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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보화의 발전과 세계화의 확대에 편승하여 전 세계에 산재한 군소 조직범죄 집
단은 국경을 넘어 상호 연계하면서 점차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으로 확장하며 활
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직범죄 집단들인 마피아·야쿠자·흑사회 등
은 마약·무기 밀매, 자금세탁, 밀수, 인신매매 등의 불법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
득을 취하면서 그 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은 마약 관련 3개 국제협약
과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2000)” 등을 채택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독려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왕조식(王朝式) 독재정권을 고수하
면서 궁핍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1970년대 중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을 맞이한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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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마약, 위폐, 가짜담배를 대규모 생산·유통시키면서 외화를 확보하며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해 왔다. 최근 현안으
로 대두되는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反인권범죄와 더불어 북한의 초국가적 조
직범죄 활동은 국제적 범죄와 테러의 위협을 제고시키는 국제 안보적 위협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에서도 북한 정권 차원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범죄, 무기밀매, 노동자 해외 송
출을 통한 임금 착취 등의 유형에 집중하면서 외화벌이를 전개하는 특징을 보
인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과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
어서 외화를 벌어들여 소위 ‘궁정경제’의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태를 고찰한
다. 또한,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면서 불량국가(rogue country)의 대
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통한 통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활동의 틈새를 찾아 메꾸는 조
치가 효율적이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초국가적 조직범죄, 국제조직범죄, 국제범죄, 테러, UNODC,
북한 마약,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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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지 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미사일 개발 도발 행위는 이전 정권에 비해 더욱 심각한 국
제적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핵 문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미국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패
러다임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국제 체제(International Regime) 차
원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비난과 제재조치
를 반복하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응에도 아
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미사일 실험 발사를 지속하면서 마치 국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권한을 누리는 듯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유
례없는 3대 세습 일당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 빚어낸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적 위협은 여러 면에서 긴장감을 유
발하고 있으며, 그 위협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국한된 것만은 아
니다. 그 동안 북한이 국제적으로 자행해 온 불법 행위를 구분해 본
다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反인권범죄,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무
기 실험과 북한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조명되는데 비해 북한의 마약·위폐·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전통
적인 초국가적 조직범죄 유형이자 국제관계학에서 ‘비전통적 안보문
제’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진 면도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국내외 경
제와 질서를 해치면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가 불량국가(rogue country)의 운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 순환구조를 감안한다면 그 심각성은 포괄적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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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적 위협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자행해왔던 불법
활동을 초국가적 조직범죄 영역에서 고찰하며, 그 중에서 마약, 무기
밀매, 위조지폐, 가짜상품(담배 및 의약품), 인신매매, 밀수, 사이버
범죄 등 7가지 대표적 범죄유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국제연
합에서 채택한 관련 국제협약들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개
념과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1) 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대응
활동을 소개하며, 이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 사례를 비교
하여 북한이 국가차원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과 동일한 모습임을
드러낸다.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은 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본격화
되었고 2000~2004년에 대규모 주요 사건들이 적발되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로 인해 2005년부터 그 규모와 형태가 크
게 위축된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의 통제와 제재가
심화되자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은 전통적인 방법과 루트를
다변화하여 사이버 루트와 중국 루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자
국의 주민을 해외 노동자로 파견하여 그 임금을 착취하는 국가 차원
의 인신매매 방식도 동원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다양한 불법 활동들
이 지속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심지어 사이버 해킹을 통한
“은행털이(bank heist)”의 용의자로도 지목되고 있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범죄의 다양성은 실로 무한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을 인식하게 되며, 이에 따라 비대칭적 방법으로 극대화된 범죄 유형
의 확대와 국제테러 및 조직범죄 단체와의 연계 등 극단적인 위협이

1)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www.unodc.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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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시작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이 포괄
적이고 추상적인 국제규범의 의무를 지닌 유엔의 회원국이라는 위치
를 망각한 채, 국제사회의 권고와 제재를 무시하며 폐쇄 고립된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시장에서 외화벌이를
통한 ‘궁정경제’2) 의 통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으
며, 이로 인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 전후의 모든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관련 적발 사례와 국내외 연구문헌 및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하며, 실질적 체험의 장본인들인 탈북민의 증언들도 자
료로 활용하면서 사례분석 방법으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한다. 국제
체제를 중심으로 정립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바탕으
로 그 동안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사례를 열거하여 분석하
면서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루트와 유형으로 국제사회의 안보적 위협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분석하고 전망해 본다.

2)	김광진, “북한 외화관리 시스템의 변화와 외화 의존도의 증대”, 『수은북한경제』(기획논
단, 2008), pp.25-26.: ‘궁정경제’는 북한의 지도부가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는 경제부
문으로 통치자금과 핵무기 개발 자금 등에 활용되며, 내각에서 각급 공장, 기업소, 농
장 등을 통해 운영되고 북한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인민경제’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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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북한의 개입
1. 개념과 유형
‘초국가적 조직범죄(TO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는
전통적으로 ‘국제조직범죄(IOC,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또는 일각에서는 ‘국제범죄’라고 불리던 개념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이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한 나라 안에서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
는 그룹을 “조직범죄(OC, Organized Crime) 집단”이라고 칭한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오래된 관행이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범죄에 대해 국제조직범죄(IOC) 또는 초국가적 조직범죄(TOC)
로 소개하는 것은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국제사회의 정부(regime) 역할을 담당해 온 국제연합
(‘유엔’으로도 혼용)은 그 동안 국제조직범죄(IOC)로 호칭하던 명칭
을 2000년 11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이라는 국제
협약을 채택하면서 그 이름을 “초국가적 조직범죄”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협약 가입국가도 이러한 트렌드에 동참하는 분
위기가 조성되었다.3)
UNTOC 협약의 내용은 부속서(Annex) 형식으로 작성되었으
며 제2조(용어의 사용)에서 “조직범죄 집단(organized criminal

3)	UNTOC(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11)에 대
해, 우리나라 법무부는 2000년 12월 협약 서명 당시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으
로 번역하였으나, 2014.7.14. 정부가 제출한 국회 비준동의안에는 ‘유엔 초국가적 조
직범죄 방지협약’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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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이란, “특정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회합하면
서, 이 조약에서 명시한 심각한 범죄(인신매매 등)를 2개 국가 이상
에 걸쳐 자행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득 또는 다른 물
질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의한
다.4) 즉, 조직범죄 집단에서 확대된 개념인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
의 정의를 요약하면, ① 그 목적이 금전적 이득 또는 다른 형태의 물
질적 이득을 취하는데 있으며, ② 조직원의 구성은 3명 이상이고 ③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범죄가 자행되며 ④ 우발적인 모임이 아니라
범죄의 공모를 위해 조직원간 일정기간 회합하고 ⑤ 인신매매 등 이
조약에서 명시한 심각한 범죄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UNTOC에서는 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심각한 범죄’의 유형
을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덜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대
한 인신매매”, “육지, 해상, 공중을 이용한 불법 이주”, “무기 및 무기
부품, 탄약에 대한 불법적 제조 및 유통” 등 3개 분야만을 의정서에
포함시켰으나,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형사사법 위원회(CCPCJ)’ 5)가
관할하는 모든 초국가적 조직범죄 유형에는 마약·무기밀매·위폐
및 자금세탁·가짜상품·멸종동물 밀수·사이버범죄·해적행위·납

4)	원문내용 :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11),
Annex 1, Article 2, (a) : "Organized criminal group" shall mean a structured
group of three or more persons, existing for a period of time and acting in
concert with the aim of committing one or more serious crimes or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5)	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범죄예방 형
사사법 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ECOSOC)내에 설립된 위원회로, 결의안 ‘1992/22’
에 의거 “국가범죄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고, 형사사법 운영체계를 개선”하
는 임무가 있으며, UNODC를 실행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http://www.unodc.org/
unodc/en/commissions/CCPCJ/index.html?ref=menuside (검색일 : 20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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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국제사기 등이 모두 포함하여 다루어지고 있다.6)
마약범죄와 CCPCJ의 범죄 업무를 이행하는 기구인 UNODC는 그
관할 범위가 매우 폭넓다고 할 수 있는데, 현안을 중심으로 그 타깃
을 수시 조정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초국가
적 조직범죄 유형을 열거한다면, ①마약범죄(불법 마약생산 및 유통)
②무기밀거래 ③위조지폐 및 자금세탁 ④가짜담배 및 가짜의약품
⑤밀수(주로 멸종동물 및 보호자원) ⑥인신매매 및 불법 이주 ⑦사이
버 범죄 등으로 구분된다.7)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활동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
다. 마피아나 야쿠자 갱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범죄조직들의 활동은
한 조직의 영향력을 한 지역에서 성장시켜 확대하고 국경을 넘어 다
국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직이 확대되면서 여러 국가
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관계를 활용하면서 마약, 인신매매, 밀
수 등의 불법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전형적인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
단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불법 집단의 구성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하에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들
고 여러 불법, 편법적인 일들이 동원된다. 19세기 초부터 한 국가 내
에서 형성되어 그 세력을 확대하던 조직들은 국가 및 국제사회의 질
서유지 차원의 대응활동과 맞서기도 하였고 변화하기도 하였으며 사
라져가기도 하였다. 과거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조직범죄 집
단으로는 이태리를 기반으로 두고 1930년대부터 미국 지역에서 활동

