높여서 세입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 수요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 

남한의 지출에 추가 통일비용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과감한 재배치

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이

나 남한의 빈곤 지역 같은 분야에 지출하던 비용이 확연히 줄어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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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북한으로 전용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제약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제약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

복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출 증가는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하고 거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 독일의 경우가 그 사례입

니다.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은 통일 이후 물가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의 환율 메커니즘 위기를 야기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일 이후 이와 같은 거시경제 문제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현재 남한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지 시스템, 특히 공공부조

제도의 개혁입니다. 이 제도는 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동기를 감소

시킵니다. 통일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 시스템,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노동시장 접근도 돕지 못합니다. 통일 전에 남한의 

공공부조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이전을 합리화하는 것입니

다. 지방정부의 자급과 자치, 재정의무를 장려하도록 한국정부의 재정중

립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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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장형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고 박사님과 블룸 박사님의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견해

를 말씀드리고 독일 사례를 비롯해 통일비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어떤 통일이든지 선행돼야 할 평화회담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평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통일비용에 대한 주장이나 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비용을 둘러싼 이슈는 통일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

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자 두 분 모두 독일보다 한국통일의 상대적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두 분께서는 인구와 경제 

규모의 차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남한 국민의 1인당 부담이 서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서독은 매년 GDP의 4~5%를 동독으

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의 1인당 부담이 독일보다 크다면, 매년 

남한 GDP의 4~5% 이상이 북한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통일 정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 이후의 지출 수요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

다.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부문을 

동원하자는 고 박사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 결

론 부분에서 저의 추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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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시는 거의 모든 분

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첫째, 북한 국민들이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

보다 남한과의 통일을 선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대표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통일 과

정에 영향력 있는 제 3자(국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1990년 독일은 정확히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통일의 과정을 밟

았습니다. 첫째, 독일 국민이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의 바

람과 소망을 결정하기 위한 민주주의적인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마지

막으로, 4대 강대국(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통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습

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통일의 성격과 비용은 이

런 힘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의 충족과 관련해,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제 생각을 몇 가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독인들은 통일과 서독 마르크화의 구매력을 원

했습니다. 이런 바람을 이루기 위해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서독 마르크화

의 화폐교환비율이 1:1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동독 사람들에게 지극히 유

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실수였으며, 독일통

일 과정의 실패의 시작이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독인들은 통일을 원했습니다. 이런 바

람을 이루어주는 것이 평화 통일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한국통

일 과정이 시작되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당량의 부(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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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이전하는 독일에서와 같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는 평화통일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남한의 세

금을 올리거나 재정에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재원을 통해서만 가능

할 것입니다. 

초기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의 사례에는 많은 차이가 있

습니다. 한국의 경우, 토지반환 문제는 훨씬 덜 심각할 것입니다. 북한에

서는 이미 모든 것이 국유화돼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거의 50~70%의 토

지와 주택이 통일 전에 이미 사유화돼 있었습니다. 이 점은 한국통일의 

재원조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에는 더 나은 기법을 적용

할 수 있고, 20년 전에는 그리 흔하지 않았던 민관협력과 같은 더 많은 재

원조달 메커니즘도 생겼습니다.

한국통일을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먼저 재원조달 방법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가는 소득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남한의 재정 

재원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경제 재건은 국제 민간부문에서 

함께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통일의 초기 단계부

터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민간부문을 더 많이 활

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비용 준비와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 박사님께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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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듯이 남한정부의 능력과 재정건전성입니다. 한국은 1990년의 서독

처럼 매우 강한 경제가 돼야 합니다.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강한 경

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토 론: 홀저 볼프(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국제학 교수

오전 발표에서 나온 이슈 중에서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이슈들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초기 조건과 누적비용 및 비용의 평가 방법, 재원조

달, 그리고 독일의 구체적 사례 몇 가지입니다.

초기 조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발표에서 서독과 비교한 동독의 초

기 생산성 추정치가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추정치 범

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 가

능한 수치들이 아닙니다. 상대적 초기 생산성은 평가자의 최적 판단에 근

거한 환율과 물가, 다른 요인들을 기반으로 한 가정입니다. 어느 정도 의

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순한 추산치

보다는 추산범위를 활용하는 것이 신중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예로 독일 

초기에는 그 범위가  1/3~1/2 정도였습니다.

때때로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요건은 통일비용의 정확한 수치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비용에서는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동독의 재원을 시장 조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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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한다면, 어떤 초기 생산성 수준이 도출되겠습니까? 노동자와 기업에 

새로운 인센티브가 생겼기 때문에 생산성은 지금보다 높을 것입니다. 노

동자들은 진짜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할 유인이 생깁니다. 기업도 또한 진

짜 돈을 받기 때문에 생산할 유인이 생깁니다.

1948년 6월 서독에서 이에 대한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이 독일 마르

크화를 도입했고, 동시에 당시 서독의 경제부장관이었던 루드비히 에르

하르트(Ludwig Erhard)가 자율 가격과 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독일 생산성 수준이 하루아침에 뛰어올랐습니다. 적절한 것은 ‘사후의’ 수

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전통적 경제체제에는 상쇄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선을 목적으

로 행한 일이었지만, 자본과 전통 경제는 여러 이유로 감소하는 듯했습니

다. 일부 자본은 그냥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시대에 뒤쳐

졌습니다. 상대 가격이 조정되고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이는 생산을 감소

시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향상되고, 이것은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그

러므로 최종 결과는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통일 이

전의 생산성 수준보다는 통일 이후의 효과입니다.

초기 조건을 살펴볼 때 중요한 또 다른 세 가지 분야를 아주 간단히 말

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입니다. 동독, 특히 동독의 남동부는 인

구밀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또한 고도로 도시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했습니다. 고정비용이 저렴했고 현대화해야 할 대도시와 집적



160

(agglomeration)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프라의 초기 질도 중요합니다. 동독의 인프라는 훌륭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은 돼있었습니다. 도로도 있었고 철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설하

기보다는 새롭게 정비만하면 됐습니다.

잠깐 통일 준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통일의 비용과 편익 및 준비 방법

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한 사람은 독일경제 기적의 아버지인 루드비히 에

르하르트(Ludwig Erhard)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경제부장관이었고 1960

년대에는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화폐통합이 시작되면 정치적인 이유 때

문에 매우 관대한 화폐교환비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르하르트

는 이미 1950년에서 1960년대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

가 돼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사라져버렸

습니다.

공공 및 민간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초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어느 수준이 돼야 경제적 통일이 성

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누적비용을 알고 싶다

면 종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정의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것을 상대적 생산성 수준으로 정의했습니다. 독일 헌법은 

이것에 대해 상당히 세밀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에서는 ‘비슷

한 생활조건’을 요합니다. 이것은 상대적 생산성 수준과 동일한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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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니다. 비슷한 생활조건은 이전(transfer)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어떤 경우든 총비용을 최종 평가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사전에 정의돼 

있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상대적 생산성 수준의 80~90%를 

성공한 통일의 정의로 생각합니다.

둘째, 전환비용과 통일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독일은 

매우 독특합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제도를 전환하는 데에 비용

이 적게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1992~1993년까지 이행됐습니다. 많은 유

능한 행정가들이 예전 주에서 새로운 주로 넘어가 이를 현장에서 실행한 

것도 일부 이유였습니다. 순수한 제도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됐

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 초까지 이뤄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경

제구조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고 여타 온갖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지만, 

순수한 제도전환 자체는 다소 빨리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통일의 진

짜 과제는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상이한 비용이 

있는데, 때로는 통일비용이 체제전환비용 자체보다 훨씬 높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제기된 문제를 다시 보면, 전략의 선택에 따라 체

제전환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하나의 수치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이슈는 여러 번 언급됐던 이주입니다. 통일은 자본과 노동의 비

율이 높은 국가와 자본과 노동 비율이 낮은 국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가 통합되면 그것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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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야 합니다. 노동집약적인 동독에서 자본집약적인 서독으로 이주하

는 것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혹은 동독의 자본금을 서독 수준으

로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은 매우 다른 비용

입니다. 동독의 장기 성장을 위해 동독의 숙련 노동자를 동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독일의 선택은 이런 비용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습니다. 

공공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총비용과 순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저는 재정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순이익에 대해서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영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축과 정부 지출의 상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이것

이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서독의 지출, 특히 보조금 지출을 재고해보려

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갑작스러운 통일 때문이었습니다. 

1989~1991년에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부분의 지출을 재고하기에는 정부의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그때 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기간 내내 서독 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유지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둘째, 세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전의 일부를 상쇄하는 새로운 주(州)들

의 세입 증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주에서 나오는 세입

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전 주들에서도 세

입이 증가했습니다. 통일은 서독경제의 궤적을 바꾸었습니다. 즉,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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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크기 때문에 사실 세입 면에서 잠재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

습니다. 잠시 후에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기준점(benchmark)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

으로 이런 비용을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 연간 GDP 대비 총 누적비용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기준이 유용합니다. 그

러나 당연히 이런 비용들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거듭해서 나온 

또 다른 측정법에는 연간지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오전 토론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바

로 적립(pre-savings)입니다. 현재 한국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를 통한 적립을 또 다른 계산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바람직한 추정치가 있다면 통일

비용의 최적 적립금은 얼마일까요?’ 현 세대가 통일을 볼 수 있을지 여부

를 모르는 상황에서 현 세대가 얼마나 적립하고 참여해야 할까요?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여기에는 약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립의 유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서는 안 됩니다. 결국 통일 이후에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실제 소비와 

실제 투자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원이전입니다. 금융 적립

은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정도로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에는 여전히 실제 재원이전이 있어야 합니다. 적립이 매우 유용하기는 하

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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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간부문의 생산효과(output effect)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

요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됐습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보낸 

자금의 대부분은 곧바로 서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동

독의 소비재보다 서독의 소비재를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독경

제를 크게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와 서독의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북한

의 내수 소비재 생산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도 마

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재원조달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

다. 하나는 통일비용을 조달하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

른 하나는 경기부양으로 생긴 물가상승과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

리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셋째, 국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통일을 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합니

다. 이는 원 경제의 교역재 부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또한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성이 떨어지고 무형이지만 통일이 정치·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통일 당시 독일을 유럽경제의 스테이션 왜

건(station wagon)으로 봤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독일경

제는 커다란 구조개혁 문제가 있는 부진하고 규제가 과도한 중첩된 경제

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범 모델로서 독일

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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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에 주로 노동시장에서 일어났던 다수의 매우 중요한 개혁이 그런 

변화에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두 가지 개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향식 

개혁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새로 편입된 주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문

별, 주별 그리고 집합적 하향식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사관계로 전환됐습

니다. 기업 차원의 사건과 임금 인상의 생산성 지향 등이 훨씬 강조됐습

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초에 있었던 하르츠 4(Hartz IV) 개혁입니다. 두 가

지 개혁 모두 역학관계를 상당히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통일이 이러한 개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초기에 새로 편입된 주들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

던 실업 문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상향식 개혁은 새로

운 주들에서 많이 일어났고 이후 예전 주들로 역으로 파급됐습니다. 이는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용해올 수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국가에는 해결하기 

쉽든 어렵든 각자의 지속적인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조달과 관련해 이제까지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는 통일비용

의 세대 간 배분뿐입니다. 누가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한국의 사

전 통일재원 조달은 새로운 측면을 더합니다. 독일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불할 것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통일 이전 세대입니다. 통

일이 될 때의 세대는 누가 될 것이며, 그 이후 잠재적으로 통일재원을 조

달하게 될 미래 세대는 누가 될까요? 어느 세대가 통일비용을 얼마나 부

담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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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배분 측면에서 투자는 영구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은 미래 세대보다는 현재 세대에 이익이 되

기 때문에 보통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 예상치 못한 통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립은 

없었습니다. 즉석에서 재원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둘째, 다른 지출의 감소

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까닭에 통일비용을 상쇄할 능력이 줄어들었습니

다. 셋째, 여러 번 언급되었다시피, 필요한 투자와 독일 헌법에는 암시되

지 않은 이전의 확대 간 비용 배분이 상이했습니다. 독일 헌법은 사회복

지에 대해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기

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입니다. 오전에 여러 번 언급되었던 초기 

화폐교환비율은 선물이었습니다. 자본에 적용된 선물입니다. 동독이 자

신의 마르크화를 서독의 마르크화와 1대 1로 교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

물이었습니다. 매우 관대한 교환비율입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

나 공장의 생산현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면에서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본과 저축에 있어서는 중요했습니다. 그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서독이 얼마나 관대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

습니다. 이는 서독이 동독에게 주는 노골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부채조달과 관련해, 통독 당시 독일은 재정적 여유라는 상당한 완충제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일재원은 대부분 채권으로 

조달됐습니다. 이는 GDP 대비 부채비율을 증가시키고 재정상의 여력을 

감소시켰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재정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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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의 장기 차입금리는 통일 이후 20년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 차입금리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2008년이 아닌 2012년의 관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큰 

위기에 대비해 언제나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에 유

럽 금융위기가 겹치자 사실 독일은 미래의 재정적 여력이 다소 제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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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세션

국제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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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릴 교훈의 대부분은 독일

의 경험과 제가 이해한 한국의 상황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통일과 경제체제이행(transition)의 공통분모와 관련된 매우 특정한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통일과 체제이행의 공통분모가 실

제로 완전히 적용되는 단 두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어

느 정도까지 경제체제이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과연 그 영향은 긍정적

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앞에서도 이미 논의했지만, 가장 큰 제약은 당연히 국내 이주입니다. 국내 

이주는 경제와 정치 면에서 경제체제이행 과정이 작용하는 방식을 근본

적으로 바꿉니다. 경제체제이행의 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상대 경

제가 이행 과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기통일 방향 쪽

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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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동독을 중심으로 경제체제이행의 실제 경험에 대한 국제적 

측면에 관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할 점과 교훈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경제체제이행 전략의 선택은 통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1990년대 초

에 종종 속담으로 요약되기도 했던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체제

이행 방식을 두고 의견이 다른 두 그룹 간에 있었던 논쟁이었습니다. 한

쪽은 ‘쓴 약은 한입에 털어 넣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급진적 접근법이었

습니다. 급진주의적 방법은 점진주의가 차선(次善) 효과를 부추기고, 신뢰

도가 쌓일 때까지 이행 과정을 지연시켜서 실질 투자를 막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점진적 이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은 ‘돌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주장합니다. 즉, 한 번에 한 가지 문제에만 

착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선택 목록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국가에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개혁 능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펜 놀림 한 번으로 조기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격 자율화와 이미 조금 어려운 화폐통합에 관한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혁은 구체적인 현장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도시 행정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추측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상 점

진주의가 지배합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전 유럽에 걸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은 좀 더 빨리 움직였고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는 좀 더 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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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사실 선택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독일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은 동독의 계승국이 자체적으로 경

제체제이행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연합국가로 통

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일하고 통일된 독일이라는 우산 아래서 경제체제이행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약 일주일간 지속됐고, 그 결과 즉각적 통일이 해답이라는 것이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즉각적 통일이 폭넓은 지지

를 받았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서독의 임금 수준이 높고 숙련 

노동자의 초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이주가 완전히 허용되는 분리 국가

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통일을 위한 명확하고 빠른 움

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체제전환을 했던 중유럽의 좀 더 급진적인 성향의 국가들과 비교

해도 동독이 굉장히 급진적인 체제이행 전략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1년 

내로 동독은 새 제도의 틀을 갖췄습니다. 건전한 화폐도 갖췄습니다. 무역

장벽도 없었습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도 완벽히 태환(兌換) 가능했습

니다. 반면 중유럽과 동유럽의 다른 체제이행 경제들에서는 이 모든 이행

정책을 적용하는 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입니다. 많은 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종료됐

습니다. 1994~1995년에 사유화의 마지막 큰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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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사유권과 제도체계, 법체계가 정착돼

있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이름뿐인 정착이 아니라 사실상 정착이었

습니다. 서독의 노련한 행정가들이 동독 안에 이런 시스템 설립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통일은 매우 급속한 체제이행 전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기 체제이행을 

선호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초기 조기개혁은 불확실성

을 없애고 위험 프리미엄을 낮춰서 투자를 장려하고, 차선의 결과를 제거

함으로써 배당효율을 높입니다. 따라서 조기개혁이 경제 성장에 더욱 빠

르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점에는 약간의 대가가 따릅니다. 동독에 부과된 서독의 제도체계

는 이행경제(transitional economy)용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순조롭게 운용되는 서독경제를 위한 체계였습니다. 급격한 구조 변화를 

겪는 이행경제를 위한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중유럽과 동유럽의 다른 국

가들은 이런 절차를 점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미세한 제도

적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실업과 재정 면에서 훨씬 많

은 조기집행 비용을 암시합니다. 기술적 차원에서도 제약이 발생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위의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제도체계

는 이미 알려졌었습니다. 동독이 결국 서독의 체계를 보유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과도기에 그 체계에서 일탈하거나 도중에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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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이주 옵션은 점진적 전략 하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제약했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쌓일 때까지 과도기적 저임금 부문이 노동

력을 흡수하게 했던 다른 국가의 전략은 독일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독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다른 체제이행 국가들의 

임금의 몇 배에 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점진주의의 그러한 부분들은 꼭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서독은 동독의 체제이행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동독의 명

목 경상수지 적자는 여전히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을 외

부에서 조달했습니다. 즉, 독일은 다른 체제이행 국가들보다 자본금과 여

타 투자를 훨씬 빨리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파견된 공직자들이 이런 규정이 현장에

서 이행되게끔 했습니다. 이 점은 많은 평가에서 과소평가돼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이행 보고서는 1990년대 말 법

전에만 좋은 법을 갖춘 국가들과 실제로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도록 한 나

라들을 구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히 법전의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이러한 규칙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노련한 공직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제도 조정은 기본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 완료됐습니다. 중부나 

동유럽의 어떤 체제이행 국가들보다도 훨씬 빨리 1990년대 중반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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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제로의 경제체제 전환도 끝났습니다. 

통일 직후 독일이 정책의 국내적 변수를 분석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 면세기간, 사회보장

세율의 차이, 그리고 그 밖에 국내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변수들이 있

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주들은 재정체계가 매우 다양합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는 역사적 이유도 일부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초기의 높은 열정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필요가 인지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거는 통일이 되자 선택할 수 있는 체제이행 전략이 매우 

한정됐다는 것입니다. 체제이행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체

제이행경제와 비교해서 빨리 하는 것이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의견의 초점이 특정 해법에 모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국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동독은 네 가지 충격을 겪었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체제이행 국가들에서

도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동독에만 나타났는데, 아마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충격부터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상호원조회의

(COMECON)가 무너졌습니다. 외부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시장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그 전까지는 소련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동독에서만 나타난 두 가지 충격은 단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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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비용 충격과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입니다. 첫 번째는 독일이 했던 특정 

결정 때문에 나타났지만 두 번째는 필연적이라 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단위노동비용 충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격은 어떻게 생

겼을까요? 본질적으로 임금 격차가 커서 이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노동력 이주가 일어나거나 서독에서 동독으

로 자본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은 비교적 초기에 서독으로의 노동력 이주보다는 동독으로의 자본이

동을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논거는 숙련 노동자가 떠나면 

동독의 주들이 사유화될 수 없고 활성화도 불가능하며 영구히 서독에서 

이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생산성 낮은 지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

다. 자본금이 쌓일 때까지 노동력이 동독에 머무르도록 보조금을 지급하

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편이 훨씬 쉬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자체보다는 그 적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했던 대로,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도록 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제 이론에서는 예상 

생애 실질소득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입

니다. 현재의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 증가와 생활비의 차이도 포함됩니다. 

특히, 임금이 아닌 소득에 중점을 둡니다. 

독일의 체제이행 초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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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시장 임금을 제공하되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주를 방지하면서도 고용을 안정시키고 장려할 수준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초기에 통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주 방지를 위해 취한 정책은 즉각적인 임금 인상을 가져온 명목임금 인

상이었습니다. 임금 향상이 생산성 향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동

독의 단위노동비용이 당시 세계 최고였던 서독의 단위노동비용보다 상당

히 비싸졌습니다. 동독은 전 세계에서 노동비용이 가장 높은 곳이 됐습니

다. 그 때문에 고용이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동독과 다른 체제이행 국가 

간의 주된 차이입니다. 다른 체제이행 국가 중 노동비용 충격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주 방지를 위해 임금만이 아니라 

다른 방안도 활용해 노동비용 충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 조정입니다. 통일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대규모 이전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는 독일의 총수요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독일 내

에서 다소의 과잉설비가 있었지만 상당 부분 국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조정은 무역수지 악화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일부는 소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가는 자동적으로 수입(import) 증가를 가져왔

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특히 수출 측면에서 실질 절상으로 나타났

습니다. 확실히 독일 사례는 모범적인 통일절차를 보여준 모델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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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통화제도(EMS) 내에서 독일 마르크화를 절상했더라면 훨씬 쉬웠

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물가에 영향이 나타났습

니다. 화폐통합 뒤 그리고 수요 붐이 나타나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러자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이 금리를 더 올렸습니다. 유럽통화제도

(EMS)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마침내 2년 뒤 유럽통화제도가 위

기를 맞았습니다. 여타 통화의 극심한 절하를 초래했고 아주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1971~1972년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였던 존 코널리(John Connally)의 유

명한 말이 그 결과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상승이 외

부로 수출되는 것을 우려한 유럽 재무장관들에게 ‘달러는 우리 통화이지

만 당신네들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도 다소 적용됩니

다. 독일도 이런 문제를 외부에 수출했고, 그 때문에 유럽통화제도에 위기

가 왔습니다.

조정은 있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명목환율보다는 물가

상승률로 나타났지만 조정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득과 기

업 부문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됐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흥미로운 점은 수

출이 하락하지 않고 정체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실질절상 때문

에 수출지역으로서의 독일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년

간 그 선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후 다행히 수출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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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주로 수입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 조정도 분명 일어났지만 

그다지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유럽통화제도의 정치적 문제

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경제성과에서 네 가지 매우 두드러진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

했습니다. 엄청난 단위노동비용 상승과 상당한 절상, 상품가격 충격, 실질 

절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상호원조회의가 몰락하는 다섯 번째 충

격이 왔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수출 시장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모

든 것을 고려하면, 동독의 제조업이 고용 및 수출과 더불어 완전히 붕괴

됐다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10년 후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했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1970년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이론에서 유래한 이론이었

습니다. 이 이론은 기업이 시장을 나가면 끝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 기

업을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서글픈 충격이 발생했더라면 

동독은 영원히 산업 공동화 지역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슬픈 아이러니였

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동독에 머무르고 동독을 자립적 제조업 지역으

로 유지하기 위해 임금 상승을 단행했는데, 실제로는 그토록 피하려던 제

조업의 붕괴와 영구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맞게 되다니 말입니다. 지난 10

년간 이 이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

에서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진 후 최근 상당한 수출 신장과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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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데이터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구동독 주와 본래 

서독 주를 비교하면 본래 서독이었던 주들이 더 낫습니다. 독일 내에서 

그런 논쟁이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2011년의 동독과 국

제적인 면에서 거의 경제가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1992년의 서독을 

비교하면 오늘날의 동독 기업이 1992년의 서독 기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합니다. 유럽의 맥락에서 보면 동독 상황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거의 20

년간 성장이 지속됐습니다. 수출과 제조업, 제조업 고용에서 완만하지만 

매우 지속적이면서도 꾸준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림 4-1> 수출 부흥 성과

Old States New States Current gap Gap to 1992

1992 26.8 13.9 12.9 12.9

2000 37.5 21.1 16.4 5.7

2005 42.1 27.3 14.8 -0.5

2011 47.5 34.5 13.0 -7.7

Change +20.7 +20.6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독일에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기억’입니다. 일부 

지역들, 특히 남동부 독일은 19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조업의 수월

성(manufacturing excellence)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으며 19세기 이전까지 거

슬러 올라가는 고도로 숙련된 수공업 생산방식(craft production)의 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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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인적자원과 경험, 각종 체계, 직업훈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

니다.

둘째, 오늘날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독일정부는 사실 엄청난 범위의 수

출과 제조업 지원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을 수출협회와 상공회의소, 직

업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민간 이니셔티브가 보완했습니다. 이런 미시적 

이니셔티브는 제조업의 수월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지역자금조달에 초점을 맞춘 독일 금융시스템도 

결합됐습니다. 독일은 수출과 제조업을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

습니다. 펀더멘털도 있고 지원정책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도로 높

은 단위노동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단위노동비용으로는 

동독의 꾸준한 성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1990년대와 2000년에 있었던 노동시장의 진정한 패러다

임 변화입니다. 구동독 주들의 노동정책은 6년간 고실업과 발전 부재를 

겪은 끝에 기업 차원의 생산성 지향적인 임금협상에 더욱 초점을 맞췄습

니다. 그 때가 대략 동독의 1990년대 중반 즈음일 것입니다. 그 후 15년간 

동 정책을 펼친 덕분에 동독의 단위노동비용은 2000년에는 서독과 동등

해졌고 그 때부터 서독의 90%로 하락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금융위기 

맥락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독일 전체적으로 단위노동비용도 당연히 

다른 새로운 체제전환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 내부적 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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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서독에 비해 동독의 노동비용이 하락하고, 유로

존 대비 서독의 노동비용도 하락했습니다. 펀더멘털과 좋은 정책이 결합

한 노동비용 하락이 수출 르네상스를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것

들이 결합해야 양호한 결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

다.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결합해야 합니다.

교훈은 무엇일까요? 작센주(Saxony)의 전 총리는 ‘다음번 통일에는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초기에 독일이 실수를 했다

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시에 결정은 신속히 해야 했고 준비할 

시간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

은 미리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역사에서 

배울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독일도 역사적 교훈을 찾

았습니다. 1989년의 동독은 어땠습니까? 고정물가에 고정임금, 혼란스러

운 화폐시스템, 통제무역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1948년을 되돌아봤

습니다. 1948년에도 서독에 고정물가와 혼란스러운 화폐시스템, 통제무

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총리가 가

격과 임금을 자유화했습니다. 미국이 독일 마르크화 도입에 참여했습니

다. 그 결과 서독은 경제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경제가 늘 직선적 성장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1989~1990년 초 동독에 제2의 경제기적이 일어날 것이란 얘기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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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상당한 낙관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낙관주의가 현장에 영향

을 미쳤습니다. 정책입안자와 대중이 낙관적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경제

적 결정을 내리기 꺼려했습니다. 그 중 콜(Helmut Kohl) 수상의 ‘번영의 땅

(flourishing landscape)’이란 말이 가장 유명하지만, 이런 낙관적 견해는 광범

위하게 퍼져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학계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낙관적 시각이 강하지 않았습니

다.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의 견해는 더 회의적이었으며 경제자문위원

회는 더 신중했습니다. 학계도 신중한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는 공론이 우세했습니다. 역사에서 큰 교훈을 얻는 데 모든 조건이 동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체제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일에서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s)과 점진주의 정책은 이주와 여타 압력의 현실에 간단히 파묻히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조기통일과 신속한 체제이행을 할 가능

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통일은 자금과 다른 재원의 공급을 통해서 다른 

과도기 경제에서보다 신속한 체제이행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독일은 좋은 사례입니다.

도전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제도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통일 이

전에 더 많이 해놓을수록 더 좋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독과 서

독이 관계를 맺은 지 20년이 지났을 때도, 동독은 여전히 중앙계획경제였

고 소위 ‘시장개혁’은 오히려 그 20년간 퇴보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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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기 조정비용의 장기 효과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그 교훈

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주를 막으

려면 임금 보조금이나 다른 장치들을 더 많이 활용하십시오. 면세 기간처

럼 다양한 국내변수를 활용하십시오.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

양한 미시정책이 있습니다.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장기 발전 잠재력과 장기적인 역사적 이성(historical reasons)을 극대화

하십시오. 이미 존재하는 숙련된 노동력과 천연자원에 의지하십시오. 이

것은 장기 전망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독일은 사실 그것을 상당히 잘했습

니다. 제도와 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서독에서부터 동독으로의 많은 지식 

이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저축은행, 상공

회의소까지 포함됩니다. 여러 부처에서 매우 상세한 미시적 차원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점증적으로 매우 중요했지만 독일의 장기 체제이행에 미

친 영향을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일 사례의 교훈은 부정적이지

만 두 번째 교훈은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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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역할

발 표: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

한국통일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

일의 복잡한 양상, 둘째, 통일에 필요한 세 가지 원칙, 셋째, 한국통일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통일은 아마 역사상 가장 복잡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

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의 초기 조건이 구소련연방이나 다른 어느 동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나쁩니다. 소련 사례를 보면, 소비에트연방(USSR)은 

1918년에서 1991년까지 73년간 존재했습니다. 북한은 1945년부터 계산

하면 지금까지 약 67년을 살아남은 셈입니다. 사회주의의 오랜 역사에서 

20세기 후반이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한국의 통일 조건이 그다지 유리하

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엄청난 소득격차가 있습니다. 1인당 GDP(ppp) 

기준으로 일반 북한주민의 연간 소득은 1,400달러이지만 남한은 3만 달

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1인당 소득을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북한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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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달러입니다. 반면 남한은 약 22,700달러입니다. 그러므로 남한의 1인

당 소득이 북한보다 50배나 높습니다.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통일 당시 동서독 인구 격차보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 격차가 크다는 점입

니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비율은 약 2:1인데 반해 독일은 4:1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남한에서 북한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충당하는 데 수많

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 4-2> 남·북한 국내총생산 및 인구 비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정치·사회 분야로도 파급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

움을 통제하고 경제 영역에 묶어두지 못하면, 사회·정치 분야로까지 확

산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전체 통일 과정을 망칠 것입니다.

둘째, 남북통일에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릅니다. 폭력이 개입할까요? 점진적으로 일어날까요, 급격하게 일어

날까요? 북한체제 붕괴 이후에 통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북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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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점진적 개혁을 시작할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업은 매우 복잡하고도 다중적입니다.

게다가 남한은 여러 가지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볼프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독일은 역사상 유일하게 통일과 경제체제 전환을 동시에 

경험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아마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

하는 과정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게는 통일과 경제체제 전

환뿐만 아니라 발전이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건국이 필

요할지도 모릅니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한다면 사

회통합을 촉진할 사회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척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에 도

움이 될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질서입니다. 평화와 질서야말로 성공적인 통일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운이 좋아서 폭력적 통일과 당분간 평화로

운 공존 중 택일할 수 있다면,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평화와 질서가 무

너진다면 폭력에 수반된 고통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아울러 무력 충돌로 경제적 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무력충돌

의 정도를 0에서 3까지로 규정한다면, 0은 무폭력, 무충돌과 완벽한 평화

적 통일을 뜻합니다. 반면 3은 총력전입니다. 10년을 추정하면, 무력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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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단위 올라갈 때마다 10년 후 총 GDP 손실은 크게 증가합니다. 만약 

총력전을 겪는다면 10년 후 GDP의 50%가 손실됩니다. 그러므로 군사 

대립이 경제 부문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무

력충돌이나 폭력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둘째, 통일은 남한이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 하에 주도

해야 합니다. 남한은 통일을 주도할 정당성, 의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

다. 물론 오늘날의 남한 국민들 중 신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남한 국민들의 50%는 여전히 신속한 통일을 지지합

니다. 점진적 통일을 지지하거나 평화로운 공존을 선호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지지율은 유권자의 약 70%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대북자금 지원에 얼마나 관대한지 측정하기 위해 남한

의 대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 및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들에게 가상의 돈 30만원을 지급한 후 물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얼

마를 주겠습니까? 북한 난민들에게 얼마를 주겠습니까?” 대부분이 북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어렵다

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한 사람들이 내심 북한 사람들을 지원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설문을 통해 남한이 통일에 대한 의지와 정당

성, 그리고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

과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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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북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복지 제공이 최우선시 돼야 

합니다. 저는 ‘북쪽에 있는’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점진적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통일 전에 북한경제를 건설할 시간

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 전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점진적 전

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머물러 있고 남쪽으로 대

규모 이주가 일어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위 ‘점진적’ 통일 절

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점진적 통일의 기회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을 위해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

니다. 통일 시 북한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란 뜻입니다. 각 단계에

서 엄청난 양의 식량과 약품을 북한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

한 사람들 스스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이후 북한 사람

들이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다면, 북한의 젊은 노동자들에게서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지불해

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 전에 북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위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여기서는 신속한 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하겠습니다. 바람직해서가 아

니라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속한 통일 시나리오에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점진적 시나리오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통일 시나리오에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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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북한의 비상 거버넌스(emergency governance)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제사회는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누가 북한에 개입

해서 평화와 질서를 세우고 혼란을 막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아직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중국과 미국과 의논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를 양국 간 직접 논의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선발자 이익(first mover’s advantage)’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이 북

한에 먼저 진출하면 어느 정도 유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은 중국의 역할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인접한 이웃국가

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만큼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논의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극도로 꺼립니다. 그러므로 현실적

인 해법은 중국이 남한의 북한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고 남북한 스스로가 

편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정의하도록 남한과 북한이 교섭하는 것입니다. 

남한이 먼저 나서면 중국은 남한의 선제적 움직임을 보고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남한 사람들에게 생소한 분야입니다. 이

런 대규모 긴급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

양한 국가를 지원해본 경험이 많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장해제와 식량전달, 의료지원, 그리고 평화 및 질서유지 문제

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분야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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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속한 식량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다

수의 NGO들이 있습니다.

긴급조치의 성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은 식량과 전기입니다. 구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식량이 부족하지 않고 

가게에서 더 많은 식량을 팔고 있다면, 그 국민들은 체제전환이 성공적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과 가정의 선반에 식량이 풍족하면 

북한 사람들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개혁이나 체제전환,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는 많은 국가들은 전기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제 연구에 쓰인 데이터 대부분은 이라크 데이터입니다. 적어도 전기

가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제공되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신속한 통일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에 식량과 전기를 풍족하게 제공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통일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남한을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전 발표자들께서 난민대책을 논하셨습니다. 난민문제 해결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대규모 이주는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한과 중

국, 어쩌면 일본에까지 난민캠프를 세우고 이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난민캠프 운영 경험이 부족합니다. 난민캠프 설립과 운영에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193

남북통일 입장에서 유리한 점은 그 이전에 취해진 체제이행 정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이 이 같은 과정을 거

친 후에 체제이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국제기구나 다른 곳에 지식이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다른 국

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이행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긴급조치

들을 개발해냈습니다. 국제금융기구들도 약간의 조언을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체제이행 경험을 돌아보고 체제전환 과정이 상당히 복

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단순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약 20년간의 연구 끝에 체제이행 정책에 관한 정보가 많이 

축적됐습니다. 어떤 정책이 최선일까요? 또한 어떤 정책이 차선일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

구에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체제이행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볼프 교수께서 주장하셨듯이 동독에 남아 있는 

한두 문제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통일 과정이 

끝나기까지 최소 20년 혹은 30년이 소요될 통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인내

해야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인내해야 합니다.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래서 합의점이 무엇인가’와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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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접근법(straightjacket approach)을 피해야 합니다. 국제금융기구가 조언

과 지원을 제공할 때는 ‘북한의 상황’을 생각할 것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원조와 함께 현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융통성을 발휘해

야 합니다. 북한의 상황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북한에 강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유연하고 

초기 상황에 기초한 접근법이 권고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북한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기구들도 뒤따를 테고 상업적 투자도 이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금의 민영화와 시장 개방이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섬유와 의류산업에 이점이 있습니다. 섬유산업은 북한과 중

국의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

한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러시아에서 남한까지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과 같은 인프라 수

요가 엄청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한 

기업과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투자를 환영할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제안을 신속한 통일 시나리오에 맞춰 어느 정도 수정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촉진하고 통일 준비를 더 잘하기 위해

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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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사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제 NGO들이 북한 고등교

육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장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통일과 북한의 

발전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와 국제사회 모두 북

한의 교육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을 주장합니다.

둘째, 현지 기업을 도와야 합니다. 유럽과 남한의 NGO와 기업들은 북한 

사람들이 현지 기업을 설립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업 기술과 여러 가지

를 가르칩니다. 이런 현지 활동들은 중앙의 통제를 덜 받습니다. NGO들

은 북한의 현지 가정과 마을을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중앙의 통제를 덜 

받습니다. 또한 더 효율적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르치고 이익을 창출하

는 방법 등을 가르칩니다. 북한 사람들이 생존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어

쩌면 스스로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통일 전에 북한 기업가가 생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자

신들이 성취한 바를 무척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남한에는 현대의 정주

영 회장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있었습니다. 남한인들은 스스로의 힘으

로 국가 발전을 이룩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이 우

리가 다 해주었고 북한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통일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남한 사회가 북한에 개입했을 때 북

한 현지 기업을 돕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서 다시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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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지난 5년여 간 국제금융기구들의 북한 활동은 정체돼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를 들어, 북한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고 북한에 실사단을 보

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내에 국제금융기구들이 북한의 회원가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 분야 외에도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많습니다. 다

만 이 세 분야가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가

지 요건에 집중함으로써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

본적인 일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 론: 피터 벡(Peter Beck)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먼저 볼프 박사님께 질문과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통일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한

독일대사님과 볼프 박사님 모두 독일정부가 직면한 많은 정책 결정들이 

매우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 한국정부도 따라야 할 결정들이

라 생각하십니까?

