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Policy References 17-04

17-04

연구자료

17-04

LIM Sooho, KIM Junyoung, PARK Jongsang, AN Guo-Shan,
and PIAO Yi-Feng

정가 7,000원

박종상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김준영
·
박일봉
·

ISBN 9
 78-89-322-2439-8
978-89-322-2064-2(세트)

임수호
안국산

한국은 지경학적 관점에서 연변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변은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對)중국 진출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에 위치해 있어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과 신북방전략 추진에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북한 후방에 위치하여 한국의 창조적 대(對)북 관여(engagement)전략 실행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 및 현황, 한국과 연변의 그간 경제협력과 장애요인, 한국 및 연변 기관·
기업의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변에 대한 한국의 성과와 단기·중장기 경제협력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and
Development Plans

임수호·김준영·박종상·안국산·박일봉

연 구 자 료
1 7 - 0 4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임수호ㆍ김준영ㆍ박종상ㆍ안국산ㆍ박일봉

연구자료 17-04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인 쇄
발 행
발행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팩 스
인쇄처

2017년 9월 6일
2017년 9월 12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044) 414-1178, 1179
044) 414-1144
북마을 T. 042-632-3134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000원
정가
ISBN 978-89-322-2439-8 94320
978-89-322-2064-2 (세트)

국문요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
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
으며,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이자 백두산을 품고 있는, 한
반도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연변이 갖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우선, 뉴노멀 시대에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
(對)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변은 중요한 테스트 베드이
자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변은 북한, 러시아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중
국대륙 및 동북아, 유라시아 진입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의 북방전략
추진에서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후방에 위치해 있어 한국
의 창조적 대북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연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
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과정과 장애요인, 한국 기업의
그간의 대연변 비즈니스 평가, 연변 기관ㆍ기업의 대한국 협력수요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법률적ㆍ
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가치를 한층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
층적인 연구를 위해 중국 동북의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연구진과 연변의 고
등교육기관인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변의 경제발전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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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 GDP 성장률 연 9.5%를 달성하며 비교적 빠른 속
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 사실 신중국 설립 이후 동북 연해지역이 중국의
핵심 공업화학기지 역할을 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연변지역은
동북에서도 변방에 있어 경제가 낙후된 편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한국의 백두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연변은 서비
스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관광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주도 발전 방식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연변의 경제
발전에는 무역, 투자, 연변주(州) 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 등 중국
고유의 경제발전 방식 역시 함께 작동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해외송금이 2000년대 이후 연변의 경제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
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 연변의 주도(州都)인 연길이 중국 내 손꼽히는 상위
소비도시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연변주 정부는 연변의 13
차 5개년 계획, 창지투 전략, 연룡도신구 및 일대일로 구상 등 신규 계획과 전
략을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과의 교류
가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과정에 연변 역시 직간접적으
로 연동되어 경기변동이 이어진 측면이 있고, 부침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
로 연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 한국의 대연변 투자,
한국 거주 조선족 가족의 해외(고향)송금, 한국으로부터 습득한 선진 비즈니스
문화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2015년 말 한
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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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 비해 연변의 경제발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연구는 이를 탐구하기 위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
가를 대상으로 그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성과와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연
변의 관계기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국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연변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연변주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한국에 주는 혜
택이라든가 선호도가 낮아져 대연변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토로하였
다. 또한 민족적 동질감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업파트너 역시 신뢰관계가 상
당히 퇴색하여 기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한반도 통
일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연변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반면 연변 기관, 지역 기업의 경우, 한국을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여전히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 투자의 용이성, 선진적인 비즈니스
문화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 유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호
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연변이 추진 중인 각종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 연구는 한국과 연변의 협력 발전방안을 거시 전략
과 세부 정책으로 구분하여 강구해보았다. 거시 전략의 경우, 첫째로 한국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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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간다. 둘째로 연변을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셋째로 연변을 창조
적 대북 관여 전략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3대 전략을 토대로 6개의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은 한국의 대연변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
면서 상호 윈-윈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수산업, 관광업, 요식업 분야의
한국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연변의 각 관련기관에 연구진을 파견하여 구체적
인 사업을 발굴, 실행할 수 있는 인적교류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
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상품을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관광업의 경우, 연변을 기점으로 하는 유라시아 관광로드
등을 구상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될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트, 두만강 국제관광지대 구축 및 북한 관광을 포함한 한
반도 동해 관광권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 내 공동연구 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점검하고, 공략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곳으로 중국 한어와 한국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연변은 매력적인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공동 연구센터 및 인재 트레이닝 시
스템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농수산업 관련 한반도 동해를 비롯한 향후
북방항로 등을 연구하는 기지로서 연변 훈춘에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해볼
수 있다.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북한 개발을 위해 인력 자원을 양성하는 트레이
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 단계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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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고려해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연변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화룡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롯해 향후 구축될 연룡도신구 등에 한중 FTA 시범구 등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양자적인 협력의 요람에서 장기적으로
는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현 두만강 국제협
력 거버넌스가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연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부각하는 방안을 지원
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정책방향은 단계적인 금융협력과 사회문화 소통 강
화를 통해 전체 경제협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
론 중국 지방의 금융부실화 문제가 심각하기에 한국 정책성 금융기구에서는 타
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업,
요식업, 호텔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동북
아 및 유라시아 북방 전략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연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소통은 연변 내에 한국문화원 등을
설치하여 한국과 연변의 상호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7년은 한국이 급속히 발전한 중국경제에 대
한 새로운 접근법을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변은 한국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
의 개방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하는 훌륭한 장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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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변은
신경제지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중국대륙,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
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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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
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1) 연변
은 연길시(延吉市), 도문시(图们市), 돈화시(敦化市), 용정시(龙井市), 훈춘시
(珲春市), 화룡시(和龙市)와 왕청현(汪清县), 안도현(安图县) 등 6개 시(市), 2
개 현(县)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내 유일한 자치주 형태의 조선족 집단 거주
지역이다. 연변은 공식 언어로 중국 한어(汉语)와 조선어(朝鲜语) 2개를 지정
하여 이를 병기하고 있을 정도로 한반도와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깊다.
과거 연변은 청나라의 봉금지역인 만주지역의 일부였다. 19세기 중ㆍ후반부
터 두만강을 넘어온 조선 유민이 개척하면서 간도지역이라고도 지칭하였다. 유
민 다수가 한반도의 동북부, 즉 현재 함경도지역 출신으로서 아직도 연변 조선
족 중 다수가 함경도지역의 친인척과 교류하고 있다. 20세기 초ㆍ중반에는 항
일독립운동의 요람으로서 많은 독립투사가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 당시 수세에 몰렸을 때 이 전세를 극복하는 데
연변 조선족이 많은 기여를 했고, 이러한 기여를 토대로 신중국 건국 이후 소수
민족인 조선족이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치주(自治州)’ 형태로 정
립되었다.
그러나 연변은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머물러 있었다. 핵심

1) 이 연구에서는 연변의 공식어인 조선어로 지명을 표기하도록 한다. 즉 중국어 간체자 발음이 아닌 한자
독음 그대로 읽는 한국어 기준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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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연변이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변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1978년에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한 이후 중국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에 박차를 가했으나, 해양으로의 출로가 가로막혀 있는 연변과는 거리가 먼 이
야기였다. 또한 1960~70년대 중국의 중요 중화학공업 기지였던 동북지역 역
시 노후화된 공업기지를 구조 조정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하긴 하였으나, 이 정
책도 대규모 중공업이 부재한 연변과 관련성이 적다. 아울러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소수민족 자치주인 연변의 대한반도 경제교류가 쉬이 허용되기도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부의 주도로 적극적인 대외개방형 대외경
제 전략을 추진하면서 연변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진전되고 있다. 지린성 창춘지린-두만강에서 북한 동해와 러시아 극동을 통한 아태지역으로의 해양 출로
를 확보하는 창지투 전략과,2) 일대일로 구상에서 동북아 각국의 상호연계성
(互联互通, 후롄후통) 강화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연변의 지경학적 중요성이 한
층 부각되고 있다.3) 한국은 이러한 대외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기
조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조선족(중국동포)은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층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은 한중 경제
협력사(史)에서 이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의 풍
부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우수한 기술 등 생산요소상의 이점을 기반으로 한
국 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중국 국

2) 공식 명칭은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계획요강(中国图们江区域合
作开发规划要刚-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련의 주변국가에 정상방문을 하면서 중국과 주변 국
가를 경제적ㆍ사회문화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제시한 대전략으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아
시아,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는 ‘일대(一带)’의 ‘육
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일로(一路)’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2015년 3월, 중
국정부가 일대일로 전략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되었다.
2017년 5월 15~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회 일대일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향후 중장기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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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면서도 한국어와 유사한 조선어를 구사하고,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기반으
로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출에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 국내에서는 한국인의 저임금 단순노동 업무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노동 공백을 조선족을 필두로 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다. 향후 한
중 경제협력이 다면적으로 변화ㆍ발전되면서 조선족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변을 단순히 특수한 사회문화적 성격을 갖는 중국의 작은 지역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경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그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 수단은 경제협력으로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경제가 뉴노멀 시기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경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성장이 둔화되
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수교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고수한 대중국경제협력 모
델 역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대중국경제협력 모델을 강구해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연변은 한국의 대중국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서 활
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한중 FTA가 체결된 가운데 연변주의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으로서 연변을 활용해볼 수 있다.
또한 일대일로와 한국의 한반도 북방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전략이 연계되는
구체적인 장으로서 연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한중 양국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융합을 중국 동북 3성
에서 꾀하기로 합의하였고,4)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러시아 극동의 자루비노 항
구 개발과 중국 연변 훈춘의 물류 사업을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연변은 한국의 대북한 관여(engagement)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할

4) 「韓中, 동북3성 중심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강화」(2016. 5. 27), http://www.yonhapnews.
co.kr/bulletin/2016/05/26/0200000000AKR20160526191500002.HTML?input=1195m(검
색일: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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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중 다수가 북한 내 주민과 인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조선족과 북한 주민 간에는 소통이 비교적 원만하게 지
속되어온 가운데 한국인의 대북 교류가 5·24 조치 등으로 단절된 이후, 남북한
을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도록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북한 주민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연변을 통해 외부 사회를 인식함에 따라 연변
은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을 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서
향후 보다 입체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요컨대 통일 과정에서 한반도 접경지역인 연변 주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장기적인 통일 준비 관점에서도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강화가 중
요하다.

2. 연구 내용
연구 목적은 한국의 대연변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필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ㆍ중장기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심층적
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수호 팀장과 김준
영 연구원이 연구를 총괄한 가운데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박종상 전문연
구원과 연변 내 고등교육연구기관인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안국
산 소장, 박일봉 객원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우선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 장애요인, 추진 과제 등 여
러 현안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연변경제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일련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주제별로 크게 3가지 범
주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연구 범주는 연변경제발전 현황과 이를 토대로 한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임채완 외(2012), 李鍾林(2002), 이장섭(2003), 윤승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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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门顺基(2011), 沈万根, 张立攀(2013)의 연구가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임채완
외(2012)는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을 비롯해 연변 조선족 기업의 발전 과정, 경
영활동 및 네트워크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어 우리 연구의 기초자료로 많
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李鍾林(2002)은 2000년대 초 연변경제 현황을 입체적
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경제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 연구 역시 연변경
제발전 과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깊이 참고하였다. 이장섭(2003)은 연변을
중심으로 한 중국 조선족 기업과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네트워크 상황을 설문
조사를 통해 세심하게 파악하였다. 이 연구방법론은 우리 연구에서도 부분적으
로 활용하였다. 윤승현(2008)은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연
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구, 통
상구(口岸), 대북 무역 등을 함께 소개하면서 연변주의 대외경제 관계를 집중
분석하였다. 西门顺基(2011)은 창지투 전략을 중심으로 한 연변의 전체 발전
전략을 소개하며, 전략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沈万根, 张立攀
(2013)은 연변경제 현황 및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우리 연구는 위 두 연구의 정책 제안 부분을 참고하였다.
두 번째 연구 범주는 연변의 대외무역 및 한중 FTA를 활용한 경제협력에 대
한 연구로서, 림금숙(2010), 박승헌(2001), 金美(2015), 张帆(2016)을 살펴볼
수 있다. 림금숙(2010)은 2000년대 연변 대외무역의 대무역 대상국, 수출입
상품구조, 무역 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하며 무역 활성화와 연관된 일련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였다. 박승헌(2001)은 1990년대 연변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북
한과 변경무역을 살펴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한 북중 무역 중심지인 단둥(丹
东)지역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연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张帆(2016)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金美(2015)가 농업분야에 초점을 기울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연구의 제3, 4장에서 이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세 번째 연구 범주는 연변이 소재한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관
련 연구이다. 배종렬(2009), 中共延边州委党校课题组(2007), 김천규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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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 배종렬(2009)은 두만강 유역의 중국 지린성 및 연
변, 북한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며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국제협력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中共延边州委党校课题组(2007)는 실제 두만강 유역에 소
재한 기관으로서 보다 실천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고, 특히 러시아 극동지
역과의 협력 과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천규 외(2014)는 두만강 유역
의 교통ㆍ물류 네트워크, 라선 국제복합산업단지, 두만강 국제관광지대, 국제
환경사업 등 국제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있어 우리 연구에 참
고하였다. 이 외에 물류, 관광 GTI 등 세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
연구는 크게 3개의 주요 내용과 1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는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연변
의 13·5 계획, 연룡도 등 지역개발 정책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연
변주의 경제협력 현황과 현재 연변주의 대한국경제협력 수요를 보다 면밀히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연변 간 경제협력 현황을 고
찰 및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부기관, 기업, 민간 단체, 개인 사업자 등 연
변을 대상으로 경제협력 활동을 전개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고,
협력의 성과와 장애요인을 도출해보았다. 제4장은 한국과 연변주의 단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5장은 제4장의 내용을 정리하여 로드맵으로 제시하였다.
부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1]에서는 법률적ㆍ역사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는 국내의 기존 연
구들이 비교적 연변의 경제 현황에 주안점을 둔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보다 역사
적ㆍ법률적 연관관계에 대한 규명을 토대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행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부록 2]에
는 연변에 진출한 한국계 대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사항을 수록하였다. 이 부분
은 제3장 1절에서 작성된 우리 기업의 경제협력 성과와 평가 부분에 대해 독자
들이 보다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보고 연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도
록 하기 위해 수록하였다. [부록 3]에는 제3장의 연변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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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샘플을 수록하였다.
이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상훈 부연구위원과 연변대 경제관리학
원의 림금숙 교수가 심의위원을 담당하였고, 외부 전문가 간담회로 연변대 윤
승현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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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현황

1.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북
위 41~44도, 동경 127~131도에 위치해 있고, 중국 동북지역 끝과 한반도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맞닿아 있다. 약칭 ‘연변주’ 혹은 ‘연변’이라고 하며, 중국의
30개 소수민족 자치주 중 하나이다.5) 연변 형성의 역사적 특성상 중국과 한반
도 양 지역의 경제ㆍ사회문화적 특징이 공존하며,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과거에서 미래까지 지속되는 현재진행형의 중요 과제이다.6)
연변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바, 사서에 따르면 2,000여 년 전 신석기 시
대부터 숙신(肅愼)족이 살았고, 신석기시대 유물이 현재도 발굴되고 있다.
근대에는 1930년대 일제가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 이후 일제는 연
변지역을 간도성(間島省)이라고 지정하였다. 일제는 ‘이선치화(以鮮治華)’(조선
인으로 중국을 다스린다는 뜻) 전략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조선인을 연
변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집단부락에 입주하도록 한 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반면 연변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에서 두만강을 건너 이주하여 항일 활
동 및 애국구국(愛國救國) 활동을 펼친 지역이기도 하다. 가령 청산리대첩, 일
송정, 윤동주 고택, 서전서숙(瑞甸書塾) 등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일제시대 항
일 활동의 고적(古跡)이 아직도 연변 곳곳에 남아 있다.
일제 패망 이후 일부 조선인이 두만강을 건너 한반도로 돌아가기는 하였으

5) 연변주의 일반 경제 및 자연환경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임채완 외(2012)를 참고하기 바람.
6) [부록]에는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의 함의에 대해 법률적ㆍ역사적 분석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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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 2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남아 연변을 비롯한 동북지역에 정착하였
고, 이후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조선족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중앙정부는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 내 항일투쟁, 국내전쟁 등에서 기여한 위훈과 업적을 인
정하여 1952년 9월 3일 연변지역에 연변조선족자치구(1955년 8월 30일 ‘연
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를 설립하고 조선족을 주체로 하는 민족자치제도를
실행하였다.
현재 연변 관내는 연길시(延吉市), 도문시(图们市), 돈화시(敦化市), 용정시
(龙井市), 훈춘시(珲春市), 화룡시(和龙市)와 왕청현(汪清县), 안도현(安图县) 등
6개 시(市), 2개 현(县)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인구는 약 213만 6,000명(2015년
기준)이고 지역 총면적은 43만 474㎢이다(그림 2-1 참고).
최근 연변 총인구는 감소 추세로 이 중 조선족인구가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조선족은 36.2%, 한족은 59.9%, 기타민족은 3.9%를 차
지하고 있다.7) 출국 및 남방지역 거주 등을 제외한 실제 거주 조선족 인구를 감
안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변의 호적등록 조선족 인구가 77만 3,200
명일 경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30만 명(한국 법무부 집계)가량의 조선
족을 제외하면 연변의 실거주 조선족 인구수는 47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연변은 중국 내 다른 자치주보다 GDP, 소비수준 등 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
으로 높은 편이다.8) 또한 연변대학은 중국 30여 개 자치주에 위치한 유일한 고
등교육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 반면 북한,
러시아 등과 접경을 맞닿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항시 존재하고 있
다. 더욱이 조선족의 모계가 되는 한반도가 바로 접해 있는 까닭에 다른 자치주
에 비해 한층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7) 延边州统计年鉴(2016), p. 3.
8) 중국의 민족구역자치 제도는 해당 지역의 규모에 따라 보통 3단계로 분류된다. 우선 지방행정 구역 분류
에 따라 1급 행정구역단위인 성(省)과 직할시급 지역인 자치구(自治區)가 있다. 그보다 작은 범위인 2급
행정단위는 자치주(自治州)인데, 성과 현 사이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또한 3급 행정단위인 현급 규모로
자치현(自治縣)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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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地)급 행정구역인 연변은 상위 성(省)급인 지린성(吉林省)에 소속되
어 있다. 지린성은 랴오닝성(辽宁省)과 헤이룽장성(黑龙江省)과 함께 동북 3성
으로서, 두 개 성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비록 연변은 동북 3성과 지린성 내
에서도 변방에 위치해 있어 선양, 창춘, 하얼빈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산업발달
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지린성의 동해로의 출해지역을 연결하는 교두보지역
으로서 발전 잠재성이 크다. 또한 한반도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
성을 잠재한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는 북한의 폐쇄적인 입장과 러시아 극
동의 수동성에 따라 그 역할을 거의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림 2-1. 연변주 지역 현황

