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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비시장 한국의 2.6%, 화장품 진출은 ODM부터 

북한 소비시장 규모는 17.5조원, 한국 수준 1인당 GDP 는 

2065년에 도달, 2035년 소비시장 확대 진입이 예상된다.  '장

마당'과 '돈주(돈의 주인)'는 북한 경제의 핵심 요소다. 장마당

은 ‘고난의 행군’ 시대 발생, 현재 750여개, GDP의 20~30% 

규모까지 성장,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돈

주'는 북한 대규모 사업에 자본투자를 담당하면서 지난 4~5년 

경제회복에 기여했다. 돈주 포함 북한 시장경제 인구 70~80%

가 여성이며, 29세 이하 ' New North Korean 세대’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북한 화장품 시장 규모 7,200만 달러

로 한국의 0.6% 수준이다. 내용물과 용기가 조악하고, 공급이 

부족하며 비싸다. 한국산 화장품은 선물/예물로 각광받고 있으

며,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 화장품 공개 수입은 어렵

지만, 코스맥스/한국콜마/연우 등 ODM과 용기 업체들은 북한 

로컬 제품 품질 개선 차원에서 진출 가능하다. 

음식료: 소재식품 Capa 현저히 부족, 가공식품 생산은 전무 

북한 주민의 정상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서 연간 50만톤의 곡

물이 부족하다. 하위계층의 경우 63% 만이 세 끼 식사를 하고 

있으며 육류 섭취는 거의 전무하다. 북한의 인당 소재 생산 능

력은 남한의 1/4 수준이다. 2차 가공식품 생산 능력은 전무하

다. 1차적으로 사료 공급 부족에 대한 공조가 기대되나, 중장

기 식량 안보 협력은 원료 및 전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농업 협력이 GTI의 

우선 사업 분야로 추가되었다. 다자간 공조가 가시화될 경우 

식품 가공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약: 북한의 무너진 의료체계-백신기업들 주목 

북한은 ‘고난의 행군’ 기간을 지나며 보건의료체계는 완전히 붕

괴, 기초항생제와 예방백신 등 필수의약품 조차 외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북한 평균수명은 69.5세로 남한보다 10년 

이상 낮으며 남한의 30년 전 수준이다. 특히, 예방백신 부족으

로 영아사망률이 1세 이하는 1,000명당 22명(남한 3명), 5세 

이하 27명(남한 4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해외 원조 영유아

용 예방백신도 특권층 주민들에게만 공급될 뿐이다. 남북한의 

인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지역 모두 비슷

한 면역 및 예방백신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녹십자와 

같은 국내 백신 업체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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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소비재 시장 확실하지만, 아직은 먼 시장 

 1) 북한 소비시장 규모는 17.5조원, 한국의 2.6% 

북한 1인당 GDP 2016년 665달러,  

1인당 소비는 700달러 

북한의 1인당 GDP는 2016년 기준 665달러, 1인당 소비는 7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

국 대비 1인당 소비금액은 5.2%, 전체 소비시장규모는 17.4조원으로 2.6% 수준에 불과하

다. 특이한 점은 GDP보다 소비 규모가 더 큰데, 원조에 의한 소비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남북경협 관련 철도나 건설 등 일정 산업은 벌써 장단기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소비재는 이

러한 경협과 다소 거리가 있다. 현재 북한의 소비시장 규모가 너무 미미하고, 경제성장이 본

격화된다고 할 때, SOC에서 시작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비시장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한국 수준 1인당 GDP 2065년 도달 그 시기가 언제일 지 가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이 주목 

받았던 한국과 중국의 성장 경로를 대입하여 북한의 GDP 전망을 하면, 한국 수준의 1인당 

GDP(29,891달러)에 도달하는 시기는 2065년 정도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중국의 

1995년 수준과 유사하다. 북한의 2019년~40년까지 경제성장은 중국의 경로(1996~2017

년)를 따른다고 가정한다(CAGR 12.5%). 2017년 중국의 1인당 GDP는 8,643달러다. 이는 

한국의 1993년 수준과 유사하다(8,741달러). 북한의 2041년~65년에는 한국의 경로(1993

년~2017년)를 따른다(CAGR 5%)고 가정한다. 

2035년 소비시장 확대 본격 진입  

전망 

언제부터 본격적인 소비 확대 시기가 올 것인가를 추정해보면, 중국과 한국, 대만 모두 1인

당 GDP 5천달러 내외부터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그렇다면, 

북한은 2035년 전후 본격적인 소비시장 확대로 접어든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소비시장 규모

는 인구에 따라 달라질텐데, 2030년 북한 인구를 2,7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소비시장 규

모는 60.5조원으로 2016년 대비 3.5배로 커지게 된다. 2065년 북한의 소비시장 규모는 

494조원(인구 3,310만명 가정)으로 2017년 한국의 74%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마당 GDP 대비 20~30% 수준 

경제 개방 속도 등에 따라 소비 확대 

시기 빨라질 가능성 

이러한 소비 확대 시기는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첫째, 전술한 북한의 GDP와 민간소비

규모가 실제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심 재화 유통 경로인 ‘장마당’이 빠져있다. 

정확한 시장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GDP의 20~3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다. 북한 

내 유통 외환 규모가 GDP의 10% 넘어서고 있고, 북한의 2030세대들 대부분 생활을 장마

당을 통해서 영위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무리한 수치는 아니다.  

둘째, 경제 개방 속도와 한국 등 해외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은 이

미 성공사례로 중국과 베트남을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다. 망설임 없이 개방을 전개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목말라 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2065년까지 GDP 성장 경로에 대입한 한국의 경우, 1993년에서 2017년까지 

IMF 외환위기(1998년)와 카드사태(2003년), 금융위기(2008년)를 경험하였다. 이런 경기침

체 시기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성장 시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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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의 1인당 GDP와 민간소비 전망: 2035년부터 본격적인 소비 확대 시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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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비재 업종별 현황 및 전망 요약  

업종 투자현황 산업현황 소비동향 업종전망 

제약 

- 1945년 이후 국가 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 발전 

- 무상치료제, 예방백신, 의사담당구역
제,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배합등 '보
건의료 4대 방침' 실시 

- 1995년부터 본격화된 '고난의 행군'
기간 보건의료체계 붕괴 

- 제약산업 전무한 상황, 기초항생제
와 예방백신 등 필수의약품 조차 외
부 지원에 의존, 이마저도 평양 등 
일부 특권층에게만 공급 

- 영유아 사망률 1세 미만의 경우 
1,000명당 22명(남한 3명), 5세 미만
의 경우 27명(남한 4명)으로 매우 
높음 

- 기초 백신에 대한 접종률 평균 90%
로 높지만, 실제 접종률은 매우 낮은 
상태 

- 2017넌 12만 7,000여건 신종독감 
의심사례 발생 

- 남북한 원할한 인적교류는 비슷한 
면역 및 예방백신 체계를 전제함 

- 북한의 예방접종률 남한 수준 달성 
위해 약 1,163억원 비용 소요 

- 국내 백신생산 업체 주목 필요 

음식료 

- 과거 정부, 북한 식량 안보 위해 연
간 40~50만 톤 규모 쌀 지원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및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교역 뿐 
아니라 식량 지원 또한 중단 

- 북한 주민의 정상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 연간 50만톤 곡물 부족 

- 북한 1인당 소재(밀가루, 전분당 등) 
생산 능력 남한의 1/4 수준 

- 2차 가공업 생산 능력 거의 전무 

- 제한적인 생산 Capa로 계층별 식생
활 수준 큰 격차 

- 하위계층의 63% 만이 세 끼 식사, 
육류 섭취는 거의 전무 

- 1차적으로 사료 부족 공조 기대 

- 중장기 식량 안보 경협은 전력, 교
통 등 인프라 투자 위한 동북아 차
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 

- 2015년 농업 협력 GTI 우선 사업 분
야로 추가, 농업 전반 협력 기대 

화장품 없음 

- 북한 소비시장 규모는 17.5조원 

- 한국 수준 1인당 GDP 는 2065년에 
도달 

- 2035년 소비시장 확대 진입 예상 
- 2016년 북한 화장품 시장 규모 
  7,200만 달러로 한국의 0.6% 수준 

- '장마당'과 '돈주'는 북한 경제 핵심  

- ' 장마당은 ‘고난의 행군’ 시대 발생, 
현재 750여개, GDP의 20~30% 규
모까지 성장 

- '돈주(돈의 주인)'는 북한 대규모 사
업에 자본투자를 담당하면서 지난 
4~5년 경제회복에 기여 

- 북한 시장경제 인구 70~80%가 여
성이며, 29세 이하 ' New North 
Korean 세대’ 주목 필요 

- 한국산 화장품은 선물/예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장마당 거래되고 있음 

- 한국 화장품 공개 수입은 어렵지만, 
코스맥스/한국콜마/연우 등 ODM과 
용기 업체들은 북한 로컬 제품 품질 
개선 차원에서 진출 가능 

자료: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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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마당: 북한 시장경제의 발아 

공식적으로 400여개, 비공식적으로 

750여개 추산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 시장경제화 변화 중심에는 장마당이 있다. 공식 집계한 북한 장마당

은 400여개지만 비 정기적으로 열리는 길거리장, 골목장을 포함하면 750여개로 추산된다. 

함경북도 청진의 수남시장은 매대 수가 1.2만개가 넘고, 평안남도 한 도시의 장마당에는 2

킬로미터에 이르는 매대도 있다. 북한 주민 대부분 식재료와 다른 생필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장마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장마당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현재 완전 허용, 국가 재정 확보  

수단 

장마당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로 본다. 국가배급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것이 바로 장마당이다. 2003년에는 김정일 전 국방

위원장이 장마당을 공식 인정했지만, 시장경제 침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차례 통제 

정책을 시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화폐개혁이었다.  