6)	함중영. “북한의 국제조직범죄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청구논
문, 2017), p.34
7)	함중영. 위의 논문, p.35 : UNODC 2014 연례보고서('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p.36-53)에 따르면 UNODC는 7가지 초국가적 조직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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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마피아조직, 주로 마약거래를 수단으로 하는 남미의 카르텔,
러시아와 과거 소련 전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마피아, 중국에 기반
을 둔 ‘삼합회’(Triad), 일본 본토 중심으로 활동 중인 ‘야쿠자’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범죄의 방식은 주로 일반인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하
거나 해결할 수 없는 사안, 즉, 주류나 총기의 밀거래, 위협 또는 공
갈 협박, 국가 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물품의 밀수, 불법 마약
의 밀거래, 문서 또는 화폐의 위조, 유명상품이나 의약품의 가짜상품
제조 및 밀거래 등이었다. 범죄의 수법은 주로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
자에 대한 뇌물공여, 공갈협박 등을 통해 그 루트를 만들었으며, 또
한 동시대의 법망을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과 편법의 방법이 동원되
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한 국가의 정권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과 연계하며 국가가 조직범죄 집단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이
득을 취하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미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수의 저
개발국가에서는 고위층과 관료들의 부정부패(corruption)를 바탕으
로 조직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며,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국가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범죄 활동이 국제적 무대를 대상으
로 전개되기도 한다.
현대적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시각에 따라 정의될 수 있
겠으나, 전통적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이
현대적으로 변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는데, 탈이데올로기성(non-ideology), 불법성(illegality),
폭력성(violence), 조직성(membership), 비밀성(secrecy) 등이다.
특히, 공통적인 것은 이 조직들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정치적
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것일 뿐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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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탈정치성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8) 고슨(Roy Godson)과 올슨
(William J. Olson)은 1995년 동시대까지 출현한 조직범죄 집단의
활동을 분석한 후,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합법, 비합법적 혼용 운영
추세와 다른 조직 및 개인과의 연계를 통한 확장 성격을 강조하면서,
조직범죄의 최우선 목적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적 운영과
조직의 확대, 보호”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범죄는 기업
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9)
한편, 국제법상의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s)’ 개념을 명
시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따르면, ‘국제범죄’란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에 저촉되어 ‘국제사법재판소(ICC)’의 관할 하에 포함되는 범죄
항목으로서, (a) 대량살상, (b) 反인권범죄, (c) 전쟁범죄, (d) 침략범
죄를 중심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ICC는 위 4개의 핵심범죄에 대해
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0) 따라서 국제법상의 ‘국제범죄’
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적 내용을 포함하여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망
라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국제형
사법에 저촉되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 하에 포함되는 범죄를 의미
하고 있으며, ICC의 업무적 개시는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문제 제
기하는 범죄인만큼, 조직범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활동 개념과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또한, 세계화에

8)	조성권,『21세기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통합안보』,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2011),
p.20.
9)	Roy Godson, William J. Olson, 1995,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Society ,
special features, p.19
10)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df. p.3 : Article 5,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 The crime of genocide, (b) Crimes
against humanity, (c) War crimes, (d) The crime of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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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확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는데, 국제적인 조직에 의한 마약밀매, 밀입국, 사이버범죄 등은 지
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검
찰, 경찰, 국가정보원, 세관 등 정부조직의 유관기관과 민간분야 전
문가를 포함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2004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
고, 이어 ‘국제범죄대책협의회(2014년)’를 조직하여 운영 중이며, 이
협의회 규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제범죄란 우리나라 국민의 국
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및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국
가 간 공조(共助)가 필요한 범죄로서 국제사회의 질서와 법익을 침해
하는 범죄를 말한다.”11)고 명시되었다. 즉, 우리 정부에서 언급하는
‘국제범죄’의 개념은 그 용어상의 정의 명시 보다는 협의회와 유관기
관의 관할 범위를 명료하게 규정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이
해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의미하는 ‘국제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의 개념에 더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및 해외에서 발생
된 내국인 관련 범죄, 국가 간 협력 활동 등을 포함하는 “외국과 관련
된 범죄”로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연합(UN)의 대응활동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핵심 유형인 국제마약범죄를 퇴치하려는 국
제연합 차원의 노력은 이미 1961년에 채택된 국제협약인 ‘1961년 마
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of
1961)’에서 실행되었으며, 이어서 1971년에 채택한 ‘1971년 향정신

11)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시행 2014.12.31] [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12.31, 타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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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물질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of
1971)’은 향정물질과 합성마약 등 다양한 신종마약에 대한 통제를 목
적으로 주요 원료물질을 4개의 통제목록으로 설정하여 국제적 통제
활동을 실시키로 하였다. 점차 국제화되어가는 시대적 변화에 편승
하여 마약범죄의 유형 또한 다양한 제조 및 유통과 자금세탁의 방법
이 동원됨에 따라, 국제연합은 1988년 상당히 구체적인 국제적 차
원의 대응활동을 명시한 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 of 1988)’은 앞선 두 개의 마약통제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적 통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안되어 체
결되었다.12) 국제마약범죄 대응활동의 주축은 국제연합 내 경제사회
이사회(ECOSOC) 산하 ‘마약위원회(CND, Committee on Narcotic
Drugs)’이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회원국은 3개 마약범죄 관련
국제협약을 국제적 규범으로 삼아 각 국의 실천과 국가 간 협력활동
을 점검한다. ‘1961년 협약(1972년 개정)’을 근거로 ‘국제마약통제위
원회(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가 1968년
설립되었고, 국제마약범죄 통제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準사법 기구로
서 유엔 회원국의 3개 마약관련 국제협약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13)
1991년 국제연합 총회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확대되는 마약범죄와

12) 외교부자료, 한국 가입 현황 : 조약 제1476호(1988.12 채택, 1999.3 발효)
13)	INCB는 총회 추천 10명, WHO 추천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당
사국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과학적 용도의 합법마약 생산 및 사용을 통제하고, 각국
의 국제협약 준수·이행을 점검하며, 불법마약의 생산·유통 차단활동을 수행한다.
(출처: ‘1961년 단일마약협약(1972년 개정)’ 제9조 “INCB 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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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기 위해 이미 체결된 3개 마약관련 국제협약을 법적 활동근거로
삼고,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마약위원회(CND)의 지휘를 받는
기구로서 ‘유엔마약통제프로그램(UNDCP, United Nations Drug
Control Programme)’이라는 국제기구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
를 두고 창설하였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영역이 점차 마약범죄 뿐
만 아니라 인신매매, 밀입국, 밀수,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 제조 및 유
통, 불법무기 거래, 돈 세탁 등 다양한 범죄로 확장됨에 따라, 국제연
합 경제사회이사회는 1992년 ‘범죄예방 형사사법 위원회(CCPCJ)’를
새롭게 설립하고 국제범죄 요소를 추가하여 UNDCP도 2001년 말부
터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s)’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는 ‘마약위원회
(CND)’와 ‘범죄예방 형사사법 위원회(CCPCJ)’의 지휘를 받는 활동
기구로서 확대되었다.
UNODC는 전 세계 초국가적 조직범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지부 사무소를 두고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첫째, UNODC 지부 사무소와 해당 국가 간
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마약, 국제범죄, 테러리즘에 대항할 수 있
는 역량을 제고시키고, 둘째, UNODC 자체적으로 마약 및 범죄에 대
한 연구 분석을 통해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켜 대응정책으로 발전시
켜 나가는 것이며, 셋째, 기존에 체결한 마약 및 국제범죄 관련 국제
협약을 회원국 각자의 실정법에 적용시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즉, UNODC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체제내의 초국가적
조직범죄라는 문제를 관장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분야의
한 부분에 대한 국제적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UNODC는 2000년 11월 채택한 UNOTC 국제협약
으로 보다 완성된 인간안보 분야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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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회원국들은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약자들을 먹잇감으로 삼
아 불법적 금전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비문명 사회를 조장하는 초국
가적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하여 2000년 11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
지협약(UNTOC)’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대표적 국제범죄조
직인 이태리 마피아 조직을 겨냥하여 그들의 발원지인 시칠리아 섬
의 주도(州都)인 ‘팔레르모’에서 각 국의 정상 및 각료급 대표들이 모
여 서명식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마피아 조직의 심장에 칼을 꽂아 단
죄(斷罪)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하였다. 이 협약은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발아된 새로운 국제사회의 파괴세력인 국제
범죄를 저지해 보려는 국가 간 공동 대응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으
며, 국제연합 총회 기구인 UNODC 주도로 채택된 비전통적 안보 분
야인 인간안보 분야의 국제협약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회원국의 조
화로운 동의하에 완성되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국제레짐 차원에서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된 초국가적 조직범
죄 대응활동은 주로 국제적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
국의 국내법 제·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거버넌
스가 구축되도록 추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동안 채택
된 국제협약들은 마약관련 국제협약과 UNTOC 및 3개 의정서로, 이
협약들은 마약·인신매매·불법이주·총기밀매 등과 관련된 몇 가
지 제한적인 유형에 불과하며, UNODC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금세
탁·사이버범죄·가짜상품·밀수 등 여타 다양한 초국가적 조직범죄
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 규범 보다 국가 간 협력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체제 차원의 대응활동
움직임의 특성상 비교적 완만한 대응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특정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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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 지역에서 특별한 현상을 보이며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고 있
음에도 국제체제 차원에서 규범론적 또는 방법론적 장치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저개발국 대상 교육 및 지원활동에 집중하면서
원칙론적 거버넌스 수준만 유지하고 있어 비판적 평가도 피할 수 없
어 보인다.

3.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미국 학자들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사실적 내용 중심
의 연구 보고서는 지속 생산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의회
조사국(CRS) 연구원인 펄(Raphael Perl)과 미국 국무부 출신의 애
셔(David. Asher) 등이 주축이 되어 북한의 국제적 불법행위를 구
체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기·비정기적으로 의회보고서 및 국무
부 보고서 형태로 공개해왔다. 와일러(Liana Sun Wyler) 및 난토
(Dick K. Nanto) 등의 북한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 2008
년 8월 “북한의 외화벌이 불법 활동(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북한의 불법 활동
은 지속 관찰되어 왔다. 2005년 이후 북한의 국제적인 불법 활동을
논제로 심도 있게 연구해 온 미국 학자들 중 핵심 인물은 그레이튼
스(Sheena Chestnut Greitens)라고 할 수 있다.14) 국내에서는 윤황

14)	The Sopranos State’라는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이어 2007년에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4
년에는 ‘Illicit, North Korea's Evolving Operations to Earn Hard Currency’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나타난 북한의 불법 활동과 변화 동향을 일관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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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논문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모든 적발 사례를 망라하
여 북한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15)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해 최근까
지의 사례를 포함하고, 이를 UNODC에서 대표적으로 분류하는 7가
지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마약 생산 및 유통 활동이다. 북한에서 해외와 연계되어 나
타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유형은 1970년대 중반부터 드러나기 시
작하였는데, 가장 규모가 큰 범죄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게 된 사
건은 마약범죄였다. 1970년대 초 경제사정이 악화된 북한은 모든 해
외 공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
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관원들은 공관경비 조달뿐만 아니라 본국
으로 송금해야 할 각자의 할당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
를 취해야 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1976
년에 노르웨이 주재 북한공관 직원들이 모두 가담하여 마약류인 해
시시(Hashish)와 담배, 주류 등을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이
로 인해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당하는 국가적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16) 198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 공관원과 현
지 조직 간에 연계하여 마약밀매가 다소 큰 규모로 확대되었고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92년 8월 당시 국방위
원장인 김정일은 소위 “백도라지 사업”을 지시하고 내각, 국가안전보
위부, 인민보안성, 인민무력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양귀비 재

