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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목록 - 개인

날짜

09.07.16

13.01.22

13.03.07

제재안

1718호
8(d), 8(e)

1718호
8(d), 8(e)

1718호
8(d), 8(e)

이름

소속 및 직책

윤호진
(Yun Ho-jin)
(Yun Ho-chin)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Ri Je-son)
(Ri Che-son)

원자력총국 국장

황석화
(Hwang Sok-hwa)

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
(Ri Hong-sop)

前 영변원자력연구센터 소장

한유로
(Han Yu-ro)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백창호
(Paek Chang-Ho)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Chang Myong-Chin)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2012.4.13., 12.12 발사 당시 발사센터 책임자

라경수
(Ra Kyong-Su)

단천상업은행 관리

김광일
(Kim Kwang-Il)

단천상업은행 관리
/단천상업은행 및 조선광업무역회사 거래
조력

연정남
(Yo’n Cho’ng Nam)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

고철재
(Ko Ch’o’l-Chae)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부대표

문정철
(Mun Cho’ng-Ch’o’l)

단천상업은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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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6.03.02

제재안

1718호
8(d), 8(e)

이름

소속 및 직책

최춘식
(Choe Chun-Sik)

제2자연과학원장

최송일
(Choe Song Il)

베트남의 북한 단천은행 대표

현광일
(Hyon Kwang Il)

국가우주개발국 국장

장범수
(Jang Bom Su)
(Jang Hyon U)

시리아 북한 단천은행 대표

장용선
(Jang Yong Son)

이란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

전명국
(Jon Myong Guk)
(Jon Yong Sang)

시리아 북한 단천은행 대표

강문길
(Kang Mun Kil)

남청강의 대표

강룡
(Kang Ryong)

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김정종
(Kim Jung Jong)

베트남 북한 단천은행 대표

김규
(Kim Kyu)

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

김동명
(Kim Tong My’ong)

단천은행 사장

김용철
(Kim Yong Chol)

이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

고태훈
(Ko Tae Hun)

단천은행 대표

리만곤
(Ri Man Gon)

군수공업부 장관

류진
(Ryu Jin)

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

유철유
(Yu Chol U)

국가우주개발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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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6.11.30

17.06.02

제재안

1718호
8(d), 8(e)

1718호
8(d), 8(e)

이름

소속 및 직책

박춘일
(Pak Chun Il)

북한 주이집트 대사

김송철
(Kim Song Chol)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주수단 사무관

손종혁
(Son Jong Hyok)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주수단 사무관

김세곤
(Kim Se Gon)

원자력공업성 관계자

리원호
(Ri Won Ho)

주시리아 국가안전보위부 사무관

조용철
(Jo Yong Chol)

주시리아 국가안전보위부 사무관

김철삼
(Kim Chol Sam)

대동신용은행 대표

김석철
(Kim Sok Chol)

전 미얀마 북한 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정자

장창하
(Chang Chang Ha)

제2 자연과학원 원장

조춘룡
(Cho Chun Ryong)

제2 경제위원회 의장

손문산
(Son Mun San)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조일우
(Cho Il U)
(Cho Il Woo)

정찰총국 5국장

조연준
(Cho Yon Chun)
(Jo Yon Jun)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최휘
(Choe Hwi)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Jo Yong-Won)
(Cho Yongwon)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철남
(Kim Chol Nam)

조선금산무역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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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7.06.02

17.08.05

제재안

1718호
8(d), 8(e)

1718호
8(d), 8(e)

이름

소속 및 직책

김경옥
(Kim Kyong Ok)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동호
(Kim Tong-Ho)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민병철
(Min Byong Chol)
(Min Pyo’ng-ch’o’l)
(Min Byong-chol)
(Min Byong Chun)

노동당 조직지도부 관료

백세봉
(Paek Se Bong)

前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前 국방위원회 위원
前 군수공업부 부부장

박한세
(Pak Han Se)
(Kang Myong Chol)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도춘
(Pak To Chun)
(Pak Do Chun)

前 군수담당비서, 국무위 위원,
노동당 정치국 위원/
핵·미사일 고문

리재일
(Ri Jae Il)
(Ri, Chae-Il)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리수영
(Ri Su Yong)

조선연봉총회사 관리

리용무
(Ri Yong Mu)

국무위 부위원장

최춘영
(Choe Chun Yong)
(Ch’oe Ch’un-yo’ng)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Han Jang Su)
(Chang-Su Han)

조선무역은행 수석대표

장송철
(Jang Song Chol)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해외대표

장성남
(Jang Sung Nam)