조기시행된 통일비용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

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조금 늦췄다면 비

용도 충격도 적었을까요? 1:1 화폐교환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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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는 가치를 매기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에 

노출된 취약한 통화입니다. 분명히 서독정부에게는 1:1 화폐교환비가 동

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조

치였습니다. 몇 년 내에 이주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노동비용의 충격에 관한 논의에 상당히 놀랐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김병연 교수님께서 처음에는 남한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익이 

없다고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통일에 걸고 있는 희망 중 하나는 

비록 잘 먹지는 못했지만 같은 언어를 말하고 글을 아는 값싸고 풍부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남한이 처한 모든 딜레마 중 가장 큰 딜레마일 것입니다. 그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길뿐

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남쪽으로의 이주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

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에 임금을 동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임금을 차별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난민촌의 생성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촌은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매우 심각한 혼란을 암시합니다. 홍콩에는 아

직도 난민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소위 ‘보트 피플(boat 

people)’이 그 지역에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에 난민촌

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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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막대

한 이전지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독의 엄청난 이전지출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15년간 끈질기게 만

성실업에 시달렸다는 것을 주목하면 경각심이 생길 것입니다. 수출 수치

가 보여주다시피 통일 후 20년이 지났건만 동독 지역은 서독 지역과 동등

한 경제수준 혹은 그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독 사람들이 동쪽에 머물도록 서독이 자금을 지불했습니

다. 그러나 과연 이 정책에 대해 한국정부가 편하게 느낄까요? 한국정부

가 그런 정책을 도입해야 할까요?

아울러 독일통일에 국제적 측면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금융기

구 중에 자문 역할이라도 했던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전히 독일 혼자 

해냈습니까?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동독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

고 동독에 기꺼이 투자한 유럽이나 북미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

부분 서독의 투자만 유입되었습니까? 서독인 외의 외국인투자가 독일통

일에서 역할을 했습니까?

김 교수님의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는 데 전적으

로 동의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통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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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저도 점진적 통일보다는 붕괴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일이 훨씬 가

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통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

니다. 저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지만 변화가 일어나

면 아주 갑자기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값비싼 통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지금 북한에 보조금을 주고 지원

하는 것이 낫다는 교수님의 제안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발표를 하시면서 통일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전에 놀런드 박사님께서는 통일비용이 최소한 1조 

달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몇 조 달러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통일 준비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감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건 분

명합니다. 통일비용이 1조 달러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북한을 안정시키고 

두 국가를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비용으로 당장 연간 3백억 달러에서 1천

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님께 국제사회에 대해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 또한 뱁슨 교수님

도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뱁슨 교수님의 세계은행 근무경력과 

북한연구 때문에 제가 신뢰하는 분 중 한 분입니다. 뱁슨 교수님은 국제

금융기구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확인

해보지는 못했지만 뱁슨 교수님께서 아직 세계은행의 자문을 맡고 계시

기를 바랍니다. 특히 뱁슨 교수님은 베트남의 체제이행 촉진과 관련한 세

계은행의 기록(institutional memory)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에 뱁슨 교수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미국은 한국

에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이라는 재단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한국에 네 개의 재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은 독일이 한국, 특히 

북한에 보이는 관심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시아재단은 오랫동안 북한 

사람들과 교류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금 전에 

언급됐던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 교재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저희는 그 대학교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저는 NGO와 남북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

니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어느 정도 기여하길 기대해야 할

까요? 뱁슨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들은 수치는 1백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주요 국가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논의해야 합니

다. 놀런드 박사님과 다른 발표자들께서 일본이 경제원조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1억 달러 정도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 이후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정부가 경제원조 제공에 제동을 걸 가

능성이 실재합니다. 아니면 일본이 무조건적인 원조를 제공할까요? 그 1

백억 달러는 합리적인 액수일까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남북통일비용 지원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중국은 어

떠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

에는 중국이 국경지역 안정을 위해 최소한 단기와 중기적으로는 완충지대

를 구축하려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신의주시가 중국의 통제 하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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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중국군은 두어 시간 만에 라선특별시나 청

진시 항구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도로 포장을 마쳤습니다. 이 항

구들은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꼭 영구적인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

더라도 최소한 단기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난민의 유입을 최소화하

기 위해 중국이 완충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서 인

구가 두세 번째로 많은 지역인 청진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역할

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실현될까요? 조기에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할까요? 누가 비용을 지불할까요? 러시아가 비용을 지불하리라

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사업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코카콜라나 벡텔과 같은 대기업들

이 북한에 투자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해에만 최소 5백억 달러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자금은 10~20억 달러뿐입니다.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방법을 생

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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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한국수출입은행은 두 가지 주요 정부투자기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합니다. 둘째

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지난 20년간 북한의 기업과 NGO에 협력하는 남

한 기업과 NG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최상은 아니지

만, 남북협력기금은 앞으로 남북협력과 화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앞 유리는 왜 그렇게 크고 백미러는 

왜 그렇게 작을까요?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올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통일

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지혜를 활용합니다. ‘미래에는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 통일계획이 그동안 겪

었던 모든 고통을 만회할 것이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묘사해보자

면, 요즘 교통체계는 예전보다 복잡합니다. 컴퓨터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

술과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이 발생했을 때 과거 방식의 직선

적인 비전 대신에 다차원적 비전이 남북한과 한반도의 이웃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예를 다시 한 번 들겠습니다. 운전은 운전자와 차량, 시스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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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바람은 의사결정

자와 정부 유형, 국제시스템의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 내의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관계를 활용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남북통일이 국내문제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각은 다소 한계가 있음

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1990년대의 햇볕정책이 좋은 효과를 내기는 했지

만 기대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햇볕정책은 국제사회를 무

시했고 국제사회가 할 역할을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햇볕정책은 더 넓은 

세계와 한국과의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국제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국제협력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독일의 교훈은 국내문제는 물론 국제문제

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을 때 프랑스와 영

국이 보인 태도는 독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국의 경우에는 중국이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의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국 사이

에서 조율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두 발표자께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통일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작스러운 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 통일

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일에 초점을 맞추면 단계별로 상이한 정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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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남북한 협력관계를 증진해야 할 것입

니다. 북한이 국제문제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이 국제협력을 실제로 즐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이 통일을 준

비하게 도와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유형이 다를 것입

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이 유용할 것입니다. 국제공적기

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모두 유용할 것입니다. 북한에 투자와 

개발에 유리한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면, 약간의 변화를 거친 뒤 국제민간

기금과 국내민간기금 모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님과 볼프 박사님께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당장 해야 할 일과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을 구할 곳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멘트: 브래드 뱁슨(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발표자들께서 답변하기 전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2013년은 남북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

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님이 모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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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고 한국 관련 일에 관심이 큽니다. 안보와 경제 분야에 한국에 관심

을 보이는 세계적 수준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국 문제에 관심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는데 관심이 있는 지도부가 있는 국제시스템이 

한반도의 어려움을 해결할 창의적 방법을 찾는 데에 지원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두 군데에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유엔안

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에게 안보문제, 특히 핵문제 관련 지지를 받아

야 합니다. 둘째, 세계은행의 대주주들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 및 유럽 국가들과 함께, 특히 

독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을 발

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코멘트: 홀저 볼프(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국제학 교수

그 유명한 독일의 1:1 화폐교환비와 그것이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화폐교환비는 주가(stock value)와 유량가치

(flow value) 모두에 적용됐습니다. 부의 분배에 화폐교환비가 매우 중요했

습니다. 동독은 유리한 비율로 독일 마르크화 예금으로 바꾸고 그 후 이

를 소비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카르스텐스 차관께서 언급하셨듯이, 동

독에 매우 관대하게 적용되었던 연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시장

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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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교환은 1990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놀런드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 인상은 차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동독의 단위노동비용을 끌어올렸

던 임금 인상은 화폐통합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동독 주의 상대 임금을 서독 주들의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구동독 주에서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1 대신 2:1 정도의 덜 관대한 교환비가 적용됐더라면, 

명목임금 인상의 여파는 간단하게 두 배로 높아졌을 것입니다. 상대적 임

금 수준은 어쨌든 70~80%선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교환비가 중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교환비는 주식

과 연금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그 자체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았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 교훈은 통일 전망을 할 때는 신

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어렵고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

다. 그러나 분명하게 독일에서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

다. 통일에 대한 처음의 열정과 경제적 기적에 대한 희망이 초기 정책을 

형성했습니다. 나중에 지불한 비용과 비교하면 어떤 정책은 너무 관대한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교훈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렇

지 않았다면 이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이주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임금과 소득을 구별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 임금이 아니라 상대적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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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를 해결할 장치는 다양합니다. 임대 통제, 거주민에게 주택 양

도, 다른 분들이 권장했던 방식인 소득 보조금까지 있습니다. 기업들이 현

실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노동비용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이주할 인센티

브를 줄일 만큼 상대적 소득 수준을 올리기 위해 애쓰면 됩니다. 독일은 

그것을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고용 부문에서 결국 독일은 동독을 제조업 스펙트럼에서 서독과 같은 고

자본 영역으로 가능한 빨리 편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별화된 양질

의 제조업을 동독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매우 자본집중적인 과정이

었기 때문에 실행가능한 고용기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에도 상황

이 개선될 여지는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비용 절감과 성장 향상입

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동독에 대한 독일 이외의 외국인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

까요? 외국인직접투자의 일반적인 동기를 보십시오. 한 가지는 값싼 노동

력입니다. 폴란드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동독으로 가겠습니까? 동독의 

임금이 훨씬 높았고, 심지어 보조금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높았을 것입

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동기는 매우 전문적인 정보입니다. 세 번째 일반

적인 동기는 천연자원입니다. 마지막 동기인 천연자원은 동독에 없었습

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동독에 끌어들일 수 있는 동기는 두 번

째, 즉 특정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나 특정 자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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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런드 박사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비독일계 기업보다 서독 기업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동독 기업을 사들일 인센티브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

는 새롭고 커진 국내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이었

습니다. 결국 입찰이 독일 기업에 전반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독일이 외국인투자를 막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

독 기업을 구매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

고 생각합니다.

코멘트: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

화폐전환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규제와 

결합돼야만 화폐전환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1 비율은 최저임금규정과 결합됐습

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폐전환에서 독일이 저

지른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동독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었던 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1:1 교환비 대가로 북한 사람들이 기초식량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 보조금을 받고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은 낮게 유지돼야 

하지만, 소득은 생존해나가고 남쪽으로 이주하지 않을 만큼 충분해야 합

니다. 또한 북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일종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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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만듭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롭게 느껴질 이런 창의적 제도

가 체제이행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비용은 놀런드 박사님이나 풍케 교수님의 전문분야입니다. 통일 방

식에 따라 통일비용이 몇 조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대규모 이주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 완전한 통일의 속

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통일비용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는 수

의 함수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이주자의 수를 어

떻게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통일비용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미지수 입니다.

통일이 ‘갑작스러운’ 시나리오에 따라 일어난다 하더라도, 최초의 사건—

십중팔구 북한체제의 붕괴—과 실제 통일 간의 시차를 어떻게든 이용하

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가는 것입니다.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

는 한편, 식량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체제이행 정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제 붕괴와 완전한 통일 사이의 기간에 어떤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국가는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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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한정돼 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면, 1990년과 2006년 사이에 폴란

드인 개개인은 해당 기구들에서 겨우 500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

로 한국도 통일 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많은 자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간저축과 민간투자가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의 체제이행과 개발정책

은 이미 설계돼 있습니다. 상업투자, 즉 민간투자를 어떻게 북한에 끌어들

일 수 있을까요? 국제금융기구가 먼저 나서서 여러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민간투자 유치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회원국 가

입을 승인하고 개방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정책만 적절

하다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엄청나게 유입될 것입니다. 공공부조의 방아쇠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상업적 투자에 더 의존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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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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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토 론: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하엘 풍케(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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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

다. 하지만 독일이 통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할지 말지를 결정

해야 했습니다.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께서 ‘하자’고 했고 통일이 됐

습니다.

물론 통일비용이 다른 가능했던 상황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

습니다. 사실 아직도 매년 GNP의 4~5%를 통일비용으로 치르고 있습니

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임금 협상에서 매번 1% 이하로 인상됐더라면, 

통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득은 적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 국민은 상당히 만족

하고 있고 대부분은 “다시 한 번 똑같이 통일하라고 한다면 거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결정을 꼭 내려야 한다면, 결

단력 있게 밀고 나가면서 “정말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는 언제나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

왔습니다. 고려해봐야 할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제 환경, 이웃국가와 그들의 기대에 대해서는 그저 추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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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Democratic Union)이 이끄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에서도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매순간마다 결정을 내리고 영리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는 동독 체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금

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퇴직자(연금수급자)가 서독을 방문할 수 있

었습니다. 그들은 서독을 여행하면서 서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고, 다

시 동독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보다 훌륭한 선전 방법이 없었습

니다. 그 덕분에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

에 대해 그와 비슷한 것을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에 자

유에 대한 생각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한 방편입니다. 남한이 진정으로 통

일을 바라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이해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하나가 되기

를 진정으로 염원하고 있으며, 공동의 미래를 향한 문도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저로서는 약간 불편하지만 이런 토론에서 빠트릴 수 없는 내용이 독일이 

아직도 GDP의 4~5%라는 상당한 액수를 통일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는 점입니다. 오전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독일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한국이 저희 독일과 같은 실

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GDP의 1~2% 정도일 것입니다. 저

는 한국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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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28년 전 남북 경계선 국

경 상황을 처음 본 이후로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오싹한 느낌이 듭니

다. 그 뒤로 몇 번이고 한국을 생각했고,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

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

면 한국은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독일 정치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남한은 적어도 어떤 식으로

든 사회불안을 겪지 않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

는 바는 상당히 실현하기 쉽습니다. 북한 주민은 완전히 내팽개쳐진 상태

입니다. 0ㅐ북한 주민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남북

통일을 하고 남한의 경제력으로 북한을 재건한다면, 오래되지 않아 현재

의 북한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남한 기업과 국제적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는 독일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입

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아무도 동독에 가지 않았

습니다. 기업설립장려보조금을 50%나 주었는데도 거의 아무도 동독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비교적 낮

은 임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년 내로 완전 고용에 가까워진다면 피고용인의 수요공급 시장

이 규제할 것이므로 이처럼 낮은 임금으로는 숙련 노동자를 찾기가 불가

능해질 것입니다. 임금은 5~10%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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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지금의 북한 주민은 꿈도 못 꿀 임금 수준에 오

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확실히 보장하는 합의가 남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한의 노동조합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임금 협상에서 얼마나 영향력

을 발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능한 수단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 정치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달리 방법이 전혀 없을 때에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대한 측면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앞으로 발생할 통일비용입니다. 비용은 수십억 달러 규모

에 이를 것이고, 그 액수를 들었을 때는 그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왜 이

런 비용이 발생할까요? 교통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연히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남한과 북한을 잇는 도로 건설에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하

는 건설 계획은 지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도 등이 포

함됩니다. 아마 철도는 민영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업무로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의 철도 시스템 체계를 모릅니다.

만약 고속도로를 건설할 자금이 없다면 민영화하면 됩니다. 통행료를 징

수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과 신기술을 입찰하면 해당 사업을 유치한 기업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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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내외 기업이 많은 일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법입니다.

북한에는 주택(부동산)이 있습니다. 양호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적은 돈에 

민영화하면 됩니다. 게다가 1% 금리의 대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만약 개인 입찰자나 개인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상상할 수 없

어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에는 협력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거비를 낮게 유지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도 북한에 남아있게 됩니

다. 북한 주민이 남한의 주거비는 높지만 북한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북한의 주거비가 높을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남

아있을 것입니다.

농업은 토지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를 싼 값에 넘기면 경작할 사

람은 북한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할 수 

있고, 이민 문제를 완화하고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통일에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을 믿습

니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적

은 돈으로 몇 백만까지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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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는 통일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체제이행 정책과 경제통합 정책을 설계

하는 데 핵심 결정요인입니다. 오전에 관련 정책과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이주가 한국통일의 추진력이라면, 독일과 다른 정책을 사용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임금이나 사유화 분야에서 정책을 약간 변형할 수는 있겠지

만, 경제적 정책 대응의 대부분은 이주자들 때문에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가 주요 추진력이 아닌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준비해

야 합니다. 그 경우 독일이 선택한 것과 매우 다른 정책을 시도할 수도 있

습니다.

미하엘 풍케(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경제학 교수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거시경제 모델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외에

는 중앙은행 관련 많은 연구를 합니다. 저의 이런 배경을 기초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학자나 중앙은행 측이 건네는 의견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가 오늘의 논의를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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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과장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주 문제처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

러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그 같은 문제를 겪고 있

습니다. 독일 외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중국은 호구(hukou, 戶口)제도와 그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과 유럽에서는 호구제도의 작동 방식과 선호 제도에 대한 정말 좋은 모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많은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주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복지 극대화에 최선일까요? 한국 사례에 매우 적절한 많은 연

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살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이 회의에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기관들

은 한국의 통일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린 자세로 이 문제

를 논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 대중과 소통이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은 언제나 명확한 소통전략을 세우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특히 

통화정책에 있어서 이것은 필수입니다. 사실은 중앙은행이 대중과 어떻

게 소통해야 하는가에 관해 엄청난 경제적 논란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의 중앙은행은 이런 조언을 엄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교훈

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교훈은 줄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명확한 줄거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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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혹

은 여타 다양한 기관들 각자가 생각하는 통일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모습

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델을 만들고 또 해결책을 고안하고 있

습니다. 방정식 자체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중앙은행처럼 모형의 결과를 

예상해보고 내포된 불확실성과 함께 그 결과를 시장에 소통합니다. 불확

실성을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990년대 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팬차트(fan chart) 기법을 도입했

습니다. 평균적결과는 물론 불확실성도 함께 소통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인 중에 신뢰대역(confidence band)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연유로 신뢰대역을 제대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해법인지

는 모르겠지만 팬차트라 불리는 멋진 도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대중과의 소통 메커니즘으로 진지하게 고려할만한 방법의 한 

예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추정치와 불확실성 두 가지 모두가 내포된 평균

결과를 가지고 대중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

관들은 모델링으로, 그리고 기술 및 대중과의 효율적인 소통에 관해 경쟁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불확실성을 명쾌하게 다루는 모델링 전략이 많습니다. 경제학에

는 이른바 ‘강건 모델링(robust modeling)’에 대한 많은 학술저서가 있을 정

도입니다. 중앙은행에는 오늘 오전에 제기된 것과 같은 문제들에 관련된 

많은 전문지식이 있지만 적용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

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대중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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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대중이 조언을 따를지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책은 미래지향

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커스 놀런드(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

점진적 통일과 갑작스러운 통일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크게 나누어 한국

통일의 가능성을 토론했습니다. 독일 사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걸음 물러나 생각하면 한국 사례가 더욱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 안정이 통일의 전개 방향을 주도할 것입니다. 김정

은이 현재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점진적 합

의에 의한 통일은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이 스스로 안정을 찾는다면 북한 엘리트층은 그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기

를 바랄 것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조만간 문화의 원류가 같은 두 

국가가 영속적으로 두 개의 다른 국가로 분단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서독과 동독이 아닙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입니다. 19세기 

라틴아메리카나 20세기 초 중동과도 유사할 것입니다. 국경선이 그려지

고 지방 엘리트층이 국가 엘리트로서 자리를 잡자 그들은 특권을 포기하

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현재 상황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올 수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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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나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이 터키 근대화

의 기틀을 닦았던 것처럼 북한의 박정희가 나타나 상의하달식(top-down) 

근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마 최상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때는 김일성을 

계승하지 않는 정부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을 어떻게 정당화할지가 

이슈일 것입니다. 특별히 안정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때는 남한과 통합되기를 바라는 민족주의적 통일론자가 가장 급진적 

정치세력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한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의 경제적 비용을 우려한 나머지 

그러한 북한의 정권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북한 내 질서 붕괴와 폭력 발생입니다. 물론 폭력과 무

질서보다는 평화와 안정이 좋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누구에게도 선택

권이 없는 문제입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폭력이 아니라 정치 상황이 불

안해진 북한 내부에서 폭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 불안이나 심지어 내

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안 그래도 쇠약한 북한 주민이 내전으

로 더욱 피폐해져 심각한 공공보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피터 

벡 박사께서 앞 세션에서 암시하셨듯이 미국과 중국의 참여도 가능합니

다. 군대는 대규모 인도주의적 재앙에 대응할 만한 수송능력을 갖춘 조직

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미국과 남한, 중국이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북한이 불안해져서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이 일어난다면 독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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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보다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독일통일의 결과

가 심히 과소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내내 나왔던 이주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구유입 통제 방

법으로서 비무장지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주적인 남한에서

는 불가능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때 남한의 정치 지도자가 누

가 되든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가 직면했던 것과 똑같은 정치적 동

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남한 지도자는 북한을 잠재적 유권자의 3분의 1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을 유하게 다룰 것입니다. 거기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이 개성에서 도라산까지 대거 내려온다고 가

정하겠습니다. 정말 남한 군대를 보내서 강제로 막을 것입니까? 정말 민

간인을 향해 발포할 것입니까? 그 소식이 KBS와 CNN을 통해 방송되는 

즉시 남한에 정치적 위기가 올 것입니다. 사실, 오늘 토론에서 가정했던 

것보다 이주민 통제 능력은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선거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한 헌법

상 북한 주민도 국민에 속합니다. 갑작스레 통일이 발생하면, 북한 주민

도 자동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통일 이후 한국의 정

치 문화에 대한 중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북한 주민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제국에서 일본 식민시기를 거쳐 괴이한 일종

의 스탈린주의적 군주국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권자의 3분의 1이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 정체(政體) 내에 지역주의(regionalism)와 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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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엄청난 문제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다지 논의되지 않은 잠재적 이슈는 이미 남한으로 이주

한 새터민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그 숫자는 20,000~25,000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그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통일 과정에서 새터민의 역할이 있을까

요? 있다면 무엇입니까? 남한에서 역으로 북한에 보낼 엘리트를 육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미국 내에서도 거부당했던 ‘카펫 배거(carpetbagger)’와 

마찬가지로 북으로 보내진 이들도 같은 취급을 당할까요? 이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 관계상 논의하지 못했지만 다음 회의를 기약하겠습니다.

맺음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회의를 처음 구상하고 ‘국제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를 포함했을 때는 

사실은 유럽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프랑스의 미테랑(Mitterrand) 대통령께서 반농반진으로 독일을 정

말 좋아해서 두 개의 독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처(Thatcher)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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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전기를 읽거나 다른 기록을 보면 다른 유럽 지도자들도 크게 걱정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콜 총리가 이들을 아주 훌륭하게 설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빌리 

브란트 총리와 다른 사람들이 토대를 닦아놓기는 했지만, 콜 총리가 그들

을 설득한 공로가 크다고 봅니다. 다른 요인들도 많았지만 콜 총리가 미

테랑 대통령이 독일통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유로화의 도

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콜 총리가 유로를 도입하고 

독일 마르크화의 포기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회의 주제에 국제사회의 역할을 포함한 것입니다. 

한국의 인접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4개국입니다. 어떻게 한

국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더 유익하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는 달라질지 모르지

만 통일의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일과를 수행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션 주제로 ‘국제사회의 역

할’을 포함한 주목적입니다.

아울러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한 다자기구의 역할도 중요합

니다. 그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독일식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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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영향은 더욱 엄청날 것입니다. 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

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는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특히 독일 사례를 참고해 한국이 집중해야 할 다

섯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입니다. 오늘 모든 발표자께서 소득과 임금 격차를 언급하

셨습니다. 북한의 소득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현

재 북한의 소득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절대빈곤 수준입니다. 독일통일 

당시 동독은 이미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잠

재적 이주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굶어죽어 가는

데 달리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이주 문제는 독일

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이들은 비무장지대를 

유지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주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황이 선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폐통합입니다. 여기서도 독일 사례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일국양제(一國兩制)를 원할까요? 혹은 다른 선택

을 할까요? 한국인은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대한 문제는 카르스텐스 차관께서도 언급하셨던 재산권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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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유권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투자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독일에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950년대에 남쪽으로 

피난 온 북한 사람 중에는 아직 재산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까? 우리의 많은 분석과 관심을 집중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번째는 국영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비누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미 남한에도 비누공장이 있습니다. 두 기업의 효율성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독일의 예처럼 북한쪽 공장을 폐쇄할 것입니까? 저

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폐쇄한다면 이주 문제가 훨씬 심각해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입니다. 새로운 한국인들에게 어떤 사회안전망을 확

대해야 할까요?

이것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점진적 통

일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 통일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매우 중대한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지도

자들은 이웃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외

교통상부와 안호영 차관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

지만, 세 대통령 후보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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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1 (일)

18:30-20:30

환영만찬

환영사
  이홍구  전 국무총리 

만찬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2012.10.22 (월)

08:30-09:00 등  록

09:00-09:50

개회식

개회사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축  사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기조연설
  류우익  통일부 장관 
   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09:50-11:10

세션 1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사  회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발  표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 교수 

토  론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경제학 교수 

11:10-11:20 Break

IGE/KEXIM/KAS/KDI/PIIE 국제컨퍼런스

통일과 한국경제

프 로 그 램 2012 년 10 월 21-22 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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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2:30 

세션 2
통일의
득과 실

사  회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 선임연구위원 

토  론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 
  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12:30-13:45
오  찬  

오찬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14:00-15:20 

세션 3
통일재원

조달

사  회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발  표
  Ulrich Blum  독일 Halle-Saale대학교 경제학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토  론
  장형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 교수 
  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국제학 교수

15:20-15:30 Break

15:30-15:50

특별연설
“동독의 세계경제 편입”
  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15:50-17:00 

세션 4
국제사회의 

역할 

사  회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발  표
  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국제학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 

토  론
  Peter Beck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17:00-17:45 

종합토론

사  회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토  론 
  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경제학 교수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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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정 및 사회 정책연구부, 거시경제정책 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

민경제자문회의 위원도 겸하고 있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경제팀장 및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통일부, 한국무역협

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등의 자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핀란드중앙은행 이행기경제연구소, 모스크바 이행

기경제연구소의 초빙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영국 에섹스(Essex)대학교와 서

강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및 외교통상부 제2차관, 북미국

장, 기획관리실장,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

컨 퍼 런 스  참 여 자 ( 가 나 다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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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했다.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하와이대학교에서 한미관계, 미국 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정책 등을 가르

쳤으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제네바, 테헤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나토 상설대표부 근무 후 베를린 

정무국 부(副)과장, 유럽정책조정과장 및 유럽국 담당관을 역임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

육군사관학교 및 서울대학교 교수,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 국제

정책연구원장, 세계지리학연합회 사무총장, 대통령실장, 주중대사를 역임

했다.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자문위원회 선임이코노미스트 및 한국개발연구원에

서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예일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동경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독일정부에서 재무차관, 연방교통운송부 차관 및 연방내무성 차관을 역

임했고, 독일 하원에서 기민·기사연합 예산실행위원회의장, 하원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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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장 등 요직을 거쳤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재미한국인정치학회 사무총장, 미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및 이

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아시아재단 이사를 겸하고 있다. 

미하엘 풍케(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독일경제학회의 거시경제 상임위원장 및 뮌헨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위

원이며, 독일 과학재단 하이젠베르크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 제17

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199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부교수로 재

직했다. 

브래드 뱁슨(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세계은행에서 26년간 근무한 후 현재 UN과 세계은행의 북한문제 자문

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존스홉킨스대학교 부설 한미경제연구소 자문위

원, Brunswick-Topsham Land Trust의 부사장 및 메인(Maine)주의 국제

문제협의회의 수석부대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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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1993년 비영리 연구기관인 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한 후 이사장직을 수

행하고 있다. 재무장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준비위원장, G20 기

획조정위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한국무역

협회장,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 등 요

직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일보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 부원장

서울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재정경제

부 외신대변인과 국제노총 아태지역 노동권실장 및 여성국장을 역임했다. 

울리히 블룸(Ulrich Blum) 독일 Halle-Saale대학교 교수

몬트리올대학교의 초빙교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의 라이넨학자(Lynen-Scholar), 밤베르크대학교와 드레

스덴공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및 마르틴루터 할레-비텐베르크대학교의 

할레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청와대 외교안부수석실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회장, 코리아정책

연구원장, 국방부 국방개혁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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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국가안전기획부(現 국가정보원)의 정보분석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및 통

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국토통일원 장관, 주영대사, 주미대사,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 국회의원 

및 신한국당 대표위원을 역임했으며 미국 에모리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서 가르쳤으며 현재는 중앙일보 고문 및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으로 활동

하고 있다.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세계은행 연구위원, 국가정보원 북한분야 

국가정보관을 역임했다.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은행을 거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

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기획예산처 기금통합펀드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피터 벡(Peter Beck)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미국 외교협회,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스탠포드대학교 등에서 연구활동 

후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아메리카대학교, 조

지타운대학교, UC 샌디에고,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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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아태안보협력이사회 공동의장, 주미대사 및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

구원장을 역임했으며 고려대학교를 비롯해 뉴욕시립대학교, 컬럼비아대

학교,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가르쳤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가안전보장

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교수와 대통령 통일정

책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이다. 

홀저 볼프(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조지타운대학교의 독일 및 유럽연구를 위한 BMW센터 조교수를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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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Basic Agreement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

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

2+4 Talks 1990년 5월부터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4개국과 동·서 독

일 사이에서 4차례 진행된 회담. 그 결과물인 2+4 조약을 통해 1991년 3

월 15일 독일은 베를린과 함께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함 

July 1 Measure 북한이 2002년 7월 1일에 실시한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임금과 물가의 인상과 공장 및 기업의 독립채산제 도입이 핵심

Agenda 2010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eder) 전 독일 총리가 2003

년 도입한 독일의 중장기 구조개혁 프로그램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촉진과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66년 8월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

Attack on the ROKS Cheonan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해군 소속 천

안함을 공격한 피격사건

Attack on YeonPyeong Island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

에 포격을 가한 사건

관련용어 | Terms and Abbr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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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htel 1945년 설립된 미국의 종합건설 전문기업

Bismark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독일제국

의 총리(1871~1890). ‘철혈정책’으로 독일을 통일하여 독일제국을 건설 

Boat people 보트피플 선박을 이용하여 해로(海路)로 탈출하는 난민. 

1974년 베트남전을 전후로 발생한 난민들이 조국을 떠난 것이 시초 

Bundesbank 독일연방중앙은행

Chongjin, North Korea 함경북도 북동부에 있는 항구도시 청진

Coca-Cola 1886년 존 펨버튼(John Pemberton)이 설립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Combine 시장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모인 산업연합체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1994년 창설된 동유

럽경제상호원조회의로 1991년 해체됨

Deutsche mark 유로 도입 이전 독일의 화폐 단위

East German mark 구 동독의 화폐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

은행 

Erich Honecker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총리로 동독의 독일사회통일당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SED) 제1서기를 지낸 공산주의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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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Monetary System 유럽통화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맹

국 통화간의 환율안정과 역내경제통합을 목적으로 1979년 3월 13일 종

전의 유럽공동변동환율제도(Joint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확대, 개

편함으로써 새로이 발족된 지역통화협력기구

First mover’s advantage 기업이 어떤 산업이나 시장에 남보다 먼저 

진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François Mitterrand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21대 대통령(1981~1995)

GDP Gross Domestic Product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해당 국가의 영역 내

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

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에 생산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계획 1992년 출범한 남한, 북

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 다자간 협력체로 두만강 하류지역 개발과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가 목적. 북한은 2009년 탈퇴

GCF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

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

Hartz IV Reform 하르츠 4 개혁안 페터 하르츠(Peter Hartz)가 위원장으로 

있던 위원회가 2002년 8월 독일정부에 제출한 복지개혁 보고서

Helmut Kohl 헬무트 콜 전 독일의 총리(1982~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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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sinki Accords 헬싱키협정 1975년 7월 30일부터 3일간 핀란드 헬싱

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미국과 동서 유럽국가 등 35개국이 

주권존중·전쟁방지·인권보호를 핵심으로 체결한 협약

HEU high-enriched uranium 핵무기로 쓰기 위해 천연우라늄을 농축시킨 

고농축 우라늄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1957년 창설된 국제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국제 통화협력과 환율안

정을 위해 1944년에 설립된 국제 다자금융기구로서 현재 187개 회원국을 

보유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und 남북협력기금 남북한의 상

호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남북협력기금법, 1990년 8월 1일 제정)

Jenoptik 예놉틱 1991년 설립된 독일의 통합 광학전자 기업

John Connally 존 코널리 미국 닉슨 정부 시절 재무장관(1971~1972)

June 15 Joint Declaration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

방위원장이 합의하여 2000년 6월 15일 발표한 공동선언

June 28 Reform Policy 2012년 6월 28일 북한이 발표한 경제개혁조

치로 앞서 4월 6일에 발표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방향을 보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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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seong Project/Gaeseong Industrial Complex 개성공업단지 2000

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

Korean DMZ Demilitarized Zone 한반도 비무장지대

Länder 독일연방의 주(州)

Ludwig Erhard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전 서독 총리(1963~1966). 정치인

이자 경제학자로 아데나워 총리 내각에서 경제장관(1948~1963) 역임

Margaret Thatcher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1979~1990)

May 24 Measure 2009년 발생한 천안함 사태에 따른 한국의 대북제재

조치

 

Mikhail Gorbachev 미하일 고르바쵸프 전 소비에트연방 제8대 서기장

(1985~1991)

Military Defense Commission 국방위원회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

이자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

Missile delivery capability 미사일 운반능력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정부기관이나 정부와 관

련된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조직을 의미함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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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

은 서해안 북방한계선 

October 4 Peace Declaration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

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남북정상선언

Ostpolitik New policy toward Eastern Europe (특히 통일 전에 서독의) 동

유럽 정책인 동방정책으로 1969년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추진 

Parallel Economies hidden economies = black market 원래는 암시장을 

의미함. 그러나 본문(Session 1)에서는 ‘38선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

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2010년 12월 29일자 기사에서는 38선

을 뜻하는 중의적 의미로 쓰임

Peace dividend 평화배당금 무기를 사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비용

PPP private-public partnership, 민관협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계약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작업하

는 방식

Pyongyang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 평양과학기술대학 한반

도의 평화와 북한 사회의 국제화 및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고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

Qimonda 키몬다 2006년 5월 독일 Infineon Technologies에서 분사한세

계 제 2위의 D-RAM 생산기업이었으나 2009년 1월 23일 파산

Rason, North Korea 북한의 나선특별시. 북한의 첫 경제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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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0년 1월 4일 특별시로 승격

Resource Curse 자원의 저주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둔

해지는 현상

Schürer Report 1975년 게르하르트 쉬러(Gerhard Schürer)가 발표한 “동

독의 실질적 경제 상황의 분석” 보고서

Shooting-brake van 뒷좌석 뒤에 화물실을 만들어 사람과 화물을 동

시에 운반할 수 있게 제작된 자동차

Six-Party Talks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

반도 주변의 6개국(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

Solidarity Pact 연대협정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1992년 제안한 노사정 

합동 통일비용마련안. 연대협정 II(Solidarity Pact II)는 2005~2019년 1,560

억 유로를 구동독지역에 지원하는 계획

Sovereign wealth fund 화당국의 외환보유액 또는 상품 수출을 통한 

재정 흑자 등 외화잉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펀드 또는 투자기구 

Stasi 슈타지 구 동독 ‘국가보안부’

Station wagon 원래는 뒷좌석 뒤에 화물실을 만들어 사람과 화물을 동

시에 운반할 수 있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용차 겸 화물차를 의미

Sunshine Policy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245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정부가 1998년부터 추진한 대북정책

The Asia Foundation 아시아 개발지원 민간재단

Transitional economy 공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행

하는 이행경제 

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3년 5월 베를린에서 창설된 국제투

명성기구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

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 Security Council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

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국제연합의 핵심기관. 5개 상임이

사국국(p5, 미·중·소·영·프)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비핵·개방·3000은 북핵 상

황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환경 등 5대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에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

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전략

Washington Consensus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모델의 

대외확산 전략을 지칭

Willy Brandt 빌리 브란트 전 서독의 제4대 총리(1969~1974). 동독과 동

구 공산국들에 대한 동방정책(동서화해정책)으로 1971년 노벨평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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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1946년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관으로 186개 회원국에게 

경제개발 및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 및 경제적 지원을 담당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여 세계 무역장벽 제거 및 감

소를 목적으로 1995년 출범. 현재 151개 회원국 보유

Zhuangzi 중국 도가(道家)의 대표 사상가 장자



영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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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mains the only nation divided by foreign powers after the 
World War II after German reunification in 1990. 

No one anticipated it coming. Prime Ministers Willy Brandt or Helmut 
Schmidt, although they also worked toward getting the two Germanys 
reunited someday, thought it a far and away dream. 

Taking into account the North’s ground reality and the rapid 
geo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the possibility of Korean unification can turn into 
reality suddenly. Thus, it is our national mission to be well-prepared 
for unification.

Critical to this is the preparation of policy strategy and measures for 
financing the unification which is estimated to be larger than that of the 
German reunification. One important dimension involves establishing 
a close cooperation mechanism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relevant multilateral organizations. Going forward, given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Korean unification, 
Korea must maintain reciprocal diplomatic relations based on mutual 
trust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particularly with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From this perspective, we can draw many useful 
lessons from the German reunification.