15)	윤황,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쟁점 :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2007)
16)	“SCANDINAVIA : Smuggling Diplomats”, Time (1976.11.1.); "Swedes Convinced
North Korea Directed Smuggling", The New York Times (197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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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대대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아편과 헤로인을 대량 생산하였다.17)
1990년대 중반 북한은 대홍수를 겪고 아편 생산이 부진해 지자 1996
년부터 향정마약인 메스암페타민18)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당
시 최대 생산능력은 연간 10∼15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1997년 귀순한 고위급 탈북민인 前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황
장엽’은 “나남제약공장은 헤로인을 생산하고 순천제약공장은 모르핀
을, 평양제약공장은 메스암페타민을 생산한다... 1994년 정무원 총
리인 강성산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해군을 시켜 동남아 해역에서 마
약을 팔았다”고 증언하였다.20) 2000년대로 들어서 북한의 마약범죄
는 왕성했던 1990년대의 추세를 이어가면서 2000년 초부터 일본과
대만을 목적지로 해상 마약밀수가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이후 2000
년∼2004년 기간 중 대규모의 해상 마약 밀매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2000년 2월 일본 야쿠자 조직과 연계하여 일본 선박 “에이후쿠 마
루”호에 메스암페타민 250킬로그램이 운반되었고, 2002년 1월에는
150킬로그램 선적 선박이 후쿠오카 해안으로 운반하다 나포되었으
며, 2002년 7월에는 북한군함이 대만 마약조직의 선박과 접촉하여
헤로인 79킬로그램을 전달한 사례가 있다. 이어 2003년 4월 호주 해
역에서 정박하면서 헤로인 125킬로그램을 호주의 다국적 마약조직과

17)	NK조선, "마약 - 양귀비 재배와 제조 판매", 2013.10.28. http://nk.chosun.com/
bbs/list.html?table=bbs_28&idxno=3212&page=4&total=,209&sc_area=&sc_
word=(검색일: 2017.4.19.)
18)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1888년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된 각성제 마약이
다. 대일본제약에서 “히로뽕(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유통시켰는데,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 “필로폰”으로 호칭하고 있어 “메스암페타민”으로 호칭되도록 개선이 필
요하다.
19) 이서항, 『아태지역 불법마약 거래현황과 대책』, 서울: 외교안보연구원(1998)
20)	양정아, “황장엽, 김정일 비자금 마카오-광저우 두 곳에서 관리”, 『데일리NK』,
2006.1.16.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2200&n
um=17366 (검색일: 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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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거래하다 적발된 ‘봉수호’ 사건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주목시킨 대
규모 사건으로 북한의 해상 마약거래 사건의 절정을 이룬다. 호주 정
부는 체포된 북한 관련자들을 2년 후 모두 석방시키면서도 공군 전투
기로 봉수호를 해상에서 폭파시키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미국 유관기관 합
동공작으로 2004년 미국 항구 2곳에서 적발된 마약도 북한산으로 밝
혀지면서 북한의 마약범죄 활동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
며, 이로 인해 북한의 마약밀매는 2005년 이후 크게 위축된다. 2000
년대 북한이 마약밀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연간 최대치로 10억 달러
까지 추산된다. 이러한 금전적 수익은 김정일의 정권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기여하였는데, 마약밀매의 수익금으로 김정일의 통치 스타
일대로 당 간부 및 군부, 법집행 기관들에게 호화품을 선물하고 특권
층을 배려해주면서 이들의 충성심을 유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21)
둘째, 불법 무기 거래이다.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활동은 UNTOC
를 보충하는 의정서’22)에 저촉되는 소형 화기류(firearms)와 2013년
4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재래식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에 의거하여 저촉되는 재래식 무기 불법 거래,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의해 통제되는 핵무기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등 세 가지 국제 규범에 의해 저촉된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였던 동향은 1970년대 북한과 쿠바가 구소련 무기를
거래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에 사용되었

21)	Noland, Marcus and Haggard, Stephen, "North Korea’s External Resources
and Constraints". Korea’s Economy . Vol 24, 2008, pp. 83-91.
22)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Annex),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55 of 31 Ma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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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선박은 북한 국적선인 ‘청천강(Chong Chon Gang)’호인데, 1977
년 남포에서 건조된 이 선박은 길이가 155미터로, 무기 수송을 위
해 이중 구조로 건조돼 있었다. 이 선박은 2013년 7월, 파나마 정부
에 의해 대서양 연안에서 억류되어 검색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20
만 톤의 설탕포대 밑에 숨겨진 미사일 등의 무기류가 적발되었다.23)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CRS)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재래식 무
기거래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0년부터 2003
년까지 4년 동안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총 미화 8억 달러어치
의 무기를 수출했다. 그 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은 3억 달
러를 수출했다. 추정치로 보면 북한이 음성적인 무기거래로 연간 2
억∼5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은 당시 북한
의 연간 수출액의 21%∼52%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인 셈이다.24) 또
한 미국 당국은 2004년 아시아 조직범죄 집단을 유인하는 ‘로열 참
(Operation Royal Charm)/‘스모킹 드래곤(Operation Smoking
Dragon)’ 공작을 통해 마카오 거주 “호릉(Jyimin Horng)”이라는 북
한 무기 브로커를 체포하였고, 호릉(Horng)이 미화 위폐 1백만 달러
와 AK-47 소총 1,200정, 대전차로켓포 75개, 로켓발사기 50개, 소
음기부착 권총 100정 등을 북한에서 미국으로 밀반입을 추진하던 사
실을 확인하였다.25) 2009년 8월에는 이란으로 향하던 호주 국적의

23)	이정현, “북한이 우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란 등과 불법 무기 거래하는 수
법은...” 『월간조선』(2014.4.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14/04/27/2014042700943.html
24)	이만종,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韓國公安行政學會報』 第46號
(2012). p.158
25)	Asher, David L. "Statement before the Subcommittee on Federal Financial
Management, Government 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6.
pp.2-3.; Te-Ping Chen, “Smoking Dragon, Royal Charm”,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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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ANL Australia’에서 북한에서 제조된 122㎜ 로켓용 추진 폭
탄 2,030개와 전자 회로, 로켓용 고체연료 추진제 등 무기류와 폭발
물 관련 물품이 컨테이너 10개에 은닉되었으며,26) 또한 2009년 12월
태국 방콕의 ‘돈므앙’ 공항에서 북한산 무기를 제3국으로 운송하던
그루지야 국적의 화물기가 억류되었고,27) 2013년 4월 터키(Turkey)
정부가 북한에서 출발한 선박 ‘알 엔티자(Al Entisar)’를 압수수색
한 결과 1,400정의 소총과 권총, 3만 발의 탄약, 방독면 등이 적발
되었다.28) 한편, 2013년 2월에는 북한에서 제작한 무기가 소말리아
(Somalia) 모가디슈 상점에서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북한
에서 생산한 14.5밀리미터 중기관총 탄약통도 발견되는 등 북한의
무기류가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전장(戰場)에도 유통되고 있음이
목격되었다.29)
셋째, 위조지폐 생산 및 유통 활동이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 한
국전쟁 기간 중에 한국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적화통일을 이루려
는 목적으로 한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위조지
폐의 생산과 유통을 하나의 전략적, 전술적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북
한의 초정밀 미화 위폐와 관련된 사안은 1980년대 초부터 불법행위
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3년 북한 공작원이 미화 위조지폐 8천 달
러를 오스트리아 비엔나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1984년과 1987년 적발된 사건의 배후에는, 북한 노동당
‘101연락소’와 북한 평성 소재 ‘평성상표인쇄공장’에서 미화 위조지폐