조선단군무역회사 해외지사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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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7.08.05

17.09.11

17.12.22

제재안

1718호
8(d), 8(e)

1718호
8(d), 8(e)

1718호
8(d), 8(e)

이름

소속 및 직책

조철송
(Jo Chol Song)

조선광선은행 부장

강철수
(Kang Chol Su)

조선연봉총회사 사무관

김문철
(Kim Mun Chol)
(Kim MUN-ch’o’l)

조선통일발전은행 대표

김남웅
(Kim Nam Ung)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Pak Il Kyu)
(Pak Il-Gyu)

조선연봉총회사 사무관

박용식
(Pak Yong Sik)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최석민
(Ch’oe So’k Min)

해외 조선무역은행 대표

주혁
(Chu Hyo’k)
(Ju Hyok)

해외 조선무역은행 대표

김종식
(Kim Jong Sik)
(Kim Cho’ng-sik)

노동당 군수품 산업부 사무관(deputy
director)

김경일
(Kim Kyong Il)
(Kim Kyo’ng-il)

리비아 조선무역은행 부지부장

김동철
(Kim Tong Chol)
(Kim Tong-cho’o’l)

해외 조선무역은행 대표

고철만
(Ko Chol Man)
(Ko Ch’o’l-man)

해외 조선무역은행 대표

구자형
(Ku Ja Hyong)
(Ku Cha-hyo’ng)

리비아 조선무역은행 지부장

78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전략과 방안

날짜

제재안

이름

소속 및 직책

문경환
(Mun Kyong Hwan)
(Mun Kyo’ng-hwan)

해외 동방은행 대표

배원욱
(Pae Won Uk)
(Pae Wo’n-uk)

해외 대성은행 대표

(Pak
(Lui
(Pak
(Pak

17.12.22

18.03.30

1718호
8(d), 8(e)

1718호
8(d), 8(e)

박봉남
Bong nam)
Wai Ming)
Pong Nam)
Pong-nam)

해외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문일
(Pak Mun Il)
(Pak Mun-il)

해외 대성은행 사무관

리천환
(Ri Chun Hwan)
(Ri Ch’un-hwan)

해외 조선무역은행 대표

리천송
(Ri Chun Song)
(Ri Ch’un-so’ng)

해외 조선무역은행 대표

리평철
(Ri Pyong Chul)
(Ri Pyo’ng-ch’o’l)

북한 노동당 정치보위부 대체 요원
군수품 산업부 제1 부이사

리송혁
(Ri Song Hyok)
(Li Cheng He)

고려은행 및 고려신용 개발은행 해외 대표

리은송
(Ri Eun Song)
(Ri Un Song)

해외 조선 통일발전 은행

창융위안
(張永源)
(Tsang Yung Yuan)

중국(대만) 국적 기업인

자료: 1718 Sanctions Committee, the United Nations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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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목록 - 단체

날짜

제재안

단체명

별칭

- 조선창광신용회사
(Changgwang Sinyong
Corporation)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 대외기술총회사
(Korea Mining
(External Technology
Development
General Corporation)
Trading Corporation) - DPRK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poration
- KOMID
09.04.24

1718호
8(d)

지정 근거

- 주요 무기 거래 단체
-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주요
수출업체

조선연봉총회사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 조선용봉총회사
(Korea Yonbong General
Corporation)
-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활동
- 룡악산무역총회사
- 군수 관련 판매 지원
(Lyongaksan General
Trading Coporation)

단천상업은행
(Tanchon
Commercial Bank)

- 창광신용은행
(CHANGGWANG CREDIT
-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BANK)
등의 조립과 생산을 위한
- 조선창광신용은행
주 금융단체
(KOREA CHANGGWANG
CREDIT BANK)

- NCG
- 남천강무역
(NAMCHONGANG
TRADING)
(NOMCHONGANG
TRADING CO.)
(NAM CHONG GAN
남천강무역회사
TRADING CORPORATION)
1718호
- 원자력총국 산하단체
09.07.16
(Namchongang
- 남천강회사(NAM CHON
8(d)
- 핵 관련 장비 조달
Trading Corporation) GANG CORPORATION)
- 남흥무역회사(Namhung
Trading Corporation)
- 조선대령강무역회사
(Korea Daeryonggang
Trading Corporation)
(Korea Tearyonggang
Trad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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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9.07.16

제재안

1718호
8(d)

단체명

별칭

지정 근거

홍콩전자
(Hong Kong
Electronics)

- HONG KONG
ELECTRONICS KISH CO.