주: 연길시(延吉市), 도문시(图们市), 돈화시(敦化市), 용정시(龙井市), 훈춘시(珲春市), 화룡시(和龙市)와 왕청현(汪清县),
안도현(安图县) 등 6개 시(市), 2개 현(县)에는 한글 기입함.
자료: 延边朝鲜族自治州经济技术合作局(201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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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발전 과정
중국 전체가 개혁개방에 착수함에 따라 연변경제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
다. 2015년 연변 GDP 규모는 858억 8,000만 위안으로 1980년 수준에 비해
약 32배 이상 증가하였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 이상 연평균 GDP
성장률 9.5%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연
변은 여전히 중국 대륙 내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등
2차 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채 단순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였기 때문
이다. 또한 연변을 비롯해 연변과 접해 있는 북한, 극동 러시아 등 인근지역의
대외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다. 아울러
중국 동부 연해지역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 비해 시장규모도 작고, 더 나
은 고용기회를 구하기 어려워 노동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장기적
인 경제발전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연변경제발전의 특징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을 보다 입
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연변경제발전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윤승현(2008)을 참고하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까지를 1단
계,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를 2단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를 3단계,
2000년 전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를 4단계, 2014년 전후 중국경제 전반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뉴노멀(新常态) 단계로 진입하면서 연변 역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현재 5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그림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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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변의 경제성장 추이
(단위: 억 위안[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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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延边州统计年鉴(1990~2015),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단계인 개혁개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연변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그림 2-2 참고). 연변에 비교적 풍부한
농산물, 약재, 광물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 원자재 공업과 채굴공업 및 원자
재공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당시 산업정책이 특정 산업 육
성을 위해 생산요소를 집약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수
요를 충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지역내수시장이 작아 공업기업 역시 소규
모 영세기업에 불과하였다(李鍾林 2002). 또한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에 따른 물가상승이 발생하고, 사재기 열풍이 불면서 재고의 축소와 단기적 생
산이 늘어난 측면 역시 1980년대 빠른 성장의 한 단면이었다(윤승현 2008).
한편 1980년대 대북 변경무역이 재개된 것 역시 눈여겨볼 점이다(그림 2-3
참고). 과거 1950년대부터 연변과 북한 함경북도, 양강도는 바터무역을 중심
으로 한 변경무역이 이루어졌으나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완전히 중단되었다.
1982년 북중 변경무역이 재개되면서 1982년 54만 달러에서 1989년에는
5,208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상승하였다.9) 당시 연변의 대북 수출품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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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1980~90년대 연변과 북한의 변경무역 수출입 동향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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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승헌(2001), pp. 60~61의 표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고기, 설탕, 음료 등 식품과 피혁, 피복 등 경공업 상품, 사진기 전화기 등 전자
제품과 소량의 기계 제품이었다. 즉, 연변의 대북 무역 활성화 추세 역시 연변
경제발전의 한 가지 특징이다.
2단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
하는 가운데 다시금 높은 경제성장을 보인 시기이다(그림 2-2 참고). 1980년
대 후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국내 천안문 사건 등 중앙 정치에서의 대규모
혼란을 비롯해 국외에서 냉전 해체 등 1990년대 초반 연변은 물론이고 중국경
제 전반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었다. 그러나 1992년 초 덩샤오핑의 남
순강화 이후 개혁개방이 재차 힘을 받으면서 중국 전반의 경제발전이 다시금
가속화되었고, 연변 역시 한층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발전에 재차 박차
를 가하였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의 백두산 관광이 확대되면서
관광업, 요식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9) 박승헌(2001)은 195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연변주의 대북 변경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음.
특히 1990년대 북중 변경무역의 교역상품구조, 당시 단둥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연변주의 대북 변경무
역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박승헌(2001), pp. 57~73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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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시기부터 3차 산업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연
변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 우선, 연변의 2차
산업이 여전히 원자재, 농업, 채굴 등 단순공업에 머무는 반면 기술집약적,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이 지연됨으로써 경제 전반의 낙후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관광업 및 요식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의 성장이 근본적
으로 대외환경에 취약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李鍾林 2002).
특히 한국의 IMF 위기 이후 관광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연변의 3차 산업
역시 큰 타격을 받았고, 연변경제의 침체기로 넘어가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1990년 중반까지 무역, 외자유치 등 대외경제 부문이 한층 성장하였다
(표 2-1 참고). 무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연간 무역증가율이 100%를 상회
하는 증가세를 보일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1993년 4억 6,770만 달러,
1994년 3억 8,345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수준을 보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중 대북 무역 비중이 각각 약 70%, 6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2-3과 표 2-1 비교 참고). 즉, 1990년 초반 연변과 북한 함경북도, 양강
도 등 북중 변경무역을 통해 연변경제발전에 상당 정도 기여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연변의 대북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변이 경제발전에 따라 북한이 중계무역을 통해 일본산, 한국산 중고제
품을 대거 연변에 수출하는 한편 수출의 경우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옥수수,
밀가루, 쌀 등 농산품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박승헌 2001).

표 2-1. 1990년대 연변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만 달러, %)

구분

1990

1991

무역총액

6,390

14,548 30,712 46,770 38,345 15,453 21,020 22,757 22,975 22,875

무역증가율

-

127.7

1992

111.1

1993

52.3

1994

-18.0

1995

-59.7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6), p. 2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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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36.0

1997

8.3

1998

1.0

1999

21.3

3단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연변의 경제발전이 침체기에 진입한 시기이
다(그림 2-2 참고). 동아시아 전반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연변 역시 예외가 아니
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ㆍ중반 3차 산업이 주도한 연변 경제성장
을 이끌었고, 서비스업 중 관광업, 요식업 등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외
환위기 이후 관광수요가 급감하면서 이들 산업 역시 타격을 크게 받게 되었다.
또한 관광업, 요식업 등 단순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서비스업 업그레이
드 과정이 지연되었다. 2차 산업이 농수산물, 원자재의 단순 가공을 위주로 한
제조업에 머무른 상태에서 3차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다가 외부충격으로
전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2차 산업 역시 발전이 정체되었다. 아울러 연변
경제성장의 후퇴와 함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외무역 역시 축소되었다.
다만 1990년대 전반을 거치면서 연변과 한반도 남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1990년대 연변의 발전이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3차 산업의 빠른 성장에 주동력이 있었다면, 서비
스업을 통해 획득한 민간자본이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활성화
로 연결되었고, 북한은 한국산, 중국산 중고제품의 통로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
다. 반면 1990년대 중ㆍ후반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
에 직면하면서 연변 역시 경제가 어려워졌고, 북한 역시 대규모 국내 경제난에
그나마 있었던 연변의 대북 수입이 급감하면서 통로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말
았다. 종합해보면, 한중 수교 이후 대한국 대외개방과 함께 대북 무역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연변은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반면 한국발 경제 충격이 연변에 악
영향을 끼치며 북한의 경제에도 한층 충격을 가하는 일종의 연변과 한반도 남
북한간의 긴밀한 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4단계는 연변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재차 경제발전을
달성한 시기이다(그림 2-2 참고). 이 기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 전반이 회복되는 동시에 중국 전체가 세계의 공장으로서 본격적으로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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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구가하면서, 연변경제발전 여건 역시 한층 개선되었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변의 대외무역액 역시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0년 약 3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무역총액이 2013년
약 26억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다(그림 2-4 참고). 특히 2000년대 중ㆍ후반
부터 대북 변경무역이 일반무역이나 가공무역에 비해 한층 활성화되었고, 한국
과의 교류도 빈번해지면서 이러한 연변의 대한반도 남북한 교역이 활발하게 진
행되며 대외무역 발전을 견인하였다(림금숙 2010).10)

그림 2-4. 2000년대 이후 연변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30
25
20
15
10
5
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수입

총 무역액

주: 2013년 이후 연변주 대외무역 통계에서 북한이 제외되어 있다는 평가가 상존함. 만약 대북 수출입총액을 합산한다면
(표 2-4 참고), 연변의 전체 대외무역 둔화 정도는 미세한 편임.11)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6), p. 2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 2000년대 주요 수출상품은 방직품, 농산품이었고, 수입상품은 북한 무산광산의 철광석이었다. 이 시
기 연변의 대외무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림금숙(2010)을 참고하기 바람.
11) 2013년 이후 연변의 대북한 수출입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단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어 단순한 북한이 배제된 원인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중국 내 경제구조조정, 국제적 환경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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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외무역이 연변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더욱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 전체와 연변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비
교해보면, 연변의 경우 중국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2004년 기준 중국 전
체 대비 연변의 대외무역의존도는 약 0.42, 그림 2-5 참고). 이러한 현상의 배
경에는 연변이 지리적으로 폐쇄되어 있어 규모가 큰 상품들이 거래될 수 있는
연해로의 접근이 어렵고, 교통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아 왕래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북한과의 변경무역, 한국과의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부가가치
가 낮은 원자재, 농산품 혹은 단순 노동집약적인 가공상품에 불과해 대외무역
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인이 크지 않다.

그림 2-5. 중국 전체와 연변의 무역의존도 비교
(단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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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외무역의존도
연변/중국=0.42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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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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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연변의 대외무역 의존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중국 전체의 대외무역 의존도

자료: 림금숙(2010), p. 115.

이러한 맥락에서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성장 요인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변의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으로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여러 정부 사업에 지속적으로 초과 투입되어왔다(그림 2-6 참고). 즉,
2000년대 지방정부인 연변정부가 재정지출을 초과 투입하여 연변 경제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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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대 중ㆍ후반부터 중앙정부
는 지린성을 비롯한 동북지역의 낙후성을 타파하고자 내륙에 둘러쌓여 있는 지
린성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계
획의 핵심은 지린성 동남단의 연변주와 동해를 연결하는 북한의 라진항, 청진
항이나 혹은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항, 자루비노항 등을 활용해서 차항
출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 각종 대형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여하는 것이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부 재원이 집중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연변정부의 재정 초과지출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12)
다만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 초과지출 경향은 연변에서만 발생한다기보다
는 중국 전역에서 나타난 현상이자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요 배경 중 하나
였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가령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8년 11월 중국 중앙정부는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보장성 주택건설, 농촌 인프라시설 건설 등 10가지 내용을 포함
한 총 투자액이 약 4조 위안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시기 연
변을 포함한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도 함께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연변
의 재정 초과지출 상황이 단순히 연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한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변 내 대형기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
해 재정 수입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재정적자를 야기하
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가령 연변의 세수수입 중 최대 납세 기업인 연길
담배공장의 경우 2연변 재정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현지조사 결
과 최근 4년간 매출액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장백산표 담
배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점유율 저하, 저부가가치, 담배업종에 대한 중앙정
부의 엄격한 통제 등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12) 중국 동북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과정에 대한 논의는 최장호 외(201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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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재정 수입 감소 현상을 방지하고자 최근 연변정부는 새로운
세원(稅源) 창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과 외부의 투자 유인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함에 따라 향
후 과도한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성장 방식이 과거보다 지양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또 다른 경제성장 요인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투자와 소비이다. 연변
의 고정자산투자 역시 2000년대 중ㆍ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서 경제성장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6 참고). 다만 투자의
연변 경제성장의 기여도는 데이터 미비로 인해 세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우나 연
변 내 2차 산업 비중이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금 3차 산업보다 커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어(그림 2-7 참고), 2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
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에 대형 제조업이 유치되거나 고부가가
치 산업의 입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2-6. 연변의 재정 수입과 지출 추이
(단위: 억 위안)
350
3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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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00
50
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재정지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재정수입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6), p. 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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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연변의 고정자산 투자 및 사회소비재 판매 총액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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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소비재 판매 총액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6), p. 6, p.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연변의 외국인 투자 유치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해온 추세이다(그림 2-8 참고). 연변의 외자 유치는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
홍콩 기업이 첫 외자기업으로서 8만 달러 계약자본을 연변에 투자한 이후
1992년까지 147건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1993년의 264건으로 정점을 기
록하였다.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2009년 이후 다시금 점진적으로 늘어
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투자 유치의 동향 변화 배경으로는 국제 경제환경, 연변
의 주요 투자국인 한국의 국내 경제여건 및 중국의 투자유치 관련정책과 관련
이 있었다.
윤승현(2008)은 1984년부터 2005년까지 대연변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추
이를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13) 현재까지로 기간을 확대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
기를 전후로 한 2006~10년을 조정기, 2011~15년을 2차 성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8 참고). 2015년 기준 연변에는 총 591개의 외자기업이 있으며,
외자이용 총액은 10억 9,374만 달러이다. 국가별로 한국계 기업이 396개로서
13) 연변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전 단계와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승현(2008), pp. 120~123 참고하
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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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일본계 49개, 미국계 40개, 홍콩계 37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표 2-5 참고).

그림 2-8. 대연변 외국인 투자 유치 변화 동향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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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기

성장기

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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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 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 4 15
19 19 19 19 19 19 19 19 19 2 0 20 20 2 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주: 윤승현(2008)은 1단계 준비기(1984~91년), 2단계 발전기(1992~96년), 3단계 침체기(1997~2000년), 4단계 성장기
(2001~05년)로 구분하였으나 우리 연구는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부터 현재까지를 발전시기로 판단함.
자료: 윤승현(2008); 延边州统计年鉴(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9. 연변의 산업 구성 변화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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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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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목해야 할 점은 2013년 기준 연변의 주도(洲道)인 연길시의 사회소
비재 판매총액이 195억 3,800만 위안을 달성해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인당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이 11.97% 증가한 3만 6,857위안
으로 전국 지(地), 구(區)급[성보다는 급(級)이 낮고, 현보다는 높은 행정지역,
가령 지린성 내 연변, 장춘시, 지린시, 쓰핑시 등] 이상 50개 주요 소비도시 중
9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연길시가 주요한 관광도시로서 요식업
을 포함한 중소형 서비스업이 발달되고 또한 조선족의 과감한 소비경향, 해외
노무송출 등으로 인한 해외송금과 같은 이전소득과 연관이 된다.
해외송금을 위주로 한 이전소득은 2000년대 전후로 연변 조선족의 젊은 노
동가능인구 중 다수가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디아
스포라 현상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이주의 핵심 배경은 한국에서 노동을 할 경우
더 큰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젊은 노동가능인구 중
다수가 연변을 떠났으나, 중장년층, 노약자 등은 그대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한 연변 조선족이 번 소득이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게 전달되면서 이들의 실질 소득이 증대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로 연결
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진이 유관 부문과의 인터뷰에 따르
면 매년 해외로부터 연변에 송금되는 외화규모는 비교적 큰 편이라고 할 수 있
다.14) 현재 한국 등지에 출국해 있는 연변 조선족의 규모(약 30만 명 정도)와
현지 근로수입(매월 한화 200만 원 정도)으로 추측할 경우, 연간 해외입금이
최소한 120억 위안에서 150억 위안 정도로 판단되며 2015년 연변 GDP 858
억 8,000만 위안과 비교해볼 경우 사뭇 큰 수치인 것이다(2015년 GDP 대비
약 14~17% 수준).15) 따라서 연변의 일인당 GDP가 지린성 하위권에 머물지
만 소비력은 전국적으로도 최상위권에 닿는 것도 이러한 인구사회적인 배경에
14) 연변대 연구진이 유관 부문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담당 기관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공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사안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15) 한국 이외에도 중국 내 타 지역을 비롯한 일본,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이전소득을 고려하면 그 수치
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한때 연변 GDP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의견 역시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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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16)
이런 점에서 연변의 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연변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 연변 가족에게 전달되는 소
득이 소비활동에 상당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소비가 연변경제발
전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림 2-7 참고), 이러한 형태의 소비 증대
는 연변경제발전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황
2010년대 초ㆍ중반 이후 중국 전반의 경제성장이 중저속 단계, 소위 뉴노멀
시기에 돌입하면서 연변 역시 동일한 단계에 진입하였다(그림 2-1 참고). 우선
2011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2011년 약 14% → 2015년 7%)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소비, 투자 역시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연변
정부의 지출 증가 폭은 오히려 커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2-5, 2-6 참고).
연변의 지역 총생산액 중 산업별 비중은 대략 1:5: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9 참고). 현재 산업구성에는 2000년대 중ㆍ후반까지 3차 산업의 비중
이 제일 컸으나, 2010년대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이를 역전하여 다시금 최대
16) 지린성 지역별 GDP 및 일인당 GDP 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2015년 GDP
순위
1
7
3
2
9
5
6
4
8

지역
창춘(长春)
랴오위안(辽源)
송위안(松原)
지린(吉林)
바이산(白山)
퉁화(通化)
연변(延边)
쓰핑(四平)
바이청(白城)

2014년 GDP
(억 위안)
5342.4
760.02
1740.02
2730.2
715.62
1070.68
900.78
1288.98
734.57

2015년 GDP
(억 위안)
5530.03
750.06
1680.26
2455.20
690.15
1034.45
886.06
1266.25
715.42

2011년 지역 인구
(만 명)
761.8
122.5
292.1
441.5
129.7
232.5
227.2
341.1
203.3

일인당 GDP
(위안)
72591.63
61229.39
57523.45
55610.42
53211.26
44492.47
38999.12
37122.54
35190.36

일인당 GDP
순위
1
2
3
4
5
6
7
8
9

자료: 排行榜(http://www.phbang.cn/city/154256.html, 최종검색일: 2017. 4. 21).
2006~10년 및 2012년은 연변의 GDP 증가율이 지린성 평균에 못 미치고, 2011년 및 2013~15년까
지 4년간 지린성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나 일인당 GDP는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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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배경에는 연변의 3차 산업 중 주 업종이었던
관광업이 2006년 1월 장백산관리위원회가 출범된 이후 운영 수익이 지린성 정
부에 직접 귀속됨에 따라 장백산 관련 관광업 생산총액 규모가 기존 연변 서비
스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17) 또한 동 시기 연변오동약업, 연길담배공장
등 대형 공업기업의 경영호전, 중소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동산개발시
장의 호황으로 인한 건설업이 급성장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아진 것 역시 전
체 산업 구성의 비중이 달라진 배경 중 하나이다.
현재 연변 2차 산업은 2014~15년 연변 (규모이상의) 공업기업도 2014년
461개 → 2015년 470개로 다소 증가하였고, 전체 공업 생산액은 2014년
1,264억 → 2015년 1,373억, 공업판매액 2014년 1,202억 → 2015년 1,333억
으로 증가하였다. 기업 수를 보면, 2014년 민영기업 202개(43.8%) → 2015년
208개(43.0%), 유한책임공사 2014년 177개(38.9) → 2015년 188개(40%),
외자투자기업으로 2014년 48개(10.4%) → 2015년 40개(8.5%)였다. 다만 10
년간 총체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모이상 기업 수, 기업 유형, 기업
규모, 업종별 기업 수 등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
국 노무송출 및 국내 남방지역 이주 등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로 1차 산업은
10년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 평균 10% 안팎에 머물러 있다(표 2-2 참고).