Fore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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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ew of this,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organiz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entitled “Unification and the Korean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Eximbank, the Konrad-
Adenauer Stiftung,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n October 21-22, 2012. Mr. 
Manfred Carstens, Deputy Finance Minister of West Germany at the 
time of German reunification, and prominent experts on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North-South relations participated from Germany 
and abroad. From Korea, too, top policy makers and seasoned experts 
honored the conference. Former Prime Minister Hong-Koo Lee 
and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ung-Joo Han participated, 
alongside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Jaewan Bahk,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ung-Hwan Kim, the Minister 
of Unification Woo-ik Yu, and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In-Taek 
Hyun. 

This publication is th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I sincerely hope 
that it will be of good use to relevant policy makers and experts dealing 
with the Korean unification.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put on record my appreciation 
to the Korea Eximbank for its generous support and to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he Konrad Adenauer Stiftung and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for their cooperation.

Il SaKong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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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SaKong
Chairman, IGE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t is indeed a great privilege for me to make an opening remark on 
behalf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and other co-organizers, 
the Korea Eximbank, the Konrad-Adenauer Foundation, the KDI and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 Washington, DC.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 personal welcome to all of you, 
especially those coming from abroad to join us this morning. I am 
especially thankful to Minister of Unification, Dr. Yu Woo-ik, for 
taking time out of his busy schedule to give a keynote address here this 
morning. I must also thank Mr. Carstens, who was Deputy Finance 
Minister of Germany and also one of the leading West German 
politicians at that time, for coming to give another keynote address at 
the conference.
 
Please forgive me for not being able to recognize all the distinguished 
participants individually since there are so many of you present here. I 

Open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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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however, recognize our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Han 
Sung-Joo, who will be moderating the first session, and Dr. Hyun In-
Taek who was our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Forgive me for not 
recognizing all your Excellencies and Ambassadors.
 
Considering rapid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taking place 
throughout the world, the two Koreas’ unification does not seem to be 
just an aspiration but it seems more likely to be a reality. 
 
The opportunity for unification may come sooner rather than later. It 
is therefore critically important for Korea to prepare for its unification 
under, perhaps, different scenarios, from a hard landing to a soft 
landing. However, this conference is not to focus on the different 
scenarios, but on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and necessary 
international cooperation.
 
Given the two Koreas’ per capita income, living standard, development 
gap, and population size, one can easily imagine the economic cost of 
the Korean unification would be much higher than that of Germany 
which was already huge enough. Obviously, the brunt of the economic 
and financial cost should be borne by South Korea. For this reason 
alone, Korea should keep its fiscal soundness, financial stability and 
strong foreign reserve position.
 
At the same time, the South has to work closely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and relevant multilateral organizations for their full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preparing its unification. 
In fact, impacts of the Korean unification will certainly have significant 
regional and global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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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objective of today’s conference is to focus on these 
two aspects of the Korean unification, namely,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an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very 
fortunate to assemble so many scholars and policy makers from within 
Korea and abroad for this conference. I am particularly pleased to have 
experts and former policy makers from Germany who can share their 
insights from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with us.
 
Once again, I very much appreciate the participation of the experts on 
the very valuable, timely occasion. I am looking forward to sharing 
their views and insights for the Korean unification.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provide a new impetus for serious 
discussions on the Korean unification and contribute toward raising 
public awareness.
 
On this rather brief note, I would like to end my opening remark.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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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Koo Lee
Former Prime Minister

 

My longtime friend and colleague, Dr. SaKong, asked me to say a 
few words today. As Dr. SaKong mentioned, I have served twice as 
minister in charge of North-South rel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Germany and Korea share important common characteristics. Namely, 
we were divided as a result of the Second World War. 45 years after the 
division, in 1990, Germany was reunited. But Korea remains divided; 
this is the 67th year of division. And in the meantime we fought a war 
in 1950-53. On July 27, 2013 we will hav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ceasefire. Since Germany was the only other really divided country, we 
have modeled many things after German institutions and experience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Korea was also modeled after Germany. 
Our policies also copied many things from the German experience. But 
as I said, Germany was reunited in 1990 when the Cold War came to 
an end, but we are not able to do likewise. So we more or les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you have to have a good policy, good institution, 
but above all you have to be very lucky to achieve unification. I don’t 
know when luck will come to Korea, but we are waiting eagerly.

Welcom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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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ig differences between Germany 
and Korea exist as well. Geopolitically, Germany is the largest country 
in Europe, central in location. Korea is surrounded by the three big 
countries: Russia, China, and Japan. But unlike Germany we are 
the smallest entity in this region. Therefore, our fate very much still 
depends on the policies of bigger countries. 
 
Last year we had a delegation of German policy makers of the past, 
both West and East Germans. They told us that it was not the Germans 
who really united the country, but the decision of the bigger countries 
– NATO, the Warsaw Pact countries made a big decision, namely. 
Without the resolution of German question, there could not have been 
peace in Europe. With that decision, particularly the contribution of 
Mr. Gorbachev in Moscow, Germany was able to achieve unification 
in 1990. 
 
So we hope somewhat similar things happen here, too. I hop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particular will make the Korean issue 
the highest priority issue to achieve peace in this part of the world, and 
this will bring some result.
 
Let me just say that when it comes to unification, it is not just a 
question of capacity. Do we have a sufficient economic capacity to 
handle the problem of unification? That is a very important issue. What 
is equally important is the will or determination to pay what is needed 
for unification. Korea is of course a very democratic country and we 
know it is not easy to raise taxes. Nonetheless, could we really ask our 
people to pay a great deal of sacrifice for unification? This is something 
we have to think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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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we have to differentiate two different things. There is a German-
model unification, namely, that Germany was reunited basically 
because East Germany collapsed. There is a possibility, of course, of 
repeating the phenomenon on the Korean Peninsula, but we are not 
counting on that. If it is a long drawn-out affair for many years or 
many decades and the cost will be enormously greater, then I do not 
know how we are going to deal with this problem. I always say that 
unification cost will be enormous, it will be great. But the division 
cost is even greater. So let us think about what we should do and what 
sacrifices we should accept. 
 
Finally,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very much depends on 
North Korea. We are hoping that North Korea will join the rest of the 
Asian countries to enjoy both peace and prosperity. Both China and 
Vietnam, governed by the communist party, have set a very positive 
experience and we would like to see North Korea following it. But 
there is no guarantee.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or claims to have 
nuclear arms capability makes the situation even more difficult. 
 
As the last country divided as a result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age of imperialism, we would certainly like to achieve this objective 
of unification before too long. We very much hope the Germans will 
continue to have a big interest in this ques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 I welcome you all and hope we will have a very productive and 
successful conference in the next two day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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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an Bahk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Honorable Hong-Koo Lee, Former Prime Minister; 
Dr. Il SaKong,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Dr. Norbert Eschborn,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Konrad-
Adenauer-Stiftung in Korea; and
Yong Hwan Kim, Chairman of the Korea Eximbank,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for organizing such an important event 
to discuss unification and the Korean economy with renowned think 
tanks and scholars from home and abroad.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here today.
 
Korea received two pieces of very good news last week. We became 
the host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and regained a seat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particular, the GCF is set to become a key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It is even being 
considered as the next World Bank. Korea was chosen as the GCF 
host country. This is an extremely significant achievement, not just for 
Korea but for the whole world. It show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nner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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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recognized our continued efforts on green growth policies, and that 
our status on the international stage has improved.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give a special thanks to everyone who has dedicated 
their efforts and given their full support to us rejoining the UN Security 
Council and hosting the GCF. 
 
For the past five year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consistently pushed ahead with economic policies, like green growth, 
that would help the Korean economy advance to the next level. As a 
result, Korea has set an example by making a textbook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by signing a considerable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Korea’s economic territory is now ranked third 
in the global economy. 
 
Against this backdrop, Korea has become the 9th country to surpass 
US$1 trillion in trade despite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On top of 
that, all three major credit-rating agencies have raised our sovereign 
credit ratings to the highest level. However, we must not remain 
content with our current achievements. The global economy is ever-
changing, uncertainties persist, and the Korean economy still faces 
many challenges. 
 
One of those challenges is a historical one that has been with us for 
the past 60 years. It is the challenge of unification. North and South 
Korea have led many different paths for over 60 years, and now the 
two countries could not be more different. This has increased our fear 
of unification. 
 
Study results also show that unification will incur massive costs. This 
only further burdens our fear. However, unification is a 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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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we cannot avoid. It is part of our history we cannot go against. 
Today, we remain divided. Someday, North and South will become one. 
We must be fully prepared for when that day comes along. 
 
We must remember that our fear may come from our ignorance. 
Properly understanding and preparing for unification will rather 
provide us with new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For example, if 
the North’s high-quality workforce and abundant natural resources 
are combined with the South’s experience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capital, we will be able to realize our high growth potential. 
Furthermore, unification will broaden the geopolitical horizons of the 
Korean Peninsula by connecting the Pacific and the Eurasian continent. 
Korea is sure to become a key n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was in this context that Goldman Sachs forecast the GDP of a unified 
Korea would surpass that of G7 nations like Japan and Germany. So 
while unification poses a risk, it is also an opportunity that will never 
come again. The Korean government will keep this in mind and take 
careful, gradual steps toward unification. 
 
Korea’s efforts are essential, of course, in preparing for unification 
and pursuing prosperity. I believe, however, in line with these efforts,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have very 
important roles to play. The world is closely watching North Korea’s 
next move with mixed feelings of expectation and anxiety. The global 
community is hoping for North Korea’s new leadership to choose a 
path towards reform and opening. There is an old saying that goes, 
“Like the mother bird pecks a hole in her egg while her baby chick is 
hatching, great work can be achieved when concerted efforts are made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In line with internal movemen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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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in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lso lend 
a helping hand to make changes happen. This can be done by sharing 
experiences in regime transition or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also support the diversification and opening up of the 
North’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To do so, we must make joint 
effor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UN ESCAP,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and 
the EBRD. Solid networks with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greatly help open up the North and relieve unification costs. When both 
the inside and the outside work together harmoniously, we will finally 
be able to usher in a new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One of Europe’s renowned intellectuals and a French futurist, Jacques 
Attalli, says in his book, “The future outlook of the world in 2050 is 
being determined now. What will happen by 2100 is being considered 
now.” I would like to stress that the challenge of unification is an ‘open 
possibility.’ Just like Jacques Attalli said, we are already determining 
what a unified future Korea will look like. We should spare no efforts 
in working to achieve unification. However, we should also move 
forward step by step, neither losing our sense of balance nor forgetting 
our responsibility. Korea’s future depends on how we prepare for the 
challenges that accompany unification. 
 
I would like to close my remarks by inviting all of you to share your 
valuable insights and suggest a future direction for unification and the 
Korean econom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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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wan Kim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r and pleasure for m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my thoughts on unification, a theme of crucial significance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Northeast Asia as a whole. My special 
thanks go to Chairman Il SaKong for inviting me to speak before such 
an array of dignitaries and wise men.
 
I would first of all like to extend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you for 
your sincere interest in this issue as well as your willingness to make 
constructive contributions to the realization of our dream of a unified 
Korea. Without doubt, the government alone cannot pave the way for 
unification. There is a need for collective wisdom and support from 
as wide a base as possible. In this respect, your active role is greatly 
appreciated.

Luncheon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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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further like to say that I am very pleased to note the broad 
participation from abroad, especially from Germany, as the German 
unification has long served and will continue to serve as an invaluable 
reference for our own process of unification. 
 
Distinguished guests,
 
This morning you have actively engaged in stocktaking of inter-
Korean relations as well as exploring the benefits and costs of 
unification. Given the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apidly changing geo-political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t 
is not an easy task to come up with a clear and reliable sketch of the 
current state. Nevertheless, we have to make relentless efforts to ensure 
that our policies and strategies are firmly based on an accurate and 
objective assessment, no matter how hard it may be. 
 
In comparison, the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benefits and costs 
of unification seem to be relatively less difficult to grasp. Bearing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expand further upon your discussions this 
morning by offering some reflections on the blueprint of a unified 
Korea and th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unification. 
 
Before getting into details, I wish to emphasize that unification 
constitutes a heart-throbbing imperative for Koreans. Having 
developed a natural sense of national unity throughout our long history, 
we perceive the current division of Korea as a temporary aberration 
and as such, harbor a strong ardent desire for unification. 
 
Distinguished g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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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goes without saying that unification will bring numerous benefits. 
At the top of the list, I believe, are peace and security. The ongoing 
tensions and intermittent military confront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hich might escalate into another bloody and devastating 
war, render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 world’s most dangerous 
potential flashpoints. Indeed, this has been one of the predominant 
factors in the so-called “Korea Discount”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a unified democratic Korea, we will be able to enjoy much greater 
peace and freedom under a safer and more secure environment. In other 
words, a meaningful version of “turning swords into ploughshares” 
will be available. Resource-wasting confrontations will be replaced 
with cooperative efforts to form a single and integrated economy 
in which resources that are currently wasted under the unstable co-
existence could be put to better and more efficient use. 
 
In the unified free market economy, the complementary economic 
structure of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materializing the great potential for economic prosperity. As a case in 
point, the capital and technology of the South would be successfully 
combined with the competent labor force and rich mineral resources of 
the North to produce a lasting synergic effect. According to a Goldman 
Sachs’ analysis on the potentia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erms of GDP, a unified Korea would overtake France, Germany, and 
possibly Japan in 30-40 years, should the growth potential of North 
Korea be realized. 
 
Moreover, unification would replace the Demilitarized Zone bisecting 
the Korean Peninsula with newly built highways, railroads, an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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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a-routes connecting places not only on the Peninsula but also in 
Northeast Asia. As an open place where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economies meet, a unified Korea has great potential to become a geo-
economic hub that could bridge the two economies and facilitate trade 
within the region. 
 
It is also noteworthy that with the advent of the Asia-Pacific era, the 
center of the world economy is significantly gravitating towards East 
Asia. All in all, this global trend, in tandem with the advantageous 
locus of the Korean Peninsula, is sure to offer great opportunities for a 
unified Korea to play an expanded role in the region. 
 
At this juncture, distinguished guests,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enormous benefits unification would bring will not be limited to 
within the confines of the Korean Peninsula. A unified Korea could 
substantially benefit its neighbors in various ways. Unification would 
transform Korea from the Cold War’s last fault line into the first 
springboard for regional peace and co-prosperity in the new era.
 
First of all, a unified Korea will bring about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e unpredictable nature and provocations of the North 
Korean regime have constituted one of the root causes of regional 
instability. A peaceful, stable and prosperous unified Korea would 
foster a security environment conducive to lasting peace and stability 
as well as prosperity for the whole region. From this peaceful regional 
environment, our neighbors will be able to garner considerable peace 
dividends.        
 
On the economic front, a unified Korea will provide its neighbors with 
robust infrastructure for increased economic activities. For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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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railroad network connecting the Asian trans-shipment hub 
of Busan to the Trans-Continental Railroad (TCR) would contribute 
to the opening up of a cheaper, faster and safer route for overland 
transportation between Eur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As a result, 
neighbors of a unified Korea could greatly expand their trade volume 
in both directions via the land bridge stretching from Busan to Eurasia.
 
Moreover, a unified Korea would also provide a favorable business 
climate for its neighbor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huge business 
opportunities that would be generated in the rebuilding process. 
Tapping into these opportunities, neighboring countries would be able 
to gain fresh momentum to boost their economic growth. Especially, 
China and Russia would have every reason to raise the stakes in the 
development of their economically less developed areas bordering the 
Korean Peninsula as the reconstruction of the North would require 
massive new investment which could bring a positive spillover effect 
for the border areas. 
 
Distinguished guests,
 
I have briefly touched upon the blueprint of a unified Korea and 
the potential benefits that will accompany unification. As I turn 
to prerequisites for unification, I cannot emphasize too much the 
importance of the elimin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Unification will considerably reshape the geopolitical 
landscape in Northeast Asia, translating a unified Korea into a force 
to be reckoned with quite seriously in the regional strategic equation. 
Against this backdrop, a unified but nuclear Korea is the last thing 
regional powers would want to se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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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time and again is urging North Korea to turn over a new 
leaf by taking concrete measures aimed at denuclearization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s soon as possible.
 
In parallel with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diplomatic efforts should 
be focused on creating an environment favorable for unification. 
In this context, some constructive suggestions merit our attention. 
Transforming the existing armistice agreement into a legal framework 
that can safeguard perpetu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a noble idea. At the regional level, we could take a positive look at the 
idea of keeping up the momentum of the Six-Party Talks and helping 
the Talks to evolve into cooperative multilateral security architecture 
to cope with conflicts and frictions as well as various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   
 
While exploring these multilateral initiatives, it is also imperative to 
continue to strengthen and deepen the strategic ties with our neighbors. 
With the Korean Peninsula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major strategic 
fault lines, it is crystal-clear that the success of the unification process 
will depend greatly on how well we can develop and manage our 
bilateral relations with important stakeholders. There is no denying that 
strong support by countries with vital stakes in the Korean Peninsula is 
an essential part of the unification process, as evidenced by the critical 
role play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German 
case. As renewed Sino-American relations are evolving in the regional 
as well as global setting,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ter alia, to 
develop the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harmony 
with the Korea-US alliance. 
 
Distinguished guests, 



266

 As I wrap up my remarks today, I would like to point to the ever 
growing importance of “Multi-Layered Diplomacy.” In spite of all 
the positive aspects and rosy picture of a unified Korea, the path to 
unification shall not be free of hurdles. It is indeed a daunting task 
to successfully rise above such challenges and achieve unification. 
Even though some challenges, such as denuclearization, seem to be 
insurmountable at certain times, I believe that there is no challenge that 
cannot be overcome if we make concerted efforts with a firm resolve.
 
In this sense, it is essential that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join 
forces in a concerted effort to tackle various challenges within Korea 
and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o foster an atmosphere favorable for 
unification. As I mentioned at the outset, the government alone cannot 
get the job done, and I sincerely hope for your active engagement in 
solidifying the foundation for a unified Korea. 
 
In the past few months, I had the privilege to have the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on Korean unification with the former leaders of 
Germany, including Federal President Horst Koehler. They advised 
me: “You should be prepared for the day. It will come any time sooner 
or later.” This is the reason why we are having this conference, to be 
prepared for unification.
 
I do hope that I have succeeded in whetting your appetite for the 
immense task of Korean unification and have offered you some 
palatable food to think about.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and Bon Ap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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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Hwan Kim
Chairman, KEXIM

Honorable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Dr. Il 
SaKong; 
Minister of Unification, Yu Woo-ik; 
Former Deputy Finance Minister of Germany, Manfred Carstens;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ung-Joo Han; and 
Distinguished scholars from around the world, 
 
I am very pleased that the Korea Eximbank has the honor of co-hosting 
this meaningful conference with esteemed organizations such as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he 
Konrad-Adenauer-Stiftung, and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for their many efforts 
in preparing today’s conference. I extend my warm welcome to the 
speakers and panelists, especially those who have traveled from afar, 
for honoring this conference with their presence.
 
The timing and theme of this conference is very opportune, for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showing signs of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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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change to come. Today, we will carefully analyze the costs 
and benefits of various unification scenarios at this conference. I hope 
that we can not only develop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securing 
needed funding but also put to rest unjustified doubts and fears about 
unification. In this regard, discussions on Germany’s unification 
experience would be especially helpful for drawing concrete lessons 
for Korea.
 
Ladies and gentlemen,
 
As the trust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he Korea 
Eximbank has channeled KRW 5.7 trillion over the last 21 years to 
execute numerous projects such as the provision of fertilizers and 
food to North Korea,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the provision 
of loans to companies in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Moreover, 
we have been holding international seminars to analyz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cently, we have also established an advisory council comprising 
scholars and experts of inter-Korean relations. We will continue 
to do our part in steering inter-Korean relations toward a future of 
harmonious coexistence and ultimately, unification.
 
To that end, we will share and develop our accumulated expertise and 
cooperate closely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would not only impact Koreans but also have 
major ripple effects throughout the world. We cannot forecast when 
and how unification will occur. But the more serious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pares for unification, the sooner we will be able to 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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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ra of peacefu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world peace. 
 
The Korean government,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to come, 
is revis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nd conducting a 
fund-raising campaign to cover the costs of unification. Accordingly, 
the Korea Eximbank will be ready to fulfill the policy goal of the 
government to the utmost effect. 
 
I hope that today’s conference will stimulate greater discussions 
and support for unific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am 
also confident that the Korea Eximbank will benefit greatly from the 
valuable insights shared at this conference. I look forward to your 
active participation today and to your continued interest in the efforts 
of the Korea Eximbank in promoting inter-Korean cooperation.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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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ik Yoo
Minister of Unificatio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n my capacity as Minister of Unification, I would like to extend my 
greetings to you all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my great privilege and honor to have an opportunity to 
speak before such a distinguished group of experts this morning.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Il SaKong and the staff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Korea Export and Import Bank,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he Konrad Adenaur Foundation for all their effort and 
hard work to put together this global conference.
 
Distinguished guests,
 
If I may, I would like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say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cently 
embarked on preparing for national unification.

Keynote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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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is very moment, the world is going through great changes. I often 
describe these ongoing transitions as the “shifting of tectonic plates.”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was triggered by two of the most 
stable capitalist economies that delivered prosperit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t the same time, fundamental changes toward democracy 
have started to take place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two regions 
that have long kept distance from the center stage of world history, 
which has been dominated by the Western world up to the present day.
 
The global wind of change is blowing inexorably to shape a new 
international order. Northeast Asia is riding on a tidal wave of 
paradigm shift, and the Korean Peninsula is no exception. As such, it 
has become imperative for us to develop a new framework for inter-
Korean relations. 
 
The Republic of Korea wishes to cope proactively before such changes 
occur, and the means to do that is to prepare for our unification, 
marching toward creating a global Korea. 
 
To this end, we have set out to enhance the Korean public’s commitment 
to national unification and create financial resources for it. At the same 
time, we intend to convey to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o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ur determination and dedication to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We will also embrace North Korean 
refugees with warm hearts and help them realize their hopes and 
dream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With such efforts, we hope to 
enhance our institutions and legal system to meet the challenges we 
would face in a unified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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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also seeking for ways to redirect the drive that had transformed 
South Korea from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toward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We will not be complacent in our current prosperity, 
but will render what we can and must do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 North Korea. I believe the Korean unification can be the mean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fundamental solution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and the other challenges between the two 
Koreas.
 
Among the various tasks lying ahead of us in preparing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one that has concerned me the most is “unification 
diplomacy.” 
 
If we look at global history, we would easily agree that the division 
as well as unification of Germany had a direct effect on peace and 
prosperity in Europe. Similarly, Korean unification in the future would 
have direct implications on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just 
as its division has done.
 
At the time Germany was divided, the framework for the Cold War 
was created in Europe.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brought reconciliation between the Western and Eastern blocs, 
eventually leading to European integration. 
 
A similar process could also take place in Northeast Asia. A divided 
Korean Peninsula sparked Cold War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nd 
traces of deep-rooted hostilities still exist in the region. 

With a united Korean Peninsula, I believe that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ould be able to overcome the differences tha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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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m and succeed in establish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is is the zeitgeist of our times as well as our historical 
mandate. 
 
Ultimately, the responsibility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people. At the time of 
the division, we did not have the power or strength to decide our own 
destiny. However, no one can deny the direct and indirect roles that 
neighboring states played in our national division.
 
Korean unification is the only solution to untying the knots in Korea’s 
entangled history. The two Koreas may hardly be able to overcome 
their historical and geopolitical differences unless they are united as 
one. With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would be able to overcome its past in good faith and work toward 
building a new future. The scars and distortions left in our culture will 
rise up into something beautiful once the Korean nation is restored to 
its original form and the homeland is united as one. 
 
Unification, being a matter that directly affects those on the Peninsula, 
should be led by the Korean people. However, when we work together 
with our neighboring states, we will be able to facilitate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more promptly and efficiently and with a greater 
degree of stability. It would be a noble endeavor that would require 
all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ir past 
involv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Having said that, I must stress that neighboring countries now need to 
do away with old ways of thinking regarding Korean unification. They 
should break free from the false impression that stab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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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best serves their national 
interests. This is a groundless misconception that needs to be closely 
reviewed. 
 
We must adopt a more active stance on Korean unification. We need to 
share a conviction that Korean unification will lead to national interests 
and a true advancement in Northeast Asia. As we work toward a new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I sincerely hope that our neighboring 
states, as well as other responsibl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me forward to meet such a mandate of the times.
 
European exper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a socialist system 
and post-transition economic recovery, Germany’s experience with 
unification, the wisdom that China is showing with its exemplary 
social reforms, and the know-how the United States has accrued as a 
global leader—all of these things together can build a more desirable 
future for unification. If we can accomplish Korean unification through 
joint effor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able to develop an 
effective model for resolving crises and disputes elsewhere.
 
Without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on’t be easy 
for us to raise funds for unification or rebuild North Korea’s economy. 
For this reason, I hope the initial endeavors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people have made will encourage neighboring 
countries and other concerned part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on Korean Peninsula issues. 

Distinguished guests,

This morning, I assure you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striv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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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a peaceful, united Korea that would contribute to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We aspire to reunite the two Koreas, so that it can 
be a bridge between Asia-Pacific and Eurasia. We seek to open a new 
chapter of expanded economic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greater prosperity and further advancement 
in the human civil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will make its best efforts to generate a new set 
of Korean values and take initiative in promoting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in order to create a symbiotic union of world civilizations. 
 
Some people have expressed concern that our efforts to achieve 
national unification may create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ose people should closely review the Korean history. Throughout 
our long history, Korea has never invaded or disturbed its neighbors. 
Rather, Koreans have strived to develop their country with honest toil 
and labor. The history that we have endured and experienced will in 
itself describe the future of a united Korea. No elaborate rhetoric will 
do it. 
 
Some people have expressed reservation over preparing for national 
unification. They argue that we must instead concentrate our energy 
and efforts on expand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riticizing and saying there is no immediate need to raise unification 
funds. 
 
Today, we are at a point in time when younger generation South 
Koreans enjoy a greater degree of prosperity than any other generation 
of South Koreans who lived before them. The prosperity has made 
them become complacent and less conscious of the need for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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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Increasingly, thoughts of unification are becoming abstract 
and vague. We must break free from such vague concepts. 
 
Naturally,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must continue, 
and our door is always open wide for North Korea. However, we need 
to develop reasonable estimates of the costs Korean division inflicts on 
us as well as the benefits Korean unification would bring.
 
And, in order for our preparations to be successful, it is imperative that 
we secure in advance at least a minimum amount of money to meet the 
costs of unification. In fact, Korean unification would cost a staggering 
amount of money. 
 
The ROK government has attempted to be honest with the Korean 
people about this realistic situation and has called for voluntary 
participation in raising funds. We have explained to the Korean public 
that unification costs would be substantially big, but certainly smaller 
than the tremendous costs we have pai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under a divided nation. We have also clarified that unification costs 
would be a one-time payment, while the benefits of unification will be 
gener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to the future. Fortunately,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indeed such preparations will help advance 
and smoothly realize the unification process. 
 
At the moment, North and South Korea remain at odds. Due to 
concerns about this situation, there is a wide range of views and 
opinions on these strained relations. But, as Unification Minister, 
I reckon what is more important at this point is going beyond 
interpreting these views and opinions and determining how to move 
this situation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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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e current strains in inter-Korean relations are like growing 
pains that must be endured if we are to establish “norma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se are pains that we must inevitably 
undergo on our road to unification. But what must be endured must 
be endured. And we need to prepare for the future. With the passing 
of time, I am confident that the pains will go away and new paths will 
open, leading to a much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eventually to national integration.
 
The ROK government has exerted all efforts to create a new win-win 
paradigm for North-South relations, and we have recently introduced a 
flexible policy under consistent principles. 
 
We abide by the principle that North Korea would need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Regarding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we 
have remained firm and steadfast in holding Pyongyang accountable 
for its actions. Our measures are not intended to retaliate or punish the 
North. They are aimed at managing inter-Korean relations in a stable 
manner while inducing constructive changes in North Korea. 
 
Moreover, we have continued to seek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to resolve pending issues while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regardless of the hostile political and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fortunately, North Korea has refused to 
respond to our gestures of goodwill and moved to isolate itself further 
away from the global force of change. 
 
North Korea has still failed to muster the courage for decisive changes, 
perhaps because the current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could hardly 
permit such changes. That is why the ROK government has kep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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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of opportunity open for North Korea while attempting to 
prepare for national unification.
 
Distinguished guests, 
 
There may be times when we feel overwhelmed or disappointed in our 
preparation for a unified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ROK 
government and people will not abandon our determination, and we 
will walk the path that we must take.
 
The Unification Jar campaign was created to this end,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our efforts to unite the two Koreas. Through this 
public campaign of voluntary donations, we want to raise funds to 
meet the costs of Korean unification. This is joined by our endeavors 
to enhance the Korean people’s determination to achieve national 
unification.
 
Once it is filled with our aspirations, the Unification Jar will be more 
powerful than any nuclear weap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ould not relieve the North Korean people of their hardships, but 
the Unification Jar would lead them to safet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annot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Unification Jar could bring to both Koreas such a blessing.
 
According to Chinese philosopher Zhuangzi in his masterpiece “Free 
and Easy Wandering,” “Those who head off to an outlying field need 
only prepare three meals for the journey. Those who travel a hundred 
miles must prepare from the night before. And those who plan a trip of 
a thousand miles must put aside three months of food for the journey.” 
We can prepare not just three months of food, but three years of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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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ven several times of it, if necessary. We will continue to steadily 
prepare for our reunification. This is because it is also the preparation 
of a nation and people who are looking forward to the next thousand 
years to come. 
 
Last but not least, I sincerely hope that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serve as a successful platform to affirm international support for 
Korean unification and garner determination for a unified Korea.
 
Thank you for your undivided attention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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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fred Carstens
Former Deputy Minister of Finance, Germany                 

Chairman Il SaKong,
Ministers, 
Dear guests and participants of this important international conference,

I am very glad to have had the pleasure of being invited and would 
like to express my greetings to you all! I am also delighted about the 
participation of the German ambassador.

Yesterday we started this event with a welcoming dinner which was 
very good. I want to report on what I consider important regarding a 
possible Korean 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ur experience 
with German unification. 

But before I start,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and the hosts of 
this conference. And it is very nice to be able to welcome the Konrad-
Adenauer-Stiftung as well, represented here in Korea by its director, 
Dr. Eschborn. A lot of competent speakers are listed in the program and 
I am convinced that it will be a very interesting conference.

Keynote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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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assured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very interesting and exciting 
and will not share the same fate as previous conferences that I have 
heard of which boasted about having lots of speakers, but not so many 
interesting topics. So by the time of the 3rd and 4th speakers’ turn, 
more and more guests had left the hall. By the 7th, 8th and the 9th 
speaker, it had gotten even worse. Almost nobody was left in the room. 
When the 10th speaker came up to the podium, there was only one 
person left, right in the first row. When the speaker wanted to thank this 
gentleman, he replied, “You don’t need to thank me since I am only the 
next speaker.”

In Germany we had a problem that we could not prepare for. A couple 
of years before reunification, I came to South Korea, went to the border 
in Panmunjom and compared the horrors of the borders here in Korea 
and in Germany at that time. There were people who wanted to leave 
North Korea and were shot, not only once but often. I wondered how 
long those terrible times would last. And a couple of years later, in 
Germany we were lucky enough to be able to reunify. I wish with all 
my heart that this may also come true for the Korean Peninsula.

As I mentioned, we did not have any time for preparation in Germany. 
Many decisions that one may call mistakes today and that may have 
indeed been mistakes have to be looked a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ears 1989, 1990, 1991 and so on as to what was predictable and what 
was not predictable.

That is why I am very pleased to see that here in Seoul people are 
very much concerned about what can be prepared and what can 
be done. However, every one of us should realize that despite the 
best preparations, we still cannot possibly determine the ti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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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fication. From a political point of view, that is not a very pleasant 
situation. I was very pleased with the statements of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In German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has always been prepared 
to become reunified. First of all, I think it is important here in the South 
to convince the population,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 that 
the answer must not be “NO”, should this country feel the breath of 
history on this important question and the real chance of reunification 
appear. We cannot know if there will be another chance. We cannot 
know, either, under what conditions such opportunities will occur. We 
watched Moscow anxiously. Many of us thought that reunification 
would not be permitted, but Moscow did not refuse. Then we took the 
chance. We did a quick brainstorming. We considered what should be 
done. Experts suggested proceeding gradually step-by-step, looking for 
long-term changes. But there was no such possibility.

The moment the Berlin Wall came down, there was such elation in 
the whole country, including in the entire West German population, 
because there was no other way than that towards reunification that 
could have come that fast, although it became very expensive, more 
so than most of us had anticipated. But if you were to ask people in 
Germany today about 90-95% of the population would say they are 
happy that we succeeded with unification.

That is why I want to motivate Seoul to be courageous, not to be 
faint-hearted. South Korea is a wonderfully powerful and productive 
country. If an efficient country like Korea is well-prepared, it has the 
ability to lead the North Korean population to the same standard of 
living as the South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Many thing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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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 differently than they did in Germany. As I said before, in the 
atmosphere of elation, Germany thought it could equalize the standard 
of living very quickly. However the economic power of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was not at the same level as that in West 
Germany. The jobs there were neither lucrative nor profitable. Hardly 
any new factories could be established. I want to emphasize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a Korean unification, as soon as there is the chance 
and when the North Koreans also want, one does not have to follow 
the same path as Germany. All other possibilities should be extensively 
discussed as well.

One has to transcend political parties and discuss with the labor 
unions and other important entities in the Korean society as to how 
the North Korean population can be given wages that would reflect 
the productivity of North Korea at that time, if they have jobs and 
are integrated into the process of production. Though it may sound 
questionable, I think it is even better to pay wages that are a bit 
lower than their productivity. They can be adjusted later. As soon as 
productivity grows, wages can be adjusted. But you cannot start too 
high in the moment of unification. That would be fatal. If you do it in 
that manner, it will become expensive. That is what we experienced in 
Germany.

I myself assumed that big international companies would come to 
invest in East Germany. But only very few came, becau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mpanies, the wages were too high at the moment 
of reunification. We even had problems attracting West German 
companies to invest in East Germany, the “new German states.” We 
had to subsidize 50% to convince West German companies to invest 
in the East because the costs were too high compared to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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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 people.

Because of their backwardness in North Korea, their productivity 
cannot be as high as that of South Korea. That was the case in Germany 
for a long time. But if one keeps wages and pensions low (and a 
standard of living for the North Koreans surely far better off compared 
to now), many will find North Korea economically attractive.

The big task is that the entire country, North Korea, has to be 
modernized! What all has to be done is almost unimaginable. But 
there must be an attraction and an incentive for outside companies 
and for those from South Korea. All the work that has to be done will 
be realized very reluctantly if the costs are too high.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want to say her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at is my advice in case you decide to take the Germany’s route.

One should recognize that and get consensus from the society about 
it as well as about the electoral system. For instance, a consensus has 
to be made when the first president of a unified Korea would have to 
be elected. It is uncertain who that would be. Also, in such a case, the 
agreements and arrangements must be valid. One has to know that is 
how we have to proceed. Then it will not become too expensive. You 
may only need to raise taxes just slightly or maybe not at all.

The social security system will be very tight for some time until 
the North Korean workforce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economy. 
However, with low wages it will happen relatively quickly. The cost 
of social security and health insurance can be covered with income 
taxes. That will take only a short period of time. That will level off 
very quickly because all preconditions for a booming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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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re set if the problem of costs has been solved.

Hence, I would also explain that to the younger generation who are 
deeply concerned that this will be too expensive. I have a total lack 
of understanding for such a train of thought. A 17-year-old in Seoul 
should ask him/herself what would have happened if he or she had not 
been born in Seoul, but in Pyongyang. As a Korean living in a divided 
country, one has the duty to prepare and to help as soon as conditions 
permit to support the sisters and brothers in the North.

If you work together, after the first 10 years have gone by, the result 
will be a unified Korea, living in peace and freedom. This is my 
perspective. Talking about such questions, one should not just focus on 
the economic side only. That would be too shortsighted. 

It is simply a fact that North Korea’s territory presumably has natural 
resources. In the long term, regarding the agricultural supply and 
fishing industry, North Korea would be interesting. You have to 
consider that the military budget can be cut drastically very soon 
afterward.

One also has to consider that North Korea hardly has any foreign debts. 
So in case of unification, the average debt of Korea will decrease. Such 
a consideration also has to be recognized.

That is why, in my opinion, one should concentrate on planning ahead: 
what infrastructure will be necessary, such as roads, railways, ports, 
and airports. There is an endless list of what has to be built. The latest 
technology has to be brought into the country. In 5, 10 and 15 years, 
all things that are considered normal here in South Korea hav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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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in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as well. So, South Korean 
companies will have an endless amount of work to do. This will be a 
huge task.