26)	Nicholson, Brendan, "Australian ship in arms row", The Sydney Morning
Herald , 2009.8.31
27) 이만종, 앞의 논문, p.159
28)	Demick, Barbara, "North Korea tried to ship gas masks to Syria, report says",
Los Angeles Times , 2013.8.27.
29) 이정현, 앞의 기사(각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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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량 생산한 것으로 나타난다.30) 1989년 필리핀 당국이 북한 공관
원의 외교행낭에서 적발한 미화 위조지폐는 미국 당국(SS)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이때 적발된 위폐는 보통 위폐와는 달리 초정밀
위폐였으며, 이때부터 ‘비밀수사국(SS)’은 1990년대 이후 발견된 위
폐를 포함하여 “슈퍼노트”라고 명명하면서 이와 유사한 계열의 위폐
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시작하였다.31) 슈퍼노트를 조사해 온 미국 재무
부의 타운센드(Bruce Townsend) 부국장은 2004년 조사결과를 통
해 “이 위폐는 요판 및 활판 인쇄술 등이 적용된, 복잡하고도 고가의
인쇄기술로 제작되었고, 이 유형의 위조지폐는 북한으로부터 유통되
고 있다.”고 밝혔다.32)
마약범죄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들어서 북한이 연계된 위조지폐
범죄 개입 사례가 급증하는데, 1994년 7월 북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
한 마카오 소재 ‘조광무역’ 직원들이 마카오에서 미화 위조지폐 18만
달러, 홍콩에서 25만 달러를 유통시키려다 적발되었으며, 1996년 7
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일본 적군파 출신 테러리스트인 “요시
미 다나까(Yoshimi Tanaka)”가 미화 위폐 20만 달러를 거래하던
중 검거되었고, 1998년에는 김정일 비자금 담당 서기인 “길재경”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미화 위폐 3만 달러를 환전하려다 적발되
어 추방되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는, 미국 검찰이
30) 윤황, 앞의 논문(각주 16), p.125
31)	미국 당국(Secret Service)에서 저급 위폐와 구분하기 위해 초정밀 위조지폐를 ‘슈퍼노
트(Supernote)’라고 지칭한다. 최초의 슈퍼노트는 1990년에 발견되었으며 고유식별
명칭으로 ‘PN(Parent Note) -14342’로 지칭하였다.: Engber Daniel, 2005.8.23.,
“What are Supernotes?", Explainer, http://www.slate.com/articles/news_and_
politics/explainer/2005/08/what_are_supernotes.html(검색일: 2016.7.27.)
32)	Chestnut, Sheena E. “The ‘SOPRANOS STATE?’ - North Korean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y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University(2005), p.82.; Bruce Townsend, 2004, “금융범죄 조사관 국제협회 발표
내용”, (2004.9.2. Chicago,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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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를 역임했던 “션 갈랜드(Sean
Garland)”와 前 KGB 요원 등 6명에 대해 북한산 미화 위폐 유통 혐
의로 기소하였던 사건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독일과 체코의 국
경지대에서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화 위폐 25만 달러
가 적발된 사건이 있으며, 2004년∼2005년에는 미국 본토와 괌에서
미화 위폐를 다량 적발하게 된다. 한편, 2005년 8월 미국 법무부에
서 발표한 두 건의 비밀공작의 결과는 미국으로 유통되는 슈퍼노트
의 출처가 북한이라는 정황을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 ‘로얄 참(Royal
Charm)/스모킹 드래곤(Smoking Dragon)’ 공작을 통해 미국 뉴저
지州 뉴어크(Newark) 항구와 캘리포니아州 롱비치(Long Beach) 항
구 등 두 곳에서 북한산 위조지폐 총 458만 달러를 적발하였다.33) 이
사건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미국 당국은 마카오 소재의 은행인 ‘방코
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위폐와 자금세탁 범죄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하고 미국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BDA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북한으로 입금될 52개 계
좌에 들어있는 2천 5백만 달러를 동결시키게 되며 이로써 북한은 외
환 부족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된다. 결국,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2007년에 미국
과의 협상이 성사되어 BDA의 자금동결을 해제한 이후로 북한의 마
약 및 위폐와 관련된 범죄는 표면적으로 급감하게 되었다.34)

33)	미 국무부 보도자료, “Federal Racketeering Indictments Target International
Smuggling, Counterfeit Currency Operation”, 2005, http://www.justice.gov/
archive/opa/pr/2005/August/05_crm_426.htm (검색일: 2017.4.22.)
34)	N anto, Dick K. “North Korean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 p.1.;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2009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ume I: “Drug and
Chemical Control”, Washington, DC, February 27, 2009, Country Report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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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짜 상품이다. 북한은 주로 국제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유
명 담배를 가짜로 생산하였으며, 가짜 의약품의 경우 “비아그라” 등
특정 유명상품을 선정하고 가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유통시키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가짜 유명상표를 붙인 담배를 소규
모로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경 본격적으로 대량 수출한 것
으로 관찰된다. 2002년도에 중국 당국은 자국 내 가짜담배 제조 조
직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본토의 범죄조직에 의
해 제조되었던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었으며, 중국 조직의 수가 줄
어들자,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제조하는 가짜담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35) 가짜 담배의 생산 및 유통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커다란
금전적 이득을 가져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나진과 남포
항에서 가짜 담배를 선적하여, 중국이나 한국의 항구를 경유한 후 전
세계로 밀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박에 선적하는 40피트 크기
의 컨테이너에 가득 채워지는 가짜담배는 미화 7만 달러 정도가 소요
되며, 해외에서 팔리는 가격은 3∼4백만 달러에 달한다. 즉, 가짜담
배 사업은 5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불법 사
업인 셈이다.
1995년, 대만 당국은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을 나포하여 검색한
결과, 일본과 영국에서 유행하는 상표의 담뱃갑(담배를 담는 포장)
이 내용물은 없이 20개의 컨테이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적발하
였다. 2004년 2월, 싱가포르 당국은 ‘말보로(Marlboro)’ 상표의 가
짜 담배로 채워진 컨테이너를 압류했는데, 이 컨테이너는 북한의 나
진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기항한 뒤 싱가포르에 하역된 것이었다. 또

35)	The Report of Coalition of Tobacco Companies, "Production of Counterfeit
Cigarett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9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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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같은 달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항구도시인 ‘더반(Durban)’에서 싱
가포르에서 적발된 것과 유사한 북한산 가짜 담배가 선적된 컨테이
너를 적발하였다.36) 2004년에는 베트남, 대만, 필리핀에서 각각 컨
테이너 하나씩 총 3개의 컨테이너를 적발하였는데, 그 안에는 일본
의 유명 담배인 ‘마일드 세븐(Mild Seven)’ 상표로 포장된 가짜 담배
가 채워져 있었다. 이 컨테이너들은 모두 북한 나진에서 선적되었고
대만을 목적지로 운송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37) 또한 2006년 10
월, 그리스 당국은 에게해(Aegean Sea) 동쪽에서 운항중인 북한 국
적을 정선시켜 밀수여부를 검색한 결과 이 선박에서 총 3백만 보루의
가짜 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적발하였다.38) 앞서 언급된 2005년
미국에서 발표된 2건의 비밀공작 결과 발표에서, 북한에서 만들어진
가짜 담배가 미국 영토에서 적발된 사례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는
다. 2005년 8월 미 FBI의 발표에 따르면, ‘로얄 참’ 공작으로 뉴어크
(Newark) 항구에서 적발된 가짜담배는 미화 2백만 달러 상당이었으
며, ‘스모킹 드래곤’ 공작으로 롱비치(Long Beach)에서 적발된 가짜
담배는 미화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물량이었다.
2011년, 뉴콤(William J. Newcomb) 前 美 재무부 선임자문관은
美 하원 외교분과위원회에서, “북한은 10∼12개 정도의 가짜 담배 제
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 매년 20억 갑의 가짜 담배
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러한 규모로 볼 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

36)	Singapore Customs Report. “Singapore Customs Seized One Container of
Counterfeit Cigarettes” (2004.2.24.)
37) The Report of Coalition of Tobacco Companies, 앞의 자료.
38)	Greitens, Sheena Chestnut, “Illicit North Korea's Evolving Operations to
Earn Hard Currency”,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2014), p.33; “Large cache of contraband cigarettes found on N.
Korean flagged ship”, Athens News Agency,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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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가짜담배 생산 국가이며, 연간 미화 5억 2천만 달러∼7억 2천
만(한화 8,640억원)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집계
된다.”고 밝혔다.39) 또한 북한 내에서 가동되는 가짜담배 생산 공장은
두 가지 출처에서 자금이 지원되어 운영되는데, 해외의 범죄조직과
북한 자체 기관이라는 것이다. 북한 나진에 소재하는 3개 담배공장은
대만의 범죄조직이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가짜
담배를 대만조직이 연계하여 대만으로 밀반출한 후 유통시키고 있다
는 것이다.40) 2015년 12월 미 국무부를 포함한 5개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제조된 ‘말보로(Marlboro)’ 상표의 가짜
담배가 미국 본토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유통되
는 가짜담배가 미국의 국익에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조
직은 물론 국제테러조직과도 연계되면서 국제적 안보위협으로 부각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41)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
정계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가짜담배 거래는 ‘헤즈볼라’나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북
한의 가짜담배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42)
다섯째, 밀수 범죄이다. 북한의 밀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여 면세품
이나 현지 특정 상품을 구매하고 그 물품을 주재국 또는 타국에서 일

39)	Newcomb, William J., “North Korea’s Sea of Fire: Bullying, Brinkmanship
and Blackmail” (미 하원 외교분과위원회 증언, 2011.3.10.)
40) Greitens, Sheena Chestnut, 2014, 앞의 논문(각주 39), pp.36-37.
41)	미 국무부, 2015.12, The Global Illicit Trade in Tobacco: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50513.pdf (검색일:
2017.4.23.)
42)	미 하원 의원 Rick Saccone은 2016.7.13. 미 하원에서 가짜담배 조직과 테러조직 간
의 연계 내용을 발표했다.: Cassie Owens, “The curious connection between illicit
cigarette sales and ISIS”, Politifact.com 20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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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매가격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개인적 치부를 위한 기본적 생계
유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밀수는 그 품목에 상관없
이 되팔았을 때 차익이 크게 나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며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로 외교관 면세 특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와 담
배가 해당되고 국가 간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의약품, 고급 시
가와 같은 그 나라의 특산물도 포함된다. 둘째로, 생계형 밀수를 넘
어 보다 거액의 차익을 보려는 밀수로, 외교관의 검색면제 또는 검색
완화의 특권을 이용하여 고가의 귀금속이나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
된 상아, 코뿔소 뿔 등 희귀한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밀수다. 이
러한 밀수 형태는 단순히 북한 외교관 개인의 활동으로 성사될 수 없
으며, 공관 차원의 협조와 북한 본부 차원의 지휘·조종을 통한 국제
적 네트워크 운용이 동반된다. 세 번째로는 북한과 중국 간 길게 연
결되어 있는 국경을 통한 북-중 간 밀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북중 국경에서의 밀수는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한 보따
리상 형태의 거래부터 북한 정권 차원의 외화벌이 목적으로 전개되
는 대규모 밀수까지 다양하며,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봉쇄된
“해상 루트”에 비교하여 “중국 루트”라고 칭할 수 있다.43)
1988년 3월, 불가리아 주재 북한공관원 2명이 루마니아 국경을 넘
어 불법복제 DVD 12,000장을 밀수하다 적발된 이래 공관원의 밀수
는 지속되었고, 2000년대 초반 북한 외교관들은 태국과 방글라데시
에서 중고차 및 중고 휴대폰 밀수에도 개입하였다.44) 아프리카 지역
에 근무하는 북한 공관원들은 현지에서 밀렵꾼과 결탁하여 코뿔소의
코 뿔과 코끼리 상아 등을 구매하여, 외교행낭에 넣어 중국으로 보내