표 2-2. 2014~15년 연변 내 규모이상(規模以上) 공업기업
(단위: 개/만 위안)

구분

기업 유형

기업 수

공업총생산액

공업판매액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1

사영기업

202

208

3,975,661

4,688,295

3,895,324

4,583,909

2

유한책임공사

177

188

5,342,404

5,940,583

5,079,242

5,683,766

17) 장백산관리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백두산 관광 중 주요 수입원인 입장료, 셔틀버스 이용료 등이 기존
에 연변 재정 수입으로 귀속되었으나, 운영권 변동 이후 지린성 재정수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장백
산관광구 내 음식, 숙박 등 시설 등 부대시설 이용료 역시 지린성의 관광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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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구분

기업 유형

기업 수

공업총생산액

공업판매액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3

외자투자기업

48

40

2,184,566

2,063,446

2,129,720

2,020,847

4

구분유한공사

20

22

839,712

753,511

802,153

734,942

5

국유기업

8

6

171,130

158,215

168,223

160,830

4

4

105,088

124,052

104,715

123,952

집체기업

2

2

23,314

25,578

23,314

25,578

총계

461

470

6
7

홍콩, 마카오,
타이완 투자기업

12,641,875 13,753,680 12,202,691 13,333,824

주: 중국경제는 일반적으로 영업액 2,000만 위안(한화 33억 상당) 이상 기업을 규모이상(規模以上) 기업이라고 하는데, 규모
이상 기업은 생산, 판매, 영업수익 등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 기업현황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소형, 중형, 대형 기업
모두 포함함.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5, 20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만 3차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3
년을 기점으로 다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의 배경
에는 연변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3차 산업을 주축(支柱)산업으로 지정하고 지
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온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해외(주로 한국) 노무송출을
나갔던 연변 조선족이 귀향하여 창업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18)
관광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2-3 참고). 특히 연변을 방
문하는 관광객 수와 이에 따른 여행 수입이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장백산 관광구가 지린성으로 운영권이 귀속되어 재정수입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백두산 및 연변 두만강 관광 관련 전후방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행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관광업 총 수입은 268억 4,000만 위안(전
년대비 24.14% 상승)으로서 그중 외국관광객 수입은 17억 7,000만 위안(전년
대비 5.4% 상승)이고 국내관광객 수입은 250억 7,000만 위안(전년대비 25.7%
상승)으로 연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연변 사람들의 해외 여

18) 강동춘(2017. 5. 7), 「연변귀향창업공정심층추진회의 소집」, http://www.jlcxwb.com.cn/econ/content/2017-05/07/content_186675.htm?from=timeline&isappinstalled=0(검색일: 201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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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 수와 수입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나 연변을 방문하는 인원과 이에 따른
수익은 훨씬 큰 상황이다. 이는 백두산 관광을 활용한 연변 일대 관광 인프라가
한창 발전됨에 따라 국외 여행객의 연변 여행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변에 대한

표 2-3. 연변의 관광업 발전 추이
(단위: 만 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여행자 수 합계

490.1

607.6

724.1

858.1 1015.4 1167.7 1361.2 1595.7

해외여행자 수

27.4

30.7

37.6

45.0

54.2

58.2

62.8

65.4

증가폭

9.1

12.0

22.5

19.7

20.4

7.4

7.9

4.1

국내여행자 수

462.7

576.9

686.5

813.1

증가폭

24.8

24.7

19.0

18.4

18.2

15.4

17.0

17.9

관광수입 합계

50.6

66.6

84.8

109.1

138.2

172.8

216.2

268.4

해외여행 수입

5.0

6.0

7.7

9.7

11.7

14.2

16.8

17.7

증가폭

6.6

20.0

28.0

26.0

21.5

21.4

18.3

5.4

국내여행 수입

45.6

60.6

77.1

99.4

126.5

158.6

199.4

250.7

증가폭

35.7

32.9

27.2

29.0

27.2

25.4

25.7

25.7

961.3 1109.5 1298.4 1530.3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6), p. 24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국 내 이미지가 제고되고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점 역시 연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변 관광 활성화가 반드시 연변 관광산업의 고도화로 연결되고 있
지는 않다. 관광기업의 소형화, 관광 컨텐츠의 단일화, 저부가가치 등 번영하기
만 하고 발달하지 못한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가령 현재 다수의 중소 규모 연
변 관광업체가 한국의 대형 관광업체와 업무 협력을 맺고, 한국 업체는 연변 여
행상품에 대해 여행객을 모집하고, 연변업체는 실제 백두산을 비롯한 연변 일
대의 여행 가이드 및 일정 등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 구조에
서는 한국 대형 관광업체가 여행 상품 판매를 통한 많은 부분의 이익을 수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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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실제 연변 업체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따라서 현재
연변 관광업은 대개 구조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관광 대행업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현지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관
련 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역의 경우, 2010년대 초반에 비해 2013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3년 이후부터 연변의 대외무역 통계에서 북한을 기타 국가에 포
함하여 총액을 발표한다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두 가지 방법으로 연변
의 대북 무역액을 추정해보면, 우선 연변과 기타 국가와의 2014년 총무역액 7억
4,857만 달러(수출액 3억 9,888만 달러, 수입액 3억 4,969만 달러), 2015년
총무역액 7억 6,318만 달러(수출액 2억 9,438만 달러, 수입액 4억 7,180만
달러)로서, 기타 국가가 북한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경우 연변의 2015년 대북
무역액은 최대 7억 6,318만 달러까지로 볼 수 있다(그림 2-4 참고). 또 다른 방
법으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지린성의 대북 통계를 활용하여 연변의
대북 수출입 통계를 대략 유추해보는 방법으로 연변 전체 무역통계를 보정하는
것이다. 이정균 외(2016)는 연변에 위치한 7개 권하(圈河), 사타자(沙坨子), 도문
(图们), 개산둔(开山屯), 삼합(三合), 남평(南坪), 고성리(古城里) 통상구(口岸)를
통해 지린성 대북 무역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3~16년까지 지린성의 대북 무역을 토대로 한 연변의 대북무역 총액을 살
펴보면(표 2-4 참고), 연변의 제1교역 대상국이 여전히 북한임을 알 수 있다(표
2-4, 2-5 비교 참고). 가령 2015년 총수출입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경우,
북한을 제외한 교역 대상국 중 연변의 제1교역 대상국인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3억 8,596만 달러(2015년 기준)로 북한의 8억 376만 달러(2015년 기준)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종합하여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도 연변의 대북
무역은 과거보다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현재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북한 이외에도 연변은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선, 연변의 최대 수출입 국가는 러시아이다. 교역량이 가장 큰 이유는 훈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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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연변과 러시아 간의 변경무역이 활발한 무역거래로 나타나고 있으
며, 대부분이 원자재, 해산물 등이 교역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변과 한국과는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ㆍ확대되고 있으며, 연변주의 대한국 수출주요 상품
은 원자재에서 공산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표 2-4. 지린성의 대북 수출입 동향 및 연변의 대북 무역액 추정치
(단위: 만 달러)

구분

수출입 총액

수출

수입

연변 대북 무역액 추정치

2013

86,307

52,645

33,662

69,406

2014

118,893

75,598

43,295

95,114

2015

100,470

59,830

40,640

80,376

2016

105,583

67,746

37,837

84,664

주: 연변의 대북 수출입에 대한 최근 동향은 대외 비공개 자료임. 따라서 이정균 외(2016)의 보고에 근거하여 연변의 대북
무역을 지린성의 80% 수준으로 추정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지린성 대북통계(검색일: 2017. 4. 27).

표 2-5. 연변의 주요 무역국 수출입 동향
(단위: 만 달러)

구분

국가

1

러시아

2

수출입 총액

수출

수입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54,230 39,713 38,596

5,002 33,433 21,372

4,228

6,280 17,224

일본

19,550 18,438 12,809 18,360 17,203 10,757

1,190

1,235

2,052

3

한국

19,066 22,526 27,203 14,060 17,938 21,629

5,006

4,588

5,574

4

미국

17,513 13,890 14,616 15,864 11,925 12,312

1,653

1,965

2,304

5

이란

11,155

2,248

219 11,100

2,186

219

55

62

-

6

홍콩

6,553

1,962

421

6,553

1,962

421

-

-

-

7

말레이시아

5,501

2,497

844

5,460

2,474

844

41

23

-

8

싱가포르

5,031

3,350

325

4,604

3,278

325

427

72

-

9

독일

4,883

4,046

6,109

4,390

3,306

4,289

493

740

1,820

10

영국

4,257

2,116

1,602

4,254

2,113

1,602

3

3

-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3~15),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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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연변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린성의
창지투 전략, 일대일로 전략 등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연변의 투자 여건이 개
선되는 것이 그 배경이다. 또한 수산물, 원자재 가공업 등 단순 가공업에 활용
되는 원자재 조달 비용이나 가공을 위한 노동비용이 중국 여타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저렴한 까닭에 외자 유입의 유인이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관광업이
지속 발전하면서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기준 연변에는 외상투자기업이 총 517개가 있고, 2017년 5월
기준 총 투자액은 35억 500만 달러(누적 기준), 계약외자액은 23억 3,500만
달러이고 외상실제출자액은 17억 8,100만 달러(누적 기준)이다. 투자유형으
로는 외상독자기업 409개, 중외합자(合资)기업 94개, 중외합작(合作)기업 14
개로 연변주 외상투자기업 총수의 79.11%, 18.18%, 2.71%를 차지하고 있다.19)
다만 최근 5년간 외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2-6 참고), 외자프로젝트의 계약
건수의 증가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특기한 사실은 외자기업의 직접투자액
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소규모ㆍ소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외자기
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과거보다 규모가 큰 기업과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가 이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2-6. 연변의 12·5 계획 기간 외자기업 직접투자 동향
(단위: 건수, 만 달러)

구분

외자프로젝트 계약 건수

계약 외자 금액

외자기업 직접투자

2011년

51

24,447

10,112

2012년

34

1,348

12,234

2013년

34

1,048

13,616

2014년

38

23,279

15,302

2015년

20

8,205

17,023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2~16),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9) 연변대 관계자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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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에 대한 투자 주요국 경우, 연변에 투자한 국가와 지역은 총 22개이다.
그중 한국계 기업은 354개로서 연변 외상투자기업 총수의 68.47%를 차지하
며, 일본계 41개, 홍콩 35개, 미국 34개, 북한 12개, 러시아 11개, 대만 8개,
캐나다 4개, 기타 국가 및 지역 18개이다(2017년 5월 기준).20)
주요국의 계약 건수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34개국에서 564건의 투자계
약을 하였다. 계약 건수 중 한국 기업의 계약은 376건으로 외국 투자 건수의
66.6% 비중으로 가장 큰 투자파트너이다. 이 외에 일본 50건(약 9%), 미국 40건
(약 7%), 러시아 10건(약 1.8%)에 머물고 있다. 북한을 제외하고 연변과 교역
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이나, 러시아의 연변 투자 건수가 교역량 대비 미
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연변주의 산업발전을 돕는 산업
간 교류보다는 원자재가 연변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연변에 대한 투자 방식별로 살펴보면, 단독 투자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표 2-7 참고). 2015년 누적 기준 독자기업의 계약 건수가 441건
(78.2%)이고, 합자기업이 108건(19.14%), 합작기업이 19건(2.65%)이다. 연
변에 대한 단독 투자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배경에는 자본과 기술 투자의
독자적 구축으로 현지시장을 스스로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
본 원칙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역으로 현지기업과의 협
력은 자본투자나 기술투자보다는 현지의 유통 사업 등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시
사하기도 한다.
한편 산업 분류로 보면 외자기업의 연변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크
다. 제조업 이외 업종의 경우 숙박업, 도매업, 서비스업, 농/임/목축/어업 등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8 참고).21) 연변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20) 연변대 관계자 제공 자료.
21) 2017년 5월 기준 제조업기업이 216개로서 연변 외자기업 총수의 41.77%를 차지하고, 숙박 및 요식
업 기업이 60개, 도매 및 소매업기업이 59개, 소셜 서비스업기업이 47개, 정보전송 및 소프트웨어 서
비스기업이 46개, 농ㆍ임ㆍ목ㆍ어업 기업이 41개,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 기업이 10개, 문체오락업
기업이 8개, 교통창고저장업 기업이 6개, 건축업 기업이 6개, 전력 및 연료가스업 기업이 5개, 의료복
지업 기업이 3개, 교육업 기업이 2개, 광산채굴업 기업이 1개, 수리환경업 기업이 1개이다. 이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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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세는 제조업에서 숙박/요식, 도매, 사회서비스, 정보서비스 등의 산업
으로 확대되고 이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연변의 제조업
기반의 취약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조업일 경우 연관성 또
는 상호보완성으로 산업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연변은 제약업 이외에 마땅한 제
조업이 없다. 따라서 연변정부는 서비스업에 필요한 유형의 제품 생산을 위주
로 하는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함께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곧 서비스업-제조업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을 이상적
인 산업발전 모형으로 구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목할 흐름은 외자기업의 투자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 동남 연해 등 발달 지역의 중국 국내기업의 연변 진출 역시 점차 활발해지
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 기업의 연변 진출은 주로 훈춘을 창구로 하여 동북아
에서의 지리적 이점에 기초한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발전 잠재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분야도 러시아, 북한 관련 인프라 건설, 농수산물 가공업,
목재가공업, 의류 가공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 2-7. 대연변 외자기업 투자 동향(투자 방식별)
(단위: 건, 만 달러)

국가

계약 건수
2014

계약외자금액

2015

2014

2015

실제투자금액
2014

2015

독자기업

433

441

147,989

156,021

94,981

11,191

합자기업

106

108

46,508

46,681

33,957

33,957

합작기업

15

15

19,598

19,598

8,341

8,354

총계

554

564

214,095

222,300

137,279

53,502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5~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8]의 2015년까지 누적 데이터와는 사뭇 차이가 있는데, 연구진에서 자체 입수한 2017년 5월 누
적 기준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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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대연변 산업별 외자기업 투자 동향(산업 분류별)
(단위: 건, 만 달러)

산업 분류

계약 건수

계약외자금액

실제투자금액

2015

2015

2015

제조업

282

121,437

86,383

숙박/요식업

82

2,981

2,558

도매업

81

2,589

1,660

임대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42

11,127

4,451

금융업

32

-

-

주민 복리 및 수리 서비스업

27

705

732

정보서비스업

110

528

530

농/임/목축/어업

39

1,945

1,454

연구개발 서비스업

13

890

820

문화/오락업

9

7,983

4,165

교통/창고업

10

15,830

8,552

건축업

9

368

361

부동산업

5

3,999

3,596

채광업

7

3,939

3,914

위생/복리업

4

419

302

난방/전력

5

9,289

7,176

교육

1

8

8

수리/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1

2

2

759

184,039

126,664

총계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6), p. 23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연변의 각 시ㆍ현별 경제 현황을 해봄으로써 연변경제 현황을 보다 입
체적으로 이해해볼 여지가 있다. 연변 내 8개 자치현 중 연길시, 돈화시, 훈춘
시의 지역생산총액이 연변 지역 내 다른 시ㆍ현에 비해 월등히 높고, 3개 도시
의 지역생산총액 역시 연변 지역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10
참고). 다만 연변 내 각 자치현이 연변 자치주 내에서 각기 다른 기능이 집약적
으로 발휘되는 단계로 진입하기에는 각 현 경제상황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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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연변의 시ㆍ현별 GDP 및 1인당 GDP(2015년)
(단위: 만 위안[좌], 위안[우])
70,000

3,500,000
3,094,730

3,000,000

62,167

60,000

57,455

50,000

2,500,000
1,760,678

2,000,000

36,511

40,000

37,330
1,412,608

1,500,000

30,000

29,015
23,534

1,000,000
437,406

500,000
0

33,003

30,695

연길시

도문시

돈화시

훈춘시

용정시

GDP(좌)

20,000
664,733

556,015

389,718

682,493

10,000

화룡시

왕청현

안도현

0

1인당 GDP(우)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6), p. 3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1. 연변의 현ㆍ시별 산업 구성 현황(2015년)
(단위: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20
100
25.3

