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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병했다. 4월 13일 기준 국
내 확진자는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사망자는 217명에 이른다. 전 세계 확진자는 1,798,885
명, 사망자는 113,100명으로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다. 인류 역사 중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으로 기존의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근대 자본주의 토양이 되었듯이 팬데믹은 경제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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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 이번 ‘코로나19’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지난 4
월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중요한 전략으로 급부상했다. 이는 ‘허리띠
를 졸라매고서라도 자력으로 경제를 성장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결국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방증이다.

￭ 현재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밀고 당김’의 통일
전략을 통해 북한 개혁 개방의 실마리를 찾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특히 북한의
주민과 당국을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 북한 주민 스스로 한국
의 통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로 정보를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팬데믹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
w 흑사병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전염병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만 최소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사망했다. 당시 의료과학적 발달이 취약했기에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흑사병 이후 기존의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르네상스의 시대
가 왔듯 경제사적으로 팬데믹(역병)은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w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발병했다. 4월 13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사망자는 217명에 이른다. 전 세계 확
진자는 1,798,885명, 사망자는 113,100명에 이른 이 질병은 또 하나의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다.

◈ 팬데믹과 새로운 질서
w ‘코로나19’로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인류는 늘 위기국면에서 새로운 질서
를 창출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반성과 IT·비대면 접촉의 일상화 등 새로운 질서
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있다.
w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체계가 요구
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정보를 통제, 은폐하는 공산주의 체
제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훼손되었다. 중국
중심이었던 글로벌 공급체계의 재구축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에 직
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같은 공산체제인 북한 역시 위협받고 있다. 또한, 세
계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지주의, 민족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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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현황
w 지난해 말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정면돌파전’으로
맞서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닥쳐온 ‘코로나
19’는 북한 경제를 더 옥죄고 있다.
w 4월 13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중요한 전략으로 급부상했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력으로 경제를 성장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
으나 결국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방증이다.

◈ 통일 전략
w 대한민국의 상황도 어렵지만, 북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어려움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통일 전략에는 소
위 말해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드는 ‘밀당’이 필요하다. ‘밀고 당김’의 전략을 통
해 북한 개혁 개방의 실마리를 찾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w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펼치되 북한의 주민과 당국을 분리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 북한 내 민주 정부가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평화적 방법에 따른 통일이 가능하다. 즉, 북한 주민이 한국의 통일을 선택하도
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로 정보를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w 대북정책은 기존의 햇볕·포용정책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봉쇄정책으
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선통합 후통일 정책에서 독일의 통
일 정책과 같이 선통일 후통합으로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w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경제통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통일은 경제학적 관점
에서 M&A(인수합병)와 같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양성을 기반으로 사상, 경제, 군사의 통일 전략에 있어서 우리 스스
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꾹~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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