It will be also interesting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I can imagine 
that a unified Korea will give rise to a development one can only 
dream of. But one should not have too many illusions or too high 
an expectation, because when we observe the political situation 
worldwide, there is a lot to indicate that it will not go as planned. And 
I can only hope that a peaceful development of the world policy will 
prevail, especially with Korea’s neighboring countries. What I mean is 
that China is getting stronger and gaining more influence. That is why 
one should not hesitate to reunify as soon as the opportunity presents 
itself. That is why these have to be thought over and considered.

The second problem, which was so difficult in Germany, is that if you 
have different level of wages, there is the tendency for people from 
the low wage territories to try and move to the other territories, from 
North to South, respectively. Companies here in the South would 
sure be happy to have a larger workforce. But North Korea cannot 
become de-populated. It must not become a poorhouse. It has to turn 
into a dynamic region. In a free country, one cannot build barriers, one 
cannot erect fences, but one has to be creative in controlling the flow 
of people.

In connection to this, I think I should mention that the housing stock 
(real estate) is an important point. In North Korea, living conditions are 
surely bad. If you modernize the housing stock (all the flats) with the 
means that are available and hand out the modernized flats very cheap, 
maybe even privatize with low interest loans, the housing costs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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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much lower in the North than in the South. If one expects wages in 
the North to rise in the years following unification, this will also be a 
reason not to move to the South, but to stay.

What is especially important is to make sure the young generation 
does not emigrate completely. Another means is agriculture. I believe 
that organizing cooperatives or privatizing is a good idea. Everywhere, 
best results have been reached with that strategy. If they become self-
employed farmers working on their native soil and on their own land, 
they will not move and we will have good results.

And thirdly, which also applie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many could start a small business, open up a crafts business. There 
are also lots of smart people in the North. They, too, will be inclined 
to stay where they are and not move. That means these aspects have 
to be more developed to guarantee that North Korea will become 
dynamic and develop and that the population joins forces to succeed in 
a prosperous unification.

Having said all this, I would like to conclude and leave you with this 
statement. One cannot know the day and the hour of reunification. It 
can take a long time, but it can come also very rapidly. If you do not 
recognize this constantly, you will get disappointed at some point. If in 
the end unification comes anyhow, the quicker the better. As the former 
Prime Minister expressed in his excellent speech, one needs to be 
lucky. No one knows what will happen in the Korean Peninsula. I also 
recommend praying to God that unification may come soon in peace 
and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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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German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Rolf Mafael
Ambassador of Germany to Korea

Ladies and gentlemen,

I am pleas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you again. In fact, I 
am replacing Professor Paqué, a man much more knowledgeable than 
me about the issue at hand, which is economic integration, specifically 
the integration of eastern Germany into the global economy. Professor 
Paqué gave me his papers, so I will be following more or less his ideas. 
But along the way, I will add some examples and ideas of my own 
which I gathered over recent years during which I was a very frequent 
traveler to Dresden and got to know the companies there.

I shall cover in my address three different elements. First of all, I will 
talk about the situation of the East German economy and industry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Second, I will then talk about the 
ways in which East Germany has developed over the past 20 years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ccessful in integrating into the global 
economy. Finally, I will cover whether or not there are some points that 
could be applicable to Korea. 

Special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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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hat was the setting and situatio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 should first mention that we in Germany had a very 
particular situation immediately after the Berlin Wall broke down. 
We had a unique chance for reunification, but at a time when Russian 
Soviet troops were still on our soil. It was a time when people were 
walking around in East Germany with the slogan, “Either you bring us 
the West German mark or else we will go to the West German mark.” 
This meant we had to either manage this reunification very quickly or 
else there would have been a mass exodus from East Germany. 

We saw this kind of mass exodus in 1961. There was a large worry 
that rather than becoming a reunified country, we might end up with 
two countries being even more separated than they were. This is the 
background. It helps explain why Chancellor Kohl and the German 
governments took such radical decisions, as they did, with the 
economic, monetary and social union. The decisions were negotiated 
within six months and came into force within nine months of the Berlin 
Wall coming down. 

The consequences of these very radical decisions and this call for the 
West German mark from the East German population were manifold. 
There were some decisions that from a purely economic standpoint 
you could easily criticize. But then from a political standpoint, they 
were correct.

One of these was the exchange rate ratio of 1:1. This ratio applied 
to wages. It applied to pensions. It also applied to subsidies. 
Consequently, wages in East German industry, which were at roughly 
7% of the West German level, rose within one year to 35%. In the next 
year, they rose to 50% of the West German average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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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ne hand, it means there was an enormous increase in wages. 
But on the other hand, East German companies then began to do their 
books in standard German marks. This made their products much more 
expensive. These two changes led to an almost complete, immediate 
breakdown of East German industry. Within one year, it lost 66% of its 
production capacity. 

As you can see, there were two elements. First, the internal market in 
East Germany broke down. People wanted to buy West German goods. 
Second, the traditional markets for East German goods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were lost since they were not ready to pay the 
higher prices. As a consequence, we faced a situation where, in the first 
year, there was a complete breakdown of industry.

How did things continue afterward? There was the monetary union. 
There was the privatization. There was the big program to rebuild 
eastern Germany. The privatization program saw, in about four years, 
the complete privatization of the traditional state-owned East German 
industries. In some cases, this was a success. In some cases, they 
needed more time. And in some cases, the private sector was pushed 
aside by recipients of state financing. The start was a difficult one.

But over time, the people understood that their production costs were 
too high and that their wages were too high. If you look at the overall 
time period from 1990 to 2010, you will see that East German wages 
rose at a slower rate than wages in West Germany. You will see that 
productivity of East German industry continuously improved, up to the 
point where most companies today are highly competitive at a glob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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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ame time, governments decided to really focus on a few 
locations and a few industries. One of them was Dresden and the 
semi-conductor industry. By most measures, this particular one has 
proven successful, though a few speed bumps were hit along the way, 
for example, three years ago when Qimonda went bankrupt. Another 
successful government-led cluster is in Saxony-Anhalt with the solar 
industry. And another one is in Thuringia focusing on the optic industry 
with the company Jenoptik. 

What was left after reunification? Basically, the brains remained. The 
quality of skilled people, the technicians and the engineers. They were 
the ones that re-built the eastern German industry. This is true for 
Dresden as much as it is for Thuringia or other areas.

If we look in terms of numbers, we can see today that there is still an 
east-west wage ratio, where easterners earn generally two-thirds of the 
wages in western Germany. If we look at the unemployment figures, 
we see they have been decreasing constantly between 2005 until now. 
If we compare them in detail, we see that, for example, in 2007 it was 
16.8% in eastern Germany and 10.5% in western Germany. Now, it is 
11% in eastern Germany and 6% in western Germany.

From this, there are two conclusions. If you compare the eastern and 
western parts of Germany,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gap. But if 
you compare the eastern part to the rest of Europe, the picture looks 
completely different. Eastern Germany’s unemployment looks rather 
positive on a global scale. The fact that the western German economy 
has grown enormously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if we want to compare the two unemployment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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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we are now at 68% in 
eastern Germany compared to 100% in western Germany. If we look 
at the role that industry plays in the overall economy, we see that in 
eastern Germany it has risen from 11% to 17%. In western Germany, 
it went from 21% to 25%. Again, if you compare eastern and western 
Germany, you would conclude there is still a gap. But if you compare 
eastern Germany to, say, France, Italy or the UK, you would find out 
that the level of industry is much higher in eastern Germany than in 
any of these countries. 

Overall, the conclusion can be that over a period of 20 years, we seem 
to have done a fairly good job in bringing eastern German industry 
into the global economy. There are specific elements where one could 
say there are deficits, compared to western Germany. One is the R&D 
base. It is remarkably weaker in the east than in the west. Another one 
is that the east’s export share of its products is still weaker than in the 
west. So there seems to be some kind of east-west gap. This is not only 
true for the two parts of the German economy. This is also true, in the 
same elements, between Eastern European countries—like the Czech 
Republic, Slovakia and Poland—and western Germany.

If we come to the question whether any conclusions should be drawn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for Korea, I would mention that 
the initial setting is completely different. Therefore, the decisions on 
such issues as monetary and social union are not necessarily to be 
repeated in this different context. If there is more time, there should be 
different rules on monetary union. If there is more time, the question 
of a social un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Korea, could be responded 
to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he issue of property rights should 
be solved early on, from the very beginning. Fourthly, the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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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hould be different. If there is more time, people should 
know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it will need roughly 30 to 40, 
perhaps even 50 years, until the same level of wealth and well-being 
can be achieved in both parts of the country concerned. 

In conclusion, if these elements are taken into account, there may be 
excellent or much better chances to re-industrialize North Korea than 
has been the case in eastern Germany. In eastern Germany, as deputy 
minister Carstens mentioned this morning, it was very difficult to get 
any foreign investor. Why? Investments in Poland, Hungary and the 
Czech Republic, who had opened their markets at the same time, were 
much more attractive financially than investments in East Germany. 
So we were in a particularly difficult situation which is not the same 
situation you will see here.

You also have natural resources in North Korea. You will need a kind 
of working bench—an industrial site—for South Korea, anyway. So 
there are many elements that suggest there may be fairly better chances 
for re-industrializing than may have been the case in eastern German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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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

North-South Relations:
Present Situ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er: Brad Babson Chair, DPRK Economic Forum, Johns Hopkins University

The timing of this conference is really excellent. As we all know, there 
are very good prospects in 2013 of having an opportunity to realign the 
South-North relationship. This opportunity comes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and a relatively smooth transition of power in 
the North. The new regime in the North has set its new policy sails.

I believe that 2013 presents an opportunity for a real reset. Relations 
are at such a low level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to re-think what the 
right way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for the future is, given the 
lessons of experience. Looking at a variety of conditions in the two 
countries,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really sets the stage to re-think 
the future of this relationship 

I would like to cover a few topics just as a reminder of historical 
factors as to what is really at stake here. I will talk very briefly of the 
present situation. I will mention some of the elements of transition in 
the North that I think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rethinking 
how to reframe inter-Korean relations. I will make a few commen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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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n elections and some of the domestic challenges in the 
South that are also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short term. I will 
talk a bit about the rise of China, what has been going on in Chinese-
North Korean relations, and what that means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 will talk a little bit about the US tilt toward Asia and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US. I will draw a couple of 
lessons both from the era of the Sunshine Policy and from the era of 
the last five years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 would 
like to end with a few personal suggestions of guiding principles 
that might be considered as ways to help think about reframing the 
relationship in light of all these considerations.

In terms of historical factor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inter-
Korean situation is not just a competition between Cold War ideologies 
and competing economic systems. There are still very deep, unresolved 
elements of what was a brutal civil war. The consequences of a civil 
war on societies and families run very deep and take a long time to 
work out. There is a deeper level of competition at stake in the inter-
Korean unification process.

This goes back beyond the Korean War to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 The occupation significantly broke down the traditional 
social and political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we have seen 
since is a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ach trying to rebuild 
what it means to be “Korean” in a modern world. Those are very 
different visions. 

Certainly, the view in South Korea and the US is that South Korea will 
win that competition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North to deliver the 
promises of becom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Mean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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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view is that it has succeeded in defending its system 
from the might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rough military 
deterrents, national character and fortitude and through the support it 
has received over the decades from Russia and increasingly China. It 
is going to take a lot to overcome these historical factors in shaping 
a unification process. A successful unification process will bring the 
two Koreas together in an embrace of brotherliness rather than as a 
resolution of a competition on one’s terms or the other’s.

The current situation is really at a low point. The high point was the 
1992 Basic Agreement. The two Koreas had a shared vision of ways 
to build their long-term future in very imaginative and cooperative 
ways. The historical process over the past 20 years has seen a lot of 
ups and downs. We are in one of the “downs” at the moment. The 
only major featu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at really seems to 
have survived the past five years is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lthough even that is encountering some issues.

I think 2012 has been a transition year. After the real escalation of 
tension and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starting in 
2010, we have seen a lot of rhetoric and antagonistic actions. North 
Koreans have jammed aircraft. There was the long-range missile test. 
South Korea fired warning shots at fishing vessels. The joint military 
drills have been rather aggressive. There was the recent announcement 
by South Korea that it will build a longer-range missile capability. Of 
course, the new terms of engagement that have been worked out in 
South Korea are also on this list. All of these, in many ways, scare the 
US.

Despite the nuclear issue, which we all care about, we are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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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more conventional risk of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one that could escalate out of control. That, I think, sets the stage for a 
feeling that the next era of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aim to try to 
calm things down and put things on a different path, though there have 
been some indications of an inter-Korean willingness to keep some 
doors open for civic groups and other organizations.

As mentioned, there have been some recent issues in the relationship 
that I think will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a new inter-
Korean relationship. One of them is the refusal by the North to take 
humanitarian aid on South Korean terms. After the loss of fertilizer 
and rice aid that took place over the past recent years, I think North 
Koreans are going to want to have more say about the ways in which 
the humanitarian aid relationship is constructed in the future. You have 
to be ready for that.

The other thing is that South Korea has raised the debt repayment 
issue. The initial rice transfers were done in the form of a loan. Last 
June, the bill came due. Whether or not that was done for face saving 
purposes at the time, the reality of it is that the two Koreas have to 
figure out a way to deal with this fact. Their humanitarian aid was, in 
fact, given in the form of a loan. No one really expects the North to 
pay it back. So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that? That is just one of 
the many factors that will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 would also like to say a few important things about the recent 
transition in the North. First, from my perspective, the hereditary 
transitions in the North are coming to an end. It is hard to believe that 
Kim Jong-un is going to remain in power by himself for the next 50 
years without a more collective approach to leadership in the North.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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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get run over by a truck tomorrow and I do not think North Korea 
has a Plan B for leadership succession, except that the diversification 
of power within the upper circles, within the family and within the 
leading institutions is a trend which is likely to continue. 

Second, as we are seeing in the internal talks that are taking place 
in North Korea, there is an opening now for a more diversified and 
decentralized system of authority. It might take root. They might be 
able to build up the role of the cabinet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economy. The Communist Party may play a less dominant role 
in the day-to-day affairs of running the country. The “military first” 
policy could be rolled back. With all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evolve toward a more decentralized way of decision-
making and wealth generation. That would be more compatible with 
the democratic and market economy of the South. That is a direction of 
change in North Korea that is worth trying to reinforce. 

Third, Kim Jong-un gave a speech at the opening of the Party plenary 
last April where he mentioned that the Party would no longer want 
the North Korean people to have to tighten their belts. There is a 
commitment being made very publicly to address the deeper and more 
populist issues in the economy. To some extent, it makes delivering an 
economic reform almost a legitimacy issue for this new regime in the 
North.

That changes the context for engaging the North. It is a reason why 
they may be more motivated to engage in economic cooperation in 
ways which will help them succeed in building a more successful 
economy than they have been able to build. It is very important on 
the South Korean side, if that opening really becomes possi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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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 focus on shaping an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that will 
help them get the market economy to work, adopt normal business 
practices, and have incentives to reduce tensions.

In terms of South Korea’s upcoming election, we all know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whoever wins is likely to open up a period of re-
thinking of policy toward the North.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there 
will be somewhat more engagement in whatever policy emerges, 
though it is not clear what shape that will take. The direction is one that 
provides an opening on the South Korean side.

Looking at things from the South Korean perspective, as you all know, 
the general economic growth outlook is not great. We see a weak 
international situation. Markets in Europe, the US and I would even 
say China face some potential economic issues. There are mounting 
tensions in labor relations, too.

Concerning inter-Korean relations, as we look forward, the interesting 
fact is that starting next year the South Korean labor force will begin 
to shrink. As the labor force here shrinks, one of the issues for this 
economy is how it deals with contract labor coming in from other 
countries. How does this economy look at the prospect of expanding 
economic relations that engage North Korean labor? This could help 
deal with the labor shortfall issues that South Korean companies will 
face. I am sure that will factor in at some level during the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of Gaeseong and other such South Korean economic 
and commercial relations with the North.

Before I move on to China, I would just like to mention that there will 
be both macroeconomic and fiscal challenges that the Sou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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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will face. The debt issue is something that is on the table 
at the moment. Whatever government comes into place here, it will 
be cautious about budgetary impacts of future economic policies with 
North Korea, especially in the short run. 

The rise of China is an issue making headlines all over the globe. If 
you stand back a little bit, you can see that both Koreas are vulnerable 
if China has some kind of an economic crisis. Any problems there 
will affect both Koreas. Given the extent to which North Korea has 
put most of its eggs in the China economic relationship basket, it is 
extremely vulnerable to a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in China. It is 
one reason why both Koreas could find some common cause in trying 
to hedge against the risks of downturns in the Chinese economy. These 
would allow them to rebuild a stronger economic relationship, which 
would be in both countries’ interests. 

The other question that we know of is in the papers every day. There 
are various stories about Chinese hegemony and behavior in maritime 
disputes in both Northeast as well as Southeast Asia. This evidence of 
Chinese nationalism and hegemonic behavior triggers the old “shrimp 
among the whales” feeling of vulnerability that is deeply ingrained 
in both Koreas. It also stands as another reason why the two Koreas 
might want to spend more time thinking about their common interests 
in hedging against their longer term risks of being overly dependent on 
the Sinosphere as China grows in power. It is clear to me that China will 
not object to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They have an interest i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both Koreas, regardless of whatever leadership changes take place in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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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one final note on China. My belief is that China is very happy 
with the way things are going in North Korea. Chinese leaders are very 
happy that North Korea is moving toward a more collective communist 
party leadership method that is more stable and more able to manage 
issues, rather than relying on a personality-based culture. China is 
happy with the fact that the political “military first” politics might 
be coming to an end with the Party being placed in a more powerful 
relationship to the military. I think China is happy that the cabinet in 
Pyongyang has been given more authority to manage the affairs and 
maybe become more rational in developing the market economy.

All of those things fit China’s idea of where they see North Korea 
heading. That is something I think South Korea needs to take into 
account. As you think about refram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Chinese relationship has become very much deeper on multiple fronts. 
That is a factor that is going to be in the background no matter what 
the two Koreas’ reunification process will be.

Concerning the Sunshine Policy, there are some lessons we can gleam. 
The hallmark success of the Sunshine Policy was the fact that you 
were able to achieve simultaneous and multi-dimensional engagement 
with North Korea. You could relate with them on Gaeseong, on 
Geumgang, on processing commission trade, on family reunions, on 
military-to-military consultations, on cultural collaboration and on 
sporting collaboration. That multi-dimensional simultaneous aspect 
of the Sunshine Policy was a very positive thing. You ought to try to 
get it back. It is really important for the long-term unification process. 
Reducing tensions can provide for real progress on joint projects in 
those areas where you can define mutu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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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big problems with the Sunshine Policy have to do with, one, 
the cash-for-concessions policy. Under this policy, the South provided 
money either directly or under the table to get North Korea to do 
things that South Korea wanted it to do. All that did was to reinforce a 
corruption mentality and a sense in the leadership in the North that they 
can just grab foreign exchange and make these kinds of deals. That is not 
the kind of relationship that will lead to reunification. It has to be a more 
business-like relationship based on genuine understanding of mutual 
benefit and mutual interest, rather than bribing them to do the things you 
want them to do.

The second big problem with the Sunshine Policy is that an awful lot 
of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under the Sunshine 
Policy was state-to-state. This included the fertilizer and rice aid 
and the Gaeseong project. These economic relationships essentially 
provided support to prop up the existing system in Pyongyang. These 
projects provided cash and foreign exchange to the leadership to 
help them maintain the existing patronage system in the North. They 
also provided commodities state-to-state that basically propped up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rather than allowing the markets to 
satisfy the distribution of rice to the population. This created a way 
for the clique in Pyongyang to hold on to some of the tools of control 
that we would like them to walk away from as a matter of policy. 
We want to see the markets work. We do not really want to prop up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for a large majority of North Korean 
people. We want to reinforce what China has been doing in its own 
economic relationship: stimulating the markets and the role of top-
up marketization. I do not think there was very much in the Sunshine 
Policy that supported tha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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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lessons for the future? First, go for a more multi-
dimensional relationship. In any future relationship, trade and 
investment should be much more important than aid. Get enterprises 
to interact directly with each other. Get civic groups to interact 
directly with each other. This will be more beneficial to build the kind 
of economic relationship that will be more meaningful under any 
unification process and much more beneficial than relying on state-to-
state aid. 

I have one more final note. There are some lessons from what I call the 
recent era of conditionality and reciprocity. The positive aspect of that 
was that it encouraged the North to be more rational and business-like 
and to get away from the cash-for-concessions type of relationship. 
The negative aspect of that recent era was that there were a lot of “wolf 
in sheep’s clothing” situations. There was a new offer of large scale 
economic assistance, but it felt as if the real intent was to squeeze 
the North into submission. The roll-back of virtually al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xcept for Gaeseong, sent a big 
signal to the North about what they perceived were the real intentions 
of this policy.

One of the legacies of this era is that it really forced North Korea to 
look to China much more, not only for economic but also for political 
support. It makes the task of unification much more difficult because of 
the investment that has now deepened in the Chines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t multiple levels.

One way to approach this is to try to reach a more common vision 
with China about how to manage the North Korean future,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economic aspects of that future. There need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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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coherence in economic engagement policy among the Chinese 
effort to support marketization, enterprise-to-enterprise activities and 
investment, despite the problems that it poses for Chinese enterprises 
and investors. There needs to be more coherence in ways to relate to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is is important to think about.

In summary, first, shaping a future political and social order on the 
Peninsula should be a Korea-led process. I do not think anyone in this 
room would disagree with that. While China and the US are guarantors 
of the security of the two Koreas, they simply cannot be expected to 
provide leadership on a unification process.

The aim should be to try to replace reliance on overt military face-
offs and tensions with multi-dimensional partnerships and mutually 
beneficial inter-dependencies. In this regard, a peace accord would 
be an important step to consider moving forward in some exploratory 
discussions. It is very important for long-term stability. In any new 
phase of talks, there needs to be some removal of obstacles and some 
taking advantage of opportunities to move toward a peace accord. This 
is particularly true given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North’s nuclear 
program. A peace accord needs to be thought about and elevated on the 
agenda.

The best strategy in dealing with the North is to encourage them with 
patience to make their system a little more compatible with the South’s. 
Going down the road of decentralization; trying to get markets to work 
better; trying to have a more decentraliz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allowing people to have stake in the way in which they 
invest their time and resources are all in the direction that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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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This is a long-term process. But that kind of strategy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simply trying to be a nice older brother, giving 
them a lot of handouts to keep their system going.

It is important to try to find a way to reduce North Korea’s need 
to require an enemy for regime legitimacy. If they do not need an 
enemy and if they can focus on economic performance as the primary 
legitimacy for the regime, it would make it an awful lot easier to find 
political space to do things that are going to be in the long-term interest 
of unification.

I would also rely more on commercial and civil interactions, rather than 
government-to-government transactions. In the long-term, that is going 
to help create the kind of conditions that our friends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morning. It would be more conducive to a merging of the 
systems if they can move down that road with your help over the coming 
years. 

Working toward a more multi-lateral consensus on a vision for North 
Korea’s economic future would greatly help. It just does not add up 
if you compare South Korean economic engagement policy, Chinese 
economic engagement policy, what the US is doing in terms of 
sanctions and disengagement and the way in which many European 
countries are trying to reach out and help them learn how to make 
the world work. It would be desirable to find a more common vision 
about what direction of economic change would be desirable. More 
coherence in economic engagement policies would be desirable.

In conclusion, one, North-South relations are at a historically important 
juncture. The moment is critical. You have a chance to reset in 2013. 



309

It is an opportunity to realign relations. Both sides seem to be ready to 
engage. There is wariness on both sides. Nevertheless, coming up on 
both sides, there is a willingness to engage. Two, taking stock of long-
term factors and the current context are worthwhile at this time. There 
are debates about what is the right way to reshape the relationship. 
Now is the right time to be having these discussions, both in Seoul and 
in Pyongyang.

I hope these debates will lead to more clarity of vision in both 
countries, so that the relationship and the process toward unification 
can be put on a path that the two Koreas feel would really help them 
down the road toward unification and that the rest of us can support in 
supporting roles.

 

Presentation 2
...........................................................................................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Presenter: Ho-Yeol Yoo Professor, North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What I will discuss or take a look at, in addition to the Sunshine Policy 
which Dr. Babson talked about, is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It, like the Sunshine Policy, can actually be 
assessed as a policy of win-win coexistence or mutual reciprocity.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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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it can also be explained as a policy that approaches North Korea 
with strategic patience. I want to take a look at these two policies with 
balance, so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at this point, with only sixty 
days remaining until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for not only 
the candidates but also the Korean people and people in neighboring 
countries to gather our wisdom to develop South-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Firs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historically, the South-North 
relations have been very complex, and it is not just about the policies 
on each respective side. The South-North relations are deep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surrounding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very much linked to the situation in each country’s respective internal 
or domestic politics. During the Cold War period, it was primarily 
about attacking each other’s regimes, but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South-North relations have progressed. This is especially because we 
saw the unification of the two Germanys. As a result, the two Koreas 
experienced changes in their vision of unification, which has created 
this complex game that we see today.

I think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not one that pressured the North. The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olicy was a pragmatic and flexible 
approach. However unfortunately and unpredictably, the situation did 
not turn out as expected. The South-North relations in the past four 
and a half years provide for a good example of this situation. The 
denuclearization part of the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olicy is 
not a precondition as North Korea claims and the government has tried 
to explain this on numerous occasions.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tried to discuss mid- to long-term plans for reform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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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of North Korea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stipulated in 
the plan, also attests to this. Whether it is assessed in this manner or not 
is a subject that will have to be discussed among scholars of the future. 
Only history will tell. 

Also, the Six-Party Talks were the only framework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they came to a halt in 2009. This is not 
because of North Korea alone; it is not just their problem. There were 
also problems with the other countries involved. In particular, we can 
say that it is a situation that was created from a competition that began 
to develo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 this reason, it 
would not be right to put the blame on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alone for the current relationship with the North. It would be 
making a mistake of not being able to maximize the lessons from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policies of this administration 
during the last five years, and also that of the Sunshine Policy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fundamentally a problem that 
involves policy as well as circumstances. In North Korea during the 
last four and a half years, there were the breakdown that Kim Jong-
il’s deteriorating health brought about and the change in regime and 
power after the death of Chairman Kim at the end of last year. Without 
accurately, rationally, and objectively explaining this situation, a proper 
direction for the South-North relations will not be able to be set. 

I believe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is not unstable. The 
power transition to the third generation to Kim Jong-un was carried out 
smoothly and the regime looks as if it were settling down. But it is too 
early to say whether the Kim Jong-un regime will carry out polic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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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ble manner. For this reason, the uncertain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be a factor in the South-North relations and policies toward 
the North.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not to create self-
contradicting positions. 

This year and early next year there will be many changes among world 
leaders. It is almost certain that Xi Jinping will become the next leader 
of China and Obama is in a very tight race for a second term. In France 
and Russia, as predicte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 situation has 
changed. Changes in world politics and the changes in power at the 
end of this year and early next year will greatly affec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two tasks that we must solve to improve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what kind of South-North relations 
policy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First i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hen the Kim Jong-
un regime came to power, it stipulated in its constitution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country. So even if the Six-Party Talks resumed and 
the process was to be restored, it would still be difficult to solve the 
nuclear issues on a short-term basis. 

Next is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important.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been carrying out its July 1 measures from 10 years ago and its 
June 28 reform policy. But such economic reforms are fundamentally 
very much linked to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o there is the 
negative view that the North Korean economic reforms and openness 
will not take place as smoothly as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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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is a couple of things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future of South-North relations. 

[figure 1-1] 2012 Presidential Candidates 

This is a picture of the three presidential candidates. The thing that 
we are most curious about is their North Korea policy. However, none 
of them made public a North Korea policy or policies concerning 
diplomacy,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We can take a guess 
of their inclinations, but the three candidates so far have shared 
similar views on all kinds of policies, even policie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This is the position they are showing and it is hard 
to see their policy differences. For this reason, we can say that when it 
comes to the South-North relations, with upcoming election, there is 
also uncertainty in South Korea. It is very difficult for us to predict the 
South-North rela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I would like to touch upon the four tasks that next future government 
must undertake regarding the South-North rel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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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hen the new government takes power at the beginning of its 
term, there will be a need for goo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at goes beyond partisan lines. However, we have seen during the 
last 15 years that when it comes to making major policy decisions, 
it is impossible to move even one step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has been our reality. It was like that for the 
Sunshine Policy as well as fo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ies. No law on South-North relations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f we look at the composition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it is almost equal in proportion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o it is predictable that trying to carry out any 
policy with law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close to 
impossible, no matter which side takes office as the new government. 
We should realize that major policy changes must be backed with the 
appropriate laws, and thus, no major advancements can take place 
in North Korean policies if this does not happen. With this in mind, 
policies and efforts must be made to persuade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the May 24 measure will be the touchstone that will determine 
how the South-North relations will advance in the future. The current 
government will continue the May 24 measure. However, if the next 
government decides to do away with this measure at the beginning of 
its term, it may send North Korea the wrong message. For this reason, 
the next government must have a very clear and strategic position on 
the May 24 measure. 

Third, regarding South-North relations, North Korea continues to 
dem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 Peace Declaration. If the ruling party gets re-elected, it 
will probably inherit the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but lea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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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flexible conversation with the North. However, if the opposition 
party takes over, it will renew relations with the North, inheriting the 
two agreements (June 15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 Peace Declaration). 
However, just as there is already much controversy about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ey will need to come up with close to US$10 
trillio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s. How will it be 
possible to do that? This will be a major challenge.

Lastly,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closely connected with 
our neighboring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 election in the US will 
influence the situation and policies by the new Chinese leadership will 
also affect the future of South-North Korea relations and North Korea 
polici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outh Korea is in a position where it 
cannot neglect relations with either the US or China. If we were to 
take the path of the Sunshine Policy which said “So what?” with anti-
American sentiment as a lesson from the devil’s advocate, the new 
government must put sincere efforts to revise the path of Lee Myung-
bak government’s US-centered alliance policy. 

Discussant: In-Taek Hyun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I have three very brief questions and comments. First, as both 
presenters already explained, the current movement by the new Kim 
Jong-un regime is noteworthy. For instance, they tried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by holding a briefing session in Beijing. They also tried to 
enhance the distribution system, giving farmers some incentives. They 
know the problems, but I wonder whether or not they know the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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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es.

They tried the same thing two or three years ago. Some of you may 
remember that in 2010 Kim Yang-gon, the North Korean minister of 
unification, established a joint venture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He 
then became chairman of that company. However, the achievement was 
nothing. They could not induce a single case of foreign investment. 

Another good example is the so-called currency reform, or 
devaluation, in 2009. I think the currency reform was not aimed at 
market or economic development. Quite contrarily, it was an attempt 
to control market elements spread by the free market. The outcome 
was a complete failure. Because of this, Park Nam-ki, the then finance 
minister, was executed. I think these all show a systemic failure, not 
a human failure. No matter what kind of policy they try, unless they 
try to do genuine reform or structural change, it is not likely to be 
successful. 

Under the new leadership, which is much weaker than the previous 
one in terms of power base, North Korea is now actually trying to do 
something, as the examples show.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it 
will be successful. The more fundamental question is if the Kim Jong-
un regime, given its collective type of power configuration, can do a 
structural reform or change.

Second, the essence of the North Korean question is the nuclear 
question. All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question 
come from North Korea’s intransigence on the nuclear issue. Let us all 
understand that for the North Korean leaders, nuclear possession seems 
to be the primary goal of this “military first” nation. Especial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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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military will not give up its absolute weapons for regime 
survival. The nuclear issue has been, and will be, the focal point for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question. If we cannot control and 
cannot solve this problem, there will be no actual peace o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and can the new Kim Jong-un regime be more future-oriented 
than the previous regime? There have been no major developments on 
the nuclear question over the past five years or so. The reasons are that, 
as we all know, there was the second nuclear test, the attacks on the 
ROKS Cheonan and the attacks on Yeonpyeong Island. As a result, the 
Six-Party Talks were not properly working. 

One of the major North Korean internal aspects that we cannot 
disregar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the military. If we 
go back to the situation in 2008, 2009 and 2010, it is much easier to 
understand. As you know very well, Kim Jong-il had a stroke in 2008. 
In early 2009, in April and May when Kim Jong-il’s health was not 
quite good, North Korea conducted a missile test and also a nuclear 
test. In 2010, they attacked the ROKS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They revised the constitution, making the Military Defense 
Commission the highest organ of the state in North Korea. The military 
has become much, much stronger than before. The leadership must 
somewhat fear this shift. Kim Jong-il had a clear goal at the time. He 
had to transfer his power to his successor. Therefore, he had to rely 
on the military, either cooperating or coexisting with them. Now, we 
have the Kim Jong-un regime. It seems much weaker than his father’s 
regime. Can we expect some kind of development on this issue? 

Lastly, the role of China is the essential factor in resolving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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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al wisdom is that China has two major purposes which 
it believes are not easily compatible. China believes that too much 
pressure on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might bring 
about the North Korean regime’s collapse.

However, are these two goals really incompatible? Does the 
dismantling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definitely lead to 
regime collapse? The North Korean military surely thinks like that. But 
China’s strategic position is different. China is also opposed to North 
Korea’s nuclear position. The problem for China i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seems too weak and they fear that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the regime will collapse. 

The Xi JinPing regime in Beijing will endure for the next ten years 
or so. It will probably review its policy on North Korea, including 
the nuclear one. I do not know whether the new regime in China will 
follow the previous policy as it was, or initiate a new creative policy 
on North Korea. We need a more positive, active and creative Chinese 
role to solve the nuclear questions.

Discussant: Chung-In Mo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Yonsei University

Thank you, Professor Babson, for mentioning the Sunshine Policy. To 
begin, let me respond to your criticisms of the said policy.

First, cash-for-concessions only existed under the presidency of Kim 
Dae-jung. There were no such concessions during the Roh Moo-hyun 
period or afterwards. North Korea has now been educated abou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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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They know they cannot get any more cash.

Secon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as not made solely by 
South Korea. It is for mutual gains, specifically for ou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s Deputy Minister Carstens pointed out, it 
allows South Korean firms to enjoy the low wages of North Korea.

Third, do not try to change North Korea using the word “change”. You 
can only change North Korea if you do not use the word “change”. 
That is very important. North Korea is not a normal state, as we all 
know. But we just try to treat them as a normal state. That is the best 
way to build trust and enhance changes in North Korea, particularly for 
opening and reform. 

Beyond the Sunshine Policy, I agree with all of this morning’s 
presenters. We have a crisis when it comes to peace. How do to resolve 
that problem? We have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build 
trust and try to come up with some new momentum for peaceful 
coexistence. There are no other choices. 

Yes, we have stalled exchanges between corporations. How can 
we solve the problem? We can start with the resumption of the Mt. 
Geumgang tourism industry. At the same time, we have to have some 
very serious deliberation about how to suspend the May 24 activities. 
We have learned that sanctions do not work, particularly when China 
is factored in. Keeping that in mind, we have to really reexamine the 
utility of the May 24 activities.

Third, as all the presenters argued, we have a crisis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is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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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er and stronger. North Korea’s delivery vehicle capability, that 
is, its missile delivery capability, is being strengthened. Now, it is 
known that North Korea has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too. Once 
North Korea begins to develop uranium enrichment capabilities and to 
possess uranium bombs, although not plutonium bombs, we will have 
encountered a really serious and nightmarish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at, we need to resuscitate the Six-Party Talks process immediately 
after the new government starts. The Six-Party Talks work. Let us 
very carefully go back to the September 19th Joint Statement. It had 
all the good elements. Let us go back to the February 13th Agreement. 
North Korea complied up to the second stage. The first stage entailed 
the shutting dow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and opening up for inspection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North Korea did that. They disabled nuclear facilities. 
It is not an insignificant progress. This is a profound progress. We can 
start from that point again by resuscitating the Six-Party Talks. It is too 
early to dump the Six-Party Talks. It is lik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It is not a good idea. I still believe in the Six-Party Talks 
process. 

Concerning China, ye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rise of China. 
How should we handle it? We have to pursue a more balanced 
diplomacy. Germany was very smart in dealing with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United Kingdom and 
even France. We have to have that kind of wisdom. We have a lot 
to learn from Bismark from 1870 to 1890 when he pursued a very 
balanced diplomacy and brought Germany into the center of European 
diplomacy. He also made Berlin the diplomatic hub of German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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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do that if we have good wisdom, prudence and imagination. 

What are my suggestions? Principles are important. But the end goal 
is more important than principles. What is the goal? It is to enhanc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at, we need to 
employ pragmatism. 

What should be the basis of pragmatism? First, we have to separate 
politics from economics. If both of those factors intertwine, we cannot 
make progress. In Korea, as long as North Korea exists, we cannot get 
rid of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Our best strategy should be to 
minimize conflict while maximizing cooperation. That being the case, 
the separation of politics from economics is a very important pragmatic 
principle to guide our constant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lso, start with easy things and solve difficult things later. We cannot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t once. If we try, we become 
captiv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quagmire. If you start with easy 
things, lik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commercial 
transactions, you can move on to politics, military and even nuclear 
issues. Building trust is an easy step. As long as you engage in easy 
things first, trust will prevent  further escalation of military conflict and 
the nuclear quagmire.