- KOMID 및 단청상업은행을
대리해 핵확산 관련 자금
운용지원(이란)

- 조선혁신수출입회사
(KOREA HYOKSIN
EXPORT AND IMPORT
CORPORATION)

- 조선연봉총회사 자회사
- WMD 개발 관여

조선혁신무역회사
(Korea Hyoksin
Trading Corporation)

원자력총국
- General Department of
(General Bureau of
Atomic Energy (GDAE)
Atomic Energy)

- 핵 프로그램 주관 부서

조선단군무역회사
(Korean Tangun
Trading Corporation)

- 제2과학위원회 산하
- 방위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의 물자와 기술
조달

압록강개발은행회사
(Amroggang
Development
Banking
Corporation)

12.05.02

1718호
8(d)

청송연합회사
(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

-

- 압록강개발은행
(AMROGGANG
Development Bank)
(Amnokkang
Development Bank)

- 단청상업은행과 연계

- 청송연합무역회사
(CHO'NGSONG UNITED
TRADING COMPANY)
- 청송연합
(CHONGSONG YONHAP)
(CH'O'NGSONG YO'NHAP)
- 조선자원개발투자회사
(CHOSUN CHAWO'N
KAEBAL T'UJA HOESA)
- 진달래(JINDALLAE)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 금해룡회사
활동 대신
(KU'MHAERYONG
- 무기 생산 및 수출
COMPANY LTD.)
- 조선자원개발투자회사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
- 생필연합
(SAEINGP'IL COMPANY)
(Saeng Pil Trad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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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2.05.02

제재안

1718호
8(d)

단체명

조선흥진무역회사
(Korea Heungjin
Trading Company)

별칭

지정 근거

- 흥진무역회사
(Hunjin TRADING Co.)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 조선흥진무역
(Korea Henjin Trading Co.) 무역활동을 위해 운영
(Korea Hengjin Trading
Company)

- DPRK Committee for
조선우주공간
Space Technology
기술위원회
- Department of Space
- 2012.04.13, 12.12 발사
(Korean Committee
Technology of the DPRK
지휘
for Space
- Committee for Space
Techonology)
Technology
- KCST

13.01.22

1718호
8(d)

- Dongbang BANK
동방은행
- TONGBANG U’NHAENG
(Bank of East Land)
- TONGBANG BANK

- 청송연합의 무기 관련 거래
조력 및 기타 자원 제공

조선금룡무역회사
(Korea Kumryong
Trading Corporation)

-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조달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별칭

토성기술무역회사
(Tosong Technology
Trading Corporation)

-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자회사

- Lead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Leader (Hong Kong)
- Leader (Hong Kong)
International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신 운송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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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재안

단체명

별칭

지정 근거

- Chosun Yunha Machinery
Joint Operation Company
- Korea Ryenha Machinery
J/V Corporation
-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 Ryonha Machinery
Corporation
- Ryonhw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 Ryonhwa Machinery JV
- 연하기계
(Korea Ryonha
1718호
- 조선연봉총회사 자회사
13.01.22
(Ryonha Machinery)
Machinery Joint
8(d)
(Ryonha Machine Tool)
Venture
(Ryonha Machine Tool
Corporation)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Corp.)
- Huichon Ryonha
Machinery General Plant
- 운산(Unsan)
- 운산공구공장(Unsan Solid
Tools)
- 밀림기술회사(Millim
Technology Company)
- 朝鲜联合机械贸易会社
-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 CHE 2 CHAYON
KWAHAKWON
- 자연과학원
(ACADEMY OF NATURAL
SCIENCES)
제2자연과학원
(CHAYON KWAHAK-WON)
1718호
-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13.03.07
(Second Academy of - NATIONAL DEFENSE
8(d)
선진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
Natural Sciences)
ACADEMY
- 국방과학원
(KUKPANG KWAHAKWON)
- 제2자연과학연구소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 SAN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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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재안

단체명

별칭

지정 근거

1718호
8(d)

조선종합설비
수출입회사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

-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

1718호
14.07.28
8(d)

원양해운관리회사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Limited(OMM)}

-

- 청천강 선박의 운영사
- 북한의 은닉 무기와 관련
화물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국방과학원
(Academy of
National Defense
Science)

-

-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진행과 관련

13.03.07

청천강해운
- Chong Chon Gang
(Chongchongang
Shipping Co. Ltd.
Shipping Company)
대동신용은행
(Daedong Credit
Bank)

- DCB
- Taedong Credit Bank

혜성무역회사
(Hesong Trading
Company)
16.03.02

1718호
8(d)