2009년 11월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되, 세대당 10만원으로 교환 금액을 제한

하는 화폐개혁안을 기습 발표했다. 10만원 이상의 구권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다는 의

미였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현물 사재기로 물가는 폭등했다. 결국, 북한 정부는 시

장 억제 정책을 철회했고, 심지어 김정일 사망 후 애도 기간에도 장마당은 문을 열었다.  

현재는 완전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 당국은 장마당에 관리소 설치, 상인들에게 자릿

세를 받는 형식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공식 경제가 오히려 장마당

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장마당 주 결제수단은 위안화와  

달러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북한 화폐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국경지역의 장마당에서는 북한 상인 대부분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면서 공용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다. ‘장마당 경제는 중국 위안 화로, 국영경제는 북한화폐로 분리됐다’는 말이 나

올 정도다. 북한의 경제의 10% 수준인 20억 달러 가량의 외국화폐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50%는 달러화, 40%는 위안화, 10%는 유로화로 추정된다(SERI 보고서). 

장마당 시장 규모는 북한 GDP의 

20~30%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장마당 시장 규모는 북한 GDP의 20~30%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북한 가구가 벌어들인 수입의 63%가 장마당을 포함한 시장에서 

나온다고 한다. 또한 북한 가구들은 식량의 60%와 소비재의 67%를 장마당에서 구입한다. 

2013~2015년 탈북자들의 경우, 시장경제 부문에서 얻는 비공식 수입이 계획경제 부문 공

식 수입의 20배에 달했다(서울대 김병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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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평양 통일거리 종합시장 

북한 가구들은 식량의 60%, 

소비재의 67%를 장마당에서 구입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그림 3. 북한 주요 장마당 

북한 전역에 약 750여개 장마당 

 

 

 자료: 통일부,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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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 장마당 경제(시장화)의 발전  

시기 주체 내용 비고 

1958년 당국  10일장 형태 농민시장 허용  

1980년대 

민간  농민시장의 상설 시장화  

당국 

 상설시장 허용/통제 반복 

 '8·3인민소비품' 생산 허용 

 부업밭 허용 

 '8·3인민소비품': 공장/기업소들이 계획지표를 수행하고 남은 

부산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비제품 생산, 훗날 돈주 중

심의 임노동, 사적고용 시장으로 발전 

 부업밭: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밭 

1980년대 후반 

민간 

 암시장 형태의 야시장, 장마당, 밀수 발달→'돈주' 등장 

 농민시장의 비합법적 공간화(불법거래 상품(쌀/옥수수), 

공산품 거래 시작) 

 

당국 
 북·중 접경지대 통상구 개방 

 국가지정 무역기관 외 공장/기업소의 대외무역 허용 
 

1990년대 후반 

민간 

 전국적 규모 시장경제, 유통 네트워크 형성 

 시장 종류(도매시장, 특화시장), 장사 형태(등짐 장사,  

되거리 장사, 달리기 장사, 매대 장사) 등의 분화/발전 

 되거리 장사: 지역간 부족한 물자를 유통 

 달리기 장사: 철도, 차량을 이용하는 도매 장사 

 매대 장사: 상설시장에서 앉아서 하는 장사 

당국 

 시장 공간에서 특권 활용한 외화벌이, 계획지표 수행 활

동 

 자재 등 경제단위에 물량지표 대신 액상(금액)지표 부여, 

독립채산제 확대 

 독립채산제: 생산수단은 국가 소유이지만, 관리와 이용을 공

장/기업소에 위임, 사실상 사회주의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원리 

도입 

2000년대 초반 

민간 

 돈주 중심의 사금융 시장 발달(사채->공식경제 투자행위

까지 진출) 

 초기 형태의 임노동 등장 

 

당국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종합시장 공식 제도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수익 기준 경영지표 변경, 국정가격의 

시장가격화 등, 표면적으로 시장기능을 부분 활용하는 내용

이나, 궁극적으로 계획경제 시스템 정상화를 목적으로 함 

2000년대 후반 

민간  현물 사재기 등 시장 철폐 반발  

당국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중단, 시장활동 단속 

 화폐개혁 시행 

 화폐개혁: 신/구 화폐를 1:100 비율로 교환, 종합시장 철폐 

의도였으나 2개월만에 실패 

2010년대 

(김정은 정권) 

민간 
 돈주 영향력 확대 

 물류, 무역, 금융, 부동산업까지 진출 
 

당국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점진적 실시 

 개인의 기업투자 합법화, 단속 완전 중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북한경제 내 시장화 현상의 고착을 일

부 수용,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확대/재시도2 

자료: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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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의 신흥자본계급 ‘돈주’와 ‘New North Korean’ 

북한 대규모 사업/개발에 돈주 자본 

투자, 권력층의 일원이거나 결탁,  

북한 경제성장이 권력층 견고히, 

지난 4~5년 동안 북한 경제회복에 

기여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돈주’다. ‘돈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현재 북한

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나 개발에는 돈주들의 자본이 투자된다. 돈주의 유형은 여러가

지다. 서비스 산업 운영에서, 최근에는 부동산과 사금융에도 진출했다. 국영식당의 명의를 

빌려서 경영하기도 하고, 물류나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나 화물차인 '써비차'를 운영하고 있

다. 광산을 비롯한 국영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국영회사를 운영하는 돈주

들은 국영회사의 이름을 빌렸을 뿐 개인 사업자나 다름없다. 정부에 정해진 금액만 내면 얼

마를 벌든 나머지 이윤은 모두 돈주의 몫이다.  

지난 4~5년 동안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사회세력이 바로 돈주들이다. 이

들 돈주들은 권력층의 일원이거나 국가와 결탁해 있는 경우 많기 때문에 북한 경제성장이 

권력층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단둥 신도시 고급 아파트에 북한 

신흥 부유층들이 많이 살고 있다. 단둥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교 전교

생의 14%가 북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현재 돈주들 최고 투자처는 부동산, 

정부 묵인 '부동산 시장' 자리매김, 

아파트의 80% 민간회사 의해 건설, 

이 가운데 1/3 사설시장 판매 

 

현재 북한 돈주들의 최고 투자처는 부동산이다. 1980년대 전후 북한 베이비붐 세대 결혼 적

령기 달하면서 주택 부족이 극에 달했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 1990년 중반을 넘기면서 주택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됐다. 2000년대 돈주들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원하면서 주택 매

매가 활발해졌고, 주택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 일명 '입사증'을 국

가로부터 발급 받는데, 이게 등기부등본처럼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도 한창이다. 원칙적으로 북한에서는 정부가 주택 건설을 계획·공급하도록 되

어 있다. 문제는, 정부 당국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철근·콘크리트 등 자재를 조달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럴 때 돈주가 나선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100채를 지어 그 중 

50채 정도를 국가에 헌납하는 대신 나머지 물량에 대해 분양을 허용해달라는 조건이다. 법

률상 주택은 국가 소유지만, ‘입사증’ 시세가 형성될 정도로 사실상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정부 묵인하는 '부동산 시장'이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이다. 현재 북한 아파트의 80%가 

민간회사에 의해 건설되고 있고, 이 가운데 1/3이 사설시장에 되팔리고 있다. 한국의 부동

산중개업과 같은 ‘주택 거간’이 등장했는데, 거래가의 10% 수수료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시장경제 주역, 돈주 상당수가 여성 

북한 시장경제 인구 70~80%가 여성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에서 이러한 시장경제의 주역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고난의 

행군, 대기근 시기 남성들은 공장과 농장의 생산이 중단되고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매일 

직장에 출근해야 했다. 때문에 가족 생계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 책임져야 했다. 

텃밭을 일구고 소유한 것을 팔아 식량을 산 것은 여성이었으며, 중국 국경을 넘어 구한 물건

을 장마당에서 팔고 돈을 빌려 작은 식당과 공장을 연 것도 여성이었다. 돈주 상당수가 여성

이고, 여성이 북한 경제(시장경제) 인구의 70~8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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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North Korean 세대’ 10년 후 

북한 주민 절반 차지,  

사유 개념 확산, 시장경제 확대 촉발 

가능성 

아울러, 향후 북한 경제를 전망할 때, 10년 후 북한 주민의 절반을 차지할 '뉴 노스 코리안

(New North Korean) 세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경제관념이 생겨나고 '내 것'이라는 사유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장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향후 북한 시장경제 확대를 촉발시킬 수 있다.  

2015년 기준 현재 29세 이하 장마당 세대가 북한 전체 인구의 44%다. 10년 후 이들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길 것이다. 북한 청년들의 꿈도 달라지고 있다. 당 간부가 되는 김일성종합

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대신 평양건축종합대학이 뜨고 있다고 한다. 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

으로 졸업하면 대외 건설 사업소에 취직해 해외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북한에서는 상

상할 수 없는 임금을 받고 수입의 100%를 개인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북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국어 열풍이 불고 있

다. 북중간 무역의 거점도시 단둥(인구 1,000만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북한인 입국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노동자

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이 버는 외화는 연간 2~4억 달러로 추정된다. 단둥 당국에게 북한

은 횡재다. 중국과 북한 교역의 절반(원료/건설자재/시멘트 등)이 이 도시와 북한을 잇는 다

리 ‘우의교’를 지난다. 6개월~2년짜리 노동비자를 얻어 거주하는 북한인이 운영하는 십여 개

의 식당, 카페 등이 있으며, 북한인 취업중개소들은 지역 방직공장 등에 노동력을 공급한다. 