43) 함중영, 앞의 논문(각주 6), pp.104-105.
44) Greitens, Sheena Chestnut. 2014, 앞의 논문(각주 39),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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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중국의 북한 관계자들이 전달받아 중국의 한약재 암시장에
서 밀매한다. 코뿔소의 뿔은 ‘진서각(眞犀角)’이라는 이름의 한약재로
불리며, 중국의 암시장에서 1킬로그램 당 미화 6만 5천 달러(한화 약
7,18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5월 3일 남아프
리카공화국 경찰은 駐남아공 북한대사관 박철준 참사와 남아공에 거
주하는 북한 태권도 사범 김종수를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모잠비크
마푸토市 중부 마오쩌둥 거리에 있는 시장에서 현지 밀렵꾼으로부
터 코뿔소 뿔 4.616킬로그램을 구입해 차량으로 옮기던 중 체포되었
다.45) 한편, 2015년 3월,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대사관 손영남 1등서
기관이 금괴 170개 등 금 27킬로그램(140만 달러 상당)을 싱가포르
에서 방글라데시로 밀수하던 중, 방글라데시 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
되었다. 당시 손영남이 운반하였던 금괴는 미화 140만 달러(16억 8
천만원) 상당의 거액에 해당되는 밀수품으로, 공관 차원 또는 상위의
조직 차원에서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로 보인다. 2015년 10월, 북
한 외교관 2명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쿠바 제조 고급 시가를 밀반입
하려다 공항 통관 절차 중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의 가방
에 다양한 상표의 쿠바에서 제조된 시가 3,800개가 발견되기도 하였
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행해지는 북-중 밀수도 지
속되고 있다. 2015년 6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함경북도의 한 소
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밀수행위는 대부분
군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을 관할하는 ‘위수경무
부(지역헌병대)’를 끼지 않고서는 대량 밀수는 생각할 수 없다. 경무

45)	전 수진·안효성, “코뿔소 뿔 밀매 적발, 망신당한 북한 외교관”, 『중앙일보』
2015.5.29.;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현지시간) 주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대사
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http://nk.joins.com/news/view.asp?aid=17468982
(검색일: 201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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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도하는 밀수 품목으로는 금, 은, 동, 니켈, 공업용 다이아몬
드, 몰리브덴 같은 귀금속과 골동품, 마약, 약재 등 국가자원과 동식
물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했다.46)
여섯째, 인신매매 범죄이다.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에 대
한 개념은 과거 노예제도를 비롯해서 자신의 의지로 매매가 되는 계
약 관계에 근거한 인신매매까지 그 방법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다.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
서에서 나타난 개념에 근거하여 볼 때 북한의 국제적 인신매매 유형
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주로 북한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팔려가는 사례이며, 둘째는 국가 차원에서 외화벌이를 위
해 러시아, 중국 등 해외의 사업장과 계약을 맺어 북한인 노동력을
송출하고 이들의 임금에서 90% 이상을 북한 정권이 가져가는 국가
차원의 노동력 착취 형태이다.
첫 번째 유형인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의 경우, 북한 국경 경비대
및 보위부 등 군인과 관리들이 북한의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뇌물
을 받고 협조하는 상태에서, 북한 조직이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과 연
계하여 북한 여성들을 탈북시켜 중국 조직에 인계하는 형태이다. 탈
북민 ‘김은희’는 “탈북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인신매매는 3단계로 이루
어지고 있는데, 1단계는 북한에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두만강까지 안
내하는 북한 측 조직, 2단계는 두만강 변에서 여성들을 인계받는 중
국 측 조직, 그리고 3단계는 탈북 여성들을 중국 산동 지방이나 흑룡
강성 등 여러 지역으로 인신매매하는 조직”이라고 증언하였다. 북한
측 조직원은 주로 전역 장교(제대 군관) 출신으로, 국경지역에 배치

46)	김지은, “북, 밀수의 주범은 인민군 경무부”, 『자유아시아방송』, 2015.6.7 http://
www.rfa.org/korean/in_focus/ne-je-06052015095905.html (검색일: 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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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위부와 안전부(경찰) 직원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 기
관의 협조로 북한여성들이 두만강을 건너 인신매매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47) 미국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2009년 보
고서에는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 7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중국으로 팔
려가는 북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성적 노예로 인신매매될 뿐만 아니
라 중국인과의 강제결혼을 하도록 거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상
은 중국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결혼에 이어 등록할 수 없는 자녀들을
출생하게 되는 反인권적 범죄로 발전하게 된다.48) 한편, 2010년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0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 인신
매매된 북한의 여성 및 소녀들은 주로 매춘업과 강제결혼의 희생자
로 착취되고 있으며,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탈북 죄목으로 엄중한 처
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중국내에서 감금된 생활을 참고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비정부기구(NGO)와 연구조사자들은
중국내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인은 수만 명에 달하고 그 중
70%가 여성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49)
두 번째 유형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착취 형태의 인
신매매이다. 북한 해외노동자 대다수는 건설현장, 경공업 공장, 벌목
장 등에서 현지 노동자보다 저임금의 노동력을 받으며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지 기업이 아닌 북한 기업소의 관리·
감독에 따라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되며, 대부분 적정 최대 근로시간

47)	정영, “중국 속 북한인, 비극의 현장을 가다 ① 인신매매의 덫에 걸린 북한 여성들”,
『자유아시아방송』2009.7.14.: http://www.rfa.org/korean/temp/special_report_
jy-07142009180334.html(검색일: 2015.2.20.)
48)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HRNK). Live For Sale Personal Accounts of Women Fleeing North Korea to China (2009), pp.9-10
49) 미 국무부, The 201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0, p.198.

128 국가정보연구 제10권 1호

을 넘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014년 현재 16개국에 8만 여명의 노동자가 파견되어 북
한의 외화벌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러시
아(4만 7천명)와 중국(2만여 명)에 파견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시베리아 벌목공과 하바로프스크의 건설 노동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
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2016년 3월 국내 방송사(KBS)에서 현지 취
재한 실태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 건설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월 평균 한화로 6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데, 그 중 75만원을 소위 “국가계획분”으로 강제 징수당하고 있어,
실제 북한 당국이 90% 정도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벌어
들이는 외화는 연간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이다.50) 해외 현
장의 고용형태에 따라 급여 지불 방식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의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생활비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급여가 북한 당국으로 직접 송금되는 형식이어서, 북한
노동자들은 3년 정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귀북할 때 임금의 총액
이 적힌 종이수표 한 장만 받고 돌아가게 된다.51) 한편, 귀북한 노동
자는 북한 내 암시장(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미화 달러(8천원)의 실제
가격이 아닌, 북한의 공식 환율(900원)에 따라 미화 달러를 환산하여
받게 되는데, 실제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금액은 총 임금의 10분의 1
로, 노동 현장에서 ‘국가계획분’을 착취당하는데 이어 귀북 후 또 한
번 국가로부터 착취당하게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북한
정권이 해외 국가와 고용 계약을 맺고 파견하는 형식인 만큼 인신매
50) KBS 특집 취재 보도. 『北 외화벌이 현장』 (2016.3.6.보도)
51)	이 영종, “자본주의 물들 위험에도, 달러벌이 8만 명 내보낸 북한”, 『중앙일보』
2015.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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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유형과는 별개의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이라는 고용주가 국가라는 체제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을 해외 기업에 노동력으로 알선하고 그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러시아 북한 노동자의 사례처럼 이들의 거주 환경은 감금 상
태와 다름없이 통제당하고 있고, 이들의 연간 휴일은 2일에 불과하다
는 현장의 상황은, 국가에 의해 해외에 팔려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인신매매 노동자의 모습과 다름없어 보인다.52)
일곱째, 사이버 범죄이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사이버테러와 사
이버범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실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동일한 해
커 집단이 필요에 따라 테러와 범죄를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 북한이 자행한 대표적 사이버공격은 20
여 건이며 그 중 2011년 8월 적발된 북한의 ‘오토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사건과 2012년 6월 적발된 북한의 악성코드 게임프로그램 유포
등 2건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행된 전형적인 사이버범죄로 볼
수 있다.53) 북한 프로그래머들은 북한 조선컴퓨터센터(KCC), 국가과
학원 등 출신으로, 위 사건이 적발된 2011년도에는 이들 북한 전문가
들이 10여명 단위로 활동하며 베이징, 장춘, 대련, 심양 등에 40∼50
개 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자신들을 홍보하곤 하였다. 이들은 외화벌
이를 목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기업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주
겠다며 접근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 게임업체 등에 연계하여 프로그
램을 개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

52)	함중영. 앞의 논문, p.120. : 美 국무부는 ‘201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신매
매 사례로 러시아 벌목공 등 북한 해외 노동자의 사례를 포함시켰다.
53) 정민경, 임종인, 권헌영.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IT서비
스 학회지』 2016, pp.67-79
54)	강 진규, “국정원, 북한 프로그래머 오토 프로그램 개발방치”, 『디지털타임스』
2011.8.5.,, http://www.dihur.co.kr/128 (검색일: 20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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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커는 3만 명(지원인력 포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중국 선양, 다롄, 칭다오, 광저우, 베이징을 거점으로 전 세계
100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1차적으로는 외화벌이
인데, 주로 중국 및 한국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이들 조직의 의뢰를 받아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도박 사이
트 해킹 및 조작을 하며, 의뢰인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
러던 중 북한 본부의 지령이 하달되면 곧바로 사이버테러 해커로 임
무를 전환하게 된다. 북한 121 부대는 이러한 해커를 양성하는 기관
으로, 1998년부터 개설되어 ‘기술정찰국’이라는 외부 공식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활동인력만 5,900명에 달하며, 원자력발전소,
금융, 관제탑, 통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따라 특수 목적의 해킹 전문
가를 양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게임조작부’를 신설, 사이버게임과 쇼
핑몰 등을 해킹하면서 연간 미화 10억 달러(1조 1천억 원) 수준의 외
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55)
2013년 6월 25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북한으로 추정
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하여 사이버 공격을 역추적한 결과 북
한 내부 IP가 발견되었으며, 한국 정부와 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에 동원된 IP 주소가 북한 대역에 포함되어 있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에도 청와대, 백악관 등 한
미 35개 주요 사이트의 접속 장애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고, 2011
년 3월에도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기관 등 40개 사이트가 마비됐
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
회사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총 32,000 여대의 컴퓨터가 마