조선광선은행
(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

원자력공업성
(Ministry of Atomic - MAEI
Energy Industry)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은행 대표에 금융
서비스 제공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자회사
- 단천상업은행과
조선연봉총무역회사의
자회사인
조선혁신무역회사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 KKBC

조선광성무역회사
(Korea Kwangsong
Trading Corporation)

- 2013년 7월 재래식 무기의
불법 선적물을 직접
북한으로 수입 시도

-

- 조선연봉총무역회사
자회사
-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운영 담당

군수공업부
- Military Supplies Industry - 탄도 미사일 개발 총괄
(Munitions Industry
Department
- 무기 생산 및 연구 개발
Department)
- MID
프로그램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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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재안

단체명

별칭

국가우주개발국
(National Aerospace
- NADA
Development
Administration)

1718호
16.03.02
8(d)

39호실
(Office 39)

정찰총국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 위성발사와 운반용 로켓을
포함해 우주과학 및 기술
개발에 참여

-

Office #39
Office No. 39
Bureau 39
Central Committee
Bureau 39
- Third Floor
- Division 39

- 북한 정부 단체

- Chongch’al Ch’ongguk
- KPA Unit 586
- RGB

- 재래식 무기 거래
- 청송연합 통제

제2경제위원회
(Second Economic
Committee)

-

- 탄도 미사일 총괄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활동
지시

조선통일발전은행
(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

- 북한경제의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일심국제은행
(Ilsim International
Bank)

-

- 북한군 소속은행으로
조선광선은행과 밀접

조선대성은행
(Korea Daesong
Bank)
1718호
16.11.30
8(d)

지정 근거

신광경제무역총회사
(Singwang
Economics and
Trading General
Corporation)
조선대외기술무역센터
(Korea Foreign
Technical Trade
Center)
조선부강무역회사
(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 Choson Taesong Unhaeng
- 39호실 소유 및 관리
- Taesong Bank

-

- 석탄무역회사
-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제공

-

- 석탄무역회사
-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제공

-

- 북한 방위산업 인수 및 군수
관련 판매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국방 복합체인
조선연봉총회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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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재안

단체명

별칭

- Choso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Operation Company
(Korea International - Chosu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Operation Company
-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16.11.30

1718호
8(d)

지정 근거

-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
- 북한 방위산업 인수 및 군수
관련 판매 지원 전문

대동신용은행금융
(DCB Finance
Limited)

-

- 대동신용은행의 유령회사

조선태성무역회사
(Korea Taesong
Trading Company)

-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시리아와 거래
주관

조선대성무역총회사
(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

- Daesong Trading
- Daesong Trading
Company
- Korea Daesong Trading
Company(Corporation)

- 광물(금) 수출, 금속, 기계,
농산물, 인삼, 보석 및
경공업 제품을 통해 39호실
협력

-

- 인민무력성 산하
-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직·간접적인
판매·공급·이전·구매를 담당
- 관련 수익과 물품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

-

- 원자력공업성이
직·간접으로 소요, 통제

-

-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관련 단체로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

강봉무역회사
(Kangbong Trading
Corporation)

조선금산무역회사
(Korea Kumsan
1718호 Trading Corporation)
17.06.02
8(d)
고려은행
(Koryo Bank)

- 전략로케트군
(Strategic Rocket Force)
조선인민군전략군
- 모든 북한 탄도미사일
(Strategic Rocket Force
(Strategic Rocket
프로그램 관장, 특히
Command of KPA)
Force of the Korean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발사
- 전략군
People’s Army)
담당
(Strategic Force)
(Strategic Forces)

86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전략과 방안

날짜

제재안

단체명
조선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별칭

지정 근거

-

- 국유은행으로
조선광선은행에 핵심 재정
지원

조선민족보험총회사
- Korea Foreign Insurance - 39호실과 연계된 금융, 보험
(Korean National
Company
회사
Insurance Company)
- 대성신용개발은행
(Daesong Credit
1718호
고려신용개발은행
17.08.05
- 북한 경제에서 금융
Development Bank)
8(d)
(Koryo Credit
서비스업 운영
- 고려글로벌신용은행
Development Bank)
(Koryo Global Credit Bank)
(Koryo Global Trust Bank)

17.09.11

1718호
8(d)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
- 만수대창작사
(Mansudae Overseas
(Mansudae Art Studio)
Project Group of
Companies)

- 동상 및 유적을 포함한 건설
관련 활동을 위해 다른
국가로 북한 주민을
파견하는 것에 관여, 장여
또는 책임지고 있음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