 

 

 

표 3. 북한 신흥자본가, ‘돈주’  

구분 내용 비고 

정의  ‘돈의 주인' 이라는 뜻으로 신흥자본가 계층을 지칭  

출신 

 장마당에서 화폐자산가로 성장한 일반 주민 

 특권을 이용해 자산을 축적한 간부 및 간부 부인 

 외화벌이 일꾼 

 재일동포, 화교 

 

사업영역 

 1990년대: 환전, 고리대금업 

 2000년대: 실물경제 투자 예)평양 아파트 건설 

사금융(예금, 자금이체, 송금, 담보대출 등) 

민간 택시, 버스, 주유소 사업 

제조업(임노동 시장 형성) 

무역 

 주유소: 전액 외화 거래 

 무역업: 국가기관 독점 사업이었으나, 돈주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영 

무역회사를 사실상 좌지우지, 휴대폰/시외버스망 사업을 병행하며 수입

품 판매 수단으로 이용 

특징 
 높은 여성 비중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 선호 

 '고난의 행군' 시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의 경제활동 대두 

 ‘건설 명시(평양 아파트 건설 허가증)’가 일종의 분양권처럼 거래 

자료: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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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장품: 간다면 ODM부터 

 1) 북한의 화장품 시장 규모와 전망: 2017년 1,000억원 내외 추정 

2016년 북한 화장품 시장 규모  

7,200만 달러 추정 

한국의 0.6% 수준 

북한 화장품 시장 데이타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수출입 금액 정도다. 첫째, 1인당 GDP

를 기준으로 북한 화장품 시장 규모를 추정해보면, 글로벌 각 나라의 1인당 화장품 소비액

은 GDP대비 평균 0.6% 수준이다. 홍콩이 1.1%에 이르고, 중국과 미국이 0.4%로 가장 낮

다, 프랑스 0.5%, 일본과 한국이 0.7~0.8% 수준이다. 북한을 0.4%로 가정하면 3달러, 화

장품 시장규모는 7,200만 달러 수준이다.  

둘째, 한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 대비 수입 비중은 9.4%(수입 11.7억, 시장규모 126억 달러 

가정)인데, 이를 북한 데이터에 준용해보면, 약 1억 달러가 산출된다(2016년 수입 990만 달

러).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 북한의 자체 생산 비중이 한국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

안하면, 수입 비중은 10%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해도 7,200만 달러

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북한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한국의 0.6%에 그친다. 2030년 정도 북한 1인당 GDP를 

2,700달러, GDP대비 화장품 구매 비율을 0.8% 한국 수준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

장규모는 8.7억 달러까지 증가하게 된다(인구 2,700만명 가정). 2017년 대비 12배 규모다. 

 

표 4. 북한 화장품 시장규모 추정 (단위: 달러) 

 화장품 시장 규모(백만) 1인당 화장품 소비 1인당 GDP 1인당 화장품 소비/GDP 

전세계 465,940 60 10,315 0.6% 

중국 53,500 40 8,600 0.5% 

홍콩 3,600 490 45,000 1.1% 

일본 36,100 290 38,400 0.8% 

한국 12,600 250 29,900 0.8% 

미국 86,100 270 62,200 0.4% 

프랑스 14,500 220 44,900 0.5% 

북한 72 3 700 0.4% 

자료: UN, 언론, 하나금융투자 

 

 그림 4. 북한 화장품 시장 규모 추정 

2030년 8.7억 달러, 2017년 대비  

12배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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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N, 언론,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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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북한 화장품 수출입 추이 

2016년 북한 화장품 수입 990만  

달러, 화장품 시장의 10% 이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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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무역협회, 하나금융투자 

 

 

 

 2) 북한 화장품 공급 턱없이 부족 

내용물과 용기 조악한 수준 

공급 부족하고 비쌈 

 

 

선군정치를 표방해온 북한 특성상 산업적으로는 군수 및 중공업 위주 발전을 추구하였고, 상

대적으로 경공업인 화장품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북

한 화장품 기술은 조악해서 내용물의 품질은 물론, 용기도 내용물이 함부로 튀거나 뚜껑이 

용기에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의 화장품 산업은 인공 및 합성원료 대신 천연원료를 많이 이용해 고급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실 이들 화장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값도 비싸다. 

김정은 위원장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다. 2017년 10월에는 확장 보수 공사를 마친 

평양 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후 세계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5년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해 스위스 유학 당시 보았던 해외 화장품과 

북한 화장품을 비교하며 북한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생산 제품의 질을 개선하

라고 요구하면서 ‘은하수’라는 상표를 만들어 세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평양화장품 공장과 신의주 공장 

대표적, 주로 수출 목적 생산 

북한에는 크게 2개 대표적인 화장품 공장이 있다. 1962년 준공된 평양화장품 공장은 비누와 

치약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시작해 최근 10여종의 60여개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발전

하였다. 화장품 용기 도안 개발 및 상표 디자인,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개발하는 화

장품 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신의주 공장은 1945~50년에 단계적으로 건설되었다. 인삼이 

들어간 기초 화장품 ‘너와나’ 고급 라인을 수출용으로 생산한다.  

평양 공장이나 신의주 공장은 보통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3.8 국제부녀절과 같이 특별

한 날 주민들에게 선물용으로 기초 화장품 세트를 배급하는 용도로 생산할 뿐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화장품은 잘 생산하지 않는다.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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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북한 주요 화학일용품 기업들의 2000년 이후 투자 동향  

구분 위치 생산품 투자 동향 

단천화학일용품 함남 단천 
 빨래비누, 비누, 색감, 실내화, 방석, 초물(강냉이 

껍질)모자, 외장재 
 2006년 비누 생산공정 건설 

리원화학일용품공장 함남 리원  빨래비누, 외장재  2006년 빨래비누 생산공정 개조, 외장재 생산공정 건설 

묘향천호 합작회사 평양 모란봉 

 살결물, 보습액 

 비누(물비누, 세수비누) 

 크림(세수크림, 물크림, 분크림) 

 로션, 샴푸, 린스 

*북/중 합작회사로 '미래' 상표 사용 

 2014년 'Foreign Trade of DPRK' 4호에 광고 등장 

신의주 화장품공장 평북 신의주 

 비누, 종이비누 

 치약(불소치약) 

 미백영양액, 여드름방지살결물, 주름방지크림, 

해빛방지크림, 알로에살결물 

 개성고려인삼 미백영양물, 살결물, 물크림, 크림, 

분크림, 발크림 등 

 고체향, 입술연지, 샴푸, 린스 

*세수비누, 화장품은 '봄향기' 상표, 치약은 '백학' 상표 

사용 

 2001년 2월 남신의주에 생산공정을 자동화, 컴퓨터화 

 2004년 1월 화장품 용기 직장 개건, 조업 

 2004년 생산공정 무균화 실현 

 2008년 비누 생산공정 개건 

 2009년 고려약재인 울금, 단삼, 속썩은풀, 익모초 등의 

추출물을 이용해 여드름 방지 살결물 출시 

 2010년 가루비누 생산공정 건설 

염주화학일용품공장 평북 염주  빨래비누  2013년 빨래비누 설비 제작, 기름 중합 가마 제작/설치 

청진화장품공장 함북 청진  치약, 비누, 향료  2001년 빨래비누 생산공정 건설 

평양향료공장 평양 락랑 

 공업용 향료 

 향수(방안향수, 몸향수, 차향수) 

*'옥류' 상표 사용 

 2012년 9월 28일 조업식 진행, 최신식 향료생산설비 및 

자동생산체계 구축 

평양화장품공장 평양 평천 

 세수비누 

 치담치약, 황백치약, 어린이치약 

 살결물(개성고려인삼, 쑥, 알로에) 

 머릿기름 

 몸/머리 물비누, 손소독비누 

 분크림(파운데이션) 

 입술연지(립스틱) 

 각종 크림(흰장미분크림, 머리칼염색크림, 

분무식개성고려인삼물크림, 분무식유액분크림, 

자외선방지크림, 쑥크림, 알로에크림, 주름방지크림) 

*세수비누는 '은하수'상표 사용 

 2000~2002년 초까지 공정 현대화 및 생산능력 화장 

공사 진행(치약직장 공사로 추정) 

 2002년 9월 13일 치약직장 조업식 거행 

 2003년 11월 세수비누 이송 컨베이어 벨트 제작 도입 

 2004년 손소독비누와 머리물비누 생산 개시 

 2010년 화장품직장의 크림 생산 공정의 CNC화를 위한 

공사진행 착수 

함흥향료공장 함남 함흥  화장품방부제 '브로노폴'  2003년 화장품방부제 '브로노폴' 자체 개발 

자료: 서울산업연구원, 남성욱 외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하나금융투자 

 

 

 그림 6. 북한 평양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 공장은 60여개 화장품 

생산하는 대표적 공장으로 발전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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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 화장품 수요 현황: 한국 화장품 높은 위상 

화장품 관심 많지만, 경제적/시간적 

여유 부족 

장마당 주된 구매 장소 

최근 공급 부족으로 수입 크게 증가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북한 여성들 역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경제

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따로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

한은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있기 때문에 산업 노동자의 45%, 농업 노동자의 60% 

이상이 여성이다. 사실상 16세~25세 사이 민간 노동력의 90% 이상이 여성인 셈이다. 화장

품 시장 관련 설문조사에서 화장품 사용 여건이 가장 안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는 듯 

하다. 다만, 이제 기초화장 정도는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화장에 대한 관심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화장품 구매 장소는 장마당이 68%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일용품 

가운데 화장품 공장 투자가 두드러질 정도로 북한 화장품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

년 화장품 수입 규모는 990만달러로 2009년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전체 수입이 1.5

배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기존 북한 기업들이 주민들의 화장품 전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은하수/봄향기 등 대표적 브랜드 북한의 일반적인 화장품 종류는 80가지 내외다. 최근 개별 품목 수가 대폭 증가해서 기초 

화장품은 물론 색조 화장품에 이어 마스크팩까지 생산한다. 북한 화장품의 4대 브랜드는 '은

하수(평양화장품공장)', '봄향기', '금강산(봄향기합작회사)', '미래(묘향천호합작회사)' 등이다. 