35.1

39

80

28.2

35.4

48.7

56.6

53.8

60

56.8

38.8

34.6

41.6

20
0

46.8

60.4

70.6

47.2

40

17.7

1.8

연길시

도문시

돈화시

훈춘시

용정시

17.8

11.4

12.5

4.1

4.2

화룡시

왕청현

11.6

안도현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6), p. 4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연변의 각 시ㆍ현 별 산업 비중을 살펴볼 경우, 각 시와 현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11 참고).22)
22) 최근 발전 현황은 연변주 정부 자료를 참고하였다. 자료: http://www.yanbian.gov.cn/tplt/x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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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의 경우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로서 연변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
의 각종 유형ㆍ무형 자원이 잘 구축되어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향후에도 연변의 중심도시로서 발전 전망이 밝은 편이다. 2, 3
차 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3차 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을 비롯해 교통, 금융, 교육 등 산업 역시 연변 타 지역
에 비해 발달한 편이다. 1인당 GDP 역시 연변주 내 상위권이고, 1인당 소비수
준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훈춘시는 창지투전략의 동해 출구로서 대외개방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
라 국내외 유명기업이 훈춘시의 독특한 지리적 이점과 미래 발전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1인당 GDP 역시
6만 2,167위안(2015년 기준)으로 연변 내 제일 큰 편이고, 2차 산업이 이미
70%를 넘어서면서 연변 내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성
장은 훈춘이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의 접경 지역으로서 삼국의 중소 규모 무역
을 통한 복장제조업, 해산물가공업 단순 제조업이 견인하고 있다. 핵심 배경은
훈춘 국제합작시범구(창지투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급 개발구) 등 정부의 적절
한 정책적인 지원이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3)
아울러 훈춘시의 경우 한국 속초시, 포항시, 제주시 등과 자매결연이 체결되
어 있어 한국과의 전방적인 사회문화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국제합작시범구에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러시아 보따리무
역상 및 관광객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등 소규모 도시임에도 동북아 국제도시로
서의 발전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돈화시는 연변주의 대지린성 관문으로서 교통요충지의 이점을 토대로 연변
의 풍부한 삼림자원에 의한 의약공업, 목재가공업 등에 비교적 강점을 갖고 있
다. 또한 지역 면적이 넓은 만큼 1차 산업인 재배업, 특산농업 등도 발전된 상
031611081743.jsp?infoid=49680(검색일: 2017. 6. 1).
23) 훈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장호 외(201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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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돈화시의 경우, 연변과 장춘을 통과하는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동북 지린 통화, 헤이룽장 무단장 등으로 연결되어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이다.
도문시 전체 GDP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계획경제 시대로부터 축적
된 공업 기반으로 2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다. 반면 벼 재배를 제외한
기타 농업생산이 취약하여 전반 1차 산업이 미비한 상황이다. 다만 도문시 내
조선공업원 등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업단지는 기대에 비해 발전이 더딘 편
이다. 아울러 북중 철도 통상구가 있기는 하나 북한 철도가 낙후된 까닭에 운송
량이 크지 않은 것 역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용정시는 연변 내에서 최저 GDP 지역으로서 산업 기반이 상당히 낙후되었
다. 연길시와 가까워 용정 내 대성학교, 윤동주 생가, 일송정 등 관광지 방문객
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관광 인프라가 취약하여 관광 수입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최근 도문시, 연길시와 함께 용정시도 각 지역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
된 연룡도신구의 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향후 관련 발전계획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도현은 백두산 관광의 필수 경유지로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상대적으
로 발달하였다. 백두산의 약수(鑛泉水) 채취 및 가공, 광물자원 가공 등 2차 산
업이 유입되고 있는 것 역시 최근 추세이다. 특히 이 지역에는 한국 기업인 농
심이 입주하여 수자원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백두산 자원을 활용한 한
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지역이다.
화룡시는 역내 비교적 풍부한 광물자원과 양주(釀酒)산업 등의 발달로 2차
산업이 비교적 우세한 상황이다. 2016년 화룡변경경제합작구가 승인을 받은
이후 중국 국내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북중 경협이 한층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화룡변경경제합작구가 중국 자본과 북
한 노동력이 결합된 임가공 위주의 산업을 주종으로 발전하겠으나, 중장기적으
로는 북한의 무산광산을 비롯한 천연자원을 가공하는 산업단지로 발전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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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 측에서 추진하는 백두산을 활용한 무봉국제관광특구
가 접해 있어 북중 접경지역 관광 역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왕청현은 연변 내 대표적인 농업 위주의 지역으로 현재 목이버섯 등 재배업
이 발달하였다. 역내 풍부한 임업자원, 광물자원 등으로 2차 산업 중심의 발전
이 예상되며, 연변의 대 헤이룽장과의 교통요충지로서 3차 산업 역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마케팅, 기술혁신 등 면에서 후진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러한 연변 지역경제는 중국 내 발달된 지역과 비교해볼 경우 아직 격
차가 큰 편이다. 또한 현재의 경제발전이 단순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어 장기
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만약 경제발전을 위한 기
초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향후 연변경제의 발전모델 전환, 산업구조 개선 역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향후 추진정책
가. 13·5 계획
연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延边朝鲜自治州国民经济和
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 이하 13·5 계획)이 2016~20년 기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011~15년 기간에 진행된 12·5 계획을 기존 계획과 간략하게
비교해보면(표 2-9 참고), 2015년 연변의 지역생산총액이 886억 1,000만 위
안으로 기존 12·5 계획 목표였던 1,050억 위안에는 못 미치나 계획 기간 내 연
평균 9.8%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은 2만 1,734위
안(2015년 기준)으로 연평균 7.8% 성장,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은 8,960위안
(2015년 기준)으로 연평균 11% 성장하였다. 계획 5년간 누적된 고정자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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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연변 12·5 계획 기간 주요지표 달성 수준
주요 경제지표

기존 계획 목표

2015년 달성 수준

1,050

886.1

4.8

4.1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위안)

26,100

21,734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위안)

8,800

8,965

*

2,985

3,400*

재정수입(억 위안)

184

161.2

공업증가액(억 위안)

480

404.8

사회소비품판매총액(억 위안)

495

481.3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억 달러)

35

20.4

GDP대비 연구개발(R&D) 비용 점유율(%)

2

2

6:51:43

8.5:49.9:41.6

GDP 대비 민영경제 점유율(%)

55

50.6

도시화율(상주인구, %)

72

72

지역생산총액(총 GDP)(억 위안)
1인당 평균 생산총액(만 위안)

*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산업 비중(%)

주: * 고정자산투자는 최근 5년 누적액 기준.
자료: 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政府(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액은 총 3,400억 위안으로 기존 목표치인 2,98 5억 위안의 약 14% 이상을 초과
달성하였다.
한편 12·5 계획 기간 동안 경제발전 방식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대외개방,
도시화, 인프라 등 경제사회 여건 역시 한층 개선되었다. 연변 내 인삼, 광천수
등 중대형 산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금속, 임업, 의약, 식품 등 8대 대형 산업
기지를 구축하는 작업이 지속되었고, 민영 경제 역시 기존 계획 목표에 못 미치
나 과거에 비해 한층 확대되었다.
창지투 계획에 따라 대외개방이 보다 진전되었다. 가령 훈춘 국제합작시범
구가 정식 비준을 받고 운영에 착수하는 한편 접경지역의 통상구 인프라가 지
속 정비되었다. 또한 연길 경제개발구가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로 승격하
고, 화룡변경경제합작구가 승인되고, 연길개발개방시범구가 국가 계획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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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입되는 등 이후 12·5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13·5 계획 기간에는 한층 대
외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2·5 계획 기간 도시화율 72%를 달성하였고, 연길시와 이도백화 지
역, 훈춘 등이 국가 우수 중소도시로 선발되는 등 도시화 역시 진전이 이루어졌
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장춘-훈춘 구간의 고속철도가 완공되어 운
영되고 있다. 연변 내 고속도로 정비를 비롯한 수리시설, 공항 등 경제성 인프
라 역시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과거 성과를 토대로 13·5 계획은 진일보한 경제사회발전 구상하에 가이드
라인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체 가이드라인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의 마련, 녹색발전으로의 전환, 지속적인 개혁개방 추진, 민생 우
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 맥락에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창지투 전략,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룡 국가급변경경제합작구, 연길(창바이)
중점 개발개방시범구 설치 등 대외개방 및 대외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
정이다.
세부 목표는 우선 경제발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표 2-10 참고). 우선, 2020년 연변 지역생산총액은 1270억 위안, 연 GDP 성
장률은 7%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수입과 GDP의 일정
한 수준에서 동일한 정도로 늘리고,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의 연 평균증가율을
9%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 역시 한층 내실의 꾀하고자
하고 있다. 13·5 계획 기간 동안 1, 2, 3차 산업의 비중을 7:48:45 조정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중소 규모 이상의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을 30%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기 위하여 부가가치를 한층 제고하고, GDP 대비 민영경제 비중을 5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13·5 계획에서 환경친화적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특징
중 하나이다. 2020년 연변 지역생산총액 1만 위안당 에너지 소비율을 2015년
대비 14% 낮추고, 수질과 대기질을 한층 개선해갈 것이다. 또한 경작지 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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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4만 6,000헥타르, 삼림피복률은 81%로 조정하고, GDP의 2.5%를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하고 투입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일반 주민
의 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이다. 2020년 주민의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3만 5,200위안, 연평균 10.5% 이상 성장률을 유
지하며,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 1만 5,600위안으로 향상하고, 연평균 10.5%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신규 고용 인원을 약
21만 명으로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에서는 상호연계성(互联互通, 후롄후통) 강화를 13·5 계획
의 중대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변경경제합작구 한층
박차를 가하며, 다각도의 개방을 추진하여 대외수출입 총액을 41억 달러, 연평
균 증가율 15% 이상을 유지하며, 통상구 화물 통과량을 1,000만 톤 이상 확대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10. 13·5 계획의 경제분야 주요 목표
지표

2015년

2020년 목표

연평균 증가율

지역생산총액(총 GDP)(억 위안)

858.8

1,270

7% 이상

지방 재정수입(억 위안)

93.3

129.6

7%

11.4

12

-

GDP 대비 R&D 비용 점유율(%)

2

2.5

-

서비스업 대GDP 비중(%)

41

45

-

GDP 대비 민영경제 점유율(%)

50.6

55

-

호적인구 도시화율(%)

70.2

71

-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위안)

21,734

35,200

10.5%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위안)

8,965

15,600

10.5%

4.9

4

-

규모이상 공업 중 하이테크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

도시 신규 취업 인원(만 명)

자료: 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政府(2016), 『延边自治州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的通知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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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정부는 이러한 목표하에 13·5 계획 기간 동안 ‘988프로젝트’를 수립하
여, 이에 따라 세부 프로젝트를 계획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988프로젝
트는 9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8대 산업 클러스터 조성, 8대 개방플랫폼 건설
을 가리킨다. 이는 곧 13·5 계획의 모든 프로젝트를 포함한 종합 가이드라인이
기도 하다. [표 2-11]은 이들 중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제시하였다.

표 2-11. 연변의 13·5 계획 중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분야별
과학기술
창업플랫폼

세부 프로젝트
연변대학과학기술원 프로젝트 등 6개
연길시 중ㆍ한 소기업창업육성단지 등 10개

식품공업

연길시 와하하(娃哈哈)그룹 인삼 드링크제(음료) 프로젝트 등 16개

의약공업

돈화시 연변약업주식회사 이전ㆍ확장공사 프로젝트 등 20개

목제품 가공

훈춘시 바이산(佰山) 바닥재 및 목제품 가공 프로젝트 등 3개

에너지

용정시 오일가스 에너지탐사개발 프로젝트 등 10개

설비제조업

돈화시 3305공장 특종소방설비 프로젝트 등 12개

광산업

돈화시 다스허(大石河)몰리브덴 광산 프로젝트 등 12개

건축자재

연길시 신한(新韩) 장식자료유한회사 연 2000세트 주방가구 프로젝트 등 13개

방직복장

훈춘시 야거얼(雅戈尔)국제복장타운 프로젝트 등 5개

산업단지

연길시 한국전자공업단지 등 27개

현대물류업

연길국제공항종합물류단지 프로젝트 등 22개

전자상거래

연변동북아초국경전자상거래본부기지 프로젝트 등 11개

관광업
양로 및 의료

훈춘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프로젝트 등 43개
연길 한국현대정형미용병원 프로젝트 등 12개

문화산업

연길음악도시 프로젝트 등 8개

상업유통

연길시 강위안(港原)국제상업무역성 프로젝트 등 18개

현대농업

연길시 만무야채기지 프로젝트 등 20개

고효율농업
대외통로

화룡시 고효율기본농지건설 프로젝트 등 4개
중조국경다리 건설 프로젝트 등 26개

협력 플랫폼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프로젝트 등 13개

생태보호

연변주삼림생태계통건설 프로젝트 등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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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분야별
환경정비
에너지절약

세부 프로젝트
돈화시 광산환경복구정비 프로젝트 등 23개
훈춘시 중국공정원생물질기화청결에너지기술 시범 및 보급 프로젝트 등 8개

도시인프라건설

전주 각 현ㆍ시 지하종합파이프건설 프로젝트 등 32개

도시공공서비스

전주 각 현ㆍ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5개

교통

공항

연길공항 이전공사 프로젝트 등 4개

철도

창춘도문 철도 전기화 리폼 프로젝트 등 5개

도로

옌프(延蒲)고속도로 연길구간 등 7개

대외에너지협력
수력선설
보장성 주택건설

연길시 다탕(大唐) 열발전소 건설프로젝트 등 16개
연변주 수리시설정보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등 18개
연길시 주택 온난화 프로젝트 등 10개

의료 위생

동북아(훈춘)국제병원 건설 프로젝트 등 8개

민정사업

연길시 장ㆍ예식장 및 공동묘지 건설 프로젝트 등 3개

교육

전 주 노후학교 리폼 프로젝트 등 17개

문화

훈춘 문화유산, 자연보호구 프로젝트 등 22개

체육

연변주체육학교 훈련관 프로젝트 등 10개

자료: 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政府(2016), 『延边自治州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的通知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연변의 대외개방 전략: 창지투 전략 추진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
중국정부는 2009년 9월부터 지린성을 중심으로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
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계획요강(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
要刚-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 [이하 창지투(长吉图) 전략]을 수립하였
다. 이 전략은 창춘(长春)-지린(吉林)-도문(图们)강 일대를 연계해 이를 동북지
역, 나아가 동북아의 신흥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국 국가급 프로젝트로서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다.24) 기본 목표를 2020년까지 창지투 규모 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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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모를 2008년의 4배까지 확대하고, 이 지역의 국제협력과 개방 수준을 향
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부용, 임민경 2012).
특히 연변은 창지투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서 두만강유역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한 대외개방 선도 지역으로 부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西门顺基 2011). 이
에 따라 연변의 연길, 용정, 도문을 개방의 전초기지로 삼고, 국경도시인 훈춘
을 개방의 창구로 하는 구도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이러한 구도에 따라 구체적
으로는 “1개의 광역-8개의 구역-4개의 거점(一城八区四中心)”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1개의 광역(一城)은 연룡도 광역중심지역 연길(延吉)-용정(龙井)도문(图们)의 각 도시 앞 글자를 따서 지칭함, 이하 연룡도), 8개의 구역은 훈춘
국제합작시범구(珲春国际合作示范区), 연길전략성신흥산업시범구(延吉战略性
新兴示范区), 도문국제물류집산시범구(图们国际物流集散示范区), 왕청광물에
너지심화가공시범구(汪清能源矿产深加工产业示范区), 돈화신에너지시범구(敦
化新能源产业示范区), 용정현대생태농업화시범구(龙井现代生态农业化示范区),
용정수입자원가공시범구(龙井进口资源加工示范区), 안도초국경여행시범구(安
图跨境旅游示范区)로 구성되어 있었고, 동북아 역내의 국제물류, 가공제조, 비
즈니스 서비스 및 레저, 도시 등 4대 거점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
표로 설정하였다. 즉, 창지투 전략은 지린성 및 동북 3성의 상품, 인원 및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린성의 창춘-지린-도문 구간을 왕래하는 것에 착안하고 있다.
창지투의 연변에서의 구체적인 실현은 연변의 8개 산업 단지의 기능이 종합되
는 연룡도 광역중심지역(상세 내용은 후술함)을 통해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서
집적되어 최종적으로 러시아 극동, 북한 동해로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2017년 5월 기준)까지 창지투 전략은 대외개방 부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AN Guoshan(2016)은 창지투 전략을 국제물류통로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고속도로, 철도, 접경지역 통상구, 대외물류통
로, 대외항만투자 5개 분야에 대해 진행 과정을 점검하였다. 한편 최장호 외
24) 창지투 전략의 자세한 내용은 김부용, 임민경(2012)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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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는 중국 동북을 중심으로 북한, 러시아와의 초국경 인프라 건설 현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역시 창지투 전략 맥락에서 그 추진 성과를
판단해볼 수 있다. 이 두 연구를 토대로 연구진의 현지조사 결과, 창지투 전략
은 중국 연변 내 고속도로, 철도, 접경통상구 구축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달성
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2016년 말 기준 연변의 훈춘-도문-연길-안도-돈화 등에
서 창지투 구간의 끝인 창춘-지린성 바이청-네이멍구자치구의 울란호트로 연
결되는 훈춘-울란호트(G12) 고속도로의 종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연결되었다.
헤이룽장성 허강-연변 돈화시-랴오닝성 다롄시로 연결되는 횡 방향 고속도로
가 개통되었다. 현재 연변 내 8개 시ㆍ현이 전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연
길-화룡, 연길-따푸차이허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백두산까지 연결된 것이다.
철도는 2015년 9월 창춘-훈춘 고속철도가 연결되면서 연변의 배후지역이
동북 3성은 물론 잠재적으로는 중국 대륙으로의 인원들의 이동성이 대폭 개선
되었다. 동시에 훈춘-마하린노 철도가 연결되어 블라디보스토크항 등 러시아
극동항으로 상호연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연변 내 접경통상구는 북한과 접경에 권하통상구(圈河口岸), 남평통상구(南
坪口岸), 사타자통상구(沙坨子口岸), 도문 도로ㆍ철도 통상구(图们公路ㆍ铁路
口岸), 삼합통상구(三合口岸), 개산툰통상구(开山屯口岸), 고성리통상구(古城理
口岸)가 운영 중이고, 러시아 극동과 훈춘통상구(珲春口岸)가 있다. 특히 권하
통상구와 훈춘통상구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이들 통상구를 통
해 창지투 구간 상품, 인원 왕래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시설, 세관 관련 부속시
설 등을 추가 건설하고 있다(최장호 외 2016).25) 아울러 권하 통상구는 신두만
25) 2017년 4월 1일, 권하통상구 연합검사청사 및 부속시설 건설에 착수함. 기존의 연합검사청사는 2000
년에 건설되었는데, 시설이 낙후되고 설계가 불합리하여 비효율적이었음. 특히 2016년 10월 권하통
상구의 신두만강대교가 개통된 이후, 연합검사청사가 현 통관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신축 대상은 통
상구구역과 연장도구역 두 부분으로서, 부지면적 28만제곱미터, 건축면적 2.8만제곱미터, 총 2억
3,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임. 신규 통관지역은 관광객 검사통로, 화물 검사통로, 부속시설, 화물감독
관리 및 변경 주민 호시구역으로 구분되고, 통상구에서 국경다리까지 연결구간 550미터, 너비 23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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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교가 개통되어 향후 물동량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연
변의 소규모 통상구 역시 신축, 재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표 2-12 참고).26)

표 2-12. 연변조선족자치주 2014~30년 통상구 건설계획
신축/
재건축

착공
시기

화물통과능력
(만 톤/년)

훈춘시 춘화진 분수령

신축

2016년

20

훈춘시 영안진 솔만자촌

신축

2016년

100

컨베이어

용정시 백금현

신축

2015년

100

도로

용정시 삼합진

재건축

2015년

80

신축

2016년

80

재건축

2016년

30

통상구 명칭

유형

훈춘 분수령통상구

도로

훈춘 솔만자통상구

철도

용정 백금 화물전용통로
용정 삼합통상구
용정 개산툰통상구

철도
도로

위치

용정시 개산툰진

자료: AN Guoshan(2016), p. 6.