55)	박성우, “北 해킹전력 심층 분석, ② 해외거점서 신분위장... 음지서 수사 교란”
『ChosunBiz.com』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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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우리 당국의 조사결과 북한 해커의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다.56) 또한 같은 해 10월, 인천지방검찰청은 북한 해
커와 연계하여 불법 게임 개발을 의뢰하고 북한에 자금을 전달한 브
로커를 구속 기소하였는데57), 이 사건은 금전적 획득을 목적으로 전
개하는 북한 사이버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2014년 4월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수도 프놈펜에 있
는 북한 안가(secret place)를 급습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
법 프로그램 제조 일당을 적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들은 북한 정
찰총국 121부대 소속 해커들로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거점 지역에
서 활동하면서 무역상이나 IT업체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열악
한 북한 IT 인프라 환경을 감안하여 제3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사이버테러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사건이 폭로되면 북한 해
커의 정체를 숨기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58) 한편, 지난 3월 미국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 레젯(Rick Ledgett)
前 부국장은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ue)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서 “북한이 최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전산망에 침투해 9억 5천 1백
만 달러를 절취 시도했고 이 금액 중 8천 1백만 달러를 빼냈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은 환수되었다”고 밝혔다. 2016년 2월에도 방글라데시
은행이 해커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도 북한의 해킹 연루설이 제기된
바 있었다. 레젯 부국장은 이번 은행털이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2015
년 12월 북한이 미국에 소재하는 소니 픽쳐스社 사이버 공격에 사용

56)	신충근, 이상진,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경찰
학연구』제13권 제4호(통권 제36호, 2013)
57)	인천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북한 해커와 연계된 게임 개발 브로커 구속 기소”, (공안부
보도자료, 131022, 2013.10.22)
58) 전경웅, “김정은, 캄보디아서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하다 적발”, 『New Daily』2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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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드와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다.59) 최근 북한의 사이버범죄 흔적
은 그 대상이 한국의 금융기관 및 미국(Bank of America), 세계은
행(World Bank) 및 유럽(European Central Bank) 등 적대적 대
상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국가 대상 은행털이에서도 남아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자행될 것임을 예
상하게 한다.60)

Ⅲ. 김정은 정권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1. 변화의 배경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만
큼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변화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
민 출신 경제학자 김광진(2008년)에 의하면, 김정일 정권 시절의 경
제체제는 ‘궁정경제’와 ‘인민경제’로 구분되며 핵무기 개발 등 국방비
용과 충성을 다하는 측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지출되는 통
치자금 등 궁정경제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자금은 인민경제의 200배
가 넘는 비용이라고 한다.61) 특히 궁정경제의 거의 대부분이 외화로
채워져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외화 의존도는 절실한 수준이었
다.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로 볼 때, 2005년 9월 미국이 ‘방코델타아

59)	Groll, Elias. “NSA official suggests North Korea was culprit in Bangladesh
bank heist”, FP(Foreign Policy), 2017.3.21.
60)	Paul Mozur and Choe Sang-Hun, “North Korea’s Rising Ambition Seen in Bid
to Breach Global Bank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 25 MARCH 2017.
61)	이연철, "북한 핵 위협 저지 위해 '궁정경제' 붕괴시켜야", VOA, 2017.2.22
http://www.voakorea.com/a/3733753.html (검색일: 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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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BDA)’에 압박을 가하여 북한으로 송금될 2천 5백만 달러를 동
결시킴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충격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2007년 6월 송금이 재개될 때까지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동원하
여 절박한 태도로 지속적인 해제 요구를 하였으며, 결국 2006년 10
월 김정일은 중국 특사를 통해 “금융제재 해결을 보장하면 6자회담
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에 이르렀다.62)
김정일의 궁정경제의 구조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크게 변화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
전원회의를 통해 소개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이
전과는 다른 논리를 보여준다. 핵 무력 증강을 통해 “국방비를 늘이
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
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다”면서, “핵 강국이 되면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에 자금과 노력을 총 집중
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
고 있다.63) 즉, 핵무기 개발이 국방비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 올 것
이며, 이로써 북한 주민의 경제적 환경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다. 실
로 김정은 정권 들어서 3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발의 미사일 발사 실
험이 실행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소위 “려명 거리”와 대규모 위락시
설을 건설하는 등 경제적 지출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
민들은 현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적 환경이 과거 김정일 정권 시절

62) 조민, 김진하, 『북핵일지 1995-2009』, 통일연구원. 2009.
63)	김중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선 동향 – 평가와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4
년 가을호, p.8.;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 전문,” 「조선중앙
통신」, 2013.4.2.;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항구적인 로선이
다.” 「노동신문」, 2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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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두 가지 경제적 요인을 추론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위 ‘인민경제’의 성장이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이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출처를 따지지 말고, 투자
하게 하되 이윤도 최대한 보장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
해 북한의 자본가(돈주)들의 내수활동이 왕성해 지면서, 현재 북한의
시장경제에는 장마당의 확대성장, 외화사용의 자유화, 민간자본의
부동산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64) 두
번째의 요인은 궁정경제의 변화인데, 김정은 정권이 과거 일부 측근
들에게 분산되었던 내부 자원을 회수하여 독점하고 과거의 주도 세
력을 제거하면서 신진 엘리트들에게 경제권을 배분함으로써 경제 환
경이 개선되었다는 추론이다. 장성택 처형 등 막강한 세력의 측근들
을 잔혹하게 숙청하는 방식으로 김정은은 공포정치를 전개하였으며
이로써 과거 김정일의 선물정치 형식은 덜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궁
정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한
편, 포퓰리즘과 과시욕에 물든 김정은이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비
자금을 탕진하면서 핵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에게 넘겨준 비자금
은 40억 달러(4조 8000억원)로 추정되는데, 김정은은 독재 기반 조
기 구축을 위한 선심(善心) 행정과 사치품 구입, 핵 개발 등에 비자금
을 쏟아 부으면서 현재는 비축한 돈이 매우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65) 이와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점차 강도

64)	정영, 조수민, “특집: 김정은 경제개혁 3년을 해부, (3) 활기 띠는 시장경제”, 자
유아시아방송, 2015.6.11. http://www.rfa.org/korean/special-programs/
ecoreform-06112015101950.html (검색일: 2017.4.20.)
65)	강 훈, “물려받은 4조6000억원 탕진? 김정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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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당하면서 외화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궁정경제
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외화벌이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
임은 분명해 보인다.

2. 유형별 변화 동향
앞서 열거한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7가지 유형을 분석해 보면
서, 김정은 정권 이후 위축된 유형과 지속되는 유형, 그리고 정권 차
원에서 주력하면서 확대되는 유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위축된 유형으로 마약과 위폐 범죄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마
약밀매 사업은 2000년대 들어서 왕성하게 전개되면서 해외에서 뿐
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맞게 된다. 북한은 아
편 및 헤로인의 생산과 더불어, 일본과 한국에서 선호되는 메스암페
타민의 생산을 1996년부터 본격화하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 메스
암페타민의 해외 밀매도 증가하였지만, 북한 주민들에 의한 남용도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에서는 주로 분말 형태
로 제조되었지만 중국에서 유행하는 형식인 크리스탈(수정 모양) 형
태로도 제조되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얼음(ice)’ 또는 중국명으
로 ‘빙두(氷毒)’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2005년경부터 북한의 마약제
조 기술자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유통시키면
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점차 그 중독성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군부에서도 피로 회복을 위해 암암리에 마약이 유통되었고, 마

Premium Chosun, 2016.3.6.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
dir/2016/03/04/2016030402570.html (검색일: 20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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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투약한 후 범죄를 자행하거나, 마약의 효능이 왜곡 과장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란코프(Andrei Lankof)와
김석향(2013)이 2008년∼2011년간 함경북도 지역에서 탈북한 경찰,
무역상, 교사, 공장 노동자, 운동선수, 광산노동자, 의사, 대학 교수,
상인, 학생, 식당종사원, 간호원, 운전사 등 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아편 보다는 메스암페타민이 진통
제로서 선호되었으며, 2004년경부터 북한 내 부유층은 고급식당에
서 식사 후 후식처럼 식후에 남용하는 것도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있
다. 2007년부터는 중국산 메스암페타민(氷毒)이 중국을 왕래하는 북
한 무역상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어 일반 층에도 확산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학교의 십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남용되고 피로감을
느끼는 광산 노동자들의 경우 70% 이상이 남용한다는 것이다.66) 한
편,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북한 당국이 매년 2톤 가량
의 메스암페타민(4천만 달러 상당)을 생산하여 중국을 통해 전 세계
로 유통하고 있으며, 고순도 고품질의 메스암페타민을 “김정일 1호”
라고 호칭한데 이어 “김정은 1호”로 호칭하고 있다고 전언한다.67) 중
국 당국은 2010년부터 북한에서 유입된 메스암페타민이 동북 3성(요
녕성, 흑룡강성, 길림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2012년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북한 내부에서 만연한 마약문제와 해외 판매루트의 위축으
로 인해 마약유통을 통한 외화벌이의 의도는 저하된 것으로 관찰된
다. 다만 최근에도 중국에서 북한인 마약 밀수꾼 검거 사례가 보도되
고 있는 바, 개별 조직 차원의 밀거래는 소규모 나마 지속되고 있는

66) Lankof, Arndrei & 김석향. A New Face of North Korean Drug Use , (2013)
67) 하태경,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물려받은 사악(邪惡) 산업”, 『신동아』,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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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68)
미화 위폐의 경우, 2004년 미국 본토에서 적발된 두 건의 공작
(royal charm/smoking dragon) 사건 이후 국제적으로 북한과 관
련된 적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위폐는 북한 공
관원에 의한 유통 이외에도 중국 및 동남아 조직범죄 집단과 舊소련
의 KGB 출신 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미 동남아, 미국, 유럽 대륙
으로 널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당국이 위폐의 피해
를 회피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100달러 신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한 언론매체는 최근
“북한 김정은의 미화 위폐 제작 지시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보
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100달러 위조지폐를 새롭게 제
작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당 출판사는 해외 파견된 101
연락소에 새로운 양면 복사기를 들여오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이다.69)
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80∼90년대 북한에서 대량 생산된 위폐가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미화 신권에 대한 위조지폐 생
산은 비록 슈퍼노트의 초정밀 위폐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제
체제의 경제제재로 인해 궁핍함에 처한 김정은 정권은 저급한 수준
의 위폐를 교란 전술 차원에서 생산, 유통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둘째, 지속되는 유형으로 가짜담배와 밀수 범죄이다. 북한에서 제
조되어 대량 유통된 가짜담배는 2004년 이후 마약과 위폐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외화벌이의 주역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나, 다국적 기