이중 '은하수'와 '봄향기'가 인기 있다. 북한 매체들은 수출용으로 은하수를 대대적으로 선전

한다. 내수용 화장품 '봄향기'는 북한 여성들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이다. 개성고려인삼크림이 대표적이다. 세계 4대 치료용 유황 갯벌인 평안남도 온천

군 광량만의 자연퇴적 유황 갯벌을 원료로 한 화장품 '광량'도 대표적인 제품이다.  

한국산 화장품 선물/예물로 각광 

장마당에서 주로 거래 

 

"먹는 돈은 아껴도 화장품은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크다. 고가 한국산 화장품은 북한 고위층 부인들에게 뇌물이나 선물, 결혼 예물로 각

광을 받고 있다. '한국산 받으면 시집 잘 갔다', '북한산 받으면 보통이네', '중국산 받으면 고

생문 열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스킨, 로션과 같은 기초 화

장품은 북한 화폐로 18만원 수준이다. 북한 노동자의 한달 월급이 4천원 정도이고, 북한 세

트 최고급 제품 은하수가 13만원 정도니까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

이 중국산으로 위장해 북한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장마당에 내놓기 무섭게 팔린다고 한

다. 

평양 역전이나 통일거리 시장의 일정 장소에서 한국산 화장품 판매를 안내하는 주민들을 볼 

수 있으며, 신흥 부유층 '돈주' 여성들은 중국 랴오닝 성 단둥시 백화점까지 가서 원정쇼핑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다. 북한 백화점에 라네즈가 팔리고 있기도 하다. 아모레퍼시픽은 

북한에 수출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한 제품이 북한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설화수

는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가 애용한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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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북한 대표 화장품 브랜드  

브랜드 사진 특징 

금강산 

 

 고려 인삼을 소재로 고급스러운 이미지 부각 

 세트 가격 5만 2천원으로 고가 

 고위 간부 선물용 

봄향기 

 

 내수, 수출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고 오래된 브랜드 

 20여개국 수출, 국내 2006년 시판 

 신의주 화장품공장 인근 약수 사용 

 개성고려인삼 라인에 실제 인삼 사용 

 기초/메이크업 세트 등 7만원~10만원선으로 고가 

은하수 

 

 북한 자체기술로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고려인삼, 알로에, 비타민E, 인삼, 당귀 성분 등 함유 

미래 

 

 젊은 여성들이 선호 

 한국 화장품 벤치마킹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표 7. 남북한의 화장품 용어 차이  

한국 북한 

스킨 살결물 

로션 물크림 

나이트크림 밤크림, 나이트크림 

영양크림 기름크림 

파운데이션 분크림, 피아스, 삐아스 

비비크림 삐야 

루스파우더 가루분 

파우더팩트 돌분 

트윈케이크 고체분 

아이브로우 눈썹먹 

아이라이너 아이라, 눈썹연필 

뷰러 눈썹집게 

아이섀도 눈등분, 눈화장 

볼터치 볼분, 볼연지 

립스틱 입술연지, 구홍 

립글로스 입술화장품, 구찌베니 

색조 화장 색화장 

샴푸 머리물비누 

헤어오일 머릿기름 

마스크팩 미안막(美顔幕) 

자료: 남성욱 외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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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북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  그림 8. 북한 여성들의 화장에 대한 관심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51%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1%

조직생활을

하기때문에

18%

주변

동료들의

질시

10%

 

 

관심이매우

많다

29%

관심이있다

43%

관심은

있으나

여유가없다

21%

관심이없다

5%

관심이전혀

없다

2%

 

자료: 남성욱 외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하나금융투자  자료: 남성욱 외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하나금융투자 

 

 

 

그림 9. 북한 여성들의 화장 정도  그림 10. 북한 화장품 구매 장소 

화장을하지

않는다

16%

기초화장

정도를한다

59%

파운데이션, 

파우더, 비비

크림정도를

한다

19%

색조화장까

지한다

6%

 

 

장마당

68%

국영상점

18%

지인이나

소개

13%

기타

1%

 

자료: 남성욱 외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하나금융투자  자료: 남성욱 외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한국 화장품 사용시 효과  그림 12. 북한 화장품 선호 상표 

효과가매우

크다

32%

효과가있다

35%

보통이다

24%

효과가없다

3%

효과가전혀

없다

6%

 

 

봄향기

36%

은방울

20%

은하수

18%

금강산

12%

옥류

4%

너와나

0%

미래

1%

기타

9%

 

자료: 남성욱 외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하나금융투자  자료: 남성욱 외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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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북한 화장품의 유통: 일반 주민 장마당 주로 이용 

화장품 구매는 주로 장마당 

화폐는 위안화나 달러 사용 

한국 화장품은 ‘동남아시아 화장품’ 

으로 둔갑 관행적 거래 

 

북한의 화장품 유통은 백화점을 비롯한 국영상점과 장마당을 통한 시장 거래의 두 가지 채

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공식 상점은 국영상점으로 주로 중산층 이상 주민들이 이

용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매한다. 구

역마다 화장품, 신발, 옷 등 종류별로 코너가 있다.  

화폐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로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 장마당 입구에는 환전하는 돈주들이 여러 명 있다. 북한 말로 환전

은 '까서 쓴다'로 표현한다.  

평양이나 신의주 공장 제품을 선호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공급 부족으로 일반 서민들은 지방

에서 만든 화장품이 브랜드가 없는 화장품을 주로 구매한다. 매대 아래 수입산 화장품과 한

국 화장품도 있다.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재빠르게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한다고 한다. 포

장지에 한국산 상표나 표기를 제거하고, 중국이나 북한산과 비교해서 2~3배 비싸게 팔린

다.  한국산 제품 판매는 불법이므로 '동남아시아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중산층 이하의 북한 주민은 국내산 화장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저렴한 화장품이나 중국산 화장품을 구입한다. 북한 화폐로 5~10원 정도 하는 북한산 화장

품은 브랜드가 없는 제품도 많고, 부작용도 발생한다.  

 

 

 그림 13. 북한 백화점의 라네즈 

북한 백화점 라네즈는 중국에서  

재수출 된 제품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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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 화장품 업체의 북한 진출 가능성: ODM/부자재 우선 

한국 화장품 공개 수입 어려울 듯 

코스맥스/한국콜마/연우 등 ODM과 

용기 업체 유망 

북한 로컬 제품 품질 개선 도모 

고용 개선 이바지 

화장품의 경우 다른 소비재와 달리 제품의 품질이 안좋을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에 개인의 선호와 로열티가 높게 작용한다. 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제품 선택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 브랜드는 높은 구매 로열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하지만 규모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화장품 사용은 여성

의 전용 품목이면서 내면의 관심사항이라 공개적으로 생산과 소비 등에 의견을 표현하기 어

렵다. 한국과 달리 광고나 마케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정규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는 어렵다. 

아울러, 화장품은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이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홍보수단이

었다. 북한 당국이 친여성 정책을 선전하는 데 화장품 생산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 화장품 수

입을 공개적으로 허용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브랜드 업체들이 직접 진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다. 가능하다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등 ODM 업체들이 유망하다. 한국 화장품의 선진 기술

을 접목해 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

써 북한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고용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북한 화장품 전반적으로 용

기에 대한 문제가 큰 만큼, 연우와 같은 부자재 업체들의 진출도 기대할 만하다.  

 

 

표 8.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본 경공업 정책(2012년~17년)  

구분 내용 비고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함 

 방법론으로 '함남의 불길' 강조 

 김정은 집권 첫해로서 신년 공동사설로 발표 

 김일성 생일 100주년 

2013년 

 농업과 경공업을 함께 주공전선으로 언급 

 경공업 부문에서는 해당 공장들에 대하여 '원료, 자재 보장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질 좋은 소비품들을 증산하도록 촉구 

 집권 이후 최초로 육성 신년사 발표 

2014년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 및 CNC화 

강조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 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함 

 조선중앙TV를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 

 농업, 건설, 과학기술을 3대 사업으로 제시함 

2015년 

 올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함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에서 생산 정상화로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 공급 강조 

 조국해방 70돐과 조선 노동당 창건 70돐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 

 육성신년사 발표가 정례화 

2016년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 촉구 

 경공업 부문 현대화와 원료/자재 보장, 품질 제고, 국산화 강조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강조 

2017년 
 경공업, 농업, 수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 

 경공업 원료/자재 국산화, 인민소비품 다종화 및 다양화, 질 제고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 집중, 

자력자강으로 전민 총 돌격전 전개 강조 

자료: 남성욱 외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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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 식량 자원 현황과 경협 가능성 

 1) 북한은 연간 50만톤의 곡물 부족  

북한은 연간 750만톤의 곡물 필요 

VS. 남한은 약 2천만톤 파악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수요량(곡물)은 약 560만톤으로 추정된다. 반면, 

공급량은 약 515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주민의 정상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서

는 연간 50만톤의 곡물이 부족한 셈이다. 그러나, 식량농업기구의 최소 필요 기준이 세계보

건기구(WHO) 대비 75% 수준임을 감안시, 750만톤의 곡물이 보급되어야 기본적인 식량 및 

최소한의 가축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남한)의 식량 수요량은 약 

2천만톤으로 파악된다.  