다만 창지투 전략의 최종적인 대외개방 관문인 중국 국경 밖 러시아 극동,
북한 동해의 항만 활용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극
동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은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한 상황이고, 자루비노항은
2011년 중국 측에서 2,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러시아 수마그룹과 6,000만 톤
급 다기능 항구 건설에 합의하였으나 실제 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북한 동
해 항구 역시 중국 훈춘 촹리그룹에서 라진항 장기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였으
나 1, 2호 부두 이외의 4~6호 부두는 개발조차 지연되고 있다. 청진항도 중국
도문시 하이화 그룹에서 임대 방식으로 3, 4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였으나 이

로서 양방향 4차선으로 설계될 예정이고, 이 구간에 권하를 건너는 50미티 길이의 입체교가 가설될 예
정임. 대상건설은 2018년 하반년까지 준공 완료하고, 200만 톤 물동량, 200만 명의 여객 이동을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임. 통관, 검사, 감독관리 등 수요뿐만 아니라 경제무역, 관광, 레저, 쇼핑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김영자(2017. 4.
6), http://www.jlcxwb.com.cn/dby/content/2017-04/06/content_185395.htm(검색일: 2017.
6. 1).
26) 통상구 신축, 재건축은 북한의 공동 승인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획과 달리 실제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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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지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극동 혹은 북한 동해의 대외개방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27) 그간
국가 중앙, 지린성 정부 및 연변주 정부가 추진하던 창지투 전략은 향후 일대일
로 전략이라는 더욱 넓은 범주의 대전략과 연동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창지투 전략은 기존에 수립될 계획을 계승하면서
도, 중국 대내적으로는 각 지역과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는 더욱 심화된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7대 주요 목표로 ① 6대 국제물류
통로 구축 ② 개방협력 플랫폼 구축 ③ 심화된 경제무역협력 추진 ④ 남향개방
추진 ⑤ 비교우위산업체계 구축 ⑥ 선행선시(先行先试, 우선 실행, 우선 시범
추진) 사업 독려 ⑦ 포괄적 국제교류협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표 2-13
참고). 특기할 정도 중국 국내 내자 유치에 대해서 과거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의 수평적 재배치 과정에서 가공무
역 등을 지린성 및 연변 두만강 유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27) 중국정부는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합동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을 위
한 청사진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이라는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대일로 구축을 위해 핵심 전략인 ‘상호연계성(互联互通, 후
롄호통)’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특정 주체, 지역, 프로젝트 간에 상호 네트워크 강화와 이를 위한 소통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중국은 이 상호연계성 강화 전략을 통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역내 각 주체 간
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네트워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상호연계성’은 5대 중점 부문, ① 정책
소통(政策沟通) ② 시설연결(设施联通) ③ 무역원활화(贸易畅通) ④ 자금융통(资金融通) ⑤ 민심상통
(民心相通)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 실현을 위해 6대 경제회랑을 핵심지역으
로 하여 전체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경제회랑(经济走廊, economic corridor)’은 사람과 물자, 자금
이 교류하는 핵심 통로(혹은 노선)를 가리키며 지역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 6대 경제회랑은 ①
중국-파키스탄 회랑 ②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 회랑 ③ 중국-몽골-러시아 회랑 ④ 중국-중앙
아시아-서아시아회랑 ⑤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건설 사업 ⑥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회랑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중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이 연변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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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13·5 계획 기간 창치투 전략의 주요 목표
주요 원칙 및 방향
∙ 13·5 계획 기간 지린성은 창지투 전략을 개방과 발전을 핵심 축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의 ‘일대
일로’ 전략에 연동촉진
∙ 접경 지역과 내륙, 동부와 남부의 개방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대외개방 확대
∙ 국내외 자원과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두만강 유역의 협력과 개발 추진
∙ 두만강 유역의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시범구와 중ㆍ몽ㆍ러 경제회랑
의 핵심 축으로 부상시킴
주요 목표

세부 내용
∙ 연변개방통로: 훈춘을 기점으로 러시아 자루비노항, 북한 라진항과 청진항을 빌려
동해 출로 확보
∙ 중ㆍ몽ㆍ러 경제회랑 구축: 훈춘을 시작으로 서쪽으로 장춘과 몽골 쵸바산을 경유
하여 러시아와 연결, 최종적으로 유럽으로의 회랑 구축

①
6대국제
물류통로
구축

∙ 내륙개방통로: 하얼빈-다롄 교통선을 축으로 장춘, 지린, 쓰핑에 내륙항을 건설하
고, 다롄항, 잉커우항으로 연결하여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환발해 경제권과 징진지
일체화와 접목
∙ 국제철로통로: 서쪽으로 장춘, 훈춘을 기점으로 만주리를 경유, 유럽과 연결하여
‘장춘-만주리-유럽’ 국제철도화물운수통로 구축
∙ 동남부개방통로: ‘동변도’를 축으로 통화, 백산을 ‘내륙항’을 건설하여 단동 항구와
연결
∙ 공중개방통로: 장춘 롱자 공항, 연길 공항의 전 세계 항로 구축(정기 항선과 전세기
항선 배치)
∙ 중점시범구 건설: 장춘신구, 훈춘국제합작시범구, 중신길림식품구, 장춘흥륭종합
보세구, 연길(장백)중점개방개발시험구 구축 촉진(장춘신구를 선두로 훈춘국제합

②
개방협력
플랫폼 구축

작시범구와 연길국가고신기술산업단지, 중한산업합작시범구 건설 촉진)
∙ 변경 및 초국경, 역외 경제합작구건설 추진: 훈춘, 화룡 변경합작구에 의거해 러시
아와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수출입가공 규모 확대 훈춘-자루
비노, 훈춘-류다도(북한 동북부의 작은 섬), 용정-회령 등 초국경 경제합작구 건설
및 역외 경제합작구 건설 추진
1. 국제전자상거래 발전 독려: 전자상거래산업단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장춘
시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신청, 장춘을 동북아 국제전자상거래 산업기지로

③
심화된
경제무역
협력 추진

건설
2. 대외 비즈니스 분야 발전 독려: 국제물류와 국제관광, 해외 프로젝트 도급 사업에
있어 인력 협력 촉진, 금융보험, 교육문화, 의료건강 등 서비스 산업 독려
3. 각 기업의 대러시아, 대북한 무역 독려: 대외기업을 유치해 지린성에서 변경무역과
호시무역 전개
4. 자동차와 열차 등 핵심 장비제조업의 대외진출을 독려하여 해외생산기지 구축 독
려: 삼림공업, 건재, 화공, 철강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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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계속
주요 목표
④
남향개방
추진

세부 내용
∙ 통화시를 지린성의 남쪽 출로로 개발: 통화시와 환발해 경제권, 징진지 일체화와의
접목을 적극 추진
∙ 선진 발달지역의 산업이 통화로의 이전 독려, 접경 및 내륙 개방 동시 추진
1. 선진장비제조업, 석유화학, 농산품가공 등 주축산업 구조조정 독려: 국내외 자원,

⑤
비교우위
산업체계
구축

시장을 활용,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산업기지, 고속열차산업기지 및 전략적 신흥
산업기지 건설 주력, 지역 특색 농산품브랜드 육성, 농업과학기술혁신 강화
2. 글로벌 기업 유치 노력 강화: 유럽, 미국, 일본,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및 국내
중점지역 대상, 세계 500대 기업과 다국적 및 중앙급 기업 투자 유치 강화
3. 중국 내 선진 발달지역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 정책을 활용하여 더욱 많은
가공무역기업의 대지린성 투자 유도

⑥
선행선시
사업 독려

⑦
포괄적 국제
교류협력

∙ 선행선시 사업(우선 실행, 우선 시범 추진) 독려, 공급 측 개혁을 적극 연구 및 효율
적인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통관작업 원활화
∙ 대러시아, 대북한 위안화 초국경 결제업무와 러시아 루불 시점을 포함한 금융혁신
측면에서 선행선시 사업 추진

∙ 주변국과 더욱 많은 분야와 범위의 교류와 왕래 독려
∙ 두만강 유역 과학기술과 교육, 인문, 환경보호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 중점 추진

자료: 「“13.5”기간 장길도전략의 사업구상과 중점과업은」(2016), 『길림신문』(8월 30일), http://www.jlcxwb.com.cn
/dby/content/2016-08/30/content_177595.htm, 검색일: 2017. 6. 1).

일대일로와 창지투 전략 추진 기조에서 최근 연변에서 특히 역점을 가하고
있는 사업은 연룡도신구 건설이다. 기존 창지투 전략을 통해 연변 내 훈춘 발전
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반면 그 배후지역인 연길-용정-도문 등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과거 수립하였던 연룡도신구 건설을 보다 본
격적으로 추진하여 장춘-지린과 훈춘-러시아 극동-북한 동해를 연결하는 중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제2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현황 • 59

다. 연룡도
2016년 12월 1일, 중국 지린성 정부는 연변의 「연룡도신구(지린 연룡도문
화관광구(吉林延龙图文化旅游区)) 설립에 관한 청시」를 승인하여 성(省)급 개
발구로 인정하였다. 성급 개발구의 경제관리 권한과 우대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공식 명칭을 ‘연룡도신구(지린 연룡도문화관광구)’ (이하 연룡도신구)로 하였다.
연룡도신구 건설에 관한 건의는 사실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지
역 간(주로 연길, 도문, 용정 3개 도시) 이익불균형,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존립
여부 등 원인으로 추진이 미루어져왔다. 가령 창지투 전략은 훈춘을 창구로, 연
길, 도문, 용정 등지를 전초기지로, 창춘, 지린 등을 배후부지로 하는 개발계획
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창춘, 지린의 배후부지 역할이 미흡하였고, 전초기지로
서 연길, 도문, 용정 등지의 경제규모 역시 작은 편이어서 창구인 훈춘에 대한
발전 동력 지원은 한계가 있었다. 가령 훈춘이 안정적으로 창지투 전략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반경 200킬로미터의 1차 배후부지 내에 최소 인구 규모 100만
명이 넘는 중형도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형도시의 기술력, 인력자원, 금융ㆍ
보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연변 내 최대 도시인 연길시 역시 인구가
50만 명 전후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변경제의 종합적 경쟁력 제고와 창지투 전략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연룡도신구 설립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연변 내 경제규모 및
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용정시와 도문시 일부를 연길시와 통합하여 연룡도신구
를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향후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르게 구비하고 있는 중형
도시로 육성하여 창지투 전략의 창구인 훈춘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신구 설
립의 주요 목표이다.28) 특히 연변 내 인구 부족으로 인해 자치주 존속 문제까
28) 신구의 기능 및 배치 목적은 신구를 연변의 녹색전환 발전의 인도구(绿色转型发展引领区), 창신발전
의 시범구(创新发展示范区), 고급서비스의 집결구(高端服务集聚区), 국제여가관광구(国际休闲度假
旅游区), 동북아국제협력을 향한 새로운 고지대(面向东北亚国际合作的新高地), 동북변경경제발전의
성장극(东北沿边经济发展的增长极),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일대일로’ 추진을 촉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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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두하는 가운데 지린성 및 연변주는 연룡도신구를 통해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한곳으로 종합하여 대형 도시로 부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개발 총 계획면적 265제곱킬로미터, 초기 단계 개발면적 100제곱킬로미터,
건설허가용지 면적 43제곱킬로미터이다. 연룡도신구는 현재 연길시, 용정시,
도문시 3개 도시를 걸치게 된다. 총체적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신구의 지형적 특징과 발전전략에 근거하여 ‘1산, 2하, 3익, 5단지(一山, 两河,
三翼, 五园区)’의 발전구도가 전반의 틀이다(표 2-14 참고). 현재 총 투자규모
가 450여 억 위안에 달하는 연룡도신구 초기단계에는 90여 개 세부 프로젝트
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2020년까지 기초 단계의 프로젝트들과 지역 건설을 완
료하여 동북아 역내 문화유산 관광지로 육성할 것이고, 또한 2030년에는 동북
아 연해 중심 도시로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29)

표 2-14. 연룡도 계획의 주요 내용
1산
(一山)
2하
(两河)

3익
(三翼)

5단지
(五园区)

구룡산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부르하통하와 해란강을 주축으로 순위별로 생태체험, 문화회랑, 민속전시, 특색음식, 농업
관광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산과 물이 잘 어울어진 경관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구룡산문화관광구를 핵심으로 도문시 월청진, 용정시 동성용진, 도문시 청차관 등 3개 방
향으로 확장 개발하여 편리하고 개방적인 산업, 문화, 생활이 일체화된 현대적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배치와 차별화된 발전 원칙에 따라 특색이 분명하고 시설이 완벽하며 서로 연결
되고 보완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단지, 건강산업단지, 생태농업관광단지, 공룡유적지공원
단지, 민속체험단지를 계획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자료: 연룡도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29) 延边投资促进网, http://www.investyanbian.gov.cn/kfqfc/whly/jlwh/(검색일: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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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연룡도신구 계획도

주: 범위는 동쪽으로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 서쪽으로 연길시 모아산 삼림작업장, 남쪽으로 용정시 동성용진 동성촌, 북쪽으로
도문시 장안진 용가촌까지 포함한다. 연룡도신구 지역, 연길시, 도문시, 용정시는 한글로 표기함.
자료: 延边投资促进网, http://www.investyanbian.gov.cn/kfqfc/whly/jlwh/(검색일: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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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과 장애요인
가.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한국과 연변의 교류협력은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과거 1970년대 후반부터 친척 방문을 계기로 민간에서의 교류협
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무역, 간접투자 등 본격적인 경제교류는 1990년대 초부
터 활발해졌다. 이장섭(2003)은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 기업의 연변 진출이
시작되어 2000년대 초까지 현대, 삼성, 대우 등 대기업을 비롯한 180여 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했다고 보고하였다. 제2장에서 연변의 경제발전 시기를 5단계
로 구분해보았듯이,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단계 역시 5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5단계는 1단계: 수교 전 진출 시기(1989~92), 2단계: 한중 수교와 양적
성장 시기(1992~96), 3단계: 한국 외환위기 시기(1997~99), 4단계: 연변경제
의 구조 전환 시기(2000~10), 5단계: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연변의 경제정책으
로(2011~17)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수교 전 진출 시기(1989~92): 한국 정부가 1988년부터 추진한 북방
정책과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정책이 서로 맞물려 양국의 무역이 늘어났고,
1987년부터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허용되면서 양국의 경제적인 교류협력
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미수교의 제한적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기업은 지리적
으로 가깝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대연변 투자를 시작하였다. 우선 한국 기업이
노동집약과 임가공 중심의 산업 분야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식민지 해방과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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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산업화된 한국 기업이 민족 동질성을 유지
하고 있는 연변으로의 경제교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단계: 한중 수교와 양적 성장 시기(1992~1996): 1992년 한중 양국의 수
교 후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연변 투자가 빠르게
증대하였다. 한국 유명 기업들의 연변 진출이 시작되었고, 산업투자가 점진적
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90년대 초 한국 삼양식품과 삼성전자가
각각 식품공장과 소형 텔레비전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하였고, 현대는 시베리아
산림 개발을 위해 1990년 9월에 500명의 조선족을 투입하였다. 또한 연변의
전략적 유치 품목인 섬유, 담배, 제지 등에도 한국의 많은 기업이 진출을 고려
하였다.30)
3단계: 한국 외환위기 시기(1997~99):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전
체적인 침체기에 빠지면서 한국 기업의 대연변 무역, 투자 역시 급격히 감소하
였다.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 감소가 연변 외자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
지는 등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적 연관성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4단계: 연변경제의 구조 전환 시기(2000~10): 한국이 경제 전반의 구조조
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역시 한층 발전한
시기이다.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대중국 투자 활성화 흐름과 함께 연변에 투자
하는 한국 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한국 기업이
연변을 찾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였다면, 이 시기부터는 연변정부가 한국 기
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연변이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 투자
유치활동에 착수함에 따라 연변 내 한국 기업을 위시한 전체 외자기업이 증가
하면서 연변 산업의 양적ㆍ질적 제고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시기는 한국과 연변경제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 시기로 평가
해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중국 조선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출입국 정책이
30) 다만 한중 수교 이래로 연변지역에서는 한국 기업가를 사칭한 사기행각도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역으
로 연변 현지 혹은 조선족에게 사기를 당한 한국 기업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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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면서 연변의 노동인력이 한국 노동시장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반면 연변
내 한국 외자기업에서는 조선족이 한족(漢族)으로 전환되는 노동시장 변화가
촉발되었다. 한국 등 해외 체류 중인 연변 조선족이 연변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
금이 연변경제발전에 중요 자산이 되었다.
5단계: 연변의 대외개방 적극 추진 시기(2011~17, 현재): 과거 연변의 대외
경제 전략은 중국 개혁개방의 큰 틀하에서 추진되어왔다. 다만 연변경제 규모
는 중국 내에서 미미한 수준이고, 연변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효과 역시 발전된
연해지역 도시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변의 대외
경제협력도 한계가 있고, 한국 기업의 연변 진출 이후에도 지역에 특화된 경제
적 강점이 드러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랴오닝성, 지린성, 흑룡강성 동북 3성과 변경지역의 경제발전
을 위한 동북진흥전략과 연변개발 개방 전략(국경을 따르는 발전 전략) 이 추진
되면서,31) 연변 역시 대외개방을 골자로 한 자체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중국 중앙정부가 일대일로(一带一路), 신동북진흥정
책(新东北振兴政策), 창지투 전략, 두만강개발전략 등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 기
업의 연변 투자 형태도 다소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과거 중소기업, 노동력 중심의 산업은 규모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연변 내수시장의 발전은 한국 기업의 고급화, 전문화 투자로 이어지면서 내수
시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기업이 연변의 내수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농심, 포스코, 광동제약과 같은 글로벌 기
업의 연변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1993년 연변의 외자기업 수는 전년도인 1992년에 362개