68)	노정민, “북 마약 밀수꾼, 지난달에도 중국서 체포”, 『자유아시아방송』2014.8.7.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
radioworld-08072014152730.html (2017.4.26.)
69) 박대로, “北김정은, 위조지폐 제작 지시설”, 『뉴시스』2015.5.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1_001367791
9&cID=1 304&pID=10300 (검색일: 20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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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폭로와 국제적 제재로 인해 2009년 이후 키프로스에서 적발된
이래 해상을 통한 대규모 유통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70) 한편,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북한은 중국에서 담배원료를 수
입하여 북한에서 담배를 제조한 후 다시 중국에 되파는 무역이 성행
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가짜담배 제조 유통 조직은 값이 싼 북한산
담배를 사들여 이를 다시 유명상표를 붙여 위조한 후 중국 및 해외로
유통시키고 있다고 한다.71) 북한의 가짜담배 생산 및 유통은 해상 운
송의 제한과 국제사회의 통제로 인해 국가 차원의 대량 유통은 일시
적으로나마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
과 연계하면서 주로 중국 루트를 통한 국제적 유통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밀수 범죄는 2013년 3건, 2015년 3건 등
총 7건이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밀수 유형은 면세담배 밀수 2
건, 의약품 밀수 2건, 면세주류 밀수 1건, 금괴 밀수 1건, 한약재 용
도의 코뿔소 뿔 및 코끼리 상아 밀수 1건 등이다. 여기에 보도된 내용
은 모두 북한 공관원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한 면세특권과 검열회피
특권을 이용한 사안으로, 실제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밀수와 북한과 협력적 관계에 있는 중동지역 국가 간의 밀수는 포함
하지 않은 사례이다.72) 면세담배와 주류의 밀수는 공관 차원에서 경
비조달 및 본부송금 자금 마련을 위해 지속되어온 사례로 간주할 수
있으나, 최근 2015년 5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적발된 코뿔소 뿔

70) 양성원, “키프로스, 담배 밀수 혐의 북한 선박 나포”, 『자유아시아방송』2009.7.23.,
	http://www.rfa.org/korean/in_focus/cyprus_tobaco-07232009183235.html
(검색일: 2017.4.22.)
71)	문성휘, “북한 담배, 중국에 대량 밀수출”: 『자유아시아방송』2013.4.2. http://www.
rfa.org /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smuggle-04022013102332.
html (검색일:2017.4.26.)
72) 함중영, 2017, 앞의 논문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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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밀수는 국제연합 차원에서 희귀 동식물의 밀수 예방 및 차단 노
력에 정면 위배되는 비도덕적 불법 행위로서, 현재까지도 북한의 아
프리카-중국 연계 한약재 밀수 조직은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는데, 북한 외교관이 밀수를 하다 적발되어도 공관원 개인의 책임으
로 전가될 수 있고, 해당 공관원의 추방으로 처벌이 마무리되면서 북
한의 정권 차원의 개입여부는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
다. 북한의 밀수 범죄는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
으로 적발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해외 공관을 통한 외화벌이 획득
과 충성자금의 마련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강대국의 개별적 제재를 받고 있
는 북한으로서 북-중 국경을 통한 밀수는 유일한 북한 주민들의 생
필품 교류의 루트인 바, 다양한 수법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 실태가
다수의 탈북민에 의해 증언되고 있다.73)
셋째, 김정은 정권에서 외화벌이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최근 대
두되는 유형은 무기거래·인신매매·사이버범죄라고 할 수 있다. 김
영남 국가최고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2003년 시리아를
방문하여 협정을 체결한 이래, 북한의 무기류 수출은 시리아, 레바
논, 이란 등 중동의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유엔협약에서 제한하는 소형화기 차원을 넘어 북한의 무기거래는 미
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로 확대되었고, 무기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를 보관하는 지하시설 및 기술이전 등의 관련 산업 수출로 외화
벌이가 확대되면서 2005년 이후에는 외화벌이의 중추적 역할을 담
73)	박주희, “대북제재 이후 처음으로 북-중 국경 밀수 다시 재개”, 『New Focus』
2016.7.25. http://newfocus.co.kr/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
3&nNewsNumb=20160718866

140 국가정보연구 제10권 1호

당하는 비중 있는 요소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2013년 7월에는 북
한 선박 ‘청천강호’가 쿠바에서 물건을 선적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중
유엔안보리 제재조치 위반과 파나마 운하 통과시 무기류 적재 신고
위반으로 파나마 당국에 의해 억류되었고 이어 8월에는 터키 정부
에 의해 1,400정의 소총과 권총, 3만발의 탄약, 방독면 등을 적재하
고 리비아로 운항하던 북한 선박이 억류되기도 하였다.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언론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수출하는 경무기의 대부분이
소말리아로 나가고 있으며, 소말리아에서만 1년에 200억 달러를 벌
고 있다. 또한 미사일 수출은 대체로 이란과 시리아에 많이 나가고,
쿠바에 탱크와 자동소총, 탄약을 많이 팔았다”고 전했다.74) 2015년
12월 영국의 ‘왕립 합동안보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북한의 무기 거래 고객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외교관계
를 유지해 온 나라들 외에 비국가 무장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연구
보고서(Andrea Berger, 2015)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
한은 전 세계 62개 나라뿐만 아니라 비국가 단체에 대해 무기나 관
련 부품, 서비스를 판매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시리아, 이란, 미얀
마,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우간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등 십 수
개 나라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 및 부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판매하는 무기 목록은 다양한데, 소규모 무기와 탄
약부터 탱크, 병력 수송 장갑차, 지대공미사일, 레이더, 잠수함, 고
속초계정, 심지어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된다. 또한 북한은 국가 간 거
래 외에도 스리랑카 반군세력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및 팔
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Hamas)’와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

74) 송봉규,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한국경찰학회보』 17권 6호(2015),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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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5) 2016년 2월 9일 미국의 정보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국가정보국장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
한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클래퍼
국장은 “항공기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휴대용 방공무기 시스템
(MANPADS,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과 같은 실용적
인 무기들이 북한에서 생산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
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청문회에서 “무기
확산은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무기 밀매
시도를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76) 위 적발된 사건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불법적 무기거래는 김정은 정권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 외화벌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무기거래를 적법한 국가 간 거래로
주장하면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차원에서 저촉되는 소형무기의 非국
가 대상 거래는 물론 국제규범에 의해 금지된 국가 간 대량살상무기
(WMD)의 거래까지 불법 활동을 혼재하며 폭넓게 자행하고 있다.
북한 여성의 중국 국경지역으로의 인신매매는 2005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사안이며,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
민들은 적게는 수 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77) 통
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2013∼2016)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표

75)	백성원, “북한, 틈새시장 노린 무기 거래 활발, 조력자 네트워크 끊어야”, VOA,
2015.12.10. http://www.voakorea.com/a/3096176.html (검색일: 2017.4.26.) ;
Andrea Berger, 2015, Target Markets: North Korea’s Military Customers in
the Sanctions Era, RUSI Publications.
76)	김 영권,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북 휴대용 미사일 확산 크게 우려” VOA,
(2016.2.12.),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3188229.html
77)	Lee Hyeonseo, "Life as a North Korean Refuge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201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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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으로나마 인신매매에 관련된 범죄자를 처벌하였던 사례가 발견
된다. 2008∼2014년간 적발된 수십여 건의 사건 중 국경수비대 군
인이 체포된 사례는 2건으로, 2011년 11월 1일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소대 정치지도원 1명이 체포되었고, 2013년 3월 함경북도 회령시 강
안동 경비대 소대장 1명이 자수하였던 사례가 발견된다.78) 이것은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내 인신매매 통제
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며, 단순히 공포심 조장을 통한 통제활
동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당국 차원에서 인신매매 관련자들을 체
포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인신매매 형태인,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북한 정권 차원의 착취 관련, 러시아, 중국
등에 해외노동자로 송출된 북한 노동자는 현재 5만∼10만 명 정도로
집계되며79),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무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강제노동 및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서 노동자
해외 송출은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에서 임업이나 건설
현장, 공장, 식당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40여 개 나
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2억 달러의 외화를 벌
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집권 시절엔 1만여 명에 불
과했던 송출 인력 규모를 최대 10배 이상 늘린 것이다.80) 북한 여성이
중국에 팔려가는 실태와 반인권적 근무 환경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들이 임금의 90%를 착취당하는 인신매매 범죄는 북한 정권의 인신

78)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413; 2016, p.362.
79)	조상진,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실태”, VOA, 2016.4.4., http://www.voakorea.
com/a/3268208.html (검색일: 2016.8.18.)
80) 강훈, 앞의 기사(각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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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범죄 개입 차원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한 유형으로 제기되
어야 할 뿐 아니라, ICC 관할 국제범죄의 4개 핵심범죄 중 “반인권범
죄”에 저촉되어 국제법상 불법성이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중국과 동남아에 해커들이 파견되면서 거점
이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5년 6월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정찰총국 관계자 3천여 명을 불러
모아 ‘정찰 일군대회’를 열고 이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81) 북한
은 정찰국 예하 121국에 3천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면
서 인터넷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커들은 생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 해외 안가에서 거주하면서 범죄적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사이버 테러
로 전환하여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우
리나라 불법 게임업자들과 연계하여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경
쟁 업자들을 대상으로 해킹해주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
다. 지난 2015년 4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이 북한 해커들의 불법
프로그램 개발 현장을 급습하여 적발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광활한 영토 어디에서든지 북한
의 사이버범죄가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욱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컴퓨터 보안업체들로부터
폭로된 북한의 사이버 “은행 강도(bank heist)” 행각은 그 동안 북한