그 동안 정부는 북한의 식량 안보를 위해 연간 40~50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왔다. 그러

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및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교역 뿐 아니라 식량 지원 또

한 중단하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곡물을 포함한 낙농품, 과자 등 식료품 대북 반출 금

액은 2006년 약 1억 8천만 달러(약 2천억원)에서 2016년 1.5백만 달러(약 20억원)로 급감

했다.  

 

 

그림 14. 북한 식량 수요량 및 공급량  그림 15. 우리나라 식량 수요량 VS. 북한 식량 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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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하나금융투자  자료: 하나금융투자 

 

 

그림 16. 우리나라 곡물 수요 구성  그림 17. 식료품 대북 반출 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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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하나금융투자  자료: 통계청,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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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공식품 생산 현황은 매우 열악 

주로 1차 가공업에 국한 

2차 가공업 생산 능력은 매우 열악 

북한의 식품 가공업은 농축산물을 이용한 1차 가공업(옥수수, 밀가루 가공 등)이 대부분이

다. 생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제품(ex. 제과, 술, 제빵 등)을 생산하는 2차 가공업의 생산 현

황은 열악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차 가공업 생산은 주로 평양 및 원재료 산지에 인접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대적인 설비를 보유한 밀가루 가공, 빵, 밥 공장 등은 평양에 위

치한다. 각 도와 시, 군에 위치하는 공장은 지역 주민의 식료품 공급을 위한 옥수수 가공, 

장류 및 당과류에 국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제분 및 전분 생산 능력은 각각 45만톤, 10만톤으로 파악된다. 남한의 연간 생산량

은 각각 220만톤, 210만톤 수준 임을 감안시, 북한의 인당 생산 능력(북한 인구는 남한의 

약 1/2 수준)은 남한의 1/4 수준으로 추정된다. 2차 가공업의 생산 능력은 거의 전무한 것

으로 파악된다. ‘북한 지방 산업공장 실태’에 의하면 연간 제과나 술 생산 능력은 각각 300

톤 수준에 불과하다. 단백질 섭취에 도움을 주는 육류 및 유제품의 생산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정부가 식품 가공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료와 전

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북한의 식품 가공업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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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위원회

  

 
주: ‘북한 식료공업 실태와 전망’ 인용 

자료: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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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주요 소재 생산량 현황   그림 20. 단백질 섭취에 도움되는 육류 및 유제품 생산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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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북한은 생산 Capa, 남한은 소비량 기준  

자료: 하나금융투자 

 주: 북한은 생산 Capa, 남한은 소비량 기준  

자료: 하나금융투자 

 

 
 그림 21. 북한의 2차 가공업 생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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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북한 지방 산업공장 실태’ 인용 

자료: 하나금융투자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매우 열악 제한적인 생산 Capa로 북한 주민의 계층별 식생활 수준은 괴리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하위

계층의 경우, 63% 만이 세 끼 식사를 하고 있으며 육류 섭취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 북한 주민들은 밀밥, 강냉이 죽, 옥수수 국수 등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대두박으로 만든 인조고기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북한 계층별 식생활 수준 비교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 

하루 세끼 식사 90% 87% 63% 

거의 입쌀 100% 66% 29% 

고기 섭취 주 1~2회 이상 85% 42% 7% 

충분한 양, 다양한 음식 86% 44% 7%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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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도시별 생활수준 비교  

 2012년 2013년 2014년 

가상 잘사는 도시 나선 나선 신의주 

중간 정도 사는 도시 나선 청진 해산 

가장 못사는 도시 사리원 사리원 사리원 

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하나금융투자 

 

 

 

그림 22. 북한 주민들의 주 식량인 인조고기   그림 23. 북한 주민들의 주 식량인 강냉이죽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자료: 언론보도,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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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차적으로 사료 공급 부족에 대한 공조 기대 

절대적인 사료 공급 부족으로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 겪어 

남북의 농업 협력은 식량 및 사료 지원과 함께 북한 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리시설, 

농기계, 종자, 재배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은 체

제가 영양 부족 문제 해결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축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협이 기대된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 방침은 여전

하지만 생산자 개인의 책임 생산 및 관리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경지에서 재

배한 농산물을 자가 소비할 수 있고 개인 사육이 불가능했던 가축도 사육이 가능하다. 그러

나 절대적인 비료 및 사료 공급 부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4. 남한 배합사료 시장 현황  그림 25. 남한 배합사료 점유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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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하나금융투자  자료: 통계청, 하나금융투자 

 

 

 

 4) 전력 등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 선행되어야 할 듯 

2015년 ‘농업 협력’이 GTI의 우선  

사업 분야로 추가 

중장기적 식량 안보 경협은 전력, 교통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동북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TI 1992년 ‘두만강개발계획(TRADP)’로 출범하여 2005

년 현재의 GTI로 전환되었다. GTI는 북한의 나진, 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다. 2009년에 탈퇴한 북한의 

재가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농업 협력이 GTI의 우선 사업 분야

로 추가된 만큼 전반적인 농업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다자간 공조가 가시

화될 경우, 1차 산업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Capa가 부족한 식품 가공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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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개요 

북한의 나진, 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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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획재정부, 하나금융투자 

 

 

 

표 11. GTI 사업구역 개요  

지역 지방정부 인구(천명) GDP(백만불) 주요 산업 

중국 동북 동북 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쟝) 및 네이멍구 137,435 1,086,068 (2012) 에너지, 기계장비, 석유화학, 의약품, 자동차, 제철, 섬유 

몽골 동부 동부 4성(도르노드, 켄티이, 수크바아타르) 196 202 (2010) 농업, 농업가공, 광산, 채굴 ,관광 

한국 동해안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 울산 8,908 285,629 (2010) 서비스, 자동차, 조선, 제철 

러시아 극동 연해주 1,949 18,559 (2011) 에너지, 경공업, 중공업, 목재, 관광 

자료: GTI Secretariat, 하나금융투자 

 



화장품/음식료/제약 Analyst 박종대/심은주/선민정 02-3771-8544/8538/7785 

 

  
24 

 

 5.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1995년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  

붕괴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북한은 1945년 해방 이후 국가 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국영

의료체계와 더불어 ‘보건의료 4대 방침’이라 일컬어지는 1)무상치료제, 2) 예방의학, 3)의사

담당구역제, 4)고려의학과 신의학의 배합 등과 같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진입하면서 소련의 붕괴,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1995년부터 본격화된 ‘고

난의 행군’ 기간을 지나며 북한의 자랑거리였던 ‘보건의료 4대 방침’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

고 붕괴되어 갔으며, 기초항생제와 예방백신 등 필수의약품 조차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

었다.  

 

 

 

 1) 북한의 높은 영아사망률 

남한 vs. 북한 영아사망률(1000명당) 

1세 이하 3명 vs. 22명 

5세 이하 4명 vs. 27명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파행적 운영에 의한 1차 피해자는 영유아라 할 수 있다. 

2014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된 예방접종 보고

(Immunization Summary)에 따르면, 2013년 북한에서 생후 1년을 넘지 못하고 사망하는 

영유아의 숫자는 8,000명으로 남한의 1,000명에 비해 매우 높으며, 북한의 1,000명 기준 

영아사망률은 22명,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7명이다. 이에 비해 남한의 경

우 1세 이하 영아사망률은 3명, 5세 이하 사망률은 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보건

의료업에 종사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위의 공식적인 숫자보다 실제 상황은 더욱 참담

한 상황이며 실제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100명을 초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

한의 높은 영유아 사망률의 원인이 감염성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전국적인 예방접종 실시 등 

백신의 확보 및 공급은 시급한 사안이다.   

 

 

 

표 12. 남한과 북한의 출생아 및 영아사망률 비교 (단위: 명) 

 남한 북한 

출생아 수 472,000 358,000 

생존영아 수 471,000 350,000 

1세 이하 영아 사망률 (1,000명 당) 3 22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1,000명 당) 4 27 

자료: UNICEF, WHO,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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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북한의 예방접종 현황 

UN 보고서에 의한 

북한의 예방접종률은 90% 이상 

그러나 실제상황은 매우 상이  

UNICEF와 WHO에서 조사한 2013년도 남북한 예방접종률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

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접종률은 보고서에서 공시된 접종률에 비해 크

게 낮다고 한다. 남한의 경우 결핵,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B형간염, 홍역 백신 접종률

은 99%에 이른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의 경우 89.3%, 로타바이러스 34.2%, 폐렴

구균 3차 접종이 77.8%로 전반적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UN 자료로 봤을 때 

북한 역시 90%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의 모든 통계 수치

가 실제상황과 매우 상이하며, 예방접종도 결핵, B형간염, 홍역, 수두 정도나 가능했고, 나

머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시행여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 프리미엄급 백신으로 알려진 로타바이러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자궁경부암 예방)에 의한 

전염병 예방접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상포진이나 수막구균 백신이 접종된 예

도 찾기 어렵다고 한다.    