31)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연변지구개발개방계획(沿邊地區開發開放規劃) 2014~2020」을 발표하고, 변
경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변경지역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와 변경을 접하
고 있는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연변주, 지안, 창바이 등은 변경국과의 무역 강화를 위한 통상구 건설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변경지역 협력 건설로 확대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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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11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IMF가 발생한 1997년 한국 내 경제불황
으로 인해 연변 내 외자기업 수는 1996년도 1만 3,386개에서 9,453개로 급감
하였다. 따라서 연변의 한국계 외자기업 변화를 보면 1992년을 계기로 큰 폭을
증가했다가 1997년 시점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2001년부터 다시금 점차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으나 2011년부터 재차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누적 투자액32)은 9억 9,735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표 3-1 참고), 이 외에 홍콩이 1억 8,808만 달러, 일본이 1억
132만 달러, 미국이 6,328만 달러 순으로 실제외자가 투자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계약 건수로 5위를 차지하는 북한(2.3%)을 포함한다면, 대연변 투자의 한
반도 투자는 70%(계약건수 기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기업이 외자
기업의 대연변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측면을 시사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외자투자 기업 수와 생산액이 연변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0%를 넘고 있으나, 중화권 화교자본(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투자기업은
4개 사로 0.8%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지역 대도시의 해외자본 투자에 비해 상당
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변주의 계약 건수와 실투자금액의
60% 이상이 한국 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연변주의 내수경제의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있어 한국 기업의 투자가 외자 부문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중소 영세기업이고, 자금력과 기술력이 낮고,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 성격 역시 연변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33)
32)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계 개별 기업의 투자규모로 살펴볼 경우(2017년 5월 기준) 총 투
자액 2억 달러 이상 기업은 2개 사로 연변농심광천수유한회사와 길림한정인삼유한회사이다. 총 투자
액 1억 달러 이상 기업은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개발유한회사이고, 총 투자액 5,000만~1억 달
러인 기업은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구 쌍방울) 등 4개 사이다. 총 투자액 3,000만~5,000만 달러인
기업은 연변장백산인쇄유한회사 등 5개 사이며, 총 투자액 1,000만~3,000만 달러인 기업은 바이산
동북(연변)목업유한회사 등 22개 사이며, 총 투자액 500만~1,000만 달러인 기업은 연변CJ유한회사
등 14개사가 총 투자액 100만~500만 달러인 기업은 연변성보국제비즈니스빌딩유한회사 등 64개 사
이며, 총 투자액 1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연변고려호텔유한회사 등 405개 사가 있다.
33) 연변의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연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 조달 역시 쉽지 않은 점이 연변 기업들
의 주요 어려움으로 지목된다. 임채완 외(2012), p. 2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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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국의 대연변 투자 동향(누적 기준)
(단위: 건, 만 달러)

국가

계약 건수
2014

계약외자금액

2015

실투자금액

2014

2015

2014

2015

한국

369

376

105,487

108,830

85,089

99,735

일본

50

50

9,657

9,711

9,655

10,132

미국

39

38

6,425

6,478

6,328

6,328

홍콩

36

40

71,171

75,700

18,808

19,463

북한

14

13

480

480

391

391

러시아

10

10

559

559

189

189

타이완

8

9

3,060

3,270

4,133

4,745

호주

4

4

389

389

355

355

캐나다

7

6

2,070

2,070

422

422

말레이시아

3

3

583

583

70

70

주: 1) 누적건수, 누적액 기준임.
2) 총계는 국가별 대연변 투자 총액을 모두 합친 액수임. 총액은 주요국 투자 합계보다 큰 액수임.
자료: 延边州统计年鉴(2015~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연변 간 무역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표 2-5 참고). 연변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북한이고, 러시아에 이어 한
국은 제3대 파트너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현상은 연변의 대한국
수출이 수입에 비해 3~4배가량 많다는 점이다. 가령 2015년의 경우, 수출입
총액 2억 7,203만 달러에서 연변의 대한국 수출이 2억 1,629만 달러(약 80%
비중), 수입이 5,574만 달러(약 20% 비중)로, 이는 2015년 연변의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변 입장에서는 대한국 무역수지가 연변경제발전을 위
한 소비, 투자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한국의 대연변 투자, 한국으로부터의 송
금 등 이전소득수지를 함께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경상흑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한층 긴밀해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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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한중 FTA 발효 후 2016년 1~10월 기간 수출입 품목이 한층 다양
해졌고, 한국과 중국의 무역이 전체적으로 증대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규엽 2016). 이에 따라 연변의 한중 FTA를 활용한 대한국 무역의
경우,34) FTA 발효 이후 연변의 주요 수출품 중 대두분, 의류 중 일부 품목, 중
의약제, 목제품, 착즙기 및 탄화붕소, 유리제품 등 건축ㆍ화학공업 상품의 관세
가 즉시 면제되었다. 또한 발효 이후 5년 내에 광천수, 중의약제 중 일부 품목
과 목제품이 관세가 면제될 것이고, 대부분의 상품이 발효 이후 10~20년 내에
관세가 면제될 것이다. 다만 노란 콩(부분 품종), 밤고물, 송이버섯 등 일부 농
산물과 합성섬유 의류는 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표 3-2 참고). 연변
의 대한국 수입품목 중 관세가 즉시 면제되는 상품인 목재, 석탄, 철 및 기타 제
품 등은 원재료 상품이기는 하나, 연변의 대한국 주요 수입품이 식기도구, 소형
가전제품 등으로 대부분 제품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면제될 것이기에 수입의
경우 한중 FTA의 효과가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3-2. 연변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과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율 변동
(단위: %, 년)

주요 산업

농산품

품목

현행 관세율

관세 면제 소요 기간

비고

버섯균사

8

면세 제외 품목

-

송이버섯

30

면세 제외 품목

-

말린명주나물(厥莱干)

30

5년에 걸쳐 단계적 감세

5년후 현행
세율의 90%

노란 콩

487

면세 제외 품목

-

밤고물 및 과실

3

10

-

노란 마직풀

8

15

-

백출

8

15

-

식물 추출물

8

10

-

34) 张帆(2016)에 따르면 연변 현지 무역업체 중 150여 개 기업의 대한국 수출 성적이 양호한 편으로서 업
체들의 주요 수출입품을 중심으로 한중 FTA효과를 분석하였다. 张帆(2016), pp. 21~25 참고하여 저
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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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주요 산업

현행 관세율

관세 면제 소요 기간

비고

T 셔츠, 속옷

13

15

-

남성용 의류

13

15

-

합성섬유 남성용 바지

13

면세 제외 품목

-

남성용 방한 짧은 상의

13

면세 제외 품목

-

풀오버 니트, 조끼

13

10

-

남성용 면 바지

13

15

-

비합금 선철

0

즉시 면세

-

광천수

8

5

-

견과

45

20

-

기타 항목 식품

8

15

-

5.5

즉시 면세

-

탁솔(Taxol) 약품

8

즉시 면세

-

베이어 합판

8

15

-

가구 보드

8

즉시 면세

-

방직
원료

혼합용 면사

8

10

-

폴리에스테르 섬유

8

15

-

피혁

모피제품

16

10

-

전기
설비

과일용 과즙기

8

즉시 면세

-

80V 이상 접합용 전도체

0

즉시 면세

-

말린 생선

20

면세 제외 품목

-

냉동 게

14

20

-

의류

철강
식품
음료

화학
공업
목제품

수산물

품목

탄화붕소

자료: 张帆(2016), p. 23.

따라서 한중 FTA 이후 한국과 연변 간 무역은 단기적으로 관세가 즉시 완전
면제된 상품을 중심으로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는 하나 그 증가 폭은
크지 않고, 수입 증가액은 수출보다 더욱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체무
역액에 미치는 영향도 작은 편이고, 연변 전체에 파급하는 효과도 제한적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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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연변의 대한국 수출품목과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변과 한국의 무역 수준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변의 농산품 가공, 목제품, 의류 등 수출 가공품의 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그
러나 연변의 대한국 일부 방직품 품목(혹은 상품)방직품, 화학공업품, 비전기설
비 수출 관세율은 발효 5년 이후 10%에서 철폐된다. 조미김, 오징어 및 갑오징
어 등 수산물, 화학공업 상품 및 전자기기 설비 등이 10~20년 내 관세가 면제
됨으로써 연변의 대한국 수입 상품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
라 연변의 관련 산업들이 직면하는 경쟁 압력 역시 한층 심화될 것이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연변의 대응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
히 연변 입장에서는 한국의 투자를 촉진하고, 비교우위의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연변의 기민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
한데, 가령 연변의 대한국 수출입에 대한 외부충격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정
책이 필요하다. 또한 연변의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한중 연변산업원(단
지) 건설, 한중 경제무역 협력 및 한중 유관부문 간 교류 등 전반적인 교류협력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张帆 2016).
한중 FTA는 한국과 연변의 농수산품 교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연변을 한국의 농산품 교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대전략하에 한중 자유무
역시범구 설치, 연변 농산품 초국경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육성 방안 등을 고려
해볼 수 있다(金美 2015). 또한 연변 입장에서는 한국 농업기업의 연변 투자 유
치 촉진, 농산품 표준화 및 품질 업그레이드, 연변 대외경제무역 환경 정비 및
한중 융자 플랫폼 구축 등 한국 기업의 대연변 농업에 대한 투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교 초기부터 한국 기업과 연변 사이에 중요한 협력모델이었던 연변 내
임가공 산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만 협력 방식이 다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한국 자본과 연변의 토지, 노동력 등이 제공되었다면, 현재는 연변의
토지와 원자재, 한국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방식의 다자협력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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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추진되었다. 현재는 한국의 5·24 조치,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실행되고
있어 이러한 협력모델 추진이 어렵기는 하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다
시금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연변 양측의 공공 기관, 공공 기관과 민간, 민간과 민간 등 다양한 방
식의 경제교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변경제기술협력국에서 매년 진행하는
연변 투자설명회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비롯한 각종 한국의 경
제 단체들이 참석하고 있다. 또한 연변에 소재한 연변한국인기업가협의회는 물
론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지부 등 민간 차원에서의 경제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한국경제 관련 연구기관, 대학과 연변대,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연구학
술교류 활동 역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가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경제
교류에 국한되지 않은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폭넓은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나. 장애요인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을 진전해가는 데는 여러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
다. 장애요인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접해 있는 연변은 중국 전 지역 중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로서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한국과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영
토적ㆍ민족적 통합 원칙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연변이 지리적으로 한국 및 북한과 인접해 있는 데다 민족적 동질성을 갖고 있
으므로, 한반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연변지역 역시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국 협력은 연변의 지역경제 발전에는 기여
할 수 있으나, 중국 고유의 통치 원칙에 비추어본다면 연변이 한반도와 심층적
인 경제협력을 하는 데는 정치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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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화민족으로 표상되는 중국식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소수민족의 입지
는 약화되고 있는 추세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수교 이후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강화를 견인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요
인은 중국경제의 발전과 이에 따른 한중 전반의 교류협력 확대였다. 두 번째 요
인은 연변의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족과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동질성
과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발전된 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 확대였다. 그러나
최근으로 오면서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족주의가 한층 강조되는 반
면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정치적ㆍ경제적 입지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과 연변의 경
제협력 여건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야기하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 요인 역시 연변 대외개방의 제약요인
이 되고 있다. 첫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무력 도발 행위로 인해 동
북아 및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고, 연변 역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은 물론이고, 핵실험으로 인한 환경 피해까지도 거론되는 등 연
변이 받는 피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제약요인
이 된다.
둘째로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로 인해 연변의 대외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측
면이 있다. 연변은 창지투 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라진항, 청진항 등을 활용하
여 한반도 동해 쪽으로 해상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오고 있다. 연변을 통
한 한반도 동해로의 해상출구는 비단 연변만이 아닌 중국 동북지역 전체와도
관련된 사안이다. 만약 중국 동북에서 연변을 거쳐 한반도 동해로 이어지는 물
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연변의 경제적 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 성격상 연변에서 한반도 동해로 가는 해상
출구가 매우 협소하여, 이는 연변의 한국을 비롯한 대외 경제협력에서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로 연변의 경제규모가 협소하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 역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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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요인 중 하나이다. 중국 전 지역과 비교할 때 연변의 경제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대외개방 측면에서도 중국 동부 연해지역, 남부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로, 철도, 공항 등 경제성 인프라를 비롯해 학교, 인적자원
등 사회성 인프라 역시 타 중국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편이어서 외국의 대
연변 투자 매력도 떨어지는 편이다.
넷째로 한국의 대연변 투자 역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고부가 가치를 확보하기보다는 단순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고, 제조업 역시 단순가공업이 주종이어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는 거의 부재하다. 이는 연변의 경제적 낙후성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한국의 대연변 투자에 대한 호흡이 길지 않다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다. 연변경제발전에서 한국의 역할
이 부분에서는 제2, 3장에서 살펴본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한국과의 경제
협력 과정에 있어, 한국이 연변경제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어떠한 한계
점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규정해보고자 한다.
우선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 다소 부침이 있기는 하였으나, 한국은 전반적
으로 무역, 투자, 해외송금 등 이전소득, 관광업 등 여러 분야에서 연변경제발
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007년에는 연변 대외무역 총액(14억
4,700백만 달러, 금액기준)에서 한국의 비중이 약 44%(6억 3,400백만 달러,
금액기준)에 도달하여 연변의 제1 무역파트너 지위까지 도달하였다. 물론 장기
간 북한이 연변의 제1 무역파트너 지위에 있기는 하나, 북한이 대연변 수출중
심적 무역구조라면, 한국은 연변의 주요 수출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연변 무역
수지 증대에 기여하였다. 투자 역시 현재까지도 외자 부문에서 한국은 계약 건
수와 실투자금액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을 포함한다면, 한
반도 남북한의 대연변 투자가 전체 연변 외자 부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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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전후 무역과 투자 이외에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이 연변 친
족에게 보내는 송금 등 이전소득 역시 연변 거주민의 실질 소득 향상 및 소비활
동 진작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두산 관광을 위해 연변 방문을 하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광업, 요식업, 호텔업 등 서비스업 발전을 견
인하였다. 아울러 한국으로부터 각종 선진화된 비즈니스 문화 등이 접목된 서
비스업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연변은 변경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0개 소수민
족자치주 중에서 경제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연변경제발전에 있어 한국이 기여하는 부문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변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약 10%로 줄어
들었다.35) 2007년 최대 44%에 육박하던 수준에서 약 1/4의 비중으로 대폭 줄
어든 것이다. 또한 전체 투자 총액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다.
12·5 계획 기간에 연변의 고정자산투자 실제 총액은 3,400억 위안(약 539억
달러)인데, 동일 기간 외국인 실제 투자 총액은 6억 8,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표 2-6 참고).36)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국내기업의 연변투자가 이어지면서 한
국의 외자 경쟁력은 보다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 비즈니스 문화
역시 진일보함에 따라 당초 선진적으로 수용되었던 한국식 비즈니스 문화의 비
교우위 역시 퇴색하고 있다. 더욱이 사드문제로 인한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인
해 연변은 물론이고 중국 전반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면서 대한국과
의 경제협력 역시 위축되었다.
연변의 경제발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었다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중국경제의 발전은 물론 연변경제의 발전에 있다. 기존에 한국이 선도적인 위

35) [표 2-4]의 연변의 대북무역액 추정치 8억 376만 달러와 [그림 2-4]의 전체 무역총액 20억 3,672만
달러(북한 무역총액 제외)를 합산하여 [표 2-5]의 한국 무역총액의 비중을 구하면 약 9.6%에 불과하다.
36) 해당 부분은 이 연구의 심의위원인 임금숙 교수가 제시해준 수치로서, 임 교수는 연변의 한국과의 무
역, 투자 관계의 변화 양상을 보다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심층적인 성격의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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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연변경제발전에 기여했으나, 이제는 분야별, 지역별 차이가 있기는 하
나 중국의 경제 전반이 한국과 동등해지면서 기존의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이점이 상실되었다. 또한 연변의 대외개방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별다른
경제발전의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한국의 연변경제협력 유인
감소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불안정 및 북한 무력도발, 사
드갈등 등 정치안보적인 외부 장애요인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연변은 각기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기
존의 경제협력의 구조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구조를 구상해볼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투자 위주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경제협력이었다
면, 이제는 한국이 발전한 중국 및 연변경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2. 연변의 경제협력 수요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향
가. 한국 기업의 경제협력 성과 평가
현재 연변에는 포스코, 농심, 한국인삼공사, 휴롬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하
여 모두 385개의 한국 투자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는 연변 투자 외자기업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37) 한편, 지린성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 중 67.6%38)가
연변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연변에 진출한 다수의 기업은
연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연변의 동북아 거점 지역으로의 부상을 기대하
는 가운데 중장기적 안목에서 연변 비즈니스를 추진해가고 있다.

37) 좡옌(莊嚴) 연변 당위원회 서기는 2016년 7월 5일 두만강지역개발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측 대표와 상
기와 같이 밝히고, 한국과 연변 간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였다(연변일보, 2016. 7. 6).
38) 2015년 12월 22일 장춘에서 개최된 한중 FTA 공동설명회에서 길림성사회과학원 金美花 교수가 발표
한 내용이다(길림신문,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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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변 진출 한국 기업은 중소 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농심,
광동제약, 포스코 등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의 본격적인 진출은 부진한 편으로
이는 한국과 연변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연변에 진출했거나 혹
은 현재도 운영 중인 한국계 유명 기업은 길림트라이, 농심백산수, 대경방직,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광동제약(정관장), POSCO-현대, 휴롬,
기아현대자동차훈련원, 세종투자자문유한공사, 네이버, 도매꾹, 아사달, 카페
24 등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단독 투자 혹은 합자 방식의 한국계 중소기업이
연변에 진출했거나 혹은 현재도 운영 중이나,39) 대규모 투자를 수반한 대기업
의 진출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40) 현재까지는 변방, 물류, 노동력 충원 등
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심층적인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주지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동 연구는 그간 진행되어온 우리 기업의 연변경제협력 성과와 한
계점을 간략하게 평가해보고자 한다. 연변 내에서 사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현
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을 상대로 포커스 인터뷰 방식을 통해 그간의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였다. 인터뷰에 응답한 모든 대상자가
현지에서 장기간 기업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인이어서, 연구팀은 그
간의 한국-연변 간의 협력 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이를 토대로 향후 협력 방안에 있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받을
수 있었다. 특히 [부록 2]에는 한국의 연변 진출 대표 기업인 연변농심광천수유
한회사, 연변광동제약유한회사,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개발유한회사의
연변지역에서의 경영 애로사항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을 정리하여 수
록하였다.

39) 연변에 진출했거나 혹은 현재도 운영 중인 한국계 기업들의 투자규모를 알기는 어려웠다. 관련자료가
일차적으로 대외 비공개인 상황이었고, 설령 파악된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기업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힌다.
40) 과거 기아차가 연변에 잠시 진출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하였으나 이후 철수하였고, 부품 생산을 하던
지역 협력업체들 역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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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가 연변 비즈니스에 종사했거나 혹은 현재 종사
중인 관계로 여기에서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대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전체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새로이 정리하였다.