Third, as Professor Babson pointed out, citizens, civilians and NGOs 
must go first. The government can follow.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o be the first to engage with North Korea. If we have open inter-
Korean relations and have channels into North Korea, the government 
can simply follow. The government-to-government talks can come 
later, after civilians, NGOs and firms pave the wa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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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monopolize inter-Korean relations.

Fourth, economics should be the engine of resuscitating inter-Korean 
relations. Businesses and firms are the best ways to rebuild trust with 
North Korea. Of course, North Korea should come up with all sorts 
of reforms. As Professor Babson has argued, it has to have some 
transparency in economic data, cultivate a new entrepreneur class 
that can handle capitalist transactions and reform the major economic 
institutions. But those will overdo i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ried. They tried in July 2002. Those 
basic policy guidelines have not changed yet. Therefore, if you could 
utilize economic agents as a way of fostering change in North Korea 
and foster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would work. 

Finally, we must mention reciprocity. Reciprocity has two faces. If 
you look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t has three major 
principles. The first is non-discrimination; the second, reciprocity; 
and the third, transparency. But the WTO’s reciprocity is the so-called 
“diffused reciprocity.” You can give first. You can take later. You 
cannot balance out every trade transaction. On the other hand, you can 
think about economic and mechanical reciprocity. I give you US$100. 
I take US$100 worth of goods or services from you. 

But in dealing with North Korea, “diffused reciprocity,” as embodied 
in the WTO’s principles and norms, seems to be more effective than 
mechanical reciprocity. Give first. Take later. This will change inter-
Korean relations and open new horizons for joint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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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Michael Funke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mburg

Let me make one remark at the beginning. The overall topic of this 
conference is unification. The subtopic of this session i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first issue I would like to raise is unification and the timing issue. 
From a German perspective, it is fair to say that no one expected 
German reunification to occur in 1990. Even in 1988, no one expected 
German reunification. Actually, even in the summer of 1989, no 
one expected German reunification. I do not want to blame political 
scientists for being bad in this.

Economists are usually blamed for not predicting recessions, and 
climate people are pretty bad at predicting the future climate. They say, 
“It is warming,” but that may mean anything from one to six degrees, 
an incredible range that makes a huge difference in terms of living. Did 
anyone predict the uprisings in Northern Africa this year? Afterward, 
everyone was very aware of good reasons why this should have 
happened. But ex-ante no one actually predicted it. We have to admit, 
we are all pretty bad at these kinds of predictions. Therefore, I do not 
think we should talk about that. Let us just talk about unification and 
some challenges which are arising or may arise.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communicate two things. Mainly, 
I would like to talk about migration. This is a big issue. This is an 
issue that is not taken into account in a proper way. I would like to 
communicate that migration is not just a challenge but actually a big 
opportunity. 



324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background of what we have done 
in terms of formal modeling, I did a piece for The Economist magazine 
in December 29, 2010, print edition. It is titled, “Parallel economies”. 
I will not go over the details here, but for anyone interested in the 
subject, just type my name into the search function at The Economist’s 
website.

When you talk about migration, you have to take into account what 
the effects of migration are. Will migration actually occur? Yes or no? 
What are the effects? What has happened in Germany? In Germany, 
so far, about 10-15% of the population has moved from the east to the 
west. There are slight differences across states, but on average more 
than 10% of the population has actually moved. There were different 
waves; a first wave and a second wave. In particular, people who 
moved were those who were young and better educated. The question 
is, “Is this good or bad?” The lesson I would like to communicate here 
is that this is something South Korea should actually encourage. You 
should be prepared for that. This is a big thing. You should encourage 
it. Why?

The reason why migration may help you a lot is that the costs of 
unification will be pretty high. The costs of unification in the Korean 
case will be much higher than in the German case. In the German case, 
since unification, we have been paying 5% of GDP per year in terms 
of transfers. This is about 10% of our tax revenues since 1990. Here 
are the rough background numbers: 5% of GDP and 10% of overall tax 
revenue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many more people are living in the 
North and that they are much poorer, German-style unificat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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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more or less unfeasible. To have a German type of reunification, you 
would have to transfer over the same period about 40% of your tax 
revenues. This is not feasible at all. 

If this is not feasible, what might help? One thing which might help 
is, actually, migration. If you assume that two million people, or 
four million people, or six million people, or eight million or even 
ten million people migrate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his would 
substantially reduce the burden of reunification. This is the lesson I 
would like to give. If “x” is the share of South Korean tax revenues 
going to North Korea, it can go down from 45% to about 30%, 
depending on how many people migrate. Migration is not just a 
problem. It is an opportunity to deal with reunification costs.

[figure 1-2] Regional Transfers (% of the South Korean Tax Revenues)

Secondly, people have to be prepared for this. I know from the German 
perspective that migration is also a political issue. Societies have to 
be prepared for this. Societies have to be prepared mentally for these 
kinds of issues. They have to be told that this will happen and that 
this is a good thing. Beyond the issues of reducing unific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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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echanism might be very helpful. If you have people migrating 
from the North to the South, you will probably have a lot of remittances 
going from these people back to the North. This will help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th.

Start with some dialogue on these issues, mainly inside South Korea. 
Th is implies you have to talk about how to deal with this with the 
civil society. Some kind of political confidence building within South 
Korea will be required. I can tell you from the German perspective that 
this will happen. You can try to avoid it, but you cannot avoid it. Are 
these people welcome? Are you promoting this? Are you helping these 
people find jobs? Are you helping these people to create the capital 
which is required for them to be productive in the South? I would say 
that a proactive approach in this respect would be very helpful.

Nevertheless, the passage to a market economy will be bumpy. It 
will take a long time. That is another issue we can learn from the 
German perspective. German politicians promised reunification would 
occur over a weekend or over a month. Chancellor Kohl made such 
statements. But we know that in the German case, East Germany 
started with a GDP per capita that was about 30% of the West German 
level. Now, we have reached about 67%. We have gained a lot. I 
mentioned we have paid a lot for this. But we have gained a lot, too, 
even though we are not yet where we want to be. 

The transformation of an economy like the one in eastern Germany, 
or in North Korea, will take at least a generation. In the North Korean 
case, because the initial conditions are much worse, it will probably 
take two generations. Again, that is a political issue for which the 
society has to be prepared. When politicians do not openly talk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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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t is a very bad start to reunification.

Some of my comments may sound negative. I would now like to make 
a positive statement. 

Despite these problems, Korea has a chance to avoid some of the 
pitfalls we encountered. Though we do not know when it will happen, 
being better prepared is one of the advantages. I can only hope that 
you take this chance, in particular, take the political steps required. 
Communicate these kinds of economic issues to a wider audience. 
Then, when the time comes, the right steps will be taken.

Comment: Brad Babson 
                      Chair, DPRK Economic Forum, Johns Hopkins University

I agree that it is impossible to think of a unification process that results 
in North Korea retaining control over nuclear weapons capability. That 
is a very fundamental difference from the issues Germany had to cope 
with in their process. 

Recent analysis among analysts in the US concludes that North Korea 
will have between 12 and 20 nuclear weapons by 2015. That is the low 
end of the spectrum. If North Korea had been militarizing its highly 
enriched uranium (HEU) program and if they were successful in getting 
the new plutonium power plant to produce weapons-grade plutonium, 
the number could be almost 50. 

We have lost the battle to prevent North Korea from becoming a 
nuclear state. We have to change the strategy. If we want them to 



328

denuclearize, we have to give them a reason to denuclearize. The 
answer is a peace accord.

The game has to change shape. Whether it is the Six-Party Talks or 
just strategic patience, letting North Korea continue to build its nuclear 
program while we sit on the sidelines and do nothing, or offer them 
rather meaningless economic inducements to make nuclear concessions 
is not going to work. 

It is important to rethink the way we want to engage North Korea’s 
willingness to change their security/economic equation. Helping them 
make the transition to look at economic development as their primary 
rationale for regime survival and legitimacy and thereby reducing their 
need to maintain an enemy and a nuclear stock in order to feel secure 
about their future is the challenge we face. That is a challenge primarily 
for inter-Korean relations. It is not going to happen unless you find a way 
to help them step down and look at their future in a very different way 
from how they have looked at it in the past and how they are looking at 
it now.

I put that squarely on the shoulders of South Korea. Seoul must come 
up with a strategy that will help engage North Korea. Seoul must 
help them walk down that road in sequential steps. Perhaps, they will 
begin with nuclear dismantlement or some other reciprocal steps on 
the security front. This will all be linked to a process of building up 
their confidence in an economic future that they feel will give them the 
security the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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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Ho-Yeol Yoo Professor, North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I think there are various scenarios for North Korea’s future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s Professor Hyun mentioned, the 
new North Korean leadership is weaker. There have been some reports 
about internal dynamics or cleavages among the top elites in North 
Korea. Therefore, it is time for us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future.

There is absolutely no reason for us to believe that North Korea could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under Kim Jong-un and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It is possible to make changes in North Korea 
and change the North Korean regime to meet our North Korea policy. 
The future agenda for us is to figure out how to make North Korea 
change. How can we make North Korean people believe they have an 
autonomous future with South Korea? This is important for any futur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think about engagement policies. It is one of 
the options we have. We must always be prepared for the alternative if 
we cannot make peace and unification at the same time.

Comment: Michael Funke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mburg

I would like to make at least one remark. What I do not really 
understand is wh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erman case and the 
Korean case are so often over-emphasized. Yes, East Germany had 
no nuclear weapons. However, the peace issue, for example, was as 
important in the German case as it is in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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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alled “2+4 Talks” started to prepare for the German 
reunification. A key issue in these talks was that a reunited Germany 
agrees to the western Polish border. Peace with Poland was a key issue 
that made the German reunification possible.

As a second point, the term “2+4” meant Russia, the US, the UK, 
France and, of course, both Germanys. In these peace talks, there were 
two who did not agree to the German reunification, namely, the UK 
and France. Essentially, in these kinds of talks, Russia and the US 
as well as the two Germanys voted in favor of reunification against 
the British and the French. This was the reality of the time. There 
was not some sort of consensus within Europe that led to Germany’s 
reunification. There were fairly difficult diplomatic issues which had to 
be solved to make the German reunification successful.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German 
cases, but these differences are more gradual than some people believe 
them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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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

Contemplating Unification

Presenter: Marcus Noland Deputy Director, PIIE

There are essentially two scenarios for unification. There is a gradual or 
consensual process which is what the two governments support. Then 
there is an abrupt process which would be more like the German case. 
With respect to the latter scenario, there are some potential differences. 
I would like to emphasize a couple of things here.

First of all, the establishment of civil order is critical. Just look at what 
happened to the US in Iraq. If you do not establish civil order, you will 
not get any kind of economic development.

Secondly, the rapid clarification of property rights is essential. Without 
clarification of property rights, you will not get investment. As former 
Deputy Minister Carstens observed earlier this morning, without 
investment you do not get growth. You do not get the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output or the spatial reallocation of activity that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 good news is that if you do have a kind of unification on the 
German model, it is good for the Peninsula. Indeed, in either scenario, 
it is good for the Peninsula. In either scenario, with unification, growth 
rates will accelerate and there will be a dramatic reduction in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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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d news is that it could cost up to US$1 trillion over 10 years, 
which is equivalent to about 100% of the annual GDP of South Korea. 

Concerning a gradual integratio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we support the notion of engagement as an instrument, not as an 
end in itself. We want to engage North Korea in order to encourage 
the evolution of North Korea in a way that would be more humane 
internally and less belligerent externally. 

The effectiveness of engagement is highly contingent on North Korean 
policy. We should speak frankly, as Mr. Funke was saying earlier 
this morning. The fact of the matter today is that North Korea has an 
absolutely terrible business enabling environment. It is tied for worst 
i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poll on corruption. South Korea’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largely underpinned by South Korean 
direct and indirect public subsidies. If you remove those, North-South 
engagement would collapse. We need to be frank about this.

From the standpoint of South Korea, if you had significant engagement 
with the North, product market effects would be relatively minor 
because the North Korean economy is so small compared to that of 
South Korea. Factor market effects are potentially large. The political 
economy effects are potentially quite important, with South Korea’s 
own internal economy and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Now, let us talk about the case of abrupt integration. First of all, let us 
assume away mass violence. I want to underline this point. If I were 
a South Korean, I would go to bed every night praying for an East 
German-style collapse of the North. East German reunification has a 
very bad reputation here in South Korea because it is seen as a c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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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But please remember there was no mass violence and nobody 
got hurt. In the end, East Germany was liberated from a truly odious 
system. Yes, it cost money. But that is just money. No lives were lost. 
If you think about the extraordinarily militarized case of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an equivalent collapse there could be 
a very different show, and frankly, the one that economists in this 
audience cannot even address. My modeling is going to assume all that 
away and assume a gentle East German-style collapse.

It is likely that when we pick up the rock, things are going to be a lot 
worse underneath than we expect. Human capital is probably much 
worse than we expect. The educational system in North Korea for non-
elites has effectively collapsed.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vast and 
will be costly to clean up.

The good news is that South Korea’s number one asset is North Korea. 
North Korea is the best thing South Korea has going for it. It has a 
younger population than South Korea. The experience a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uggests a reasonably disciplined labor force. We 
know they have pockets of excellence that can in particular produce 
multi-stage rockets and other such equipment.

Germany is interesting for a number of reasons. One, the political goals 
in the West German case, similarly to what are likely to be the political 
goals in the South Korean case, are defensible but probably internally 
contradictory. West Germany wanted to stem the flow of migrants, 
which Mr. Funke thinks was a bad thing. It wanted to protect West 
German wages, which is eminently understandable. It wanted to achieve 
restitution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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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East Germany faced the standard challenges of transition: 
macroeconomic stabilization, liberalization of trade and prices, 
privatization and creation of a social safety net and finally the creation 
of a legal framework for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 are two key points here. First, privatization is a means to an 
end, not an end in itself. The reason you want privatization is because 
you want investment. You want somebody owning assets, so they 
will invest and the economy will start growing. In the case of East 
Germany, the policy of restitution greatly slowed that process. In the 
case of North Korea, we should have compensation for former owners 
of assets in North Korea, but not restitution. That would just gum up 
the whole process. 

Second, in the case of the monetary union, there is always enormous 
focus on the exchange rate of monetary conversion. That is an interesting 
topic. But it is not the critical one. The critical one is that, for institutional 
reasons, nobody represented the future owners of East German capital 
assets. As a consequence, there was an extraordinary increase in wages 
in East Germany. It is the wage increase after reunification that killed 
output in East Germany, not the initial exchange rate. It was quite a bad 
outcome. GDP fell by 30%. Industrial production fell by two-thirds 
(66%). Unemployment went to 30%. Indeed, it was worse than the Great 
Depression. 

How do Germany and South Korea line up? You are going to hear this 
multiple times today, but North Korea is larger and poorer than was 
East Germany at the time of its unification. North Korea’s economy is 
undoubtedly more distorted than that of East Germany’s was. South 
Korea is not as rich as West Germany was in 1989. Finally,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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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are much more isolated than East Germans were.

Fundamental reform in North Korea would involve a great opening of 
this relatively small economy to the world, a big increase in exposure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nd literally millions of North 
Koreans shifting jobs as they get reallocated to more efficient activities. 
Product market integration would have little impact on the South, but 
factor market integration could be very big. As Mr. Funke implied in 
his earlier remarks, if you simply took away the border, given the vast 
differences in income, you would de-populate North Korea. There is 
a real issue about whether or not you retain the DMZ as a method of 
population influx control in some transitional period. 

When you calculate costs and benefits, there are basically four 
parameters that are really important. The first is how fast North Korea 
can absorb new technology. How fast does total factor productivity 
rise? Second, how much labor migrate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hird, how much capital goes into the North, how much comes 
from the South, and how much comes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at affects the real exchange rate and will have implications for the 
composition of output in South Korea. Fourth, is that capital invested 
on concessional terms or profit-seeking terms? That means that where 
the flow of profits goes will affect GDP and GNP. Those are the key 
issues.

I will present some illustrative modeling results that were taken from 
some papers Sherman Robinson and I co-wrote more than a decade 
ago which appeared in “Avoiding the Apocalypse”. These models are 
calibrated to 1996. I will try to update that in a moment.



358

[figure 2-1] Rate of Convergence and 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

Basically, how much money is required to bring North Korea up 
to 60% of the level of South Korea? The blue line is a function of 
how fast North Korea can absorb new technology. If it absorbs new 
technology rapidly, then the bill may not be quite as high. Under 
plausible parameterizations, the total cost would be on the order of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ver a 10-year period.

Second, it is critical to know how much of that capital comes from 
South Korea and how much comes from outside of South Korea. If 
it comes from outside South Korea, in modeling we can always test 
extreme cases, if 100% comes from outside South Korea, you would 
have a very rapid and extreme appreciation of the real exchange rate. 
That would in turn affect the composition of output. If you have that 
big real exchange rate effect, traded goods production in South Korea 
really gets pushed dow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explosion in 
non-traded goods. That is another to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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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apital Inflow and Exchange Rate Appreciation

[figure 2-3] External Capital Inflow Case: Composition 

                          of Output Changes in Noth and South Korea

The key issue, which comes out of both this modeling work and 
some modeling by Mr. Funke, is that overall, the process would lead 
to an acceleration of Peninsula-wide growth, mainly driven by an 
extraordinary acceleration in North Korean growth.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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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slow, but not go negative. Overall, the Peninsula would benefit. 
There would be a tremendous reduction in poverty on the Peninsula. 

[figure 2-4] Changes in GDP and GNP

What are the factor market effects? Under plausible parameterization, 
wages and incomes eventually converge. The rate of capital return 
equalizes over the course of a decade. Basically, North Koreans 
get richer faster than South Koreans do. There is a convergence in 
incomes. Eventually, with capital deepening,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in the North falls to the level of capital return in the South.

That will have an impact on income distribution in South Korea. We 
should speak frankly about this. If this process goes through, there 
will be a shift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South Korea from labor 
toward capital. There will also be a shift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within labor, from relatively low-skilled workers to relatively high-
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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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Factor Return Equalization

If you assume that relatively high-skilled workers are predominant 
owners of capital, that suggests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both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South Korea without some 
compensatory government policies. Of course, you can have 
compensatory government policies to blunt this, but, again, it is 
something one needs to think about.

As mentioned, these models were calibrated for 1996. We have never 
gone back to try to update them, but they are roughly linear. If you 
simply look at the divergence of incom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ver that intervening period, you can see that the South Korean 
per capita income is rising at roughly 3% per year and the North 
Korean per capita income is roughly flat-lining. The gap has grown 
wider and wider. That base case we had in 1996, where the costs were, 
say, US$600 billion over a decade, are now well over US$1 trillion, or 
roughly 100% of annual outpu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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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Income Distribution

What should be done? First of all, we want to have engagement 
because we want to transform North Korea to establish a reasonable 
basis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ltimately unification. We 
cannot unify the two Koreas under the current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North Korea, or at least we would not want to. We want 
to engage and we want engagement to be calibrated in a way that will 
fundamentally try to push North Korea along in a positive direction. 

While we are doing that, South Korea ought to run a tighter fiscal 
policy than what might otherwise be recommended. You are going to 
need to put away money for this potentially very costly rainy day. I 
am not a South Korean and I am not a politician. I do not think it is for 
me to comment on the particular tactics involved in this. But I think 
President Lee Myung-bak ought to be applauded for at least putting 
this issue on the agenda. His successors may find a different formula 
for doing this, but it is a real issue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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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Real Per-Capita GNI

Thirdly, South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its own campaign finance laws.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in East Germany was that West German firms took over their East 
German counterparts and simply shut them down or turned them 
into mere sales offices.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led to such a 
dramatic fall in industrial output in East Germany.

Obviously, the agent for doing all the rehabilitation that is going to 
be necessary in North Korea is the chaebol. However, we want the 
chaebol to act in ways that are publicly responsible. That means 
strengthe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in South Korea before 
unification, with respect to both anti-competitive behavior as well as to 
campaign finance. 

With respect to monetary union, I am sure my South Korean colleagues 
are doing the best they can to figure out what the relative real exchange 
rates are. But it is not enough to focus on exchange rate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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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time of monetary union. There has to be a focus on subsequent 
wage-setting, which is what really brought the East German case apart.

Finally, just to reiterate, one has to clarify property rights quickly in 
order to get investment. Without investment, there will be no upswing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at means compensation but not 
restitution. It means that owners who actually own those assets will 
resist unwarranted wage increases. We want to give land to the tillers 
and farmers. We want to give housing to residents. This will help 
dampen the impulse for everyone to move southward. In terms of 
privatization, one wants to try to come up with a formula that would 
not simply mean that North Korean assets are transferred to South 
Koreans or others at fire sale prices. 

Presentation 2
...........................................................................................

Benefit and Cost 
of Korea’s Unification:

Major Issues and Possible Responses

Presenter: Ildong Koh Senior Fellow, North Korean Economic Team, KDI

Though my presentation entails six sections, it can be summed up with 
three issues. One, how can the unification costs be spread across the 
Korean economy over time, perhaps over a decade or so? Two,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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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 comparison between Germany and Korea in an effort to draw 
some informative lessons from the German experience. Third, I am 
going to touch on several issues about integration and integrational 
aspects.

Ever since German reunification took place on the far side of the planet 
in 1989 and 1990, the cost of reunification became a major point in 
all the talks here about our reunification. In all likelihood, the cost 
of reunification is the real dark and expensive issue that the Korean 
people will have to handle when the same scenario takes place in this 
part of the world.

When it comes to reunification costs, look at the population ratio 
between the countries. This was already mentioned in earlier sessions. 
There were four West Germans to support one East German. However, 
on this Peninsula, there are only two South Koreans to support one 
North Korean. 

The cost of unification will be proportional to the divergence or 
disparity of income between the two divided regions. This means 
South Korea must carry a much higher burden than West Germany has 
been doing so far. This is a pretty natural outcome if you simply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two countries.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costs became a serious issue in 
Germany, Koreans began to try to figure out what the real costs for 
Koreans would be. Many scholars have contributed to the estimation 
of reunification costs for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scholars at 
the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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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you can see, what they did was to apply the worst scenario case. 
A whole different result was realized. There were some criticisms that 
this would raise social confusion among the people. Secondly, there 
was too high a burden of the unification costs. This would be a real 
blow to the unification movement.

To reply to those criticisms, scholars came up with a way to take care 
of those problems. When you say “too high a burden”, there is a bright 
side to this. First, there would be the benefits of unification. All of a 
sudden, the issue of unification shifted from contingency planning to 
become a cost-benefit analysis as if it were under our own choice.

That was the situation over the past 10 years or so. Everybody looked 
at it solely as a cost-benefit issue. Is that the proper way to look at the 
question? This consumed a lot of time and effort on something that is, 
frankly, unnecessary.

In conclusion, comparing the German and Korean cases, we can say 
that in the German case, simply extending the West German system 
was feasible thanks to the high level of national homogeneity. I think 
Germany was successful in raising the homogeneity between the East 
and West parts.

However, here in Korea there is a high level of heterogeneity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at means a direct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system would not be feasible for the North Korean society. 
This also means that full integration in social institutions would take 
much longer time. Market activity and various other social services, 
especially would be pretty hard and difficult to transplant into the 
North Korean region. All this said, unification is going to tak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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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ay or another.

I would like to mention one final issue, migration. If you take a look at 
the map of the Korean Peninsula, you will see that the DMZ is actually 
not a demilitarized area. It is probably one of the most militarized areas 
in the world. 

If a humanitarian disaster were to happen in North Korea, it will not 
be that easy for North Koreans to cross the DMZ. In the northern 
part of the DMZ, the population is fairly sparse. The North Korean 
citizens will have to walk toward China, not toward South Korea. This 
“voting with their feet” is less likely to become the prime locomotive 
of unification in Korea. Honestly, I do not know what the prime 
locomotive will be. 

The younger demographic will try to move first. Then, they will be 
followed by the middle-aged bracket. The elderly age group will 
probably not move. If you interview defectors living in Seoul, you 
hear that they tried to entice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to come 
with them, but that older generation decided to remain in North Korea. 
What that generation wants is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in 
South Korea.

A marriage pattern also deserves our attention. About 10% of all 
marriages in South Korea are multi-cultural. If reunification is to take 
place, it is probably not the case that South Koreans will want to marry 
former North Korean citizens. Some demographic specialists have also 
confirmed this pattern. I believe this is also the case in Germany where 
marriage varianc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s much higher than 
international marri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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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ing monetary union, it is a very complicated issue. Much 
differently from Germany, we probably will not be able to simply 
imply a conversion rate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flows, such as 
wages or pensions. It is very difficult for us to acknowledge North 
Korea’s existing wage or pension level. Administratively or politically, 
we would have to set some initial value. That is one of the messages 
we can deliver here today in relation to the monetary union.

Coming back to the financial accounting for industries, it is highly 
probable that a high level of financial assets will be inevitable. 
Existing financial statements in North Korea can hardly be any sort of 
reference. New balance sheets would have to be made at market value. 
But a simple application of the conversion rate based on the existing 
statements, as the Germans tried to do their initial financial statements, 
will turn out to be not quite feasible for the Korean situation.

Privatization is another important issue. Other scholars have already 
pointed out that restitution will not be quite desirable. In addition 
to that, I would like to add that restitution would not be feasible at 
a technical, operational level and it will not even be applicable in 
North Korea. There is no land register by lot number in North Korea. 
If you are going to get your old land back, you need this one specific 
document. But they are all missing in North Korea. You would only be 
able to get it from an archive in Japan, perhaps. 

In conclusion, all those measures are the policies for the initial or 
interim period. But the basic question we have to answer is, “How to 
we take care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wage and productivity 
level?” That is going to be a real big issue in labor markets as well as 
concerning regional disparity. With that in mind, I would like to as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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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scholars and high-ranking officials here today to offer some 
guidance for us.

Discussant: Suk Lee Director, North Korean Economic Team, KDI

My first question is, “When we talk about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what do we exactly mean by costs and benefits?” Do we 
really know what the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are? I will explain 
briefly by providing two examples. 

Many people believe that when the two Koreas are reunified, defense 
spending will be reduced. It is only natural. If indeed defense spending 
does decrease, this will be a primary benefit of unification. However, 
there are people who do not think so. Some people think that once the 
Peninsula is unified, we will not share a border with a poverty stricken 
and weak North Korea. Rather, the situation will change in that we will 
share the border with one of the world’s G2 countries, China, on one 
side and with Russia which probably has one of the strongest defense 
systems in the world, on the other. Under these new circumstances, will 
there really be a reduction in defense spending? Some people propose 
that defense spending may, in fact, increase. Which side is correct? 
Will defense spending be a greater burden on us after unification or 
not? It is hard to know.

Second, the low fertility rate and the problem of aging are serious 
problem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With the falling of Korean 
population, labor force accordingly falls with it. Many are concerned 
that it will greatly affect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ey 
say that once there is unification, this demographic problem fac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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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will be substantially reduced because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But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the following.

[figure 2-8] Population Prospects (2010-2050)

This figure shows the estimated population of North Korea based on 
demographic census data from North Korea in 2008. From this data we 
can make the assumption that the demographic triangle i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not very different. It is a little better in the North than 
in the South, but it shows that beginning in the later part of the 2030s,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will also start to decline. 

A bigger problem is that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re is a unique 
generation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generation that had to endure food shortages in the past 15 years. The 
young generation, especially infants, were very much affected by this 
scarcity of food. And we cannot help but wonder, and no one really 
knows, whether this generation will be able to grow up into a sound 
and healthy working generation. Also, if unification were to tak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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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t would be difficult for North Koreans over 50 years of age 
to survive in the labor market, as was the case in Germany. So, one 
cannot help but question whether this situation will indeed solve the 
population problem. 

This is what happened in the case of German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Germanys, if one observes what happened in East Germany, 
it is apparent that unification caused a tremendous demographic shock 
in East Germany. It was found that in the eastern part of Germany, 
the number of marriages went down substantially, and the birth rate 
also dropped dramatically. The stress of unification was reflected in a 
demographic shock. 

If this kind of phenomenon happens once there is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n, is unification really the means for solving 
the population problem? Therefore, it is hard to know if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will be a benefit in solving the population issue.
 
For this reason, when deba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South-North 
unification, if one goes deeper into the debate, there may emerge 
another debate that asks what the costs and benefits really are. So, how 
can we solve or relieve this problem is my first question?

The second question is how to calculate the cost of unification. Let 
me explain using an example. When calculating the unification costs, 
the single most costly item is the cost that it will take to provide North 
Korean people with welfare and education that matches that of South 
Korea. A couple of years ago I did a hypothetical calculation of the 
unific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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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is the cost as to how much it will take to grow the North 
Korean economy at the high speed rate that the South has experienced 
for the past 30 years. The second is how much it will cost to provide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 welfare and education comparable 
to that of South Korea in 2008 when unification is actually realized. 
As you can see, the amount that will go into the cost of welfare and 
education is tremendous. But the problem is whether the hypothetical 
cost will really be the cost of an actual unification. I do not think so. 
This is because when unification actually happens, there will be so 
many factors that will determine the kind of welfare and education that 
must be provided. 

[figure 2-9] Imaginary Costs for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For example, if unification happens just today, such costs will be very 
high. It will be very costly. However, if unification happens much 
later, after much time has passed, the North Korean society may have 
become more developed and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may have narrowed a lot more from today. And i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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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ens, the cost of welfare or these costs will be drastically reduced 
or there may even be no cost in this regard.

Moreover, if the South Korean people, before unification, were to 
agree to provide a certain level of welfare or education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if North Korea would consent to this, such costs 
may be different. In fact, there is another area where this cost may 
also be altered. It can depend on the welfare and educational level 
that South Korea enjoys at the time of unification. The point is that 
the actual cost will be affected by a number of factors that we cannot 
assess at the moment. Therefore, my second question is the degree 
of meaningfulness and accuracy of this exercise of estimating the 
unification cost. 

The third question is, when it comes to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shall we discuss the cost alone or together with the 
benefits? Generally, we tend to discuss the costs along with the 
benefits. But calculating and determining the costs and benefits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the 
costs will be greater than the benefits or vice versa, and whether 
unification will be helpful or risky. Realistically, the best alternative is 
to focus on the costs which we can evaluate the best. In other words, 
unification must be devised in such a way that minimizes the costs.

However, there are also problems in discussing unification based on 
costs, such as when the costs of unification are depicted as a negative 
factor to the Korean economy, making people hesitant about it. It is a 
logical argument. Then, which of these must we select? That is also a 
difficult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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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a question follows as to will we want to discuss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What is the lesson to be drawn from this discussion? 
We all know the answer to this. It is that we want to better prepare for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f we dig deeper into the details, however, reality is somewhat 
different. For example, as I said earlier, let us work on the premise that 
we will have to bear the cost to provide for the welfare and education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which is extremely costly. And people in 
the South agree to provide this service despite the cost. 

Logically, this is what will follow: “When reunification takes place, we 
will have to pay a lot of money because of many things. We must be 
prepared for this, but how? Let us create some kind of fund and start 
saving up for the unification!” Or, we may discuss: “Should we really 
provide welfare and education similar to that of our level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o what extent?” Another possibility is: “If the South 
Korean society continues to expand its welfare services and if unification 
happens, how will we be able to handle all that? Let us discuss our own 
welfare services beforehand, so that it is well-organized and in place.” 
These are some of the discussions that are bound to happen, but is it wise 
to have these discussions? 

Of course, debate about unification must take place. It may be 
necessary.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the fact that we are 
discussing this at present means that to a certain extent, we are paying 
a certain cost of unification. However, we will all agree that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we do not know when unification will happen. Thus, 
bearing the cost now of a situation we are uncertain about brings up a 
lot of debate and discussion.



375

So my question to you is this: “Is it wise to discuss this issue?” And if 
so, do we need to discuss it now? Or shall we discuss i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Will the discussion take place due to some shock t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What will that shock be? 

To summarize, there is nothing certain about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For this reason, getting rid of this uncertainty should be the 
basic approach and attitude toward the discussion on unification cost 
and benefits. But the fact is that introducing such uncertainties or trying 
to eliminate them, whether on an individual basis or in our society, 
could be at times something that needs a lot of courage. 

Discussant: Rolf Mafael  Ambassador of Germany to Korea

I stepped in today for Professor Paqué as a panelist and later as a 
speaker.
 
At this point, I should limit myself to a few observations. First of 
all, the costs of reunification very much depend on the scenario you 
will be faced with. We have seen the two basic scenarios that Dr. 
Noland presented. Most probably, the abrupt process will be the more 
expensive and perhaps also the more dangerous one. But discussion is 
very much being focused on this one. However, I feel that just as much 
thought and study should go into the possibility of having a gradual 
process toward integration.

Secondly, people are looking at the German reunification as something 
that happened in an abrupt manner. This is correct, but it is only half of 
the story. If you look at the foreign policy aspect of it, it was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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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 years of Ostpolitik, the new policy toward Eastern Europe, which 
was started in 1969 by Chancellor Brandt. We first had the treaties with 
Warsaw and Moscow. Then we had the basic treaty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Then roughly 20 years later, things happened which 
led to reunification. So while it was an abrupt, immediate process, in 
a broader sense it was a process that lasted at least 20 years before the 
policy bore fruit. 

Thirdly, if we are looking at the German costs of reunification, we tend 
to quote the figure of roughly €1.6 trillion, which is the reunification 
costs that have been born by Germany up to the present day. Then we 
try to figure out how much it would be for Korea. But there is one very 
important point. Out of these €1.6 trillion, only €300 billion were for 
direct investment for money going to companie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nly €1 trillion went to social transfers. 

The issue of social security involves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social security system you have in South Korea would be applied to 
North Korea, or whether you would choose a completely different 
solution,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social security in North Korea 
is at a very, very low level. This really opens a very large spectrum of 
solutions. It would also result in completely different figures as far as 
the costs of reunification are concerned. I know at least one professor 
here in Seoul has gone into the details of how to transfer and manage 
these costs of social security in the case of integration or reunification.

If you compare the two, Germany and Korea, you have to bear this in 
mind. You may also want to bear in mind that there may be different 
solutions in Korea, much cheaper solutions that may be longer lasting 
than the Germ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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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look at the balance between the costs and the benefits, we will 
have to look also at the time frame. If we look solely at the first 10 
years, it is costly. If, however, we look at the first 50 years, the balance 
may be completely different.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both the 
short-term perspective and the longer-term perspective.

Remember what Chancellor Kohl said: “In a very few years, we will 
have a f lourishing landscape across Eastern Germany.” We basically 
know now that our concept was that we need 40 years. So the second 
solidarity pact runs out in 2019 which is 30 years after reunification. 
Generally speaking, he feeling is that we may need 10 more years until 
both parts of Germany are really at the same level of wealth. So it may 
take 30, 40 or 50 years. You have to balance between a short-term 
perspective and a longer-term perspective.

I tend to agree that, in the short-term perspective, except for social 
security which I have already mentioned, the question of possibilities 
for immediate investment in North Korea would be essential in 
order to calculate the cost. Will South Korean chaebol and all other 
South Korean companies be willing to cooperate and go into North 
Korea at fairly short notice and take a higher risk than they otherwise 
would? This is crucial. The question of wages in North Korea and the 
investment situation in general is crucial. 

If we look at benefits, it is quite interesting for me to see whether or 
not the peace dividend will be important. Of course, everything can be 
calculated theoretically. But I would assume that a unified Korea would 
be unified with the consent of its neighbors. It would be a unified 
Korea which would form part of a very friendly and close Northeast 
Asian partnership. So the perspective toward China and towar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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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slightly different with a united Korea than it may be now.

If we take the case of Germany, prior to reunification we had 670,000 
soldiers. We now have 250,000 soldiers. In terms of budget, originally 
the defense budget of the old federal republic was 20% of the overall 
budget. Now it is 10% of the overall budget.

We should not forget the internal and external benefits. A unified 
Korea could be a key player, perhaps as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in terms of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You already have the 
Trilateral Secretariat here. That is a different scenario. This is not really 
the scenario where you want to build up a new DMZ toward China, 
I assume, but rather the contrary. So there may be a peace dividend 
herein.

Finally, one may be skeptical about migration when looking at the 
figures for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owever, if I look 
at these figures, they suggest to me that, in case of reunification, a 
reunited Korea would gain about 20 years’ time to come to grips 
with your difficult demographic problem. So migration could be an 
important positive factor. It could also be a positive factor in solving 
the overall demographic problem of Korea, at least in the medium-
term.

Comment: Marcus Noland Deputy Director, PIIE

I want to agree with the second point that Ambassador Mafael made. 
German reunification was abrupt only after 20 years of Ost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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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North Korea, we want to encourage 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When we engage with them, different 
modalities of engagement will have different effects on that. Think 
about it as a sort of hierarchy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The 
best form of reunification? Well, when I flew here last night, instead 
of flying directly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o land at Incheon, my 
airplane flew all around China and then came down. So the best form 
of integration is overflight rights. The airplane flies above at 38,000 
feet. Nobody even knows it is there and the money goes directly into 
the North Korean treasury. 

The second best form of integration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is pipelines and railroads. The train runs down the railroad track. No 
one talks to anyone along the track. The money goes straight in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third best form of integration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is 
enclaves lik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Geumgang. 
You can politically screen the workers who are going to have contact 
with people there and you can build a big fence around it.