 

표 13. 남북한 예방접종률  

백신 대상 질병 
남한 북한 

UN 보고서 실제 데이터 UN 보고서 실제 데이터 

BCG 결핵 99 99.8 98 ▽ 

DTP1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1차 99 99.9 94 ▽ 

DTP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3차 99 99.6 93 ▽ 

HepBB B형간염 1차 0 99.9 99 ▽ 

HepB3 B형간염 3차 99 99.4 93 ▽ 

Hib3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0 89.3 0 ▽ 

Rota 로타바이러스 0 34.2 0 ▽ 

PcV3 폐렴구균 0 77.8 0 ▽ 

Pol3 소아마비백신 99 99.4 99 ▽ 

MCV1 홍역 1차 99 99.6 99 ▽ 

MCV2 홍역 2차 95 - 99 ▽ 

PAB 파상풍 - - 93 ▽ 

자료: UNICEF, WHO, 하나금융투자 

 

표 14. 북한의 예방접종 대상 백신 및 접종률  

분류 질병 백신 예방접종 유무 접종률(%) 

National Coverage 

결핵 BCG(intradermal) O 87.5 

B형간염 HepB O 37.5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Tdap O 75.0 

소아마비 IPV O 12.5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RP-T/HbOC O 12.5 

폐렴구균 
PCV(conjugate) X 0.0 

PPSV(polysaccharide) X 0.0 

홍역, 볼거리, 풍진 MMR O 62.5 

수두 Var O 75.0 

A형간염 HepA X 0.0 

일본뇌염 JE(killed), JE(live attenuated) O 75.0 

인플루엔자 Flu(killed), Flu(live attenuated) O 12.5 

Private Coverage 

결핵 BCG(transcutaneous) X 0.0 

로타바이러스 
RV1 X 0.0 

RV5 X 0.0 

인유두종바이러스 HPV4/HPV2 X 0.0 

대상포진 Zostar X 0.0 

뇌수막염 MCV X 0.0 

장티푸스 ViCPS O 37.5 

자료: UNICEF, WHO,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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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예방접종 시스템 완전 붕괴 

 

 

 

 

북한도 1980년대까지는 ‘보건의료 4대방침’에 의한 예방접종이 대부분 잘 이루어졌다. 그러

나 고난의 행군기간(1995~1996년)이 시작되면서부터 거의 모든 의약품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1997년부터는 UN에서 지원받은 백신이 일부 공급되었으나, 이마저도 

당 간부나 인텔리계층을 위해 비축된 후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에게만 그 여분이 보

급될 뿐이었다.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전국 규모의 예방접종은 아예 곤란하였고, 2010년

도부터 예방교육이 실시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가 예방접종의 실시

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UN 보고서의 통계수치는 평양특별시 내 일부 특권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국한된 통계수치라는 의견이 있다.   

 

 

 

 3) 북한의 영유아 백신 필요량 및 소요비용 

남한과 비슷한 수준의 접종을 위해 

예상비용은 1,163억원 

 

따라서 현재 북한의 붕괴된 예방접종 시스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필수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률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예방접종 회복 수준을 현재 남한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동일한 정도로 가정한다면 아래 표 4와 같은 백신의약품의 수요

량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의 영유아 수를 2013년 UN 보고서에 나타난 출생수 358,000명

라고 가정한다면 약 1,163억원 가량이 소요됨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5. 북한의 영유아 예방접종 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예상비용  

질병 백신 비용(원) 투여횟수 예상 비용(백만원) 

결핵 BCG(intradermal) 16,950 1 6,068 

B형간염 HepB 2,230 3 2,395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4,510 3 4,844 

소아마비 IPV 8,420 3 9,043 

홍역, 볼거리, 풍진 MMR 10,650 1 3,813 

수두 Var 12,570 1 4,500 

일본뇌염 JE(killed) 4,840 3 5,198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5,630 3 6,047 

폐렴구균 PCV(conjugate) 13 59,740 3 64,161 

A형간염 HepA 14,360 2 10,282 

자료: 보건복지부,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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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년 필요한 독감백신 

작년 북한에서도 창궐한 신종독감 

WHO에 신종독감 백신 및 타미플루 

지원 요청 

 

 

 

 

 

 

 

작년 겨울 우리나라에서도 유난히 인플루엔자가 창궐하면서 독감환자들이 증가, 독감백신 

및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었다. 이는 북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었는데, 북한에서도 A형(H1N1) 신종독감으로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을 포함 4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적십자사가 발표한 ‘북한 A형 인플루엔자 발병’ 보고서에 따

르면 북한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12만 7,000 여건의 신종독감 의심사

례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8만 1,640명이 A형 H1N1 신종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었

다. 감염자는 17세 이상이 전체의 52.7%였고, 0~7세가 24.5%, 8~16세는 22.8%였다. 이

러한 신종독감은 북한 전역에 퍼졌으며 이중 29%는 평양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고위험군에 속한 주민과 보건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독감 백신과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세계보건기구에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타미플루 

35,000여정을 지원하였다.  

 

북한의 사인 2위는 감염성 질환 

(25%) 

 

 

북한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유아나 노인 등 고위험군 환자들의 독감 예방백신을 접종했다라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사인 중 2위가 감염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무려 25% 비중이

다. 남한에서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5%인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매우 후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7. 남북한의 사인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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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CEF, WHO,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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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내 관련 기업 

국내 백신생산 관련 기업 

녹십자와 SK케미칼 

 

국내에서 백신생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은 녹십자와 SK케미칼을 꼽을 수 있다. 녹십자는 

전라남도 화순에 유정란 방식으로 최대 5,000만 도스까지 생산 가능한 백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독감백신과 일본뇌염백신, 수두백신 등을 생산하고 있다. SK케미칼은 경상북

도 안동에 세포배양 방식으로 최대 1억 4,000만 도스 생산 가능한 백신 공장을 보유하고 있

다. 현재는 주로 3가와 4가 독감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시판허가를 획득한 대상포진 

백신을 최근에 생산하기 시작했다.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장티푸스 등 주로 프리미엄급 백

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28. 녹십자 화순 백신공장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생산부지 99,000m2 

설립연도 2009년 

생산방식 유정란 

생산규모 2,000만 도스, 최대 5,000만 도스 

생산품목 
독감백신, 일본뇌염백신, 수두백신, 

한타백신, 파상풍 백신 등 

자료: 녹십자, 하나금융투자   

 

 

 

그림 29. SK케미칼 안동 백신공장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생산부지 63,000m2 

설립연도 2012년 

생산방식 세포배양 

생산규모 1억 4,000만 도스 

생산품목 3,4가 독감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자료: SK케미칼,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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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교류의 전제는 비슷한 면역체계 

국내 백신기업은 대북경협주 

 

 

 

 

찬란했던 잉카문명이 스페인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졌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스페인 사람들

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몸에 가지고 온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때문이었다. 현재도 

외국 학교로 입학할 때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예방접종표로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

의 경우 공동생활에 있어서 구성원들간의 비슷한 면역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

한의 교류가 확대되었을 때 두 지역간의 전염병에 대한 면역체계가 비슷하게 확립되어야 특

정 지역의 전염병 창궐을 방지할 수 있다. 남북한의 원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두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는 영유아기 비슷한 예방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국내 백신생산 업체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

다.  

 

 



 

 

 

 

소비재 Overweight 

관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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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2일 

녹십자(006280) 
  

 

 

국내 최대 백신생산 기업  

관심종목 

BUY 

I TP(12M): 280,000원 I CP(6월11일): 213,000원 

   

Key Data  Consensus Data 

KOSPI 지수 (pt) 2,470.15   2018 2019 

52주 최고/최저(원) 247,500/171,000  매출액(십억원) 1,350.7 1,443.0 

시가총액(십억원) 2,489.2  영업이익(십억원) 98.1 108.9 

시가총액비중(%) 0.21  순이익(십억원) 78.0 82.9 

발행주식수(천주) 11,686.5  EPS(원) 6,177 6,56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2.9  BPS(원) 96,374 102,29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1     

18년 배당금(예상,원) 1,250  Stock Price 

18년 배당수익률(예상,%) 0.59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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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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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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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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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14 

234 

254 

17.6 17.9 17.12 18.3 18.6

(천원)
녹십자(좌)

상대지수(우)

 

외국인지분율(%) 25.54  

주요주주 지분율(%)   

녹십자홀딩스 외 17 인 52.89  

국민연금 10.0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2) (3.2) 18.0  

상대 (2.9) (3.1) 13.8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6 2017 2018F 2019F 2020F 

매출액 십억원 1,197.9 1,287.9 1,401.2 1,506.3 1,614.8 

영업이익 십억원 78.5 90.3 104.7 122.8 106.7 

세전이익 십억원 79.5 72.2 116.4 126.4 105.7 

순이익 십억원 63.0 53.2 76.7 83.2 69.7 

EPS 원 5,388 4,556 6,560 7,123 5,968 

증감률 % (33.7) (15.4) 44.0 8.6 (16.2) 

PER 배 29.14 49.60 32.47 29.90 35.69 

PBR 배 1.78 2.45 2.19 2.06 1.97 

EV/EBITDA 배 18.67 22.55 18.28 15.92 17.68 

ROE % 6.46 5.24 7.15 7.32 5.82 

BPS 원 88,031 92,064 97,403 103,305 108,053 

DPS 원 1,250 1,250 1,250 1,250 1,250 

 

 

제약/바이오 Analyst 선민정 

02-3771-7785  

rssun@hanafn.com 

 

RA 박현욱 

02-3771-7606  

auseing@hanafn.com 

백신 자급자족을 위해 설립된 녹십자 화순백신 공장 

2009년 설립된 녹십자의 화순백신 공장은 각종 기초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국산화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