1) 과거 대비 연변정부의 대(對)한국 기업 우호환경 변화
먼저 한국 기업과 연변의 경제협력 여건을 과거와 비교해볼 때, 모든 면담자
가 연변에서의 비즈니스 운영 환경이 연변정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큰 변
화를 보였으며, 지금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연변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기업인들은 연변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이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크게 변화했다고 토로하였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
연변주 정부 △연변 기업 △1대1 파트너 등의 협력 요청을 받고 진출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진출 초기 한국 기업에 대한 편의가 사실상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측의 협력 요청에 의한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
업 초기 정착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변 진출
이 한층 어려워졌다.
연변정부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2008년) 이후인 2010년부터 주정부 차원
에서 일련의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진핑 정부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변주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낮아졌으며, 주
된 이유는 투자유치 금액 및 투자 분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변정부 차원에서 과거 외자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한국 기업에게 제공
되었던 편의가 지금은 오히려 압박으로 변한 상황이다. 또한 의법(依法)과 원칙
을 내세우는 중국경제의 여건 변화는 우리 기업에게 법치에 따른 투명한 원칙
경영의 실천보다는 연변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압력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인의 고충을 가중하는 경향이
있어 연변정부의 행정서비스의 비즈니스 친화적 성격은 과거보다 더욱 후퇴한
듯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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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변정부의 행정서비스 변화는 최근 연변 진출 외자기업에 대한 편
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한국 기업으로서는 연변 내에
서의 정착이 과거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외국인 및 외자기업으로서의
역차별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수준의 대자본 투자가 아니면 한국 외자기업은 중국의 경제
논리를 명분으로 연변 시장에서 축출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편 이러
한 환경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호칭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과거 ‘한국
분’이라고 하던 호칭이 최근에는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다. 기업인들은 연변정
부의 이러한 정서 변화가 연변내 한국 기업이 과거와 비교하여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이자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요컨대 중국경제의 발전과 차이나 파워 증대를 토대로 하는 연변정부의 외
자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친화적 성격은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차별로 느껴지
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연변의 행정서비스에 더욱 거리감을 느
끼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변과의 경제협력 장애요인
우리 기업인은 남북문제, 조선족 노무자의 한국 송출, 차별적 은행 업무, 내
수시장 제한을 장애요인으로 거론하였고, 한반도 문제와 중국 국내 법률을 가
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연변은 북한과 정치적ㆍ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성(省)
급 단위인 지린성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린성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은 선
호하나 한국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극히 경계하고 있다. 가령 지린성 정부는 북
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허가가 되는 사
안을 연변에서는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북문제가 연변 내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연변 기업은 북중 변경무역을 활용하는 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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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술과 자본이 우월한 한국 기업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과의 경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변 소재 한국 기업은 장기적으로 남북
문제의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 범위를 한반도 북부로 확대하거나 확장할 수 있
다는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다.
외국인 대표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여 중국인을 법인대표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와 외국인(한국인) 개업업체의 설립이 불가한 환경 역시 장애요인으로 거
론되었다. 중국 전역이 복지, 의료, 교육, 출판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진출
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업체(1인 기업)의 설립은 아예 불가능하다. 중국 관련법
상 동 업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제한은 연변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자영업 형태의 일부 기업인은
조선족 또는 중국 현지인의 명의로 중국 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응하고 있으
나, 여전히 비즈니스 실제 주체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에 대한 제한조치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0년 이상 연변에서 기업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은행 대출 및 은
행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점 역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었다. 중국정부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조금, 특정 분야 보조금,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서 한국 기업은 배
제되어 있어 중국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정부의 지원보조시스템이 우리 기업인
에게는 역차별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 조선족과의 네트워크 평가
한국 기업인과 연변 내 조선족의 네트워크 형성과 역할에 있어 경제현실과
감정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연변의 한국 기업인은 무의식중에 연변을 한민족의 집거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 연변 진출의 큰 동기가 되었으며,

제3장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현황 및 협력 수요 • 79

진출 초기에 조선족과의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답하였다.
기업인 대부분은 민족감정에 기인한 연변의 이러한 특수성이 조선족과의 네
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연변 진출 초기에는 언어 및
정보획득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족과의
이질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한국 기업인과 중국 조선족 간에 상호 이질감이 확대되고, 심지어 믿음이 불
신으로 바뀌고 있으며, 상호간에 일종의 이익을 탈취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민족감정이 애증으로 바뀌었다고 토로하는 등 상호 신뢰관계 구축에 있어 조선
족에 대한 우리 기업인의 불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조선
족의 한국인에 대한 존중도 쇠퇴되어 한국 기업인과 조선족 간의 관계가 새로
운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불신의 증대 원인을 두고 한국 기업인은 중국의 경제 및 조선족
의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초창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한국인 고용주와 조선족 피고용인 간의 관계도 점차 변화하면서 조
선족에 대한 신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국제환경, 경제환
경, 민족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조선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변화되어야 한
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가령 외자기업은 한국어 사용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연변에서 한국말을 구사하는 조선족을 연변주의 우리 민족 노동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 인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중국 측 관리, 조선족 중심의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조
를 한족(漢族)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담자 다수가 비즈니
스의 성공 여부가 한족이나 조선족 간의 관계에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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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연변 간 협력 강화 분야
한국과 연변 간의 향후 경제협력 강화 분야에 있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연변
에서는 특정 분야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투자와 시각을 갖고
일정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기업인들은 한국과 연변 간의 산업 협력 유망 분야로 연변의 현실적 경
제요소를 반영한 무역, 관광, 실버 복지, 교육, 농축산, 문화 컨텐츠 산업 등을
미래 산업으로 거론하였다. 또한 물류, 임가공 건축, 지하자원 개발, 화학공장,
문화산업 분야를 향후 북한 개방에 따라 장기적으로 협력할 분야라고 소개하
였다.

5) 민족과 국가의 연계방안 강구 요망
한국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우리말을 활용할 수 있는 유관사업이 연변 진
출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였다. 연변의 우리 민족문화는 시장경쟁력이 있고, 향
후 시장 확대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사회문화 분
야는 한류의 큰 프레임 아래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분야로
지목되었다.
한편 우리 기업인들은 남북문제, 한반도 통일, 민족역량 확대 등 보다 장기적
인 관점에서 연변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 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연변 내 한국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보복은 그리 크지 않다
고 밝혔다.
따라서 연변의 한국 기업은 기업활동에 있어 중국 내 타 지역보다 한반도와
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한반도와의 경제협력에 더 많은 연관성을 두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세부 방안은 각기 다르지만 한반도 발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든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기업인의 정서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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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변의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평가
본 연구진은 연변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한국경제협력에 대
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평가하였는데, 첫 번째 부분에
서는 연변주정부 산하 주요 대외경제협력부처 담당자들과 심층 인터뷰한 내용
을 정리하였다. 연변 대외경제부처는 장기간 한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계획,
심사, 평가해온 주체로서 연변의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협력의 함의와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연변지역 기업(중국계)의 대한국경제협력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부록 3]에 수록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연변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한국경제협력 수요를 다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가 진행된 기간(2017년 5월 22일~6월 2일)이
한중 관계가 다소 경색된 기간이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하기보다는 기존
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다루었다.

1) 연변주 대외경제협력부처 담당자 인터뷰
본 연구진은 연변주 및 역내 자치현(县), 자치시(市) 대외경제협력부서 담당
자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 경제협력 평가 및 향후 전망, 협력 분야 등에 대해 심
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41) 인터뷰 진행 일시는 2017년 6월 초순이고, 주요
질의 내용은 첫째, 한국 기업 유치에서의 문제점, 둘째, 연변 입주 한국 기업의
종합적인 운영 현황, 셋째, 한국 기업의 연변경제에 대한 기여도/중요도, 넷째,
연변 입주 한국 기업의 향후 발전 전망, 다섯째, 한국 기업과의 향후 협력 분야
였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인터뷰 대상자는 주요 대외경제부처 근무자로, 근무자 사정상 외부 공개는 익명을 전제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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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기업 유치에서의 문제점
현재 연변에 대한 투자를 고려 중인 한국 기업의 대다수는 투자 기준을 연변
지역의 민족성, 지정학적 특성 등에 기초하고 있어 초기에는 감성적으로 접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수 기업이 지리적 위치, 인구 및 시장규모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경우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변주의 산
업기반이 취약하여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전후방산업 연계(综合配套) 및 가치
사슬(全产业链配套能力, 전 산업사슬협동능력)이 저하하는 것도 외자유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나) 연변 입주 한국 기업의 총체적 운영 현황
현재 연변 입주 외국계 기업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으로서 총 외국계 기업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소형 기업으로서 산업 클러스
터가 형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진출해 있는 소수의 한국계 대기업 중에서도 경영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 적지 않다.
다) 한국 기업의 연변경제에 대한 기여도/중요도
한국 기업의 연변 진출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급속하게 늘어났다. 물론
그 과정에서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다소 감소하는 상황도 있었으
나, 현재까지도 연변 입주 외국계 기업 중 기업 총수 및 투자규모에서 1위를 점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연변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의 중요한 경험을 제공
해주었으며, 연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연변 입주 한국 기업의 향후 발전 전망
현재 연변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산업 업그레이드와 녹색(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진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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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는 연변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지투 전략을 포함한 일대일로 전략의 북향
확장(북쪽으로의 확장), 연룡도신구 건설계획의 구체적 시행 등으로 연변 입주
한국 기업은 이에 맞추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
의 변화 시점에서 장기적인 연변 진출을 통해 풍부한 현지화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기업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국 기업과의 향후 협력 분야
한국 기업과의 협력 분야는 주로 연변주 13·5 계획에 명시된 중대(中大)형
프로젝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훈춘을 창구로 한 창지투 전략 및 일대일
로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국제금융, 과학기술의 업그레이드(轉化), 문화산업 분
야에서의 폭넓고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연변주에서 발표한 연룡도신구 건설계획
이다. 연룡도신구 건설계획의 세부 프로젝트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나(2017년 6월 2일 기준), 건설 목표 및 취지에 따르면 관광업 등 다수
서비스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어 서비스업이 발달한 한국 기업에게는 좋은
협력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연변 기업의 한국경제협력 수요 조사
연변지역 기업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실천 주체인 만큼 이들의 협력 현
황 및 향후 희망 분야 등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 기업과의 보다 심층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것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구진(연변대 조
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연길지회 회원과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소속 회원을 위주로 2017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0부의 설문
지를 발부하여 88부를 회수하였고, 그중 일관성과 신뢰성이 낮은 9부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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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 79부의 설문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경제협력 여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다(부록 3 참고). 첫 번째 부분에서는 현황을 중
심으로 한 협력 수요를 간략하게 평가하였다. 현재 협력 분야, 지속 추진 여부,
한국과의 협력 이유, 향후 전망 및 그 이유 등을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연변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이 어떤지를 평가하
였다. 연변 기업의 입장에서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만약 한국과의 협력 여건이 개선된다면 협력에 착수 혹은 확
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향후 협력방안을 전망
해보고자 하였다. 향후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면서
향후 단기ㆍ중장기적으로 유망 분야, 선호되는 협력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끝
으로 네 번째 부분에서는 연변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 및 기업에게 제
언하는 정책적ㆍ비즈니스적인 건의 및 제안사항을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이 설문조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
음을 밝힌다. 우선 기업명, 성함, 소속 및 직책 등 인적 사항 및 기업 정보 부분
은 미기재로 남겨둔 경우가 많았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연변지역 중소기업의
이사급 임원이었다. 또한 사드 문제, 북한 핵개발 문제 등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설문조사를 다소 기피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의 모집단이 조선족 혹은
한국계 기관, 기업과 교류가 많은 단체여서 비교적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우호
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조사 대상에 연변 전체 기업을 대표하
는 기업이나 한족계 기업까지 포함한다면 이 설문조사의 결과보다 한국과의 협
력에 있어 다소 중립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는 전반적인 협력 수요 흐름을 읽고, 협력 의향과 세부
협력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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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력수요 평가 부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연길지회 회원과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중 절반 이상의 연변 기업이 현재 한국 기업 및 자본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특히 이미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
우, 서비스업이 21명(41.2%), 무역업이 20명(39.2%)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반면 제조업은 6명(11.8%), 기타 분야는 4명(7.8%)에 그쳐 현재의 협
력 구조가 서비스업, 무역업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향후 협력 의
향이 있다고 밝혔다.43) 연변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협력 유인은 한국 기술
력의 비교우위(29.6%), 한국 서비스품질의 비교우위(29.6), 한국 측 파트너 신
뢰 공고(20.4%)가 주이유로 거론되었고, 기타(11.1%), 투자유치 용이성(9.3%)
등도 그 배경으로 설명되었다. 협력 방식은 수출입 파트너(35%), 기술서비스
교류(32.5%)에 집중되어 있어 연변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자기업(15%), 기타(10%), 단독 진출(7.5%)
후 현지화 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보다 심화된 협력을 위해서는 단순 교역 파트
너 이상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변 기업의 입장에서 향후 협력을 지속하거나 착수할 의향이 있는 사업 분
야로는 무역업(40%), 서비스업(27.5%)을 비롯하여 제조업(20%)이 거론되었
다. 협력을 지속하거나 새롭게 착수하려는 이유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의존
(41.8%), 투자유치 용이성(22.4%), 한국의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전수받기 위함
(21.6%), 업무 확장(8.2%), 기타(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그 배경이 한국의 비
교우위가 높은 기술력, 투자 규모, 서비스 품질 등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 기업과 협력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타(37.5%), 한국 비즈니스 파트
너에 대한 신뢰 부족(15.6%), 한국 측 투자 여력 부족(12.5%), 기술서비스 품
42) 총 응답자 79명 중 65%인 51명이 ① ‘네’를 선택하고, 35%인 28명이 ② ‘아니요’를 선택함.
43) 총 응답자 79명 중 79.7%인 63명이 ① ‘네’를 선택하고, 20.3%인 16명이 ② ‘아니요’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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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등의 유인 부족(12.5%), 문화 차이(12.5%), 주요 사업 분야의 특수성(9.4%)
등이 거론되었다.
나) 협력환경 평가 부분
연변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은 한
국 사업자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19.7%), 남북관계 등 정치적 문제
(19.7%), 한국 측의 비즈니스 절차 측면에서의 까다로움(15.8%) 등 정치ㆍ사
회문화적인 요인이었다. 또한 한국 측의 연변에 대한 관심 부족(10.5%), 중국
측 문제(10.5%), 한국 측의 투자여력 부족(9.2%), 기타(7.9%), 주요 사업 분야
의 특수성(6.6%)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요컨대 무엇보다 한국의 중
국 및 연변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하고, 또한 연변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서비스와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협력 여건의 개선 필요성은 주요 장애요인이 개선될 경우 한국과의 협력 의
향이 다대하다는 연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층 중요성을 두어 평가해볼
여지가 있다.44) 또한 연변지역 기업은 현재까지 한국의 기업ㆍ기관이 연변주
의 기업ㆍ기관과 경제협력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해왔다고 평가하며,45) 이러
한 배경에는 민족성, 상호필요 등이 긍정적 원인으로, 정부지원 부족, 정치적
문제, 문화적 차이 등이 부정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연변 기업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ㆍ중장기 관점에서 모
두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46) 단기적으로는 한국
의 신정부 수립, 한중 경제 상호수요, 지리적 위치, 민족성 등이 긍정적인 전망
44) 71명(89.6%)의 응답자가 ① ‘네’를 응답함. ‘아니요’라고 답한 이유로는 ‘사업상 협력의 필요성 없음’,
‘정치적 문제’ 등이 거론됨.
45) 대체로 그렇다(61.5%), 대체로 그렇지 않다(32.7%), 전혀 그렇지 않다(5.8%) 등
46) 단기적 경제협력 발전 전망: 대체로 그렇다(86%), 대체로 그렇지 않다(12%), 전혀 그렇지 않다(2%),
중장기 경제협력 발전 전망: 대체로 그렇다(87.5%), 대체로 그렇지 않다(10%), 전혀 그렇지 않다
(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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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으로 거론되었다. 중장기적으로도 상호 필요성, 한국 신정부 수립, 경제
글로벌화 등이 긍정적인 전망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으며, 한국의 향후 연변 우
호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다만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식
부족, 연변지역 인건비 상승, 정치적 문제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역사적 배경
등에 의해 경제협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다) 향후 협력방안 모색 부분
연변 기업은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연변을 비롯한 중국 동북
의 개혁개방 확대(32.3%)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반도 정세 개
선(29%), 한국 정부, 기업의 연변에 대한 관심 및 이해력 제고(27.4%), 기타
(11.3%) 순위로 나타나면서, 한국의 연변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과 교류 등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될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끝으로 단기적 협력 유망 분야로는 요식업, 한국식품 유통업, 의료센터 산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을 지목하였고, 단기적 협력 방식은 연변 현지 조선족과
의 합자 또는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중장기적 협력 유망
분야로는 기술협력을 통한 IT산업, 문화산업, 고지대 유기농 식품 재배 및 가공
등을 제안하였고, 협력 방식은 기술협력을 통한 합작 및 합자 방식을 제안하였다.
라) 한국 정부 혹은 기업체에 정책적ㆍ비즈니스적 건의 및 제안
연변 기업은 한국 정부에 대해 연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
책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동시에 매체 등을 활용해서 한국 내
에서 연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연변에 대한 우호적인 태
도와 이 지역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연변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을 높여주길 요
청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추진하는 연변주 13·5 계획, 창지투 전략 등 연변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병행해주길 건의하였다. 아울러 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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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귀향하여 창업을 하려는 한국 거주 연변 조선족과의 협력을 통한 연
변시장 진출 방안 역시 제의하였다. 끝으로 민족성에 국한된 협소한 사고가 아
니라 보다 글로벌적인 사고 틀 내에서 연변지역과 연변 조선족을 고려해주길
당부하였다.