The worst kind of engagement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is open engagement with businessmen looking for opportunities all 
around Korea, much as the Chinese have today.

The fundamental problem we will face moving forward is that the 
North Koreans are not stupid. They understand precisely well that we 
are going to push on the ways that have the greatest transformative 
effects. They will try to resist. That is the basic problem we face, 
whether it be in 20 years or some other ti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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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

Unification Costs:
An International Endeavor

Presenter: Ulrich Blum Professor, Economics, University of Halle-Saale

My task is to talk about unification costs and the financing thereof. As 
the title suggests, this is an international endeavor. It cannot be done 
nationally by Korea.

Before getting into that, let me correct two or three fairy tales and 
fallacies about the German reunification. Preparation for the German 
reunification continued for about 20 years until 1970. There was a 
report done every year on the inter-German affairs. This stopped with 
the new government of Willy Brandt in 1970. It can be discussed 
whether or not this made sense. It was in a sense politeness toward the 
East. On the other hand, we know this politeness, especially Basket 
III of the Helsinki Accords, was a huge weapon for reunification. One 
should be fair about this.

Secondly, privatization did not prevent investment. Claims by previous 
owners were not honored. So they went to court. Most property in East 
Germany was given to other investors, not to the previous owners. 
Most of the giving back of the property to old owners was done by the 
communist government in charge at the beginning of reunification. 
All the rest was sold but challenged in courts for about six year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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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an uncertainty about whether or not you got the property. 

Third, there is a huge benefit in reunification, especially in the non-
monetary parts. Part of Germany’s present competitiveness is due 
to the huge effort that it put in to undertake the modernization of the 
labor market because Germany also had internal competi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s after reunification. Those are the three points I 
wanted to make before I begin my formal presentation.

Next year, we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the ceasefire. 
While unification is expensive, we have to remember that non-
reunification is extremely expensive, too. 

If we go into the importance of these questions, one must come up with 
specific scenarios about reunification to try to find out what type of 
preparation would make sense. It is clear that reunification in Germany 
came as a surprise, but it came mostly as a surprise to the West 
German government. There were many who thought it was imminent, 
especially those who were interested in Eastern Europe.

I desperately tried to convince my government that something needed 
to be done. It was not because of my own cleverness, but it was 
because of my Polish colleague who told me that something was going 
on in East Germany. Finally, because I never got an answer back by 
sending people out, I wrote a letter on July 4, 1989, asking about the 
idea of German reunification and what preparations the government 
had in case such reunification happened. I never got an answer. Then I 
left for Montreal for a while. 

When I came back, German reunification had happened. It wa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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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9 when my secretary presented me a letter from the Inter-
German Ministry, dated November 8. It said that unification would take 
a long time to happen and therefore no research had been done. As you 
can see, unification was sort of a side story for German researchers. 
Had he waited one more day, the guy from the office would not have 
sent out that letter. Rather, he excused himself for having been ill to 
explain why a response had not been sent earlier. This is a wonderful 
historical document and, to be frank, West Germany did not want to be 
prepared.

Scenarios are important, but so is stability. This was stressed 
earlier today by the German ambassador. It is very, very important. 
Reunification costs will always occur. The only question is “Who will 
bear them? Who will take the burden?” For instance, in the German 
case, part of the European Community bore the burden because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reunification. Reunification was not 
an isolated event for Germany and it will not be an isolated event for 
Korea.

If we look at the sheer data, the reunification costs in Korea will be 
very expensive. The difference in economic performanc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was entirely different than that of the two Koreas. It 
is 20:1 in the Korean case, against about 5:1 in the German case before 
reunification. The difference in population, too, is about 2:1 in the case 
here, against about 4:1 in pre-reunification Germany. This is the data 
I have collected for a paper that is being published now in Germany 
about Kore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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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Fixed Cost Factors

Interestingly, I found out that East Germany calculated its own level 
of productivity using what was called the “direction coefficient.” It 
was calculated by how many East German marks one needed to earn 
one West German mark in the world market. The value of it was 2.0 
in 1970, which rose to 4.6 in 1989. This implies that the productivity 
for international traded goods was about 22%. If you believe that 
these traded products were the highest productivity products that East 
Germany had, you can see that the productivity was well below 20%.

That does not include the well-being of people or the living standards 
because that would imply the cost structure which was different. East 
Germany did not re-invest its depreciation into its housing stocks. It was 
possible to have cheap housing, even if the housing sometimes fell apart.

Look at the data for economic development for Korea and for Germany, 
which is very interesting. It shows two things. First, it shows the 
development of Germany, followed by the catastrophe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n the rise of West Germany. You can also see the 
rise of East Germany. The East German rise stalls in 1972 because of 
the expropriations of the rest of the industrial middle class by Erich 
Honecker. Erich Honecker can be seen as one of the main forces behind 
unification, for there never has been a German who ruined the economy 
to such an extent as he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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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conomic Development

Private enterprises that were expropriated had productivity of about 
50% higher than average, according to East German statistics. After 
expropriation, it was reduced to just average. East Germany, with 
neither money nor foreign cash, got into a crisis. West Germany 
financed part of it. East Germany had a huge balance of payments 
crisis in 1982. In 1988, it happened again.

You can read the famous Schürer Report that said there were three 
possibilities to save East Germany. Schürer was an East German 
minister in the Planning Ministry. First, East Germany could quadruple 
exports, but with what? Two, East Germany could reduce the standard 
of living by 30%, but that would have led to be revolt. Three, East 
Germany could change its economic system and this is the choice they 
made. 

Let us move on to the cost factors that Korea can change. Liberal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s important. Everybody says that Korea has a 
“one shot” education system. However, if migrants come in from the 
North, you must offer multiple chances. It is very important to integrate 
them. I am completely in line with Mr. Funke that it is a chance and an 
opportunity to have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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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ntory of innovation needs to be made. In East Germany, there 
were pre-transition or pre-reunification clusters. These industrial 
clusters were very successful in terms of human capital. These clusters 
are the growth centers of today. The areas where things do not function 
are industrial areas produced by East Germany that fell apart after 
reunification. It is basically the old industrial heritage that comes in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that is functioning today in 
the old locations. There is a very, very stable structure.

We can see that the old East German growth path is continued 
presently. East Germany is just continuing the growth path it had in 
the 1950s and 1960s under communism. There was the decline or 
stagnation under Honecker. Then there was a boost with reunification, 
but now we are back to the old communist growth path. This shows 
that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that has not been solved yet. It is 
an economy that is at 70% of the West’s economy and it stubbornly 
remains at only 70% of the West’s economy.

Fiscal stability and reunification funds are important, but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get fiscal discipline into the new provinces. As I will 
show you later in my presentation, differences between East German 
Länder are terribly large in terms of economic performance.

The biggest reserve to recover reunification costs is the labor force. We 
had about 4.5 million East Germans going to the West and about 2.7 
million going in the other direction. So the East German loss is net 1.8 
million people, who were above average young, above average skilled, 
and above average female. They went mostly to the south of western 
Germany. They stabilized demography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increase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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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fourth of West German growth over the past 20 years had 
been produced by East German skilled workers. This generates a 
compensation for the net transfers going toward East Germany. It is 
around €60-70 billion per year. That is the contribution toward GDP by 
easterners working in western Germany. If you take half of this value 
as tax and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you see that we have already 
recovered half of this simply from taxes from easterners that now work 
in the west. Then, since eastern Germany has a balance of payment 
account deficit, you have to include the multiplier effects of western 
Germany for exports to eastern Germany. We broke even about two 
years ago. As a business case, East Germany is closed. It is starting to 
get profitable. This is, of course, very nice. 

Financing reunification is important, but you have to look at the 
macroeconomic factors as well. As I mentioned, there are impacts on 
exchange rates and interest rates. They go up. You make some deficit 
spending. The central bank compensates. The interest rate goes up. The 
currency goes up. Germany went about 20-30% too expensive into the 
euro. It then had to devalue internally. Parts of this included the social 
security reforms, the Hartz IV reforms, and our Agenda 2010. This 
made us so competitive that we are now able to finance the rest of the 
Europe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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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Population Balance Change

[figure 3-4] Net Transfers and GDP Contributions

All this was done with a huge effort. Just to give you a number, in 
1995, the export rate of West Germany was about 30%. It has now 
increased to about 48%. The 30% was a one-time low for a very long 
time, simply because of the high value of the Deutsche mark as a result 
of reunification. The interest rate maintained by the Bundesbank w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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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a little bit. Of course, this offered wonderful interest rates to foreign 
investors and we needed that money to finance the current account 
deficit.

There are many other interesting statistics associated with this. It is so 
important to get in touch with the differing industrial inheritance of 
the region. For example, you must look at the regions of the reunified 
Germany in terms of innovation potential, specifically in terms of 
innovation expenditures in each industry per inhabitant. If you go to 
Baden-Württemberg, they spend something around €1,000 per year. 
If you go to the lowest performing areas, such as Saxony-Anhalt or 
Mecklenburg-Vorpommern or to Brandenburg, that are in what was East 
Germany, it is about 5-7%. This is a complete destruction of innovation 
structure through unification but these areas were also much less 
developed. 

If you take the best-performing formerly East German region, 
which was Saxony, it is even above certain West German areas 
simply because they were able to keep their industrial heritage and 
research structure intact through transformation. That is why Saxony 
and Thuringia are today among the best performing East German 
states in terms of technology. They will be able to, perhaps, become 
independent from transfers in the end. For the others, it is not that 
credible.

Then there is the issue of per capita deb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Saxony, again the best performing eastern state, has something like 
€2,000 per capita debt. Berlin has about eight times as much and 
Saxony-Anhalt has about five times as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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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axony-Anhalt now had the best innovation structure, the highest 
wage level and the best industry, it would have been worthwhile to 
have indebted itself. However, not having these qualities, being a low-
wage region with low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so on, it can be 
said otherwise. This, of course, shows that you have a choice. Having 
a choice means that if you have budget controls, you can be very 
successful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This is a very important lesson 
to learn. Strong budget constraints are important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Do not be too generous with money.

Let us take a look at one of the deficiencies of East Germany, which 
is the structure of its various headquarters. Germany’s privatization 
meant not only the destruction of the East German combine but also 
the delivery structures. Of the original 320 or so combines, 180 of them 
were national combines, covering such things as machinery, electronics 
and so on. Those were dissolved into about 15,000 limited companies 
that were subsequently sold in the open market. The problem was that 
they were all sub-critically small. “Sub-critically small” means that 
they do not have a sound company headquarters. 

Of the 500 largest German firms, only 20 have their headquarters in 
eastern Germany. According to population and output, the number 
should actually be somewhere between 70 and 100. If you know that 
the headquarters produce about 30% of the value added and tend to 
pay a lot of taxes, you know what the problem really is. You have an 
income problem: a public income and a private income problem. 

In addition, this causes redistribution because taxes are mostly paid 
by the headquarters. Part of the money is then given back to the 
production areas. This amounts to redistribution, similar to th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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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s that we know from reunification.

There are two measures related to the headquarters problem. Aside 
from Saarland which has no headquarters anymore, it is normalized 
in all eastern Länders to have only a few headquarters in number or 
in value compared to the economic size of the region. If privatization 
occurs, it is important to keep the headquarters structure. 

If you take the 70% difference between the eastern German 
economy and the western German economy, about 10% is due to 
the headquarters problem. Then we have another 20% lag that, in 
all likelihood, will not be overcome. This is due to settlement and 
agglomeration structure problems. If you look at the agglomeration 
and population density structures of eastern Germany and compare 
them with their cousins in western Germany in terms of income level, 
they are only 83-85% as wealthy as their counterparts in western 
Germany. This is done by removing Hamburg, Dusseldorf, Stuttgart, 
Munich, Frankfurt and the like from the western German total and then 
calculating the income level. Eastern Germany only has about 15% 
more to grow, not much more.

However, one big problem we discussed at the welcoming dinner with 
Mr. Funke is that Berlin is the ultimate underperformer of Germany. If 
you take other cities of that size, they have twice the per capita income 
of Berlin. This is of course a problem if you have a national capital that 
is underperforming economically. It does not really support th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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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stimates Based on the German Experience

Korea Germany 

Population Share North / East in Total (%) 33 20 

Share of Per Capita GDP (%) 5 20 

Gap Against 60% Income (%) 55 40 

Initial Transfer Amount (US$1,000 / €) 265,697 166,053 

Gross Transfer Share (%) 27 10 

Average Multiplier (%) 35 80 

Tax Share in GDP (%) 30 50 

Net Transfer Share (%) 24 6 

If you calculate based on the German experience on sound multiplier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capital coefficients that make sense, we 
can theorize about a certain conversion scenario. We see that you 
have to offer North Koreans something in the range of 50-60% of 
per capita income. This assumes that a demilitarized border will not 
stop migration. You also know that if reunification comes, you will 
need South Koreans to move to the North in order to stabilize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nobody will go north if you maintain the 
fence. So you must open the border.

If you stabilize it that way, you will have a huge stabilization gap. In 
Germany, it was 20% and 60%. That is, the East Germans were at 20% 
of the West’s per capita income before reunification and the welfare 
level was at 60% of the West. In North Korea, they are only at 5% of 
the per capita income. If you want the average North Korean to have 
about 60% of an average South Korean’s per capita income, you have 
to add 55%. Also,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s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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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you end up with a net gross transfer share of the above [figure 
3-5]. In Germany, the gross transfer share was 10%. In Korea it will be 
27% of national income. When the initial multiplier effect was taken 
away from that figure - that means the amount of money that comes 
back generated through tax revenues and value-added processes, 
Germany ended up with 6% because the economy started to work 
after a few months. In Korea, it will be 24%. That is, one-fourth of the 
value-added you must transfer.

My final point is that this is not feasible. I think that is clear to 
everybody. As the German ambassador said earlier, that 6% figure 
from Germany comes from a study we undertook a few years ago. 
Only about 5-10%, depending on how you define it, was growth-
oriented. Almost 90% of it was political costs, political stabilization, 
administration stabilization, and social stabilization. Those accounted 
for the largest part of these transfers. 

If you do not want to pay this, however, you will have to keep the 
border line intact. However, I do not think keeping the border would be 
part of any reunification scenario that makes sens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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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2
...........................................................................................

Financing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Presenter:: Youngsun Koh Chief Economist, KDI

As you know, in the case of Germany, the total cost of reunification 
amounted to about 4-5% of GDP annually. Most of the spending 
was on social welfare systems. In the case of Korea, there have been 
various estimates, including the most recent one by the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It estimates that the annual costs will range 
from about 10% of the current South Korean economy’s GDP per 
year and then decline gradually over the years to about 3% by the year 
2050. 

I would like to stress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North’s GDP stands at about 2.5% of the South’s GDP. You cannot 
expect much tax revenue from the North once we reunify. Tax revenues 
and social contributions from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will be 
negligible. Most of the financing will come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These cost estimates assume that the Seoul government, somehow, will 
be able to mobilize resources for these pending needs. Ultimately, the 
cost will depend on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The total amount of 
government spending in Germany on social welfare and other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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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is about 50% of its GDP. Currently in Korea, it is about 30% 
of GDP. The “10% of GDP” means different things for Germany and 
Korea. In the case of Korea, it means one-third of the current level 
of spending.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mobilize an additional 
10% of GDP for the purpose of reunification and reconstruction. 
A substantial amount of our financing will have to come from a 
reallocation of our current level of spending. In other words, a 
reallocation across different categories of spending and across different 
regional areas between southern and northern parts of the Peninsula 
will be needed. 

Let me now give you a brief overview of the subtle needs of 
public spending. Of course, there will be a large demand for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took several 
decades to build up the current level of infrastructure. As you know, 
the infrastructure quality in North Korea is very poor. It would take 
another several decades to build up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same goes for available housing and medical facilities. 

Turning to social spending, the largest single social cost will be in 
health care. In the South, the total amount of public health expenditure 
is about 5% of GDP. Most of this spending is channeled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s 
about half that of South Korea. If we extend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to all North Koreans, it will mean an additional 
2-3% of GDP will need to be spent on health care. It will be a very 
large burden on South Korea’s public finances.

There are fewer concerns pertaining to other social service programs. 
Social service programs such as public pensions or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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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were not introduced until very recently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 old age pension, for example, was only 
introduced in 1988. Right now, only about 60% of our workers are 
contributing to the system. About 40% of our workers do not contribute 
to the system and are not covered by the old age pension. This is 
almost the same for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se reasons, these 
social insurance programs, when extended to North Koreans after 
reunification, will not pose a great burden on public finances. 

Because of the limited role of social insurance programs, the Seoul 
government relies extensively on public assistance programs, which are 
tax-based and do not require a prior contribution by the participants. 
Currently,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s amount to about KRW18.3 
trillion, which equals about 1.4% of GDP.

The most important item herein is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which provides basic subsidies to low-income families. In 
principle, it does not require work participation by the beneficiaries. 
Currently, it costs about 0.8% of GDP. The income ga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very large. Per capita income in North Korea is 
currently about 5% of South Korea’s. When this program is extended 
to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basically, the entire northern 
population would be covered. Most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would be eligible as beneficiaries of this program. 

Currently,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this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s about 1.5 million people. Once it is extended to the North, 
the number of beneficiaries will increase to 10-20 million. This implies 
an increase in total spending of perhaps 10 times. Therefore, looking 
back at the numbers above, we can see that after reunificatio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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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ding on public assistance programs will increase to about 10% 
of GDP. This is a huge increase in our spending and this only for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s. 

Another important issue is the transfer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urrently, a large part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venue is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 of mandatory local tax sharing and in the form of various 
categorical grants.

[figure 3-6] Various Tax-Based Programs

Local governments currently spend about 40% of total government 
spending but collect only about 20% of total tax revenue. They depend 
heavily on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ir financing. If this system 
is automatically extended to the North, the central government will 
be burdened to a significant degree with these local transfers. If the 
current system is not altered prior to reunification, it will mean an 
additional burden on the central government, maybe amounting to 
2-3% of GDP.The method of financing reunification is al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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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the Seoul government will be forced to reallocate resources 
across different spending categories and between different regional 
areas. In terms of spending categories, the government will be forced 
to reallocate a lot from economic affairs, which currently amounts to 
about 6% of GDP in Korea, to other areas such as welfare and health 
care. 

The second source for financing would be the private sect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lied extensively on the private sector for 
various public services. In the case of hospitals, for example, Korea 
depends heavily on the private sector for the build-up and maintenance 
of medical facilities. Currently, about 90% of our hospitals and clinics 
are owned by the private sector. The share owned by the public sector 
is very small. Similarly, after reunification, the government would be 
forced to rely on private sources in these areas as well.

The most talked about source for financing is, of course, taxes. 
Currently in Korea, personal income tax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he central government’s revenue from 
personal income tax is only about half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After reunification, we will probably be able to utilize such personal 
income taxes to a much higher degree.

A general consumption tax is also relatively under-util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a source of revenue. Korea’s VAT rate is only 
about 10% while the level is closer to about 20% in many European 
countries. 

As for debt financing, the Seoul government could finance reunification 
by issuing debt. Korea’s credit rating has gone up even higher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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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oul’s rating currently sits above those of either China or Japan. 
So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tap into the 
overseas bond market if it needs to cover some reunification costs. 

To summarize, the Korean government will face some needs for 
public spending after reunific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reallocate 
its budget across different spending categories and regional areas. The 
government can expect to increase tax revenue, possibly with a broader 
personal income tax base and a higher VAT rate. The government 
can also mobilize private sector resources and run, of course, a larger 
deficit.

Most important will be the prioritization of spending needs. We cannot 
simply add additional reunification spending on top of our current 
spending for South Korea. A drastic reallocation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For example, some sectors, like SMEs or poorer areas in the 
South, will see the flow of transf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dry 
up after reunification, as such funds are diverted to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I should also mention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not only to budget 
constraints but also to macroeconomic constraints. The extensive 
investment and increased spending on social welfare can widen the 
current account deficit and can destabilize the macroeconomy. Thus 
was the case in Germany after its reunification. The Bundesbank raised 
interest rates after reunification to stabilize inflation. This led to the 
exchange rate mechanism crisis in European countries. The Korean 
central bank must pay attention to such macroeconomic issues afte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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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now for the Seoul government to do is 
to reform its welfare system, especially its public assistance program. 
This program tends to decrease the poor’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After reunification, the most important issue will be 
to induce investment in the northern parts and to promote labor market 
participation by North Korean workers. But the current welfare system, 
especially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s some deficiencies 
in its ability to promot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its ability to 
assist the poor in accessing the labor market. Drastic reform of our 
public assistance program should be enacted before reunification.

One final issue is rationalizing the fiscal transfers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e fiscal equalization program of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rationalized to promote self-sufficiency, 
autonomy and the fisc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se 
two issues, I believe, should be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for the 
Korean government right now.

Discussant: Hyoungsoo Zang 
                         Professor,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I agree with just about all the arguments made by the two economists, 
Drs. Blum and Koh. I would first like to give some general 
observations. Then I will make some comments about the general 
aspects of the issues concerning the costs of reunification, including 
the German case. 

I propose there are three conditions for peace talks, preceding any 
reunification. Without fulfilling the peace requirement, there will 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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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argument or discussion about the costs of reunification. The issues 
surrounding the costs of reunification are connected with the way in 
which the reunification process proceeds. 

Both presenters acknowledged that the relative financial burden of 
Korean reunification would be heavier than was the German case. I 
agree with this. They cited the differences in population and economy, 
which implies that the per capita burden on South Koreans would be 
much heavier than that seen by West Germans. In fact, the western part 
of Germany transferred 4-5% of its GDP each year to the eastern part 
of Germany. If the per capita burden in South Korea is to be heavier 
than in the German case, it implies that more than 4-5% of the South’s 
GDP would need to be transferred to the northern part of Korea each 
year. This is quite burdensome. This could even affect the soundness of 
a reunified government.

Then the question comes as to how to prioritize the spending demands 
after reunification. Dr. Koh suggested that we mobilize the private 
sector through both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rrangements and 
market mechanisms. I fully agree with Dr. Koh’s suggestions and I will 
make some additional comments on these issues in my conclusion.

I would propose there are three conditions for reunification. Almost 
everyone here will agree with these. First,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need to prefer reunification with the South instead of the status 
quo. Second, there should be North Korean authorities that can 
represent the North Korean people’s desire for reunification. Third, no 
influential country should interfere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I would think that the German case in 1990 followed exactl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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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fication process. These three conditions were fully fulfilled. First, 
the German people wanted reunification. Then, there was a democratic 
referendum to determine the wishes and wants of the German people. 
Finally, the four powers did not interfere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These three conditions are very important. The nature and costs of 
Korean reunification will be affected fully by how these forces align.

Let me give some reflections on the German reunification case in 
line with fulfilling these three conditions. East Germans wanted 
reunification and the purchasing power of the West German mark. To 
fulfill these wishes, the monetary conversion of the East German mark 
to West German mark was set at 1:1. This was extremely favorable 
to the East German people. Many scholars now agree that this was 
a mistake and that this was the start of the failure of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I would not agree with this. East Germans wanted reunification. To 
fulfill these wishes is the first goal of a peaceful reunification. So if a 
Korean reunification process starts, similar arrangements to transfer a 
significant amount of wealth to the North will be required to win over 
the min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ich will be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This should be done 
only with fiscal resources, that is, increasing taxes or increasing fiscal 
dents in the southern parts of Korea.

There will be many mor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case and the 
German case because the initial conditions are so different. The issue 
of restitution, in the Korean case, will be less severe. In North Korea 
everything is already nationalized. In the German case, almost 50-70% 
of the lands and housing was already privatized before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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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ives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financing of Korean 
reunification.

We have accumulated lessons from the German case. We will be able 
to make better techniques when we apply them to the Korean case and 
we have more financing mechanisms, such as PPPs, which were not 
very prevalent 20 years ago.

Concerning financing Korean reunification, we first have to 
differentiate the nature of our financing methods. A major portion 
of the cost of income transfers to the North should be financed by 
the South’s fiscal resources. But the rehabilit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could be shared by the international private sect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participate as partners from 
the very early stage of Korean reunification. Koreans could utilize the 
private sector more than how much Germans did.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financing the costs of Korean 
reunification will be the strengths and fiscal soundnes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emphasized by Dr. Koh. Korea should become 
a very strong economy, such as what West Germany was in 1990. That 
is the goal if we wish to be properly prepared for reunification. 

Discussant: Holger Wolf 
                          Professor, International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I would like to cover a couple of issues that have come up over this 
morning’s presentations. They fall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one, 
the initial conditions; two, cumulative costs and how to evalu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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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the financing; and finally, some very specific examples from the 
German case.

I will begin with the initial conditions. From this morning’s 
presentations, we have seen a number of estimates for the initial 
productivity of East Germany relative to West Germany. Likewise, 
there are probably ranges of estimates for the two Koreas, too. That is 
very important to keep in mind. These are not observable figures. The 
relative initial productivity is based on assumptions about exchange 
rates, prices and other factors that are based on the best judgment of 
whoever makes these assessments. One can disagree to some extent. 
From a policy makers’ perspective, it is prudent to use a range of 
estimates rather than a simple one. For Germany, from one-third to one 
half seems to be the range of estimates at the outset. 

Second, and sometimes more importantly, it is not necessarily the 
right number for looking at the cost of reunification. For the cost of 
reunification, it is more important to ask, “What happens the day 
after?” If you take the resources of East Germany but you operate 
them under market conditions, what initial productivity level would be 
generated? It would be higher than it is now because both workers and 
firms will have new incentives. The workers will be paid in real money 
and, hence, incentivized to work. The firms will be paid in real money 
and incentivized to produce. 

The case study for this is June of 1948 in West Germany. The US 
introduced the Deutsche mark and, at the same time, Ludwig Erhard, 
the then-minister of economics in West Germany, introduced free 
prices and wages. We saw an overnight jump in German output levels 
for the same reasons. It is that ex post number that is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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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tunately, for the case of traditional economies, there is an 
offsetting effect. Even though the intent is to improve, at the same 
time, the capital stock and the traditional economy seem to decline for 
a number of reasons. Some of the capital is simply not environmentally 
sound. Some of it is outdated. Relative prices adjust. The capital stock 
declines. This reduces output. But incentives improve which increases 
output. So the net result could be a wash. But it is really the after effect 
that is important rather than the productivity level before. 

Very briefly, let me mention three other areas that are also very 
important when looking at initial conditions. One is area. East 
Germany was extremely densely populated, specifically southeastern 
East Germany. It was also highly urbanized. That made it much 
cheaper. The fixed costs were cheaper. There were only a relatively few 
large cities and large agglomerations that had to be updated. 

The starting quality of infrastructure also matters. It was not great in 
East Germany, but the basics were there. The roads were there. The 
trains were there. It had to be updated rather than constructed from 
scratch. 

If I may make a side tour into the history of preparing for unification, 
one person who looked very much into the costs and benefits of 
reunification and how to prepare for it was Ludwig Erhard, the father 
of the German economic miracle. He was minister of economics in 
the 1950s and then chancellor in the 1960s. He said that, politically, 
we needed a very generous conversion rate when a monetary union 
started. He was saying this already in the 1950s and 1960s. They were 
prepared to some extent. Unfortunately, it went away as time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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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ill be both public and private costs. How costly is it? To make 
that argument, we have to make an initial simple definition. At what 
point do we declare economic reunification to be successful? What are 
the terms and conditions? If we want to know the cumulative costs, we 
have to have an end point. That has to be defined.

In Germany, it tends to be defined by relative productivity levels. 
The German constitution is actually quite precise on this. It calls 
for comparable living conditions, which is not exactly the same as 
relative productivity levels. Comparable living conditions can be met 
with transfers. But in any case, these terms and conditions need to be 
pre-defined if we are to make any final assessment of the total costs. 
Generally in Germany, we think 80% or 90% of relative productivity 
levels would be used to call reunification a success.

Secondly, one needs to be clear when distinguishing between 
transition costs and reunification costs. Germany is quite unique 
in this sense. There were fewer transition costs in the sense of an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from planned to market economy. Most 
of this was done by 1992 or 1993. This is partly because many 
skilled administrators went from the old states to the new states and 
implemented this on the ground. The pure institutional changes were 
extraordinarily rapid. It was done by the early 1990s. Since then, we 
have had ongoing structural economic change and growth and all 
sorts of other challenges, but the pure transition process itself was 
done rather early. After that, the challenge has really been one of 
reunification that closes the productivity gap. There are two different 
costs and sometimes the reunification costs are much higher than the 
transition cost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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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coming back to the point that was raised this morning, we 
cannot make a simple point estimate of transition costs because it very 
much depends on the strategy taken.

The core issue that has been mentioned several times before is 
migration.  Reunification implies joining two countries, one with a 
high capital-labor ratio and one with a low capital-labor ratio. In an 
integrated economy, that cannot stand. Somehow, there has to be 
equilibrium. Equilibrium can happen by people moving from the 
labor intensive part, East Germany, to the capital intensive part, West 
Germany. Or it could happen by trying to increase the capital stock in 
East Germany to the West German level. Those are very different costs 
as was mentioned before. The choice made in Germany, which was to 
primarily emphasize the keeping of skilled workers in East Germany 
in order to sustain long-term growth there, affected these costs quite 
substantially. 

There will be public costs, too.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the gross costs and the net costs. I am still talking here in the fiscal 
domain. We are not talking about societal net benefit. We are just 
talking about the public domain.

First, there will be offsetting saving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These have been very poor in Germany. There has not been an attempt 
to re-think spending in West Germany, particularly on the subsidy 
side. This is largely an effect of the surprised reunification. There 
was simply a lack of capacity overall to consider everything in 1989, 
1990 and 1991. There was too much on the plate of the government 
to really reconsider other parts of the expenditure. But this is certainly 
something that could have been done. The fact that subsidies to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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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firms remained very high throughout this period is remarkable.

Second, there will be revenue gains. We have already spoken about 
revenue gains in the new states, off-setting part of the transfers. These 
are growing all the time and have become quite important. But there 
are also revenue gains in the old states. Reunification changed the 
economic trajectory of the West German economy. That being the 
larger economy, it actually has a potentially much larger impact on the 
revenue side. I will come to that in a moment.

Lastly, we have benchmarks. At what should one look to evaluate these 
costs? We heard frequent references here today of total cumulative 
cost relative to one year’s GDP. That is informative in some sense. But 
these costs, of course, are borne over time. The other metric we have 
seen repeatedly is percentage spending per year.

Yet another way of benchmarking it is the pre-savings perspective. 
To the extent that the country pre-saves via a sovereign wealth fund, 
as Korea is partially doing, provides another metric. It also raises the 
interesting question, “What are the optimal pre-savings for the costs of 
reunification if one has a nice estimate?” How much should the current 
generation save and contribute, given that it may or may not be around 
when reunification happens? We do not know when it will happen. 
How should this be inter-generationally attributed?

There is a small caveat on this issue. One should not overemphasize 
what pre-savings can do. In the end, after reunification, real 
consumption has to go up in the transitional economy and real 
investment has to go up. That is a real resource transfer. Financial pre-
savings can only help with that to the extent that it finances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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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wise, we still have a real resource transfer that has to be done. It 
is very helpful but pre-savings cannot solve all the issues.

Let me now briefly turn to the private sector output effects. First of all, 
there is a demand effect. This has been mentioned already. Much of 
the money that was sent from West Germany to East Germany went 
straight back to West Germany. East Germans bought West German 
consumption goods rather than East German consumption goods. 
This acted as a major stimulus for the West German economy, thereby 
increasing the tax revenues in West Germany. I would assume the same 
to hold in the Korean case since the domestic production of consumer 
goods in the North is not that pronounced. 

Secondly, the financing has negative effects. This comes in two forms. 
One, the tax load goes up in order to finance reunification costs. Two, 
interest rates rise to combat inflationary consequences and the excess 
demand generated by the stimulus. That is a negative. 

Third, we have the international part. Reunification will involve a real 
appreciation of the currency. This harms the traded goods sector in the 
original economy. This is also a negative. 

Finally, this is less clear and less tangible, but one can think about the 
political economy effects of reunification. It is useful to keep in mind 
that when reunification happened, Germany was viewed as the station 
wagon of the European economy. It was a sluggish, overly-regulated, 
stacked economy with huge structural reform problems. Today, that 
is no longer the case. Indeed, there is even an increased interest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ro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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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ransition partially reflects a number of very important reforms 
that happened in the interim, primarily in the labor market. There were 
two of these reforms. One was bottom-up. That happened in the mid-
1990s and happened explicitly in the new states. Industrial relations 
moved from a sectoral and state level and a very aggregated top-down 
level to a firm-level basis. There was much more emphasis on firm-
level happenings, productivity orientation of wage increases, etc. The 
second one was the Hartz IV reforms earlier this century. Both of them 
cumulatively changed the dynamics quite dramatically. 

We can ask the question, “To what extent has reunification influenced 
the fact that these reforms took place?” This is certainly true for 
unemployment which was very persistent in the new states in the early 
days. The bottom-up reforms were very much done in the new states 
and then spilled over back toward the old states. That has a permanent, 
longer-term effect. It is not something you can take to the bank and 
borrow against but something to keep in mind. Every country has their 
persistent structural problems that may or may not be easy to deal with.

Concerning financing, the only issue here that has not been mentioned 
so far in detail is the allocation of these costs across generations. Who 
should pay for reunification costs? The pre-financing of reunification 
in Korea actually adds another dimension to this. In Germany, it was 
clear that the current generation and future generations would pay. 
In Korea, it is now the pre-reunification generation. What will be the 
current generation when reunification happens and who will be the 
future generations afterward that can potentially finance reunification? 
It is interesting to think about which generation should pay for what 
share of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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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pure allocations, the investment part has permanent benefits 
and should therefore be financed by debt. But the transfers primarily 
benefit the current generation rather than future generations, and so 
tend to be funded more by taxes. 

Finally, in the case of Germany, there were no pre-savings since it 
was unanticipated. The financing had to be decided upon on the spot. 
Secondly, there was a fairly limited reduction in other expenditures 
which reduced the ability to offset the cost of reunification. Thirdly, 
as was mentioned several times before, the cost allocation differed 
between necessary investment and transfers whose extension was not 
implied by the German constitution. One should not forget that the 
German constitution is very specific about what can and cannot be 
done on the social welfare side. Finally, there were gifts. The initial 
conversion rate that has come up several times this morning was a 
gift. It was a gift that the East Germans got one Deutsch mark per one 
East German mark for their East German mark savings. This was a 
very generous conversion. That did matter. But for the floor of factory, 
it did not matter. For the wages, it did not matter. But for stocks and 
savings, it mattered. It was a gift. One can think about how generous 
the country wants to be. This was just an explicit gift made by the West 
to the East. 

On debt financing, it is worth noting that when reunification 
happened in Germany, it had a very substantial buffer of fiscal space. 
Reunification was largely financed by debt. It increased the debt to 
GDP ratio. It reduced that buffer. It did not actually create significant 
fiscal problems in the end. The long-term borrowing rate of the 
government in Germany did not go down 20 years after reunification. 
It is currently at an all-tim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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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look at it from the perspective of 2012 rather than 2008, one 
additional lesson is that one always wants a fiscal space in case another 
bigger crisis happens. Reunification plus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actually pushes Germany to the point where future fiscal space is 
somewhat mor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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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

Reunification and Economic 
Transition in Germany: 

The International Dimension 

Presenter: Holger Wolf 
                       Professor, International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First, I have to confess that I am not an expert on Korea. Most of 
my lessons are drawn from Germany and my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Korea.

I would like to talk about very specific issues that relate to the 
combination of and the overlap between reunification and economic 
transition. There are only two cases in the world where this really 
fully applies. To what extent does reunification affect the economic 
transition process, be it positive or negative?

The core constraint, as has been discussed earlier, is internal migration. 
Internal migration fundamentally changes the way in which the 
economic transition process works, on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de. It accelerates the process of economic transition, but it also 
pushes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direction of early reunification 
because the partner economy can help tremendously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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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then talk about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the actual transition 
experience in particular in East Germany but with implications for 
Korea. I will then conclude with a caveat and some lessons.

First, the choice of transition strategy is influenced by the fact of 
reunification. In the early 1990s, there was a substantial debate often 
summarized by proverbs. It was between two different groups of 
proponents of how economic transition should take place. One group 
argued that it is best to take the bitter medicine all at once to get it over 
with. That is the radical approach. It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gradualist approach encourages second-best effects, lengthens the 
process until credibility is established and deters actual investment and 
thereby, if at all possible, should be avoided. The alternative argument is 
that a wise man tests the stones before crossing the river. That is to say, 
one should approach one problem at a time. Prioritize and then work 
down a list of choices. 

It turns out that for most countries, it is not a real choice. Reform 
capacity is limited. There are some things that can be done early on 
by the stroke of a pen: price liberation and to some extent monetary 
reunification which is already a little more difficult. But many of the 
reforms require very detailed on-the-ground work. You cannot put 
in municipal administrative system overnight, for example. De facto 
gradualism rules the day.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 we 
see quite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Europe.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moved faster. Hungary and Slovenia moved more slowly.