던 예방접종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현재까지 화순

공장으로 인해 자급 백신에 성공한 백신은 일본뇌염, 수두, 신

증후군출혈열(한타백신), 인플루엔자, Td(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 5종에 이른다. 2017년 기준 녹십자는 화순백신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15%인 1,631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연간 가동률은 88%로 거의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2배 캐파 증설 및 글로벌 시장 진출용 백신개발 

이로 인해 녹십자는 약 1,100억원을 투자해 독감 및 수두백신 

등을 포함한 완제품 생산 가능물량을 현재보다 2배 늘어난 1

억 도즈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다. 녹십

자는 자체 개발한 성인용 Td 백신에 백일해 항원이 추가된 파

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백신의 임상을 진행 중에 있으

며 올해 11월경 임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글

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두백신 II가 향후 글로벌 시장 진

출을 염두에 두고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IVIG에 가려져 있던 백신사업 

많은 투자자들이 녹십자의 투자포인트로 IVIG의 미 FDA 승인

을 꼽고 있다. 2016년 11월 CR letter를 수령한 이후 2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내에는 최종 시판 허가를 획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녹십자는 혈액제제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백신공장도 캐파 증설 및 글로벌 시장 

진출용 백신 개발을 통해 외형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녹십자는 

2010년 신종플루백신 그린플루S의 PQ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4종류 독감백신의 PQ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4년부터 

WHO 산하기관인 PAHO에 독감 및 수두백신 입찰 수주에 성

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 영유아 대상의 필수 예

방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과의 교류 확대 시 가장 

먼저 북한에 부족한 기초 필수 백신 및 독감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녹십자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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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 백신사업 

 1) 녹십자 화순백신 공장 

녹십자 화순백신 공장은 백신의 

국내 자급자족을 위해 2009년 설립 

 

 

녹십자 화순백신 공장 건립은 2005년 前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산업 기

반구축을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12

월 14일 前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화순군이 192억원을 지원하고 녹십자가 608억원을 투입

하면서 공장건설에 착수하였다. 2009년 연간 2,000만 도스, 최대 5,000만 도스 규모로 준

공됨으로써 국내에서 최초로 독감 백신 원료 공급 및 제품생산이 시작되었다.  

2017년 기준 가동률 88% 

매출액 1,631억원 

 

2009년 가동률 44%에서 시작 2017년 기준 약 88%로 풀 가동되고 있으며, 녹십자 백신 제

품의 매출액은 2017년 1,63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녹십자 화순 백신공장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생산부지 99,000m2 

설립연도 2009년 

생산방식 유정란 

생산규모 2,000만 도스, 최대 5,000만 도스 

생산품목 
독감백신, 일본뇌염백신, 수두백신 

한타백신, 파상풍 백신 등 

자료: 녹십자, 하나금융투자   

 

 

 

그림 2. 녹십자 화순백신 공장 가동률  그림 3. 녹십자 백신 제품 매출액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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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하나금융투자  자료: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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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녹십자 백신 수출 현황 

녹십자는 2010년 처음으로 

신종플루백신 그린플루S  

PQ 인증 획득 수출 본격화 

CAGR(2009~2017) 26.2% 

2010년 신종플루백신 그린플루S를 시작으로 PQ 인증을 획득하면서 본격적으로 백신을 수

출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2011년에는 독감백신 지씨플루, 2012년에는 지씨플루 멀티, 

2016년에는 4가 독감백신인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에 대한 PQ 인증을 획득하면서 2010년 

195억원에 불과했던 백신 수출액은 2017년 993억원 규모로 연평균 CAGR(2010~2017) 

26.2%씩 성장하였다. 수주실적도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4년 WHO 산하기관인 

PAHO에 독감 및 수두백신 입찰 수주에 성공하면서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에 독감백신

과 수두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녹십자의 백신 수출액이 2016년부터는 다소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기간 주요 

수출국인 남미 국가들의 정세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 공장 가동률이 88%로 외형성장

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녹십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500억원과 1,000

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오창공장 및 화순공장 증설 등에 2019년까지 2,9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표 1. 녹십자 백신 수주현황  

수주통보일 품목 

2014.06.05 2014년 북반구용 독감백신(싱글,멀티도즈 포함) 

2015.01.14 2015~2016년 수두백신 

2015.02.28 2015년 남반구용 독감백신(싱글,멀티도즈 포함) 

2015.08.27 2015년 북반구용 독감백신(싱글,멀티도즈 포함) 

2016.03.09 2016년 남반구용 독감백신(싱글,멀티도즈 포함) 

2017.01.03 2017~2018년 수두백신 

2017.03.20 2017년 남반구용 독감백신(싱글,멀티도즈 포함) 

자료: 녹십자, 하나금융투자 

 

 

 
 그림 4. 녹십자 연간 백신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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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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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녹십자 백신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용 백신 개발 추진 중 

파상풍/디프테리아/벡일해 Tdap 

수두백신 II 

 

현재까지 화순공장으로 인해 자급 자족에 성공한 백신은 일본뇌염, 수두, 신증후군출혈열(한

타백신), 인플루엔자, Td(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신 5종에 이른다. 녹십자는 자체 개발

한 성인용 Td 백신에 백일해 항원이 추가된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백신의 임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경 임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두백신 II가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림 5. 녹십자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 및 출시 일정 

Phase 2 Phase 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lasma

GC5107B
IVIG-10%

GC5101B
IVIG 5% Child

Vaccine

MG1111
Varicella Vx

GC3111A
Tdap Vx

GC1109
Anthrax Vx

Recombinant

GC1102
Hepabig-gene(LT)

GC1102B
Hepabig-gene(CHB)

GC1111F
Hunterase

GC1101D
GreenGeneF

GC1118A
EGFR mAb

미국, 케나다 미국, 케나다

미국, 케나다, 이스라엘

러시아, 대만

일본

중국

First Patient In Last Patient Out
 

자료: 녹십자, 하나금융투자 

 

 

 4) 제조업의 외형성장은 공장 캐파증설과 함께 

화순백신 공장의 건립은  

녹십자에게 도약의 기회 

또 다시 캐파 증설로 제 2의 도약 

2007년 4,423억원에 불과하였던 녹십자의 매출액은 2017년 1조 2,879억원으로 11년 만에 

190%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2009년 화순백신 공장 완공으로 인해 백신

의 생산량과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녹십자는 2009년과 2010년 매출액이 각각 24.6%와 

23.0%로 크게 성장하였다.  

 

결국 제조업체에게 있어서 외형확대는 공장캐파 증설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십자

는 약 1,100억원을 투자해 독감 및 수두백신 등을 포함한 완제품 생산 가능물량을 현재보다 

2배 늘어난 1억 도즈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녹십자의 또 

다른 한 축인 혈액제제 공장도 현재 오창 70만리터, 중국 30만리터 총 100만리터에서 

2020년까지 캐나다 100만리터 공장 포함 270만리터까지 캐파를 증설 제 2의 도약이 본격

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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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녹십자 연도별 매출액 및 성장률  그림 7. 녹십자 혈액제제 생산규모 및 혈액 공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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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하나금융투자  자료: 녹십자, 하나금융투자 

 

 

5. 녹십자 실적 

 

표 2. 녹십자 연간 실적추정(연결기준) (단위: 십억원) 

 1Q18 2Q18F 3Q18F 4Q18F 1Q19F 2Q19F 3Q19F 4Q19F 17 18F 19F 

매출액 294.1  371.9  378.9  356.3  321.6  402.8  401.6  380.2  1,287.9  1,401.2  1,506.3  