- 북한군 정책, 명령, 통제
담당
- 국방위원회와 협조하여
국방 산업을 이끌고 있음

조직지도부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

- 북한 노동당의 가장 강력한
부서
- 노동당, 북한군, 행정부서의
핵심인물 임명 등

선전선동부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

- 언론통제
- 신문과 방송 검열 등

인민무력성
(Ministry of the
People’s Armed
Force)

-

- 북한인민군의 일반 행정 및
병참 지원을 관리

17.12.22

1718호
8(d)

18.03.30

장안해운기술유한공사 - 長安海連技術有限公司
1718호
(Chang An Shipping - CHANG AN SHIPPING
8(d)
& Technology)
AND TECHNOLOGY

- 북한 석탄을 적재한 파나마
국적 화물선 후아푸(HUA
FU)호의 소유회사

부록 / 87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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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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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선박회사
(Chonmyong
Shipping CO)

- CHON MYONG SHIPPING
COMPANY LIMITED

- 선박 간 유류 환적을 수행한
북한 선박 천명 1호의
소유회사

제일연유합작회사
(First Oil JV CO LTD)

-

-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관여한
북한 유조선 백마호의
소유회사

합장강선박회사
(Hapjanggang
Shipping CORP)

-

-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산 8호
및 합장강 6호의 소유회사

화신선무
홍콩유한공사
(Huaxin Shipping
Hongkong LTD)
킹리원 인터내셔널
(Kingly Won
International CO.,
LTD.)
18.03.30

1718호
8(d)

조선아침선박회사
(Korea Achim
Shipping CO)

- 華信船務(香港)有限公司

-

- 중국(대만) 국적 기업인 창
융 위안과 함께 북한과
제3국 간의 불법 석유
거래에 관여, 브로커 역을
수행한 회사

-

- 북한 유조선 유정 2호와
선박 간 유류 환적을 수행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의
등록된 소유회사

조선안산선박회사
- KOREA ANSAN SHPG
(Korea Ansan
COMPANY
Shipping Company)
조선명덕선박회사
(Korea Myongdok
Shipping CO)
조선삼정선박회사
(Korea Samjong
Shipping)

조선삼마선박회사
(Korea Samma
Shipping CO.)

- 북한 석탄 불법 거래에
연관된 홍콩 국적 선박
아시아브리지 1호의 선박
및 상업관리 회사

-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유조선 안산 1호의
소유회사

-

- 선박 간 유류 환적을 수행한
유평 5호의 소유회사

-

-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삼정 1호와 삼정 2호의
소유회사

-

- 선박 간 유류 환적을
수행하며 문서를 조작해
불법으로 중유를 거래한
북한 유조선 삼마 2호의
소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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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간 유류 환적을 수행한
북한 선박 유정 2호의
소유회사

KOTI CORP

-

- 북한 국적의 금운산 3호에
선박 간 유류 환적을 수행한
파나마 국적 선박 KOTI호의
선박 및 상업관리 회사

묘향선박회사
(Myohyang Shipping
CO)

-

-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유조선 유선호의 관리회사

백마선박회사
(Paekma Shipping
CO)

- Care of First Oil JV Co Ltd

-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관여한
북한 유조선 백마호의
소유회사

평천선박해양무역회사
- PHYONGCHON SHIPPING
(Phyongchon
AND MARINE
Shipping & Marine)

-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유조선 지성 6호를 비롯한
지성 8호, 우리스타호의
소유회사

조선유정선박회사
(Korea Yujong
Shipping CO LTD)

18.03.30

1718호
8(d)

프로-게인 그룹
코퍼레이션
(Pro-Gain Group
Corporation)
상하이 둥펑 해운
(Shanghai Dongfeng
Shipping CO LTD)
션종 국제 해운
(Shen Zhong
International
Shipping)
웨이하이 세계 해운
(Weihai
World-Shipping
Freight)
역퉁 에너지
(Yuk Tung Energy
PTE LTD)

-

- 불법 석탄 거래에 관여한 창
융 위안의 회사

-

-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수출용 북한 석탄을 선적한
선박 둥펑 6호의 소유회사

- 沈忠國際海運有限公司

- 북한 석탄을 선적한
세인트키츠네비스 국적의
하오판 2호 및 하오판 6호의
선박 및 상업관리 회사

-

- 북한 석탄을 선적한 후
예정된 항로를 변경해
말레이시아 클랑항으로
향한 신광하이호의 선박 및
상업관리 회사

-

- 선박 간 정제유 환적을
수행한 역퉁호의 선박 및
상업관리 회사

자료: 1718 Sanctions Committee, the United Nations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재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