In the case of Germany, this choice did not actually exist. Germany, 
in principle, had two options. There would have been an option for 
a successor state of East Germany to pursue economic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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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tself. Then at the end, it could unify as a combination state. The 
alternative version was to do both at the same time: reunify initially 
and then proceed to the transition challenges under the umbrella of a 
reunified Germany.

That debate lasted about one week. It became very clear that instant 
reunification was going to be the answer. First, politically, there was 
very broad support for it. Second, economically, any option to have a 
separate state with full migration and the high wage level and excess 
demand for skilled labor in West Germany would not be viable. There 
was a very clear and early move toward instant reunification. 

What that meant was that East Germany pursued a remarkably radical 
transitional strategy, even compared to the more radical parts of Central 
Europe that transformed at the same time. Within a year, East Germany 
had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in place. It had a sound currency in 
place. It had no trade barriers. It had full current account and capital 
account convertibility. All these transitional policies took much longer 
in the other transitional econom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is is a remarkably rapid transition. To a large extent, it ended in 
the mid-1990s. The last big wave of privatization was in 1994-1995. 
That was it. At that point, there was private ownership, there was an 
institutional structure in place and the legal structure was in place. 
It was not only in place de jure on the books but de facto because 
experienced administrators from West Germany helped to install these 
systems in East Germany. It worked.

In addition to causing a very rapid transition strategy, reunification 
also tilts the cost-benefit analysis in favor of early transition.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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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loaded reforms resolve uncertainty and reduce risk premia, thus 
encourage investment and enhance allocative efficiency by removing 
second-best outcomes. Therefore, it is viewed as more rapidly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These advantages come at some cost.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West Germany that was imposed on East Germany was not meant 
for a transitional economy. It was meant for the West German 
economy operating smoothly at very high levels. It was not meant 
for a transitional economy undergoing rapid structural change. The 
other econom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ld do this more 
gradually. They could fine-tune their institutional adjustments to the 
needs of the day. It implies much higher front-loaded costs in terms of 
unemployment but also in terms of financing. On a technical level, it 
runs into constraints. 

If we look at the case of Germany, none of these really applied. Germany 
had a known institutional structure. It was clear that East Germany, in the 
end, would have the West German structure. As a result, there was very 
little point in transitory deviations from that or in fine-tuning along the 
way. 

The migration option constrained what could be done under a 
gradualist strategy anyway. Particularly, the migration option meant 
that the strategy pursued by some other countries to have a transitory 
low-wage sector to absorb labor until the capital stock could be built 
up was not viable in Germany. The lowest feasible wage would still 
have been a multiple of the wages in the other transitional economies. 
Thus, that part of gradualism was not an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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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Germany had tremendous financial support for the East German 
transition process. I think the notional current account deficit of East 
Germany was still at an all time record. The financing was done 
from the outside. That meant that Germany could actually put in the 
capital stock and other investments much more rapidly than any other 
transitional economy could feasibly do. 

Finally, the seconded officials from West Germany who went to East 
Germany made it possible to implement these rules on the ground. That 
is much underrated in many assessments. If we look at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transition reports, 
for example, in the late 1990s they routinely distinguished between 
countries that merely have good laws on the books and countries in 
which these laws can actually be enforced by going to the courts. The 
same holds in other areas. It takes a lot more to have skilled officials 
on the ground who can effectively implement these rules than it takes 
to simply put the laws on the books. 

Institutional adjustment in Germany was fundamentally completed by 
the early 1990s. Even the economic transition to private ownership was 
done by the mid-1990s, much faster than in any of the other Central or 
Eastern European transitional economies. 

A criticism one could raise about the German case is that Germany 
has been very reluctant to explore intra-national variations in policies: 
tax holidays that are specific to some locations, social security tax rate 
differences and other things that could be done with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US has a very varied fiscal structure between states. 
That was not done in Germany, partly for historical reasons, but also 
because initial enthusiasm was so high that there was no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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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need for it. 

The first part of the argument is that with reunification, the transitional 
strategy choices become very, very limited. It has to be rapid. But it is 
also much cheaper to do it much rapidly, compared to other transitional 
economies. So opinions coalesces around that particular solution.

I will now turn to the outcomes. I will focus specifically on the 
international parts. East Germany suffered four shocks. Two of these 
were common to the other transition economies. Two were unique to 
East Germany and could also, presumably, be applied to Korea.

Starting with the common ones, first,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 collapsed. There was a lack of external 
markets; external markets collapsed. Second, energy prices increased 
because they had been subsidized by the Soviet Union. The two unique 
shocks were, one, the unit labor cost shock which in Germany reflected 
particular choices made and two, the real exchange rate appreciation 
which would apply and could not be avoided. 

Let me talk about the first unique shock, the unit labor cost shock. 
Where did it come from? Fundamentally, we are dealing with a 
situation in which the wage differences are such that migration will 
happen. Migration can either happen with labor from the East to the 
West or with capital from the West to the East.

A decision was made in Germany relatively early on to emphasize 
capital moving eastward rather than labor moving westward. The 
argument was that without its own skilled labor force, the East German 
states would not be able to privatize or revitalize and would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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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ly lower productivity areas which needed permanent 
transfers from the West. It was easier to subsidize or give incentives to 
workers to stay in the East until the capital stock could be built up. 

That was a political choice. The criticism does not so much apply to 
the choice itself, but rather to the way in which this particular choice 
was implemented and put into practice. As was discussed today, there 
are a number of ways of giving non-pecuniary incentives to people to 
not migrate. Economic theory tells us that what matters is expected 
lifetime real income difference. It is a forward looking concept. It does 
not just involve the current wage. It involves wage growth. It involves 
differences in living costs. Particularly, it involves income, not wages.

Early on in the German process, there were a number of papers that 
suggested alternatives. For example, one alternative was to pay market 
wages, but then pay a government subsidy on top of it. It would lift 
income up to a level that would deter migration, but leave unit labor 
costs at a level that stabilizes and incentivizes employment. One can 
think of other mechanisms along those lines. These were underutilized. 
In Germany, this was so because, at first, there was great enthusiasm 
for reunification.

The policy pursued to deter migration was an immediate wage 
increase, a nominal wage increase. It far exceeded the productivity 
increase. Therefore, this led to a unit labor cost in East Germany 
substantially above the unit labor cost in West Germany which was 
at the time the highest in the world. East Germany became the most 
expensive place globally to employ labor. That contributed to the 
decline. It is a major difference between East Germany and the other 
transition economies. None of the other transition economies ha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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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cost shock upfront. It could have arguably been substantially 
reduced by using these other tools to deter migration rather than just 
wages.

The second point is the external adjustment. Reunification took the form 
of large transfers from West Germany to East Germany. This created 
a major increase in aggregate demand in Germany. There was some 
excess capacity, but a good part of that spilled over internationally. The 
adjustment took the form of trade balance deterioration. Part of that 
came through the income channel: the higher income automatically led 
to more imports. Then part of that, particularly on the export side, came 
through real appreciation. Clearly, the German case is not a very good 
role model for how to proceed. An easier way to have done this would 
have been to revalue the Deutsche mark within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That did not happen.

Instead, the adjustment took a long time. Initially, it came primarily 
through prices. Inflation picked up both after monetary reunification 
and then as the demand boom came. That, in turn, meant the 
Bundesbank would further increase the interest rate. That led to more 
pressures on the EMS. Eventually, a couple of years later, it led to the 
EMS crisis which then led to the stiff devaluations of other currencies, 
but in a very disruptive manner. 

If we look at the outcomes, I think the famous quote by John Connally, 
US Secretary of Treasury in 1971-72, is apt. He told a group of 
European finance ministers who worried about the export of US 
inflation that “The dollar is our currency, but your problem.” This also 
somewhat applies to the German case. Germany also exported some of 
its issues, resulting in the EMS crisis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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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djustment did take place. In the end, it could not have been 
avoided. It came through the inflation rate rather than through the 
nominal exchange rate, but it happened. The trade balance deteriorated, 
as expected, through the income channel and the enterprise channel. 
The interesting thing to note is that exports actually only stalled and 
they did not decline. There was concern at the time about Germany as 
an export location due to the real appreciation. But in the end, there 
was only a flat line for a few years. Then exports happily started to 
grow again afterward. The adjustment came through, primarily an 
increase in imports. An international adjustment certainly took place, 
but it did not take place in the smoothest possible way one could have 
thought about, partly related to the politics of the EMS system. 

If we look at the performance, not surprisingly, we have four 
very significant adverse shocks. There was a huge unit labor cost 
increase, significant appreciation, a commodity price shock and 
then real appreciation. There was also a fifth shock in the decline 
of the COMECON, which meant that the traditional export markets 
went away. Taking all of these together, it is not a surprise that the 
manufacturing sector in East Germany collapsed completely, alongside 
employment and exports. 

What would you expect that to look like 10 years later? There were 
two views. There was a view that dates back to the resource curse 
theory of the 1970s, which was taken up a decade later. This view 
holds that once firms exit, that is it. Once you lose them, you do 
not get them back. This sad shock could have led to the permanent 
de-industrialization of East Germany. This would have been a sad 
irony. It would have suggested that the wage increase that was meant 
to keep workers in the East and to keep East Germany as a v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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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location would have actually led to such a collapse in 
manufacturing and permanent damage that it brought about the very 
outcome it was meant to avoid. Over the last 10 years, that view has 
come under some doubt. We see a renaissance in manufacturing in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the US, which has experienced a 
significant export and manufacturing renaissance more recently after 
experiencing a sharp decline in output. 

If we look at the German data, we see numerous things. First, if we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and the old states, the old states 
do better. That is an internal German debate that sometimes dominates. 
But then, secondly, if we compare East Germany in 2011 with West 
Germany in 1992, which no one would argue was a basket case on the 
international side, we see that East German firms today export more 
than West German firms did in 1992. If you put this in a European 
context, East Germany also looks very good. It has lasted now for 
almost 20 years. It has been a very persistent, slow and steady increase 
in exports, manufacturing and manufacturing employment.

[figure 4-1] Manufacturing and Mining Outcome Gap

 
Old States New States Current 

gap

Gap to 1992

1992 26.8 13.9 12.9 12.9

2000 37.5 21.1 16.4 5.7

2005 42.1 27.3 14.8 -0.5

2011 47.5 34.5 13.0 -7.7

Change +20.7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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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d this happen? What made it possible in Germany? Three 
things came together to make this possible. First, it was the long-
term memory. The areas, in particular in southeastern Germany, have 
a very long tradition of manufacturing excellence going back into the 
19th century and of high-skilled craft production going back centuries 
before that. The human capital was there. The experience was there. 
All the structures were there.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s were 
there. 

Second, the German government actually put in an enormous range of 
supportive policies for exports and manufacturing, which has not been 
mentioned that much nowadays. This was complemented by private 
sector initiatives like export chambers, chambers of commerce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hese micro-level initiatives targeted 
manufacturing excellence. This was combined with the German 
financial system, which is focused on local finance, both the savings 
banks and cooperative banks. We ended up with a very supportive 
structure. The fundamentals were there. The supportive policies were 
there. But we also faced the problem of an extremely high unit labor 
cost. With that unit labor cost, it would not have happened.

The third element was the real paradigm change in labor markets 
that happened in the 1990s and then again in 2000. Labor in the new 
states, after seeing six years of extremely high unemployment and 
little progress, shifted and became much more focused on firm-level 
productivity-oriented wage negotiations. We can date that roughly 
to the middle of the 1990s in the new states. The next 15 years of 
that policy meant that unit labor costs in eastern Germany reached 
parity with western Germany by 2000 and have since fallen to 90% 
of western Germany. At the same time, as is discussed now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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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f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Germany as a whole has seen 
its unit labor cost fall dramatically relative to the other new countries. 

What we see are two supposedly impossible internal devaluations at the 
same time. We see East Germany devalue relative to West Germany, 
and at the same time West Germany devalue internally relative to the 
rest of the euro zone. It is this decrease in the labor cost, combined 
with the fundamentals and the good policies, that made this export 
renaissance possible. I think that is a pretty good overall example of 
what has to come together. A number of things need to come together. 

What can we learn?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Saxony is attributed 
to have said that “In the next reunification, we will do everything 
better.” He was responding to criticism that Germany made mistakes 
early on. He explained that they had to make decisions rapidly and 
that they did not have much time to prepare. That is one big chance for 
Korea. You can plan ahead.

What can we learn from the German experience? To begin, let me 
mention the caveat that one should be very cautious in learning from 
history. In 1989, Germany, too, looked for historical lessons. What did 
we have in East Germany in 1989? We had fixed prices, fixed wages, a 
monetary system in disarray and controlled trade. People looked back 
to 1948. In 1948 we had fixed prices, a monetary system in disarray 
and controlled trade. Then Ludwig Erhard came in with the price 
and wage liberalization. The US came i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Deutsche mark. We ended up with an economic miracle.

In reality, it was not quite that linear. In any case, in the early 1989-
90 period, there was a lot of talk about a second economic mi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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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ening in East Germany. That led to substantial optimism. This 
optimism had an effect on the ground. The more optimistic policy 
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were, the less willing they were to take 
very tough economic decisions. Chancellor Kohl’s famous “flourishing 
landscape” is the most famous of these. But it was a widely held view. 

Interestingly enough, it was not a view that was held as strongly in 
the academic or the expert community. The Bundesbank had a more 
skeptical view.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had more caveats. 
The academic community, too, had more caveats. But in the end, it was 
dominated by the public debate. Not all the conditions have to be same 
in order to draw real strong lessons from history.

It is fairly clear that in any reunification plus economic transition 
process, options for two state solutions and gradualist policies will 
simply be swamped by the realities of migration and other pressures. 
Early reunification and a rapid transition seem to be the more likely 
outcome. Also, reunification provides the finances and other resources 
to make this much easier than it would be in any other transition 
economy. In both of these, Germany is a good example.

What are the challenges? One is to facilitate institutional change. 
Obviously, the more that is done before reunification, the better. At the 
same time, even after 20 years of engagement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East Germany was still a centrally-planned economy and 
any so-called “market reforms”, if anything, went backward over those 
20 years. 

Secondly, you must minimize the long duration effects of the front-
loaded adjustment costs. Here, lessons can be drawn from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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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osts were too high in Germany. Use more things like wage 
subsidies or other tools to deter migration. Use more intra-national 
variations in policies, like tax holidays. There is a whole set of policies 
on the micro level that could have been used to reduce these costs; not 
to eliminate them, but to reduce them.

Third, maximize the potential of long-term development and the long 
range historical reasons. Draw on the skilled labor that is there and 
the natural resources that are there. This will maximize the long-term 
perspective. Here, Germany has actually done a fairly good job. There 
was a lot of transfer of knowledge, both institutional and personal, 
from West Germany to East Germany. This ranges from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o the savings banks and to chambers of commerce. 
There was a whole set of very detailed micro-level stuff done by 
various ministries. Cumulatively, it has been very important but hard 
to quantify effect on how well the long-term transition of Germany has 
been faring.

In both of these cases, there are lessons. The lessons from the first one 
are more negative. The second one has more positive less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 Germa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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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2
...........................................................................................

The Role of the 
Global Community for 
the Korean Unification

Presenter: Byung-Yeon Kim Professor,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I will talk about the role of the global community in Korean 
reunification. First, I will cover the complexities of reunification. 
Second, I will lay down three principles needed for reunification. 
Third, I will talk about possible roles for the global community in 
Korean reunification.

The case of Korean reunification is probably the most complex 
unification or reunification case throughout history.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initi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re much worse 
than any conditions that ever existed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or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If you look at the Soviet case, you 
see that the USSR survived for 73 years, from 1918 until 1991. North 
Korea has so far survived for 67 years, if we count from 1945. We 
know from the longer history of Socialism that its worst performance 
took place in the later parts of the 20th century. That means the 
conditions for reunification of Korea are not that favorable.

Also, we know there is a huge gap in income between South Kore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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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In terms of per capita GDP, the average North Korean 
earns US$1,400 in income per year. In South Korea, it is more than 
US$30,000. But if we calculate income per capita in terms of market 
exchange rates, North Korea’s is merely US$471. South Korea’s is 
roughly US$22,700. So South Korea’s income per capita is about 50 
times as high as North Korea’s. Compounding this, the population gap 
is much smaller than was the case with East German re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s population ratio is about 2:1. In the German 
case, it was 4:1. For both these reasons, we will have numerous fiscal 
difficulties to subsidize the cost of moneys going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figure 4-2]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parison

 

These economic problems may spill over into the political and social 
fields as well. Unless we control this and keep these problems in the 
economic domain, the problems may spread to social and political 
areas. This would damage the whole process of reunification.

Secondly, I argue that there are many uncertainties in the Korean 
reunification case. We do not know how this reunification will un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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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it involve any type of violence? Will it happen gradually or 
rapidly? Or will it happen after the collapse of the regime? Or will the 
regime itself initiate some Chinese-style gradual reformations? We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Therefore, our task is very complex and 
very multi-fold.

In addition, here in the South, we have multiple tasks in front of us. 
As Professor Wolf argued, Germany has so far been the only country 
that has ever experienced the simultaneous tasks of reunification and 
economic transition. The North Korean case involves, perhaps, the 
development from a poor country to an advanced country. So we have 
the tasks of not only reunification and transition but also development. 
In addition, we may have the need of state-building. I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do not get together to live well together, we will 
need some sort of social policy to facilitate social cohesion.

The task is very complex and difficult. Nonetheless, I feel that there are 
three principles that will help us with the reunification process.

The first is peace and order. I would say that peace and order are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successful reunification. If we are 
lucky enough to have a choice between violent reunification on one 
hand and peaceful coexistence for the time being on the other, I would 
say we should take the second one. Sufferings that come with violence 
would be long lasting if peace and order are broken down.

Also, the economic costs would increase drastically with military 
conflicts. I calculated the cost of military conflicts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We can measure the scale of 
conflict from zero to three. A zero means no violence of any ki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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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or military conflict and a perfectly peaceful reunification. A three 
is a full-scale military conflict. If we extrapolate for 10 years, we find 
that for each increase in unit-of-conflict which a country suffers, its 
total GDP loss at the end of the 10 years increases significantly. If a 
country experiences a full scale war, even 10 years after the event, the 
country suffers a loss of 50% of GDP. Clearly, the impact of military 
confrontation on the economic domain is very high. We need to avoid 
any kind of military conflict or violence. 

Second, the reunification process needs to be led by South Korea, but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specifically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has the legitimacy, willingness and resources to lead the 
reunification process. Of course, among South Koreans today, there 
is some slight decrease in support for rapid reunification. But still, 
50% of South Korean citizens support a rapid reunification. If we 
include those who support a gradual reunification and those who favor 
peaceful co-existence, we can say that support stands at about 70% of 
the electorate. 

I have done research and surveys of both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gauging their generosity when it comes 
to giving their money to North Koreans. We gave the participants 
a mythical pile of KRW 30,000. We asked, “How much would you 
want to give to South Koreans? How much would you give to North 
Korean refugees?” Most of them gave more money to North Koreans. 
They believe North Koreans are poorer and needy. Therefore, they are 
willing to pay more money to North Koreans. That means that South 
Koreans, at heart, support North Koreans. We can see that South Korea 
has the willingness, legitimacy and the resources. But we have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We have to cooperate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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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provision of basic welfare for North Koreans in the North 
needs to be a top priority. I emphasize “in the North”. We prefer a 
gradual transformation, if it is possible. That way, we would have more 
time to build the North Korean economy before full reunification. But 
how will it happen? How will it be possible? It would only be possible 
if North Koreans stay in North Korea and do not migrate southward in 
some massive manner. Then it would be possible to apply the so-called 
“gradual” reunification process.

If there is any chance for this gradual reunification, we have to exploit 
that chance. Otherwise, we may have to pay a very high cost for 
reunification. That means we will need to subsidize North Koreans 
when it happens. At each stage, we will need to provide massive 
assistance to North Koreans in terms of food, medicine, et cetera. 
Then, North Koreans themselves can contribute to growth. After 
reunification, if we find North Koreans are not well-fed and suffer from 
malnutrition, we will not get any benefit from having young workers 
from North Korea. We may have to pay for their health care costs, so 
to speak. This is an example of one way in which it would be better to 
subsidize North Koreans before reunification.

Given these three principles, I will now talk about the roles of the 
global community. Here I assume the rapid scenario, not because I 
believe it is desirable but because I believe it is more demanding. If 
we are prepared for this kind of rapid scenario, we will also be better 
prepared for the gradual scenario. Therefore, I will concentrate on this 
rapid scenario.

The first point covers emergency governance in North Korea. That is 
a very important issue. The global community should discuss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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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ho should intervene to create order and peace and to prevent chaos 
in North Korea when something happens. We do not have any firm 
answer yet. We have to discuss this matter with the Chinese and with 
the US. Perhaps the US and the Chinese would want to discuss this 
directly between themselves.

There may be some kind of first mover’s advantage. If South Korea 
moves first into North Korea, we may have some advantage. Then 
China would have to think about what it could do, given the presence 
of South Koreans in North Korea. That may cause some angst among 
our immediate neighboring countries. Given its importance, hopefully, 
this matter will be discussed before any event actually happens.

At the end, though, China is extremely reluctant to discuss this matter. 
Therefore, one realistic solution would be that South Korea negotiates 
with China to allow South Korea to intervene in North Korea and to 
let China define some conditions under which it feels comfortable. We 
will take the initiative. China will follow with what it can do, given our 
first move. That may be some kind of realistic solution.

Concerning emergency measures and humanitarian aid, this area is 
new to South Koreans. We have not had a lot of experience providing 
emergency measures and humanitarian aid on this kind of large scale. 
We will need assistance from the global community which has a lot 
of experience in such things across many countries. Such issues may 
involve weapons disarmament, food delivery, health care and keeping 
peace and order. All these areas require assistance from the global 
community. I would argue that sufficient and swift food aid is essential. 
Many NGOs have a lot of experience in the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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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key criteria of the successful provision of such emergency 
measures are food and electricity. If you look at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people shop at markets. When they find that the shortages 
have disappeared and that there is more food available at the shops, 
they regard transition as being successful. Therefore, if there is a lot of 
food on the shelves both at the markets and at home, North Koreans 
might be more likely to feel as if things are going well. They might, 
then, be more supportive toward any reform or transformation or 
reunification. 

Many countries going through such changes—and in this case most 
of my data comes from Iraq—feel that electricity supply is very 
important. When they see that electricity has been supplied for at least 
24 hours at a stretch, they would say that “Everything’s fine.” At this 
stage in this kind of rapid scenario, we have to make sure that both 
food and electricity are supplied in a plentiful manner in North Korea. 
Otherwise, North Koreans may get anxious and their support for 
reunification may be withdrawn. They may not support South Koreans. 
They may begin to feel that South Koreans merely create more 
problems.

Dealing with refugees was discussed by a previous presenter.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deal with refugees. If possible, we have to 
prevent a mass migration from happening. But we have to prepare 
for migration by setting up refugee camps in South Korea, in China 
and perhaps in Japan, as well. Also, we lack experience in running 
and operating refugee camps. We need assistance from the global 
community to set up and operate refugee camps.

The advantage of Korean reunification’s position in time is tha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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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some knowledge of the transition policies that came before us. 
It is very fortunate that we will experience this transition after many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gone through this process. There is a 
lot of accumulated knowledg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s. We can utilize and take advantage of this expert knowled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ther countries. Whe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started their transition, there was 
no blueprint for the transitional path. Therefore, they had to start from 
scratch. They spontaneously came up with some kind of emergency 
measure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lso gave some advice. 

After many years, we looked back at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We 
found that the process of transition is quite complex. A mere “simple” 
approach is not applicable to many countries. After about 20 years of 
research, we have accumulated a lot of information about transition 
policies. What policies are the best? What policies are the second best? 
What policies can you apply in a given situation? We have utilized 
this accumulated knowledge in other countries an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sai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global community should 
be flexible. Transition takes a lot of time. As Professor Wolf argued, even 
today, 20 years later, there are still one or two remaining issues in eastern 
Germany. So we need to plan for reunification that will take at least two 
decades or three decades before the reunification process ends. We need 
to be patient. Not only Koreans but the global community also has to be 
patient. 

In particular, the straightjacket approach focusing on “What is the 
consensus?” should be avoided in order to provide more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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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give advice and assistance, 
they will think about the conditions in North Korea. They will have 
to be flexible enough to allow the local conditions to be best utilized, 
in combination with their assistance. They should keep away from 
trying to impose their program that may not be aligned with northern 
conditions. This may create problems. Therefore, more flexibility and a 
more initial condition-based approach should be recommended.

Of course, investment in North Korea is very important. If the IMF 
agrees to admit North Korea as a member, other organizations may 
follow and commercial investment may follow as well. Also, the 
privatization of Korean funds and the opening of markets would 
encourage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North Korea at this point has an advantage in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The textile industry is operating not only in the border area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ut also in Pyongyang. Therefore, 
North Koreans can quite easily start their businesses in these areas. 
There will be a huge demand for infrastructure, for example the gas 
pipeline from Russia to South Korea. This will provide very good 
opportunities to the global community. I am sure the South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 would welcome international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se six suggestions are applicable if we modify them somewhat 
to the rapid reunification scenario. But what can we do right now to 
facilitate reunification and to better prepare for reunification? 

First of all, we can improve education projects. We know there are 
several international NGOs involved in upper-level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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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he Pyongyang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 recently 
opened in Pyongyang. These kinds of projects should be encouraged. 
These are the key determinants to successful reunification and to 
development in North Korea. I would like to argue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more involved 
in educ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Secondly, we should help local businesses. We know the European 
and South Korean NGOs and businesses are involved in helping 
North Koreans set up local businesses. They teach job skills and other 
things. These local activities are less controlled by the center. These 
NGOs directly contact local households and villages in North Korea. 
Therefore, they are less controlled by the center. They are also more 
effective. They teach skills. They teach the people how to make a 
profit, et cetera. These kinds of activities need to be expanded to help 
North Koreans survive, make profits and perhaps, to help themselves 
become entrepreneurs.

We need North Korean entrepreneurs before reunification. Then North 
Koreans will be very proud of their achievements. We in the South 
had Chung Ju-yung of Hyundai and Lee Byung-chul of Samsung. 
South Koreans are proud of having developed our country ourselves. 
But if South Koreans tell the North that we did everything for them 
and that they did nothing to help themselves, it could be harmful for 
reunification. Therefore, helping local businesses should be the key 
to any involvement from the global community and the South Korean 
society. 

My last point is tha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revitalize 
their activities in the North. Over the past five years or so, thei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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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rth Korea has been stagnant. Nothing has happened. It would 
be better for them to start doing something. For example, they could 
gather data on North Korean consumers. They could send fact-finding 
teams to North Korea. Hopefully, in a few years, they could start to 
discuss North Korea’s membership to their organizations. 

Of course, these three areas are not an exhaustive list of all areas in 
which the global community could get involved. But I would argue 
that these three areas are not well-emphasized in other places. The 
basic fundamentals of helping North Koreans by South Koreans and 
the global community can begin today by focusing on these three 
fundamentals. 

Discussant: Peter Beck Korea Representative, The Asia Foundation

My first set of questions and comments are for Dr. Wolf. Would you be 
able to flesh out a little more clearly some of the lessons from German 
reunification for Korea? Both the German ambassador and Dr. Wolf 
mentioned that there were a lot of policy decisions that the German 
government faced which were very difficult decisions. In hindsight, 
were these decisions the on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llow?

Dr. Wolf mentioned the front-loaded nature of paying for reunification. 
In hindsight, is that viewed as having been the way to go? Or would it 
have been less costly and less traumatic if it had been less front-loaded? 
It is similar to the 1:1 exchange rate. It is hard to even establish a 
value for the North Korean won. It is a weak currency that faces hyper 
inflation. Certainly, that was one relatively simple step for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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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government to take to minimize the flow of East Germans to 
the West. Within a few years, there was very little migration.

I think Koreans would find your discussion of the labor cost shock 
to be quite startling. Professor Kim alluded that there might not be as 
many benefits at first as many South Koreans expect. But one of the 
dreams attached to Korean reunification is that in the North you have 
a cheap and abundant labor force speaking the same language which is 
literate, if not well-fed.

This is, perhaps, the biggest dilemma out of all dilemmas that South 
Korea faces. The only way you can utilize and take advantage of this 
cheap labor is if you keep wages low in the northern areas. But that, 
in turn, will cause a massive southward migration. So it seems that 
any future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face a choice between 
equalizing wages very quickly in a front-loaded manner and not 
equalizing wages.

I think we want to avoid refugee camps, if at all possible. That implies 
a very serious dislocation that could take many years to resolve. There 
are still refugee camps, I am told, in the Hong Kong area. The so-
called “boat people” from Vietnam have still not been fully integrated 
into the region. We want to avoid refugee camps here in Korea. The 
easy way to do that is to give incentives to North Koreans to stay. That 
will require massive transfers from the South.

It is also sobering to note that the chronic unemployment in East 
Germany remained stubbornly high for 15 years, despite massive 
transfers. After 20 years, we have not yet achieved anything even close 
to economic parity between what was the former West German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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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Germany, as the export figures show.

Basically, the West paid East Germans to stay in the East. But is that 
a policy with which the Korean government would be comfortable? 
Should they adopt such a policy?

Also, I would like to ask if there was an international dimension to 
German reunification. Did an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play 
any role at all, even in an advisory capacity, or were you really on your 
own?

Did foreign direct investment play a role? Were there other European 
or North American companies that were willing to invest in East 
Germany that saw East Germany as a new market to enter? Or was it 
largely West German investment that flowed in? Did non-West German 
foreign investment play any role in German reunification?

I completely agree with Professor Kim that the reunification scenarios 
that he outlined for North and South Korea are inherently complex. He 
expects reunification to be sudden. I, too, think a sudden reunification 
through collapse is a much more likely scenario than a gradual 
reunification. I do not think it will happen soon. I am not the one who 
thinks the North is going to collapse any time soon, but when change 
does come, I think it will be very sudden.

I noted with particular interest your suggestion that it is better to 
subsidize and support North Korea now than to deal with the more 
expensive reunification later. But I have a question. In Professor Kim’s 
outline, an estimate as to what reunification will cost is not provided. 
Dr. Noland, in his presentation this morning, mentioned that it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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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at least US$1 trillion. My estimate is that it will more likely be 
several trillion dollars. We certainly need to have some sense of what 
that figure will be, if we are going to prepare for it. If we assume 
reunification will cost more than US$1 trillion, from the very beginning 
we will need from US$30 billion to US$100 billion per year to pay for 
the cost of stabilizing North Korea and to begin to fully integrate the 
two economies. 

I would also like to press Professor Kim more ab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would also like to bring Professor Babson into the 
conversation. Professor Babson is one of the people I rely upon, 
given his World Bank experience and the work he has done on North 
Korea. He personifies the effort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understand North Korea. I have not checked with him, but I 
hope he still serves as an advisor to the World Bank. He is really 
the institutional memory at the World Bank concerning facilitating 
transition, specifically in Vietnam. He may be of great help in applying 
these lessons to Korea.

I take to heart the advice that there should be more projects. The US 
has one foundation here in Korea, the Asia Foundation. Germany, 
on the other hand, has four foundations working in Korea. That 
shows the level of interest that Germany has in Korea and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Asia Foundation has a long track record of 
exchanges and training programs for North Koreans. We currently 
supply textbooks to many institutions,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We are trying to help 
that university grow. I completely agree that NGOs,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need to step up their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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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how much should we expec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to contribute? The most recent figure I heard from 
Professor Babson was in the range of US$10 billion.

Also, we should discuss what contributions other key actors could 
play. Dr. Noland and others have mentioned that Japan might provide 
something in the range of US$10 billion as part of an economic 
assistance program. If the kidnapping issue fails to be resolved after 
reunification,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ight put the brakes on providing any economic assistance. Or would 
they provide assistance unconditionally? Also, is that a reasonable 
figure?

What about China? What role does China play in supporting the cost of 
Korean reunification? China does not want to talk about any collapse 
scenario in North Korea. My assumption is that China will try to carve 
out a buffer zone, at least in the short to medium term, to stabilize the 
border region. This means that Sinuiju will likely fall under Chinese 
control. Chinese troops could be in the ports of Rason or Chongjin 
in a matter of a couple of hours. They just finished paving the roads. 
These ports are a greater distance from the border, but it is possible to 
see China carving out a zone, not necessarily for permanent control 
but at least in the short term to administer and to minimize the flow 
of refugees. This could mean that China would potentially control the 
second or third most populous city in North Korea, Chongjin.

What about Russia? Russia talks a good game, but Russia has not 
played any concrete role. Would a pipeline become a reality? Is this a 
project we would want to support early on? Who would pay for this? I 
doubt it would be the Russ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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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role would the US play in the costs of reunification? Would 
USAID put up projects, or would we look at the Coca-Colas and the 
Bechtels of the world to invest in North Korea?

It is useful to begin thinking about these things. We are looking at a 
cost of probably at least US$50 billion in the first year. But at this point 
we are only talking about US$1 or $2 billion of that coming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useful to think about what the cost would 
be and how we could fund it.

Discussant: Joongho Kim Senior Research Fellow, KEXI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has been involved with two 
major governmental investment funds. The first has been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which assists overseas countries with 
their economic development. The second has bee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which for the past 20 years has been assisting South 
Korean businesses and NGOs as they work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Even though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not currently 
at their apex,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the future to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and conciliation.

Let me begin with an illustrative question. Why is it that a car’s 
windshield is so large and the rear view mirror so small? It is because 
what is to com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what has been. This 
implies that the future i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Many Koreans 
use such wisdom whenever they talk about reunification. “The future will 
change everything,” they say. “A reunification master plan will replace 
everything that we have been suffering through,” goes the s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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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ey say we should look ahead and move on. But nowadays, 
if I can carry on with this imagery a bit farther, we have a more 
complicated traffic system. We have technologies and knowledge, like 
computer navigation. So instead of an older-style linear vision, a multi-
dimensional vision would be more helpful for both Koreas and Korea’s 
neighbors, when Korean reunification occurs.

If I can make use of this imagery only once more, driving is determined 
by the type of driver, the type of vehicle and the type of system. So the 
Korean desire for reunification depends on the type of decision makers, 
the type of government and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How can we utilize our relationship with various play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 pursue reunification? For many 
years now, many have regarded—and even insisted that—Korean 
reunification has been a national issue. But this view has been proven 
to be somewhat limited. The Sunshine Policy of the 1990s had some 
good effects, but it did not achieve as much success as expected. The 
Sunshine Policy disregard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d not 
find a place for it to play a role. It disregarded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wider world.

Dr. Kim explained the ways in which international cooperation 
would be important. I have no other words to add, but I would say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ot that simple. All German lessons 
touch upon international affairs as well as domestic affairs. When 
the Germans were being assisted by the US, the positions adopted by 
the French and the British were not particularly easy for the German 
people to understand. As for Korea, the Chinese may not be supportive. 
The US may be reluctant. The Japanese may have a differe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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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matters would be the coordination skill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I have some questions for both presentations. Simply speaking, there 
are two broad scenarios for reunification. One is sudden reunification 
and the other is gradual. If I focus on sudden reunification, there 
would be different levels of engagement or involvement at different 
stages. At the initial stage, we may have to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ve relations. We may have to persuade North Korea to get 
positiv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second stage, we 
will push North Korea to step further and actually enjoy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third and final stage, we help North Korea prepare 
for reunification.

At each stage, there will be different types of resources available to the 
various players. At the first stag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would be useful. International public funds would be helpful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stage. When an economic environment favorable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exists in North Korea, after some 
change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ivate funds could be used.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ask Dr. Kim and Dr. Wolf about 
the immediate tasks needed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where we could find various resources to prepare for Kore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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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Brad Babson 
                      Chair, DPRK Economic Forum, Johns Hopkins University

Before our presenters respond, I would like to make one observation. 
We are in an interesting period. We mentioned earlier this morning 
the way in which 2013 may be a historic opportunity for the two 
Koreas to realign their relationship and to head down a new path.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bo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Ban Ki-moon and the new president of the World Bank Jim Kim are 
both of Korean origin and have a great interest in things Korean. In 
both the security and the economic areas, you have leadership at the 
global level that cares. Creative ways to address the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uppor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system 
with leadership that cares and which is interested in finding ways to 
be helpful. But they require support from two fields: firs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n the security issues, particularly 
the nuclear issue; and second, support from the major shareholders, 
particularly Germany, along with Japan,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critical shareholders in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oundation. 

There is a window of opportunity here and so it is a good time to get 
creative. 

Comment: Holger Wolf Professor, International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We should think hard about the famous 1:1 exchange rate conversion 
and whether or not it was too generous. This exchange rate applied 
to both stock values and to flow values. It mattered a lot for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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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It allowed East Germans to convert their savings accounts 
into Deutsche marks at an advantageous rate and then convert it into 
consumption. As Deputy Minister Carstens mentioned, it mattered for 
pensions, which were also very generous in the East German case. It 
did not matter in the labor market.

The conversion happened in the summer of 1990. As Dr. Noland 
mentioned, the wage increases came afterward. The wage increases 
that drove up East German unit labor costs came after monetary 
unification.