  YoY(%) 6.8% 12.7% 6.4% 9.2% 10.0% 12.0% 6.0% 6.0% 7.5% 8.8% 7.5% 

  국내 210.6  231.8  277.3  227.7  224.1  246.5  288.3  239.7  893.1  947.3  998.6  

    YoY(%) 5.4% 8.2% 4.9% 6.0% 6.4% 6.3% 4.0% 5.3% 5.6% 6.1% 5.4% 

혈액제제 80.6  85.5  82.2  83.0  84.6  91.5  85.5  89.6  313.6  331.3  351.3  

백신제제 39.0  50.7  97.5  49.0  42.9  53.2  100.5  51.4  221.1  236.2  248.0  

일반제제 70.1  70.4  74.4  75.8  73.6  75.3  77.4  78.1  275.6  290.7  304.4  

OTC류 20.9  25.2  23.1  19.9  23.0  26.4  25.0  20.5  82.8  89.1  94.9  

  해외 37.2  86.0  49.7  73.2  46.6  96.7  56.2  79.6  213.3  246.0  279.1  

    YoY(%) 14.1% 21.4% 11.5% 12.0% 25.3% 12.5% 13.0% 8.8% 4.7% 15.4% 13.4% 

혈액제제 17.9  28.1  31.0  33.3  23.3  33.8  34.1  35.9  103.7  110.3  127.1  

백신제제 15.9  53.4  16.1  36.9  18.3  57.7  18.5  40.6  99.3  122.3  135.1  

일반제제 3.4  3.6  2.2  1.7  3.7  3.9  2.3  1.7  10.3  10.8  11.7  

OTC류 0.0  0.8  0.5  1.3  1.3  1.3  1.3  1.3  0.0  2.6  5.2  

  연결자회사 46.3  54.2  51.9  55.5  50.9  59.6  57.1  61.0  181.5  207.8  228.6  

    YoY(%) 7.7% 20.0% 10.0% 20.0% 10.0% 10.0% 10.0% 10.0% 22.2% 14.5% 10.0% 

매출총이익 81.4  111.6  117.5  96.2  96.5  124.9  128.5  110.3  366.8  406.6  460.1  

  YoY(%) 10.2% 10.7% 4.3% 20.9% 18.6% 11.9% 9.4% 14.6% 4.2% 10.8% 13.2% 

  GPM(%) 27.7% 30.0% 31.0% 27.0% 30.0% 31.0% 32.0% 29.0% 28.5% 29.0% 29.8% 

판매관리비 66.9  75.0  78.2  81.8  74.3  87.0  85.5  90.5  276.6  301.9  337.3  

  YoY(%) 11.2% 13.2% 10.8% 2.9% 11.1% 16.1% 9.3% 10.7% 1.1% 9.2% 11.7% 

  판관비율(%) 22.7% 21.0% 21.0% 25.0% 21.0% 21.0% 21.0% 23.0% 21.5% 21.5% 22.0% 

  경상연구개발비 27.2  29.8  32.2  32.1  28.9  37.5  35.3  36.1  108.6  121.2  137.9  

    YoY(%) 18.1% 11.2% 14.2% 4.6% 6.4% 25.9% 9.7% 12.6% -3.2% 11.6% 13.7% 

  기타판매관리비 39.7  45.2  46.0  49.7  45.3  49.5  50.2  54.4  167.9  180.7  199.5  

    YoY(%) 6.9% 14.5% 8.5% 1.8% 14.2% 9.6% 9.0% 9.4% 4.1% 7.6% 10.4% 

영업이익 14.5  36.6  39.2  14.4  22.2  37.9  43.0  19.8  90.3  104.7  122.8  

  YoY(%) 5.7% 6.1% -6.6% 12223.9% 53.4% 3.4% 9.6% 37.1% 15.1% 16.0% 17.3% 

  OPM(%) 4.9% 9.8% 10.3% 4.0% 6.9% 9.4% 10.7% 5.2% 7.0% 7.5% 8.2% 

(지배)순이익 15.7  22.9  25.1  13.0  16.2  22.8  27.1  17.3  53.2  76.7  83.2  

  YoY(%) 241.3% -9.3% -7.4% TB 2.9% -0.6% 8.0% 32.6% -15.4% 44.0% 8.6% 

  NPM(%) 5.3% 6.2% 6.6% 3.7% 5.0% 5.6% 6.7% 4.5% 4.1% 5.5% 5.5% 

자료: 하나금융투자 

 



화장품/음식료/제약 Analyst 박종대/심은주/선민정 02-3771-8544/8538/7785 

 

  
36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대차대조표 (단위: 십억원)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16 2017 2018F 2019F 2020F 

매출액 1,197.9 1,287.9 1,401.2 1,506.3 1,614.8  유동자산 801.4 926.5 1,060.6 1,163.6 1,307.2 

   매출원가 845.8 921.1 994.6 1,046.1 1,130.3     금융자산 117.2 171.9 239.6 281.0 361.0 

매출총이익 352.1 366.8 406.6 460.2 484.5       현금성자산 56.9 171.0 238.6 280.0 359.9 

  판관비 273.6 276.5 301.9 337.3 377.7     매출채권 등 345.0 368.2 400.6 430.6 461.7 

영업이익 78.5 90.3 104.7 122.8 106.7     재고자산 320.8 381.3 414.8 445.9 478.0 

   금융손익 (0.4) (6.7) 14.7 4.6 (0.1)     기타유동자산 18.4 5.1 5.6 6.1 6.5 

   종속/관계기업손익 (2.1) (2.3) (2.0) 0.0 0.0  비유동자산 749.2 777.0 791.9 803.9 769.6 

   기타영업외손익 3.5 (9.1) (0.9) (0.9) (0.9)     투자자산 93.5 103.1 111.4 119.7 128.3 

세전이익 79.5 72.2 116.4 126.4 105.7       금융자산 26.1 40.4 43.9 47.2 50.6 

   법인세 14.4 15.4 25.6 27.8 23.0     유형자산 554.0 552.0 562.4 569.7 530.3 

계속사업이익 65.2 56.7 90.8 98.6 82.6     무형자산 73.6 87.9 84.1 80.5 77.0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기타비유동자산 28.1 34.0 34.0 34.0 34.0 

당기순이익 65.2 56.7 90.8 98.6 82.6  자산총계 1,550.6 1,703.6 1,852.5 1,967.5 2,076.8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2 3.5 14.2 15.4 12.9  유동부채 303.3 260.1 321.5 361.4 401.5 

지배주주순이익 63.0 53.2 76.7 83.2 69.7     금융부채 100.1 14.3 55.1 75.7 96.0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65.1 61.6 85.5 92.8 77.8     매입채무 등 179.1 217.8 236.9 254.7 273.1 

NOPAT 64.3 71.0 81.7 95.8 83.5     기타유동부채 24.1 28.0 29.5 31.0 32.4 

EBITDA 109.5 127.0 148.2 169.1 149.6  비유동부채 188.3 334.8 346.8 338.6 340.5 

성장성(%)          금융부채 161.3 312.4 322.4 312.4 312.4 

매출액증가율 14.3 7.5 8.8 7.5 7.2     기타비유동부채 27.0 22.4 24.4 26.2 28.1 

NOPAT증가율 (5.6) 10.4 15.1 17.3 (12.8)  부채총계 491.6 594.9 668.3 700.0 742.0 

EBITDA증가율 (8.8) 16.0 16.7 14.1 (11.5)    지배주주지분 993.1 1,040.2 1,102.6 1,171.6 1,227.0 

영업이익증가율 (14.4) 15.0 15.9 17.3 (13.1)       자본금 58.4 58.4 58.4 58.4 58.4 

(지배주주)순익증가율 (33.7) (15.6) 44.2 8.5 (16.2)       자본잉여금 324.5 324.4 324.4 324.4 324.4 

EPS증가율 (33.7) (15.4) 44.0 8.6 (16.2)       자본조정 (35.7) (35.7) (35.7) (35.7) (35.7) 

수익성(%)            기타포괄이익누계액 8.6 15.7 15.7 15.7 15.7 

매출총이익률 29.4 28.5 29.0 30.6 30.0       이익잉여금 637.2 677.5 739.9 808.8 864.3 

EBITDA이익률 9.1 9.9 10.6 11.2 9.3    비지배주주지분 65.9 68.5 81.6 95.9 107.8 

영업이익률 6.6 7.0 7.5 8.2 6.6  자본총계 1,059.0 1,108.7 1,184.2 1,267.5 1,334.8 

계속사업이익률 5.4 4.4 6.5 6.5 5.1  순금융부채 144.2 154.9 137.9 107.2 47.5 

 

투자지표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16 2017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영업활동 현금흐름 (1.7) 57.9 71.6 95.4 79.6 

EPS 5,388 4,556 6,560 7,123 5,968     당기순이익 65.2 56.7 90.8 98.6 82.6 

BPS 88,031 92,064 97,403 103,305 108,053     조정 12.9 58.2 24.5 37.3 38.9 

CFPS 10,662 11,433 12,471 14,436 12,764        감가상각비 31.1 36.7 43.5 46.3 42.9 

EBITDAPS 9,372 10,869 12,678 14,472 12,800        외환거래손익 (3.4) 7.6 1.0 1.0 1.0 

SPS 102,503 110,205 119,898 128,890 138,173        지분법손익 2.1 2.3 0.0 0.0 0.0 

DPS 1,250 1,250 1,250 1,250 1,250        기타 (16.9) 11.6 (20.0) (10.0) (5.0) 

주가지표(배)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79.8) (57.0) (43.7) (40.5) (41.9) 

PER 29.1 49.6 32.5 29.9 35.7  투자활동 현금흐름 (111.1) 14.8 (40.4) (50.5) (5.8) 

PBR 1.8 2.5 2.2 2.1 2.0     투자자산감소(증가) (8.8) (9.6) (9.3) (9.4) (9.7) 

PCFR 14.7 19.8 17.1 14.8 16.7     유형자산감소(증가) (80.6) (29.0) (50.0) (50.0) 0.0 

EV/EBITDA 18.7 22.6 18.3 15.9 17.7     기타 (21.7) 53.4 18.9 8.9 3.9 

PSR 1.5 2.1 1.8 1.7 1.5  재무활동 현금흐름 110.6 48.2 36.5 (3.6) 6.0 

재무비율(%)          금융부채증가(감소) 121.8 65.3 50.7 10.7 20.3 

ROE 6.5 5.2 7.2 7.3 5.8     자본증가(감소) 13.2 (0.2) 0.0 0.0 0.0 

ROA 4.2 3.3 4.3 4.4 3.4     기타재무활동 (3.9) (1.6) 0.1 0.0 0.0 

ROIC 6.0 6.1 6.7 7.6 6.5     배당지급 (20.5) (15.3) (14.3) (14.3) (14.3) 

부채비율 46.4 53.7 56.4 55.2 55.6  현금의 증감 (0.8) 114.1 67.6 41.3 79.9 

순부채비율 13.6 14.0 11.6 8.5 3.6  Unlevered CFO 124.6 133.6 145.7 168.7 149.2 

이자보상배율(배) 14.6 14.3 13.9 15.0 12.5  Free Cash Flow (82.4) 28.4 21.6 45.4 79.6 

자료: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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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녹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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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수정TP(원)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17.11.3 BUY 280,000   

17.4.4 BUY 250,000 -27.65% -15.40% 

16.11.21 Analyst Change  -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2.7% 6.7% 0.6% 100.0% 

* 기준일: 2018년 6월 11일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종대/선민정/심은주)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박종대/선민정/심은주)는 2018년 6월 12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