81) 안윤석, “北 김정은, 제1차 정찰일꾼대회 참가자 격려”, 『중앙일보』2015.6.18.
http://news.joins.com/article/18050796 (검색일: 201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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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성국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은행 등 저개발국 대상으로 무차
별 불법활동을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가상화폐로 운용되는 ‘비트코인’을 절취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데, 국내 보안업체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부터 매년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절취하고 있다는 것이다.82) 최근 북한 지도층의 전폭적인
지원과 독려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법은 지속적으로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향후 여타 ‘불량 국가(rogue countries)’ 뿐만 아
니라 국제테러조직과도 연계되어 범죄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3. 루트와 유형의 다변화
북-중 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 친
중파(親中派)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중 고위급 회담이 전면 중단된
이후 긴장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이어 2015년 12월 중국의 당정 지
도부와 간부 등 2천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대규모 공연을 진행할 예
정이었던 북한의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이 김정은 개인 우상
화 내용에 이견을 보인 중국 당국과의 마찰로 공연 당일 돌연 취소
하고 전격 귀환하기도 하였다.83)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의 도발이 지속되자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부응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2월 18일

82) 목용재, “북, 매달 1억원 이상의 비트코인 확보했다”, 『자유아시아방송』2017.4.12.
	h t t p : / / w w w . r f a . o r g / k o r e a n / i n _ f o c u s / f o o d _ i n t e r n a t i o n a l _ o r g /
bitcoin-04122017084958.html(2017.4.26.)
83) 박성우, “모란봉악단, 중국 공연 돌연 취소”, 『자유아시아방송』2015.12.18.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ews_analysis/cops-12182015102420.html(20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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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일부 중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이
에 대해 북한은 중국을 “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
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언론 보도를 발표하였다. 1949년 이후 북한
이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는 최초의 일이다.84) 북-중 관
계가 점차 소원해진다면, 그 동안 유지해 온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
죄의 “중국 루트”가 약화될 소지가 있으며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는
루트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루트”라고 할 수 있다. 이
미 북한은 미화 위조지폐를 前 KGB 요원들과 연계하여 유럽지역으
로 유통시킨 사례가 있다.85) 또한 러시아는 중동지역에서 시리아, 리
비아, 이란 등 反미국 세력들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중동의 반군이나 테러집단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
은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생화학
무기, 핵물질을 혼합한 ‘더티 밤(dirty bomb)’,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반군이나 테러집단과도 연계하여 거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한편, “중국 루트” 및 “러시아 루트”에 이어 최근 북한의
범죄 개입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루트” 역시 주
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 동안 북한과 연계된 은행털이(bank heist)
해킹과 사이버 상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절취 사건 등
의 새로운 불법 활동이 드러나고 있으며, 세계화와 정보화 확대 시류

84)	Perlez, Jane. “Cracks appear in China-North Korea bond”,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27 February 2017. (2017.2.23字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사설 중 다음
내용을 인용하였다.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도, 저들의 너절한 처사가 우리의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며
핵 계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85)	Willy Kealy, "Workers' Party boss linked to counterfeit ‘super dollars’",
Independent, 2002.8.18. http://www.independent.ie/irish-news/workersparty-boss-linked-to-counterfeit-super-dollars-26243360.html (검색일:
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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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승하여 북한의 사이버 루트를 통한 불법 활동은 예상을 뛰어넘
는 다변화된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대부분 전통적 의미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유
형들을 적용시켜 불법 외화벌이에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전통적 외화벌이 범죄 유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
던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로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첫째, ‘국제
보험사기’이다. 지난해 7월 귀순한 태영호 前 공사는 북한이 국영보
험회사를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보험사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증언하
였다. 태 前 공사는 북한에서는 이 같은 국제보험사기를 “보험시장에
서 빨아들인다”고 표현한다며 “일단 다리나 공장 등 모든 하부구조를
국제보험·재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고 관련 문건을 조작하는 식으로
한 해 수천만 달러씩 벌어 왔다”고 설명했다.86) 영국과 독일 함부르크
에 소재하던 북한의 보험회사는 지난해 유럽의 대북제재로 잠정 운
영 중단상태에 들어갔지만,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편승하여 특히 저
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적용시킬
수 있는 국제사기의 한 유형이다. 둘째, 해외 파견 근로자의 다양화
방식이다. 현재 러시아, 중국, 중동지역에 산재하여 외화벌이에 동원
되고 있는 기존의 노동자 외에도, IT 산업과 관련된 컴퓨터 기술자,
만화영화 제작 종사자, 심지어 미인계를 내세우는 여성 공연자 및 식
당 종업원의 해외 송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해외파견은 외관상
으로는 국가 간 계약체결에 따른 합법적 외화벌이로 보이나, 앞서 서
술한 바와 같이 이들 노동자들은 국가라는 고용주에 의해 착취를 당
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형태에 포함된다. 또한 이들 중 IT 관련 종
86)	안 상현, 태영호, "北 30년간 런던서 국제보험사기로 매년 수천만 달러 챙겨왔
다" 폭로,『조선닷컴』2017.1.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17/01/13/20170113026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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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은 필요시 사이버 공격에 동원되는 불법 활동의 자산이 되기
도 한다. 셋째, 북한의 해외 공관에서 확보하는 외화벌이 활동의 다
변화 문제이다. 해외 공관에서는 특히 무역대표부 소속의 공관원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외화를 최대한 벌어들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유도하면서
의료 및 생필품을 지원받고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외화를 확보하기
까지 한다. 또한 독일과 폴란드에 소재하는 북한 공관은 해외공관의
일부 건물을 분리시켜 불법 임대사업을 전개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
고 있다. 이러한 불법 활동들은 김정일 정권부터 김정은 정권에까지
지속 이어지면서 조금씩 편법과 불법으로 변형시켜 나가고 있는 초
국가적 조직범죄 유형이다. UNODC가 중점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범
죄 유형에서 벗어나있고, 합법과 불법이 혼재되어 있어 당사국 관점
에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는 의도가 엿보
이기도 한다.

Ⅳ. 결론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선 북한은 개방과 국제화를 통한 국가발전과 세계평화를 도모하
기 보다는 고립된 왕조식 독재국가 고수를 선택하였고, 1990년대 중
반부터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면서도
핵무기·미사일 개발 비용과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초국가적 조
직범죄를 자행하면서 불법적 외화벌이를 전개해 왔다. 국제사회와
일부 강대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2005년부터 마약 및 위폐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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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범죄 유형은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2012년 김정은 정권 이후 사이
버범죄와 무기밀매는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로 파악되고, 북한 주민
들을 해외 노동자로 송출하여 인신매매 형태로 착취하는 외화벌이도
확대 추진되고 있다.
소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표방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무모한 수준으로 집중하고 있어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과 군수비용 등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궁정경제’에 필요한 자금은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더하여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도발로 인
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그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북한이
혈맹 우방으로 의존하던 중국마저도 국제제재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북한의 경제사정은 더욱 궁핍해졌으며 궁정경제의 자금
을 충당해야 할 외화벌이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정일 정권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운용되었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은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져 지속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국제사회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유형의 비중을 변화시키면서 첨단화·다
양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2005년 9월 미국 주도로 ‘방코델타아시아
(BDA)’에 예치되어 있던 북한 자금을 동결시키면서 북한의 궁정경제
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협상 테이블
에 나서면서 6자 회담의 성공적인 타협을 이끌어낸 매우 효과적인 사
례를 기억하고 있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심취되어 핵무기 개
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김정은 정권의 궁정경제를 무력화 시키는
방안으로, 국제적 대북제재의 강화와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 활
동이 유효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해외 불법 외화벌이의 모든 창구와
틈새를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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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해외 송출을 통한 인신매매 범죄를 저
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의 반인권적 해외
노동자 송출 거래를 차단해야 할 것이며, 북-중 국경에서 벌어지는
북한 주민들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해서는 국제연합(UNHCR) 주도로
당사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난민 차원
에서 수용하고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가 현 김
정은 정권의 궁정경제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
기(WMD) 개발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를 위협
하고 있는 연결 구조임을 파악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
발 위협은 가장 가까이 접경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
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문제이며, 김정은 정권에게 이러한 위협
을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북한의 초국가적 조
직범죄를 통한 외화벌이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제
재를 회피하며 유지되고 있는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유형과 최
근 집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몇 가지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국제적
인식을 확대시켜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
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 정권 내부의 정책과 연계된 국제적
적발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으며, 북한에서 작성된 사
실적 문헌과 자료가 부족한 채,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증언, 북한 전
문 매체의 보도자료, 그리고 해외 권위 있는 문헌 등에 상당부분 의
존해야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 정책과 현상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써 우리의 이해와 실체의 접근성은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이 우회하여 체득하는 과정에 비해 유리하고 우월한 환경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우

150 국가정보연구 제10권 1호

리의 국제적 수준의 연구 활동은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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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s and Features of North Korea'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in the Era of Kim
Jong-Un’s Regime
Hahm, Joongyoung

Jumping on th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ique
and the expansion of globalization, the small criminal groups as well
as the well-known inter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such
as Mafia, Yakusa, and Triads are getting more associated with each
other and expanded to wider areas dealing with illegal activities,
such as drug and firearms trafficking, money laundering, human
trafficking and illegal immigrants, and smuggling. Considering such
crimes as serious matters,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in 2000, making the definition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learly and has encouraged all the member states to fight against the
criminal groups and crimes.
North Korea unlikely such civil criminal groups has been committing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to make money at the level of
the regime to support for “Royal Court Economy”, which has been
supporting Kim Jong-Il and now Kim Jong-Un’s leadership. This
study investigates on the illegal activities of North Korea regard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especially on seven types of crimes;
drugs, firearms trafficking, counterfeit currency, fake products
(cigarettes and medicines), human trafficking, smuggling, and cybercrime. In addition, it analyzes the features and changes in the era of
Kim Jong-Un’s regime to find out what kinds of particular crimes are
mainly focused on and predicts the regimes’ illegal activities in terms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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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parison to the recent spotlight on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on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North Korea’s traditional ways of commit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such as drug trafficking, smuggling, counterfeit
currency and products, which are classified as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or ‘human security’ issues, are relatively unknown.
However, because the illegal money earned by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has filled the fuels to develo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uch illegal activities should be concerned as the threat
of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South Korea. Thus,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eck and seal all the cracks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and to make sure
the efficient control, so that North Korean regime should turn from
the rogue country to the eligible member stat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Key Word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ODC, Drug smuggling,
counterfeits, Human trafficking,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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