We can also think of it differently. The objective was to deter migration 
from the new states to the old states by raising the relative wage level 
in the new states to a fairly high fraction of the old states. This implies 
that if a less generous conversion rate had been applied, say, a 2:1 
instead of a 1:1 ratio, the after effect of the nominal wage increase 
would simply have been twice as high. We would still have to get to 
the 70-80% relative wage level. That is simply one example where the 
exchange rate did not matter. The exchange rate mattered for the stock 
value and for pensions, but not for the labor markets per se.

One lesson I did not mention in the presentation was to be cautious 
about the outlook for reunification. It is going to be difficult and very, 
very costly. Reunification was, clearly, not widely perceived that 
way in Germany. There was much more initial enthusiasm and hope 
for an economic miracle that shaped initial policy decisions. Some 
may have tilted too much to the generous side, relative to the costs 
realized afterward. That is one of the lessons very well-taken by Korea. 
Otherwise, we would not be having thi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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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lessons include the importance in differentiating between wages 
and incomes when talking about migration incentives. What matters 
is relative household income, not relative wages. There is a variety of 
tools to deal with this: rent control, handing over housing stock to the 
residents and even income subsidies, the way others have promoted. 
One can work on that particular dimension, keeping the labor cost 
realistic as perceived by firms but raising the relative income levels 
to reduce the migration incentive. That, in Germany, could have been 
done better.

On the employment front, in the end, Germany decided to move East 
Germany as rapidly as possible to the same high-capital end of the 
manufacturing spectrum as West Germany to move differentiated high-
quality manufacturing into East Germany. That had implications on 
the feasible timeframe of employment because it was a very capital-
intensive process. On the margin, again, things could have been 
improved here. The lessons are more about mitigating the costs a bit 
and improving the growth a bit. 

Lastly, on the international side, let me simply men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re was very little foreign, or non-German, 
investment into East Germany. Why was that? Look at the typical 
motives for FDI. One is low-cost labor. Why go to East Germany when 
you can go to Poland? Wages in East Germany were much higher 
and would not have been lower, even with subsidies. A second typical 
motive is very specialized information. A third typical motive is natural 
resources. Concerning this last, natural resources were not there. So it 
leaves the second motive, specific market access or specific resources, 
as motives drawing FDI into easter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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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r. Noland mentioned earlier today, the incentives for West German 
firms to buy these potentially competing East German firms was much 
higher than the incentives for non-German firms. This was due to the 
possibilities of direct competition in the new, larger domestic market. 
In the end, the bidding process favored German companies overall.

Did Germany deter foreign investors? Or did foreign investors simply 
not have as much of an incentive to buy East German firms? I would 
say it is more the latter than the former. 

Comment: Byung-Yeon Kim Professor,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the issue of currency conversion, I do not think currency conversion 
itself makes a difference in labor markets, unless it is combined with 
minimum wage regulations. That is what happened in Germany. The 1:1 
ratio was combined with a minimum wage regulation. That had a large 
impact on labor markets. It is important to avoid the mistakes made in 
Germany concerning the currency conversion. 

Avoid the mistake by applying a minimum wage law, as done with East 
German workers, but let North Koreans have their basic food in return 
for this 1:1 conversion ratio. Let them work by wage subsidies. Wages 
should be kept low, but incomes should be sufficient to allow them to 
survive to encourage them not to migrate southward. Also, let North 
Koreans start businesses. Provide some kind of small entrepreneurial 
loan. This new kind of invention, new for many northerners, may help 
the transition process. 

The cost of reunification is an area in which Dr. Noland and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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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ke have expertise. I would agree that if reunification takes place in 
a certain manner, it will cost several trillion US dollars. But the cost 
of reunification is proportional to the speed of full reunification as 
determined by the extent of mass migration. So the reunification cost 
i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migrant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he critical question is how to control the number of migrant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t is the main determinant in calculating the cost of 
reunification.

Even if reunification follows the “sudden” scenario, we will try to 
take advantage of any kind of time gap between the initial event—
significantly, the collapse of the regime, most likely—and actual 
reunification. We have a small window of opportunity.

What can we do? We can encourage North Koreans to stay there. Then 
we can arrive in the North. We can keep peace and order, provide food, 
and start with the basic transition policies. We have to think about what 
kind of policies can be put into place in the timeframe between regime 
collapse and complete reunification. If that window is open, we have to 
seize the opportunity.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can mention many 
countries where both the World Bank and the IMF have done a great 
job. But the amount of money they have to offer is somewhat limited. 
If you look at the Polish case between 1990 and 2006, each individual 
Pole only received about US$500 from such institutions. Therefore, 
we cannot expect much money to come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post reunification. 

More important is private savings and investment. We alread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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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a policy for transition in North Korea and a policy for 
development. How can we attract commercial, private investment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an play a role in 
drawing private investment into the North by investing in the North 
through various projects. Also,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m to 
give endorsement and open membership for North Korea. Then FDI 
may come in a massive way, if the policies are appropriate. In the end, 
we have to rely on commercial investment more than public assistance 
although the public institutions’ triggering effect is quit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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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fred Carstens: I have to say that the discussions we had today 
were very interesting. I found them all very interesting. Some ideas 
were even new to me. However, there were also moments where I 
thought to myself, ‘how good was it for Germany that we did not have 
time to think about it so much? We either had to decide to do it or not 
and when Chancellor Helmut Kohl said, “Let’s do it,” it was done.

It can indeed be said that unification costs got much more expensive 
than what it otherwise could have been. In fact, it still costs 4-5% of 
our GDP. However, this can also mean that if for the last 10 years, 
wages increased by 1% or less every year with each wage negotiations, 
we would have less income in our pockets today, despite the German 
unification.

We also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how the German people feel 
about it. The population is quite satisfied and a large majority would 
say, “If we would have to do this once more in exactly the same way, 
we would do it, we would not decline.” With this, if such decisions 
have to be made, it must be done in a determined manner. You must be 
able to say, “If we really have the chance, then we will do it.”

I think good preparation is always very important. Lots of ideas were 
introduced during our discussions. Many of these idea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lso,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ontext, neighbors and their 
expectations, you can only presume and not much can be planned 
ahead. You have to decide moment by moment and proceed cleverly, 
which is what we did not only under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led governments but also under the Social Democratic Party-led 



532

governments, beginning with Willy Brandt.

To give you an example, we managed to provide the East German 
regime with money when it was in a difficult situation. In this way, 
East German retirees (pensioners) could visit the West. They traveled 
the country, saw how beautiful it was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It was the best possible propaganda. This led to a rising movement to 
emigrate toward freedom, to West Germany.

Now, I do not want to suggest doing something similar with North 
Korea since I do not know how dangerous that might be. However, 
addressing the idea of freedom in North Korea is a possibility. The 
desire for unification has to be emphasized. You must show that you 
understand y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you sincerely wish to come 
together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the doors are open for a common 
future.

What I do not feel comfortable with - and that is probably almost 
unavoidable in such discussions - is that we still have to pay 4-5% of 
GDP for the subsequent costs of German unification. But I had planned 
to explain this morning that in case of Korean unification, the same 
mistakes that we made need not be repeated. 

If you do not make the same mistakes we made in Germany, the result 
could be 1% or 2%. And that is why I want to emphasize this once 
more because I really wish for a Korean unification. That is truly one 
of my heart’s desires. Ever since I saw the situation at the border 28 
years ago, which still gives me chills, I have thought of Korea time 
and again, hoping that it will be unified soon. This thought has to be 
considered; otherwise, Korea will not be able to handle th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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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German politics were to be repeated here in Korea, it would not be 
able to accomplish unification, at least not without some kind of social 
unrest in the country. What I suggested is pretty easy to realize. The 
population in North Korea is totally dashed to the ground. The way 
they live is unimaginably terrible. If the two Koreas unify and rebuild 
a unified country to the level of South Korea’s economic strength, it 
will soon be possible to pay North Koreans wages that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what they are paid today. 

Even so, labor cost would still be low enough for South Korean 
companies and international companies to invest in North Korea.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happened in Germany. In our case, the costs 
were simply too high. Nobody went to the East. The government offered 
a 50% subsidy to encourage companies to build there, but hardly any 
company moved to the region. So right from the beginning, you have to 
start with the right decisions and with the right wages.

However, if you were to move toward full employment within a few 
years, the market of supply and demand for employees will self-
regulate, so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find skilled employees for such 
low wages. Wages may increase by 5-10% consequently. That will take 
a couple of years, but North Koreans will get to a wage level they not 
even dare to dream today. Of course, they must also want it that way 
for it to happen.

There must be a consensus beginning here in the South to ensure 
that to happen. I cannot say what tools are available in this country 
because I do not know how strong the trade unions here are and what 
influence or power they have with wage negotiations. It may need to 
be influenced by politics, but I would not recommend that. That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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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be considered as the last resort. However, the matter itself is of 
crucial importance and it must be implemented. 

The other aspect is the costs that will be in the billions. All I can do 
is to look awestruck when I hear the actual numbers. Why would 
these costs occur? Well, the traffic infrastructure has to be built up. 
Of course, plans must be made. Decisions such as what is needed in 
order to build necessary roads and railways that cut across North and 
South can be made even now. Railway probably cannot be privatized. I 
suppose that will remain as the task of the state. I actually do not know 
how the railway system is organized here.

As for road construction, if you have to build highways but do not 
have the money, you could privatize the highways. Nothing is easier 
than privatizing highways by levying tolls. That has been done 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f you place tenders for telecommunications and all these new 
technologies worldwide, you would be even given money by the 
companies who would win the bidding. That way, a lot of things can be 
created and implement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So 
that is really feasible.

There are housing stocks (real estate) in the North. It will not be in a 
good condition, but it could be privatized for small amount of money. 
In addition to that, loans with 1% interest rates could be provided. 
However, if private bidders or a single investor cannot buy the property 
because they do not know or cannot imagine such a thing, then it can 
be organized cooperatively. That way, not only will housing costs 
stay low but North Koreans will also be tied to their homes. If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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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see that housing cost in the South is high but wage level in the 
North is on the rise, more people will stay in the North if the housing 
cost were low than if it were high.

Agriculture is also connected to the land. Give it away cheaply and 
the ones that work on the land will stay. That way, a lot of different 
measures to alleviate the problem of immigration and rising cost can 
be taken. 

It is with this kind of optimism that we must approach a Korean 
unification. I have confidence in Koreans. They do not need to depend 
on others. They are capable of receiving a few pennies and turning that 
into a couple of millions as they are strong enough.

Hong-Taek Chun: I think that migration is the key determinant not 
only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but also in designing transition policies 
and economic unification policies. We have seen many examples here 
this morning concerning those policies. There is not much room for us 
to do differently in terms of policies than the German case, especially if 
migration is the driving force in our reunification, too. We may be able 
to tweak our policies here and there in such fields as wage policy and 
privatization policy, but I think most of the economic policy responses 
will be limited by the presence of migrants.

Therefore, we also need to prepare for a reunification scenario in which 
migration is not the major driving force. In that case, we may try very 
different policies than those which Germany c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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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Funke: I am an economist. I am a macro person. I am a 
modeling person. My main task is to teach economics and, beyond 
that, do a lot of work for central banks. With this as my background, I 
would like to make a few comments. You can think of these questions 
as coming from a macro person or from a central banker.

If a central banker had been here today and heard these discussions, 
what would he have thought? What would he have said? What sort of 
questions would he have asked?

The first thing I would like to say is that the focus on Germany may 
be exaggerated. We discussed a number of topics this morning that 
many of us here consider to be important, such as migration. But other 
countries experience these issues, too. These topics are discussed in 
other countries, besides Germany. There is a lot of work going on 
about these kinds of issues. For example, when you think about China, 
China nowadays is discussing the hukou system and the role of the 
hukou system. There is a lot of really good modeling work going on, 
both in the US and in Europe, about how the system actually works 
and what a preferred system would look like.

This, to some degree, answers many of the questions that were brought 
up here this morning. Can we restrict migration? To what extent? What 
is best for welfare maximization? There is a lot of work going on that 
may be highly relevant to the Korean case. I would suggest we have a 
look at that.

Secondly, when I came here, I became aware that there are a number 
of institutions involved in this conference. These institutions work 
on Korean reunification and have some sort of responsibil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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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 this in an open manner. Now, a central banker would always 
argue that when you face something you have to do, and if you need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you need to come up with a clear 
communication strategy. This is essential for monetary policy. In fact, 
there is a huge economic debate about the ways in which a central bank 
should communicate with the public. Most central banks nowadays 
strictly follow this kind of advice. The key thing here is that you have 
to provide a clear lesson; a clear lesson in the sense that you have to 
have a story. Maybe different institutions have different stories, but you 
have to provide a clear story. 

In terms of modeling, coming back to my favorite thing, I would like 
to see different institutions, whether it be the KDI or whatever, come 
up with some suggestions about how they consider the scenario to 
look like. You are building the model. You are solving the model. You 
cannot communicate the equations but, as central banks do, they come 
up with the outcome of the model and they communicate the outcome, 
including the uncertainty involved. It is very important to communicate 
uncertainties. 

The Bank of England at the end of the 1990s introduced fan chart 
technology. They communicated not only a mean outcome but 
also some uncertainty. A central bank cannot really communicate a 
confidence band because no one in the public really understands what 
a confidence band is. But you can use fancy graphs, which they call 
“fan charts.” I do not know if that is the ultimate solution, but this is 
just one example of the ways in which central banks seriously consider 
their public communication mechanisms, both mean projection and 
uncertainty surrounding the mean outcome. This is very essential. 
These institutions have to compete in terms of modeling. The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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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pete in terms of technology and in the way they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the public.

By the way, there are a lot of modeling strategies around that deal 
explicitly with uncertainty. There is a whole literature in economics 
about what we call robust modeling. There is a lot of expertise in 
central banking that I rarely see applied to topics such as those brought 
up here this morning. I think there is a long way to go here. My guess 
is that since everything depends upon the way in which the public is 
informed and whether the public follows the advice, policies have to 
be forward looking. This is a crucial issue.

Marcus Noland: We discussed potential Korean reunification in terms 
of two broad scenarios; one, a gradual reunification and the other, an 
abrupt reunification. We focused on the German case.

If we step back, the Korean case is more complex and potentially 
much more dangerous. The primary driver in how this plays out will 
be political stability in the North. Suppose Kim Jong-un is able to 
successfully manage the situation he is in now. If that is the case, 
then gradual consensual reunification may actually be the least likely 
scenario. If the North Korean state is able to stabilize itself, you would 
have an elite group that has a stake in the continued maintenance of 
that state. Rather than reunification, we might then be in a situation 
where you have two countries with some common cultural antecedents 
that end up being permanently two different states.

Then, relevant comparison would not be West and East Germany. The 
comparison would be Germany and Austria. Another analogy 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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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Latin America in the 19th century or the Middle East in the early 
20th century. Once the borders were drawn and local elites became 
sufficiently entrenched as a national elite, they were unwilling to give 
up those privileges. 

If Kim Jong-un is unable to successfully manage the situation he is in 
now, then we face a potential regime change. Perhaps the best outcome 
would be the emergence of a North Korean Park Chung-hee who 
would begin a top-down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along the lines 
of the Meiji Restoration or the foundation of modern Turkey under 
Mustafa Kemal. The issue then would be how to make legitimate a 
non-Kim Il-sung-ist government in North Korea and how to make 
legitimate the continue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do not 
think this is a particularly stable outcome.

In such a situation, you could have an ironic situation where the most 
radical political forces would be the nationalist unifiers who, in fact, 
would want to join South Korea. The ironic thing is that you could end 
up with South Korea keeping that state propped up precisely because 
they fear the very high economic cost estimates of reunification as we 
discussed today. 

The third possibility is that we get a break down of civil order in North 
Korea and actually see violence. Yes, of course, we prefer peace and 
stability over violence and disorder, but I am not sure anybody in this 
room gets to make that choice. That will emerge not so much in a from 
of some inter-state violence but more in a from of internal violence 
within North Korea as the political situation becomes unstable. You 
could have political unrest or even a civil war. In that case, you could 
also potentially have very profound public health issues with the 



540

weakened population that will further disrupted by this internal strife. 
As Peter Beck alluded to in the previous session, you could also have 
both the US and China drawn in. The militaries are the organizations 
that have the logistical capacity to respond to mass humanitarian 
disasters. It is really important that the US, South Korea and China all 
be on the same page as to what the terms of engagement are in that 
kind of chaotic situation.

If the situation is unstable and results an abrupt absorption, I think it 
is much more likely to be accompanied by violence than it was in the 
case of Germany. I really do think the German case is vastly underrated 
as an outcome. Then, given the prominence of migration as an issue 
throughout the discussions today, the question immediately arises, “Can 
you maintain the DMZ as a method of population influx control or 
would that be unsustainable in a democratic South Korea?”

There are two things here. First, whoever the political leader is in 
South Korea at the time will face the same political incentives that 
Helmut Kohl faced. That is, South Korean leader will look at North 
Korea and see a potential third of the electorate. So his/her incentive 
will be to treat them gently.

Moreover, suppose lots of North Korean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start coming down the road from Gaeseong and they reach 
Dorasan. Are you really going to send out the South Korean army to 
forcibly hold them back? Are you really going to shoot civilians? Once 
that starts to be broadcasted on KBS and CNN, I think this would cause 
a political crisis within South Korea. The ability to control migration 
is actually much less than what has operated in the background of our 
discussions her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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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rings up the issue of democracy and the franchise. My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is that, in principle,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are also citizens. If there is an abrupt 
reunification, do they immediately get to vote? If so, that raises profound 
questions about the political culture of a post-reunification Korea. These 
are people who have absolutely no experience with democracy. They 
have gone from the Yi Dynasty to Japanese colonialism to this odd sort 
of Stalinist monarchy. They will become one third of the electorate. This 
raises the huge issues of regionalism and potentially anti-democratic 
forces within a democratic polity.

Finally, one thing we really have not discussed today is a potential 
issue regarding the role of North Koreans who have already migrated 
to the South. Today, the number stands at about 20,000-25,000 people. 
That number will grow over time. Is there a role for them in this whole 
process? What is it? Should we be training counter-elites in South 
Korea who could then go to the North? Or would these people be 
considered as “carpetbaggers” to use the US parlance and be rejected 
if we try to do that? That is just one more issue in this immensely 
complex potential situation which we have not discussed due to time 
constraint. But that gives us an excuse to have another conference.

Concluding Remarks: Il SaKong

When I first gave thought to this conference and included the subject,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thought of Europe, in fact. 

French President Mitterrand once half-jokingly said that he liked 
Germany so much that he needs two Germanys. Also, if you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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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Thatcher’s biography or scan any other records, you 
can see that there were major concerns shared by other European 
leaders. 

Chancellor Kohl, in my view, did a wonderful job in persuading 
these leaders. Of course, Willy Brandt and others already did 
some groundwork, but Chancellor Kohl deserves a lot of credit for 
persuading them. When the euro currency was introduced, it was often 
said, among other factors, to have helped Chancellor Kohl persuade 
President Mitterrand to accept German reunification. In return, Kohl 
promised he would introduce euro and give up the Deutsche mark. 
I had all that in mind when I include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subject of our conference.

Korea has four immediate neighbors: China, Japan, Russia and the US. 
How do we convince them that a reunified Korea would be better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global stability and peace? This is a very 
important task.

Our next President’s role is to get ready for it since, in my view, this 
opportunity is coming, maybe under different scenarios, but it is 
coming. The politicians need to be aware of what is happening as they 
go about their daily work. That was the main purpose of including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one of our session topics. 

Also critical is the rol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We should work very 
closely with them. The impact of Korean reunification, particularly 
under a German-type scenario, would be so huge, not just regionally 
but globally. That is why we have to work very closely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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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unity.

Having said this, I do not think I will ever attempt to summarize what 
has been discussed here today. But I can think of five subject areas on 
which Korea should focus, particularly with the German experience in 
mind. 

First is migration. All speakers here today spoke about income and 
wage differences. I would add that the North Korean income level 
is very important. It is currently at subsistence and absolute poverty 
levels. At the time of German reunification, East Germans already 
enjoyed a relatively high living standard. That had much implication 
on the potential migration question. But if people are starving to death 
and you have no option, what would you do? So this migration issue, 
in my view, is much more serious than what Germany experienced. 
What are we going to do? Some people talked about keeping the DMZ. 
That is one option. We have to concentrate on this migration issue. 
Events may drive us to make some choice.

The second is monetary union. Of course, we can draw so many 
valuable lessons from the German experience. But again, would we 
want to keep one state with two systems? Or would we choose some 
other option? Again, for Koreans, they must really be prepared for this. 

The third critical issue, which Deputy Minister Carstens mentioned, 
is property rights and land ownership. Unless you make that clear, 
investment will not occur. You will not get as much investment as 
you expect. Again, we can draw lessons from Germany in this regard. 
What are you going to do? I think there are some North Korean 
refugees who fled to the South in the 1950s that may still hav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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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ownership deeds. Are we going to recognize this? There are 
many issues here upon which we must focus much of our analysis and 
attention. 

The fourth issue is that of state-owned enterprises. For example, let’s 
say there is a soap factory in North Korea. We already have a soap 
factory here. I do not think you could ever compare the efficiency of 
the two companies. Are you going to close the one in the North as 
happened in some cases in Germany? I do not think that is an option. If 
we did that, it would intensify the migration issue even more.

Finally, it is the welfare system. What kind of social safety net will be 
extended to these new Koreans?

These are the critical issues upon which we must focus. Ideally, the 
gradual reunification may be most desirable. But events may not allow 
us to have that kind of situation. We have to have a contingency plan. 
We have to be well-prepared. 

In that regard, we have to be concerned with these very critical issue 
areas. Our political leaders should really find ways to work with our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know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Vice Minister Ahn, Ho-
young share these views with me, but I hope the three candidates pay 
attention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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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2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3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 urow

95-04 미국·북한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5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 Ⅲ

95-06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7 동북아경제권 개발 전망: 일본의 시각         Hisao Kanamori

96-01 Tre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3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0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W. Clausen

97-01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7-02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J. Perry

97-03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K. Hunn

98-01 범 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98-02 변화 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98-03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8-04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통일의 교훈      Juergen B. Donges

98-05 세계화와 종족화: 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99-01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99-02 엔-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     Kenneth S. Courtis

99-03 한국과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Donald Johnston/Hubert Neiss

99-04 미국과 일본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00-01 한미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Stephen W. Bosworth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 수 길

00-03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                     이 용 근

00-04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5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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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 FTA전망                 Jeff rey Schott/최 인 범

00-07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00-09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경제정책방향        C. Fred Bergsten

00-11 한미관계: 번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00-12 2000년 국제금융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Robert Hormats

00-13 기업·금융 관계: 현황과 전망                    이 용 근

00-14 금융세계화, 어떻게 대처하나         James P. Rooney

01-01 2001년 미국, 일본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3C를 극복하자           Jeff 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02-01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2-02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험               Martin Wolf

02-03 美·日 경제현황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Patricia Hewitt

02-06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7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8 세계경제, 회복되나?      Kenneth S. Courtis

02-09 미국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10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11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 Gruenwald

02-12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3 9·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정책                     Th omas C. Hubbard

02-14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5 미국의 IT산업 관련 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Donald Johnston

03-03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침체된 독일·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사         Hans Tietmeyer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03-07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04-01 20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미국 대통령 선거와 韓·美·日관계          Hugh Patrick/Gerald Curti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04-05 아시아 화폐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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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외국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Oberlin

05-01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5-02 아시아 경제·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05-03 제2기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4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Fukagawa Yukiko

05-05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arry Eichengreen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05-08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5-09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 omas Byrne

06-01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06-02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3 한-미 FTA: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4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06-05 일본경제회생과 한국경제        Fukagawa Yukiko

06-06 세계 M&A시장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6-07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06-08 아시아 공통통화와 아시아 경제통합       Eisuke Sakakibara

06-09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Paul Kennedy/Bernard Gordon

06-10 20년 후의 중국, 어떤 모습일까?     Richard N. Cooper

 세계 IT 리더십 경쟁: 승자와 패자              George Scalise

07-01 한-미관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7-02 통일 이후 독일경제 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7-03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4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ia

07-05 동아시아 FTA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7-06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7-07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07-08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전망과 과제       Fukagawa Yukiko

07-09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          Ben Verwaayen

07-10 한-미 FTA: 미국의 시각              Jeff rey Schott

07-11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7-12 동아시아 경제통합, 어떻게 보나                David Hale

 한국경제 및 동아시아경제 전망               Jerald Schiff 

07-13 21세기는 여전히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Guy Sorman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 기업                 Tarun Das

08-01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08-02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08-03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Ⅲ

08-05 일본 증권시장의 현재와 전망              Ats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전망          Charles Dallara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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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국부펀드: 인식과 현실          Robert C. Pozen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Jeff rey R. Shafer

09-01 20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 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6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대응        Danny Leipziger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교훈과 전망        Anne O. Krueger

09-07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Guy Sorman

 한-미 경제 파트너십: 세계적 위기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Jeff rey Schott

10-01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10-02 위기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과제               Allen Sinai

10-03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4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Fukagawa Yukiko

 중국 경제의 虛와 實          Danny Leipziger

10-05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런티어              Mark Mobius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 순 흥

11-03 중국 경제의 재(再)균형               Yu Yongding

11-04 2010  IGE/IMF Conference -세계금융질서의 개편: 아시아의 시각      세계경제연구원

11-05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Haruhiko Kuroda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Richard N. Cooper

11-06 기로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Danny Leipziger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Marcus Noland

12-01 혼돈 속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분석과 2012년 전망                Allen Sinai

12-02 카이스트의 혁신                     서 남 표

 유로위기 해결책은 없나                               Hans Martens

12-03 20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정책 전망       Charles Morrison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Charles Dallara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Guy Sorman

12-04 FTA와 아태지역 통합 그리고 한국              Peter A. Petri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              Nicolas Véron

12-05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과제            Andrew Sheng

 국제통상질서의 현안과 WTO의 미래                    Jean-Pierre Lehmann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Andreas Dombret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John Lipsky

13-04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David Hale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Hugh Patrick/Gerald Curtis

13-05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Guy So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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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국부펀드: 인식과 현실          Robert C. Pozen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Jeff rey R. Shafer

09-01 20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 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6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대응        Danny Leipziger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교훈과 전망        Anne O. Krueger

09-07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Guy Sorman

 한- 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세계적 위기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Jeff rey Schott

10-01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10-02 위기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과제               Allen Sinai

10-03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4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Fukagawa Yukiko

 중국 경제의 虛와 實          Danny Leipziger

10-05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런티어              Mark Mobius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 순 흥

11-03 중국 경제의 재(再)균형               Yu Yongding

11-04 2010  IGE/IMF/IMF/ Conference -세계금융질서의 개편: 아시아의 시각      세계경제연구원

11-05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Haruhiko Kuroda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Richard N. Cooper

11-06 기로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Danny Leipziger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Marcus Noland

12-01 혼돈 속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분석과 2012년 전망                Allen Sinai

12-02 카이스트의 혁신                     서 남 표

 유로위기 해결책은 없나                               Hans Martens

12-03 20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정책 전망       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정책 전망       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정책 전망 Charles Morrison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Charles Dallara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Guy Sorman

12-04 FTA와 아태지역 통합 그리고 한국              Peter A. Petri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 Nicolas Véron

12-05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과제            Andrew Sheng

 국제통상질서의 현안과 WTO의 미래                    Jean-Pierre Lehmann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Andreas Dombret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John Lipsky

13-04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David Hale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Hugh Patrick/Gerald Curtis

13-05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Guy So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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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Yukiko Fukagawa/Jeff rey Schott

13-06 통일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      Karl-Heinz Paqué

 외국인이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Bob Davis

【국제회의보고서】

94-01 Th e Global Economy and Korea                     사공 일

94-02 탈냉전시대 韓美 정치·경제 협력 관계               사공 일/C. Fred Bergsten

95-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Ⅰ]                          세계경제연구원

95-02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Ⅱ]                          세계경제연구원

95-03 새로운 韓美 협력체제의 모색               사공 일/C. Fred Bergsten

96-01 Th 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6-02 세계화시대의 韓·美관계                사공 일/C. Fred Bergsten

96-03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Ⅲ]                          세계경제연구원

96-04 세계 반도체산업의 발전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경제연구원

97-01 Major l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7-02 한국의 금융개혁                            세계경제연구원

98-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Ⅳ]                          세계경제연구원

98-02 한반도 통일 및 韓美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 일

98-03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 ed Korean Economy       사공 일/김 광 석

98-04 Th e Fifty Years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사공 일/김 광 석

99-01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사공 일/구 영 훈

99-02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미 관계                           세계경제연구원

99-03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00-0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사공 일/왕 윤 종

00-02 동북아시아포럼 2000          세계경제연구원

00-03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 보고서         세계경제연구원

01-01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01-02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G 서울보고서)

Emerging Markets Encinent Persons Group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Ⅰ) - 새로운 세계질서: 기회와 도전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Ⅱ) -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의 앞날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Ⅲ) - 한국경제의 진로       세계경제연구원

03-02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국제회의         세계경제연구원

04-01 창업활성화, 어떻게 하나          세계경제연구원

08-01 세계화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         세계경제연구원

09-01 최근 세계금융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계경제연구원

10-01 G-20 개혁과제: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세계경제연구원

10-02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세계경제연구원

12-01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체제: 아시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2-02 문화와 한국경제, 그리고 한류          세계경제연구원

12-03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대, 아시아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13-01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세계경제연구원



563563

【IGE Brief+】

12-01 문화산업과 서비스교역 그리고 한국경제                   남 종 현

12-02 한일 간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그 추진방향                   이 종 윤

12-03 유럽 경제위기와 한국의 과제                    현 정 택

12-04 이번 대통령 선거, 왜 더욱 중요한가                    사공  일

12-05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 옴부즈만 제도                   이 재 웅

12-06 통일 준비 해둬야                     사공  일

13-01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사공  일

【세계경제지평】

94-01 유목적 세계의 도전              Jacques Attali

94-02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混在                     이 영 선

94-03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김 완 순

94-04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5 화폐의 종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홍 기 택/주 한 광

94-06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 재 원

94-07 환경과 무역         나 성 린/김 승 진

94-08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 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종 윤

94-09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

94-10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종 석

95-01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도전과 기회                   사공  일

95-02 기업의 세계화와 경쟁 규범                    김 완 순

95-03 무엇이 세계화인가                     김 병 주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김 적 교

95-06 엔화강세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박 진 근

95-07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구 본 호

95-08 확산되는 특혜무역협정과 정책과제                    남 종 현

95-09 역사인식과 한·일 관계                     홍 원 탁

95-10 일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효율성                    이 종 윤

95-11 국제경쟁력의 갈등                     이 재 웅

95-12 해방 후 우리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김 광 석

96-01 국내 선물시장의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중소기업시대 열릴 것인가                     류 동 길

96-03 단체교섭제도 有感                     배 무 기

96-04 세계화와 기업의 변신                     지     청

96-05 우리나라 금융시장개방의 추진방향                    박 영 철

96-06 다변주의 對 지역주의, 兩立은 가능한가?                   김 세 원

96-07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과 효용                    민 상 기

96-08 최근 경제위기감의 실체와 대응방향                    김 광 석

96-09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이 성 섭

96-10 轉機를 맞이한 정부의 기능                    김 병 주

96-11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김 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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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노동법개정 難局의 해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提한 複數勞組허용                   김 수 곤

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 적 교

97-03 韓寶사태의 敎訓                     이 재 웅

97-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영                     남 덕 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寶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 팔 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 계 섭

97-08 高齡化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 종 기

97-09 外換危機의 일반모형을 감안한 우리의 대응 방향                   박 진 근

97-10 벤처기업시대를 열어가려면                    유 동 길

98-01 한국의 經濟奇籍은 끝난 것인가?                    남 종 현

98-02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송 대 희

98-03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남 상 우

98-04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모색과 사외이사의 역할                   이 영 기

98-05 고투자-고저축 고리의 단절을 위한 제언                    이 영 탁

99-01 연금개혁의 전망과 과제                     박 종 기

99-02 지하철파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 수 곤

99-03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박 준 경

99-0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제                    김 종 기

99-05 소득분배 문제의 실상과 대응방향                    김 광 석

99-06 “생산적 복지” 정책의 허와 실                    최     광

99-07 세계화시대의 韓·中·日 經濟協力 强化 方案                   사공  일

99-08 시애틀 WTO 각료회의의 결렬과 향후전망                   박 태 호

00-01 2000년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김 준 경

00-02 세계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공  일

00-03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사공  일

00-04 高비용 低능률구조의 부활                     이 종 윤

00-05 아시아 경제회복, 지속될 것인가?                    사공  일

00-06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조 윤 제

00-07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기관투자가의 역할                   이 재 웅

00-08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이 영 세

01-01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김 도 훈

01-02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박 영 범

【연구보고서(세계경제시리즈)】

94-01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 재 원

94-02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승진/나성린

94-03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종 윤

94-0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종 석

95-01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주한광/김승진

95-02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한·일 기업의 수용 가능성 비교                  이 재 규

95-03 WTO 체제와 우리의 대응                     김 지 홍

96-01 국내 선물시장에 대한 구상과 전망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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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 적 교

97-03 韓寶사태의 敎訓                     이 재 웅

97-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영                     남 덕 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寶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 팔 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 계 섭

97-08 高齡化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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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2 일본 산업의 네트워크구조와 그 효율성                    이 종 윤

97-01 루마니아의 경제현황과 주요개혁과제                  김광석/김병주/고일동

98-01 우리 경제의 成長要因과 成長潛在力 展望                   김 광 석

98-02 한국과 ASEAN 諸國 間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대응 방향                  김 승 진

98-03 국제무역체계의 도전과제            김완순/최낙균

98-04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 종 국

00-01 한국의 금융 위기와 산업 정책            이영세/정용승

01-01 우리나라의 산업·무역 정책 전개 과정                    김 광 석

01-02 한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정보의 역할                     이 영 세 

【전문가진단】

04-01 한국 FTA정책의 虛와 實                     남 종 현

04-02 외국 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Oberlin

05-01 세계 속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특별강연

93-01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경제관계        C. Fred Bergsten

93-02 UR 및 NAFTA의 장래와 한국의 대응             Jeff rey Schott

93-03 국제환경변화와 세계경제 장·단기 전망                 Allen Sinai

93-04 태평양지역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응        Lawrence Krause 

93-05 21세기 세계구도 변화와 한국             Jacques Attali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칠 영향       Ronald A.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Gyohten Toyoo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동구권 경제전망과 한국의 진출방안         Ronald Freeman

94-06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7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Arthur Dunkel

94-08 新경제의 금융개혁: 평가와 전망                    박 재 윤

95-01 세계화 전략과 앞으로의 경제운용방향                    홍 재 형

95-02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세계 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3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 urow

95-06 미국-북한 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7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Ⅲ

95-08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9 국제금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Stanley Fis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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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 세계무역기구 - 새로운 도전        Jagdish Bhagwati

95-11 동북아 경제권 개발 전망          Kanamori Hisao

95-12 러시아 정보제도의 현황과 변화 전망                     Vadim Kirpitchenko

95-13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1996년도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95-14 최근 미국 정치동향과 한·미 관계             Th omas Foley

95-15 APEC과 세계무역체제          C. Fred Bergsten

95-16 국제금융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Toyoo Gyohten

95-17 WTO와 세계무역체제         Anne O. Krueger

96-01 세계경제의 도전과 한국         Robert Lawrence

96-02 新경제의 통상정책                     박 재 윤

96-03 다자간 무역체제하의 기술협약과 한국               Sylvia Ostry

96-04 정보화 시대 - 한국의 대응                     이 석 채

96-05 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6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7 다자간 무역체제하의 새로운 과제                    김 철 수

96-08 금융세계화와 세계경제             Paul A. Volker

96-09 세계경제와 동아시아경제: 협력인가, 갈등인가?             Martin Wolf

96-10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6-11 위기에 처한 일본의 은행부문: 원인과 시사점            Hugh Patrick

96-12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13 클린턴 행정부의 업적과 재선 전망 및 한국에 미칠 영향          Robert Warne

96-14 세계무역 - 21세기 비전          C. Fred Bergsten

96-1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 W. Clausen

96-16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Richard Feinberg

97-01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용                     남 덕 우

97-02 경제적 측면에서 본 統獨의 교훈      Juergen B. Donges

97-03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Perry

97-04 범 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Graham 

97-05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Hunn

97-06 한·미 관계: 변화 속의 안정       W. Anthony Lake

97-07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7-08 일본의 경제침체와 동아시아 통화위기      Ronald McKinnon

98-01 세계화와 국가의 주체성               Guy Sorman

98-02 아시아 통화위기와 일본의 역할           Takatoshi Kato

98-03 한국의 통화·금융위기: 미국의 시각          Charles Dallara

98-04 유럽 단일통화(Euro)와 세계금융 질서              Tue Rohsted

98-05 아시아 통화위기: 원인과 전망        Anne O. Krueger

98-06 국가경영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진     념

98-07 1999년의 아시아와 한국경제 전망             Hubert Neiss

98-08 최근 북한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Marcus Noland

99-01 세계 속의 한국경제와 OECD        Donald Johnston

99-02 미국의 경제현황과 주식시장 전망       Richard A. Grasso

99-03 국제금융시장과 달러/엔 환율 전망     Kenneth S. Courtis

99-04 미국과 일본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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