3. 소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다소 부침이 있었던 시기
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속인 발전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무역과 투
자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과 연변의 인적 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
며, 현재 한국 내 연변 조선족 이주 현상은 상당 정도 진전되었고, 역으로 한국
의 연변 방문 역시 확대되고 있다. 향후 한중 FTA가 한층 자리를 잡고, 교통,
통신 인프라 등이 발달하면 한국과 연변은 경제ㆍ사회문화적으로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연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혹은 했던) 한국인 사업가들은 이구동성으
로 연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토로하였다. 가령
과거보다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낮아진 추세이고, 최근의 중국정부의
정책은 중소 기업 중심의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압박과 진입장벽으로 느껴진
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연변 진출 한국 기업들이 모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북 경협 사업 역시 진행이 어려워져 여러 난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연변 측에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
과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나 한반도 정세 불안정 등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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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하나 이러한 요인이 개선될 경우 연변 기업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한
층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표명하였다. 다만 연변 대외경제부처에서 지적하였듯
이 연변경제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발 맞추어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 역시 보다
전략적이고 입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연변 양측에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자면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 패러다임은 기존 방식에
서 한 단계 진일보한 형태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개별 기업 차원
에서 연변지역의 진출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연변이라는 지역을 다각적으로 고
려하여 한국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도 한국의 연변경제협력을 보다 직간접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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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협력방안

1. 거시 전략
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 강화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국과 연변은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해왔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발전은 중국의 지
속적인 경제발전과 연변의 경제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발달한 한국과 다양한
방식의 경제교류협력이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민족적 동질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 및 기업가의 연
변 진출 노력이 지속되었고, 아울러 한국 기업들은 중국 조선족 동포와 함께 중
국 여러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중국인의 한국 교류 역시 점차 자유로워
지면서 조선족의 한국 방문이 용이해졌고 이는 공동화되어가던 국내 단순 노동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였다.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한국과 연변의 사회문화
적 긴밀성이 한층 심화되는 것에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중 FTA는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논
의를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과 연변의 주요 교역 품목
중 즉각 혹은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회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될 것
이다. 또한 연변의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대한국 상품 수입의 범위도 한층 확
대되고, 특히 고급상품을 위주로 수입구조가 변화될 여지가 있다. 한편 연변이
서비스업을 주력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이기에 한국의 대연변 서비스업 투
자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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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대연변경제교류협력 장애요인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대연변
협력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연변은 소수민
족인 조선족의 자치주로서 한국과의 협력이 비단 경제적인 이익만 수반하는 것
은 아니다. 한국과 연변의 특정 교류협력이 정치적으로 민감해진다면, 경제협
력은 장애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반
도와 연변 관계의 정치적 여건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협력의 수위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의 또 다른 과제는 이제는 연변을 비롯해 업그레이드된 중국경제
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 기업가들이 호소하였던 한국에 우호적
인 중국 비즈니스 관행의 변화는 단순히 연변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나타
나고 있는 현상이다. 과거 인적 네트워크와 관습적인 관행에 따라 사업활동을
하였다면, 이제 중국은 법과 규정, 원칙을 엄수하고, 환경 친화적인 접근을 대
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연변 역시 적용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연변 진출
한국 기업들은 민족적 동질감에 의거하면서도 이를 더욱 철저하게 엄수해야 정
치외교적인 외부 요인의 충격으로부터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연변은 단순 경제협력에 국한되지 않은 보다 포괄적 경제교
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경제 분야의 기능주의적 협력은 상
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기에 협력의 기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 분야의 기능주의적 협력은 쉽
게 중단될 수 있다. 가령 한중 간의 사드 배치 문제와 같은 국가간 정치적인 갈
등이 발생할 경우, 연변과의 경제협력은 자연스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보다는 포괄적인 범
위에서의 교류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교류 강화는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경제협력으로 진전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계 연변 진출 기업이나
연변의 대한국경제협력 희망 기업 모두가 상호 비즈니스 및 사회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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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사회문화적인 교류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 반(半)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연변 조선족이 늘고 있는 한
편 한국인의 연변지역으로의 왕래가 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형태의 인적 교류를 잘 활용하여 발전시킬 경우, 한국과 연변이 심화된 경
제협력으로 진전하는 데에 인문교류적 측면에서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아
울러 연변의 젊은 세대 중 다수가 한국에서 선진적인 교육을 받고 한국에 체류
하거나 혹은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를 보다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분야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대해 한국이 중국
내부화(혹은 현지화)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 연변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변정부 측에서 13·5 계획 기간에 추진하는 다수
의 프로젝트에 주목하여, 한국과 연변이 윈-윈하는 프로젝트에 과감히 전략적
으로 투자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변이 강점을 갖는 관
광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및 농수산업에서 한층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서비스업, 농업 분야에서의 양자 경제협력을
주축으로 하여 연변이 한국을 교두보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점진적으로 포함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
한국은 연변의 지리적 근접성과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단순히 한국과 연변 양자 경제협력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연변을 한국의 대중
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창지투 전략 및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에 따라 연변의 대외개방 역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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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일보하고 있고, 한국 역시 지속적으로 한반도 북방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양국은 각기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 기조를 유지해온 가운
데 양국의 전략이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으로서 연변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연변은 규모에서는 비록 협소하기는 하나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한국, 북한,
중국 내륙, 몽골, 러시아 극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지경학적
이점을 점하고 있다. 이미 연변의 훈춘은 러시아 극동,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수산물 등을 가공하여 중국 내륙, 한국, 일본 등지로 활발히 수출하는 등
다자경제협력의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연변은 일대일로 구상의 중요한 전략 구간인 중ㆍ몽ㆍ러 경제회랑과
연결되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경제협력의 전진 기지로서,47) 연변의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연변은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북한 라진항과
연결되므로 한국 항구와 이곳이 연결되는 동시에 북방 항로를 통해 유럽과도
연결되고 있기에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법을 구상해볼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단계적으로 진전되고, 핵문제가 해결된 북한의 대외 개
방협력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하여, 연변을 한반도 신경제권의 포괄적 영역으로
염두에 두어 경제협력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연변을 한반도 신경제권
과 동북아 경제협력,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교두보라는 다층적인 협력
의 장으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 창조적인 대북 관여 전략의 장
연변은 한국의 창조적 대북 관여(engagement)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
운 장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전략의 일차적 배경은 연변 조선족
47) 제성훈 외(201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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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 사람들의 사회문화적인 유대감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북중
비즈니스 파트너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 깊은 혈연관계까지 포괄하는 유대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연변 조선족 등을 통한 북한 관련 사안을 심도 있
게 파악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대북 동향 파악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발전된 연변의 생활상, 경
제상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나아가 한국의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시간 간격을 두고 연변을 중복
방문한 다수의 북한 사람들은 연변의 발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
다. 이에 따라 북한 사람 중 일부는 연변을 발전된 중국과 연변의 문물을 받아
들이고, 나아가 한국의 각종 상품을 수용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
변을 매개로 한 한국의 보다 창조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
울러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ㆍ북ㆍ
중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연변은 대북 경협정책의 미래적 공간
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2. 세부 정책
가. 한국의 연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원-윈 정책:
농수산업ㆍ서비스업 업그레이드 협력
연변의 농수산업과 서비스업은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발전을 견인해온 주
력산업이다. 우선, 농업은 연변의 대한국 수출의 주요 상품이고, 향후 한중
FTA를 통해 이러한 흐름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백두산(중국명 장백산)
및 연변 등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약재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중앙정부, 지린
성 정부에서도 녹색 성장을 중시하고, 연변주 정부는 연룡도 등을 활용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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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친화적인 발전을 중시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역시 한층 발전할 것이다.
수산업 역시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동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점차
발전해갈 것이다. 비록 연변은 해안과 닿아 있지는 않으나 창지투 전략, 일대일
로 구상 등이 지속 추진되면서, 연변은 러시아 극동, 북한 동해의 수산물이 합
류되는 물류 중심지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 극동
-훈춘-연길, 북한 동해-훈춘-연길로 일차적으로 집산된 수산물이 연변 내에서
단순 가공되어 육로, 항로를 통해 중국 전역 및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북한 라진항까지의 물류가 한층 원활해질 경우, 중국 남방 및 세
계 각국으로 수산물 수출 역시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변의 주력산업인 서비스업 역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특히 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중국 국내외 관광객 역
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변주 정부는 백두산, 두만강 유
역, 북중 접경지역 등 연변 내 다수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광업
발전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연변 및 각국 여행업체도 관련 상품을 지속
적으로 개발하고 고객을 모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과 함께 요식업, 호텔업 등 관련 부대사업 역시 증대될 것이다. 이 분
야는 한국 서비스 문화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등 국
외에서 자본을 축적한 연변 조선족이 귀향하면서, 한국에서 습득한 선진적인
서비스 문화를 함께 도입하여 연변 요식업의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
국 내에서도 연변은 ‘미식의 도시(맛있는 지역)’로 손꼽히면서 요식업 발전의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발전된 서비스 문화와 우수한 맛과 품질이 결합
된 연변 요식업은 관광업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 연변의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작업에 적극 협력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
국의 각종 공공기관에서 연변으로 인원 파견을 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
하고 시범적으로 실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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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 농수산업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인
원을 연변에 파견하여 협력사업을 발굴 및 실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인원은 단기적으로는 연변지역의 농수산업 업그레이드 작업을 도우면서 한
국 기관 및 기업의 진출 여지를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중기적으로 연변을 활
용한 한국의 한중 FTA 활용방안을 강구해보면서 한국과 연변의 농수산업 협력
을 통한 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중국대륙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경제교류협력이 가
능해지면, 북한 북부의 농ㆍ수산물이 연변으로 집산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
공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이현주 외 2016). 아울러
연변에서 북한의 농수산업 인프라 업그레이드 관련 작업을 연구부터 단계적으
로 진행해가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관광업, 요식업, 호텔업 등 서비스업 역시 한국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연
변으로의 인원 파견을 통해 세부 협력사업을 강구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
에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중국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격려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대형 관광업체가 관광 인프라 자체에 투자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백두산 관광 인프라 공동 개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고, 환경보호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백두산 인프
라 개발이 쉽지는 않겠으나, 향후 백두산 관광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경우
이 분야는 한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백두산, 접경지역 등 연변 내에 국한된 관광이 아니라 연변을 기
점으로 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통한 일대일로의 유라시아 관광 로드 역시 고
려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형 관광업체들이 연변 관광업체를 단순히
현지 매체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초국경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을 위
한 파트너로 육성하는 방안 역시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개방될 경우, 초국경 관광지구를
설립하고, 연변의 대북한 동해 관광 루트를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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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두만강 국제관광지대를 구축하여(김천규 외 2014), 이 지역에서 각국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개방될 경우, 북한 동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
는 한편 연변에서 북한, 북한에서 남한으로 연결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한반
도 동해 관광권을 형성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호텔업의 경우, 연변을 비롯한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이 개방된다면 전후방
산업을 고려하여 한국의 호텔 대기업이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요
식업은 우수한 식품재료를 활용하여 연변에서 가공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대
륙,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 등 보다 먼 지역으로 운반하기 위해 한국의 식품
가공 산업과의 협력을 활용해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한국, 북한 요식
업의 간접적 체험을 위한 장으로서 연변 요식업을 육성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북한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경우, 2차 산업 역시 발전 잠재성이 크다.
가령 연변지역 내 한중 공동 제조업 벨트를 구상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광
물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을 비롯하여 장비, 기계 생산, 수리, 인프라 구축을 위
한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산업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후된
북한 의료복지 수준을 고려하여 헬스케어 제품 생산기지 및 관련 서비스 단지
를 구축하는 방안 역시 단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나.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한국이 연변을 비롯해 연변을 교두보로 한 중국대륙,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까지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 연
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양성이 필수이다. 우선 중국의
다른 자치주에는 부재한 고등연구기관인 연변대, 연변과학기술대 등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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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방면의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한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변화하는 중국경제, 비즈니스를 점검 및 연구하고, 새로이 중국경제에
접근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서 연변 연구교육기관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의 선진 경제권에서 이를 접근할 수 있기는 하나 이미
서구권 글로벌 기업들이 각 연구교육기관에 진출하였기에, 이들 지역의 중국
측 기관 입장에서는 한국 자본에 대한 매력이 많이 쇠퇴하였다. 한편 연변과 같
은 변경지역은 여전히 한국의 진출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대해 점검할
뿐만 아니라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까지 포함하여 한국의 새로운 중국경제 접
근법을 연구하고 숙련하는 장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연변 인적자원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역시 중장기적인 경제협
력 동력 유지 및 연변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연변
의 많은 젊은 노동가능 인구가 중국 국내의 선진 발달지역이나 한국 등 국외로
교육 및 숙련 훈련 과정을 밟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주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변 내 우수인력의 공동화 현상은 연변 내 고등교육기관
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연변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연변의 협력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변대, 연변과학기술대
등 연변 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한국의 유관 기관에서 부분 위탁교육을
받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내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종 산업연수기
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적으로
는 한국과 연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등에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한국과 연변의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
스템을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에 착수할 경우, 북한 개발을 위한 인력 개발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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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시스템을 연변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 역시 한 방법이다. 이미 이러한 역할
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연변과학기술대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선진화되고 장기
적으로 추진 가능한 북한 개발 인력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농수산업 관련 공동 연구교육기관 설립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가령 물
류, 항만 운영 관련 인력자원 연구 및 육성을 위해 설립된 연변대 훈춘분교와
한국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연
변대와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이 훈춘분교 내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
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공동 연구센터는 단기적으로 기초, 정책 연구
를 수행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환동해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한중 공동
의 대응방안을 고려하거나 북방항로의 점진적 활성화에 따른 양국의 이용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중장기적인 주제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
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될 경우, 북한의 노후화된
해양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인재 육성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크다. 이 밖에 농업, 서비스업 분야의 유관기관과 연변대를 비롯한 관
련 기관과 협조하에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 연변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연변은 지리적으로 동북아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고, 한국, 일본, 몽골 등 주요 역내국가와도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편이다. 과거 연변은 중국의 선진 발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개방
에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창지투 전략에 이은 일대일로 전
략이 추진되면서 점차 대외개방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 중 구체적인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변경경제협력구를 꼽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훈춘변경경제합작구(珲春边境经济合作区)는 중국과 러시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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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북한의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자본, 기술, 토지 및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목재,
석탄, 수산물 등 원자재, 북한의 노동력 등이 결합되어 합작구가 운영되고 있고,
창지투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것이다(최장호
외 2015). 아울러 최근에는 화룡변경경제합작구(和龙边境经济合作区)가 설립
되어 순조롭게 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의 자본과 설비자재, 북
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생산에 착수할 것이다(최장호 외 2016).
이러한 변경경제합작구 이외에도 연변과 관련해 한중 FTA 활성화를 위한
국제합작시범구 건설, 한국과 중국 훈춘,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 물류 원활화 작
업 등이 논의되었다. 연변 한중 FTA 시범구는 중국 타 지역에서 이미 설립된
플랫폼을 연변에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한 논의였고(金美 2015), 이를 한층 확
대 발전시킨 플랫폼이 연변 한중 국제합작구라고 할 수 있다. 이 합작구는 설비
제조, 전자정보, 생물의약, 현대농업, 금융보험, 물류, 국제관광, 교육과학, 헬
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산업협력의 요람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
종합하면, 연변은 이미 동북아 각국의 양자, 다자 경제협력지대로의 점진적
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연변의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지대로의 발
전을 지원하면서 이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변 한중 FTA 시범구를 기존의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변경경
제합작구와 연계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연룡도신구 내에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연룡도신구가 녹색발전과 함께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
진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중 FTA 시범구의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변의 대외개방 수준이 제고되고,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을 비롯한 일본, 북한과의 연결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한국의 자본, 인력, 기술
등이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이 커지고, 기존의 연변 한중 FTA 시범구에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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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확대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
이 아시아태평양 경제무역지역 추진을 비롯해 자유무역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
데, 한국은 연변을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의 거점으로 부상시키는 핵심 파트너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한국의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연변을 위시한 두만강 유역의 국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장
기간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이하 GTI)인데, GTI는 이미 20년 이상 유지되면서 명실상부 동북
아의 대표적인 다자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로의
도약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향후 여건이 마련되어 국제기구로 승격할
경우 국제기구 성격의 유일한 동북아 다자협의체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각국은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를 확립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해왔
다. 이러한 맥락에서 GTI 플랫폼은 기존 두만강 유역의 국제협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기존 범위를 한층 진전시킨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연변과 양자 경제협력 플랫폼을 다층적으로 구축하면서 각각의
플래폼이 GTI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국제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
축의 하부 구조로 수렵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변이
북한 측 두만강 유역의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다자 협력구도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연변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는 동시에 명실상부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로의 진전 가능성을 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연변은 기존 GTI에서 제의하였던 초국경 관광지대와 같은 사
업을 시범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해볼 수 있다. 또한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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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환경 등에 맞춰 GTI의 환경원칙을 조정하여 연변과 두만강 유역에 공동
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배종렬 2009). 그 외 연변의 두만
강을 위시한 동북아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을 위한 연구센터, 사업단 구성 및 임
시사무소 설치 등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두만강 및 동북
아 거버넌스로 수렴하기 위해 북한이 참여하는 사전적 다자협의체 사무소 건설
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 한국의 연변 발전 지원을 위한 단계적 금융협력
연변의 금융업은 중국의 발달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발전이 더딘 상황
이다. 그 이유는 인구가 적고, 대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규모 전반이 작
은 편이기 때문이다. 대외개방 역시 최근에 진행되면서 무역, 외자 등 외환거래
도 최근에서야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국외에서의 송금 등 이
체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으로 이주한 연변 조선족이 이러한 송
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한국 내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변의 산업 발전 및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업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연변을 포함한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적자, 중국 지방은행의 그림자 금융 등 부실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업 진출을 위해 우선 한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관련 인원 파견 등을 통해 진출 가능 분야 및 세부협력 사업 발굴을 모색해볼
수 있다. 가령 한국의 연변 농업, 서비스업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연변 농수산업 분야 진출 한국 및 한중 합작기업에 대해 일시적인 정책자금을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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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연변지역에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볼 수 있다. 즉,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협조를 위한 정책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경우, 연변의 인프라 구축을 비
롯한 농업, 서비스업, 관광업의 한중 협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 수 있다. 또한 중기적으로 한국은 연변을 한국 금융업의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을 위한 각종 정책성 금융 사업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훈춘은 이미
조선어, 중국어, 러시아어 3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유라시아 금융
업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시범지역으로서의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북한이 점진적 개방 및 개선을 이룰 경우, 북한 인원의 현
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북한 금융 현대화 작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으로서 연변의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다. 단기
적으로 한국 정책 금융기관의 연구기관 등에서 연변 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금융 현대화를 위한 인재 양성 과정을 개설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북한, 연변의 인재가 함께 북한 금융 현대화 시스템 구축을 위
한 단계적인 개발 작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바. 사회문화적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
사회문화적 소통과 교류 강화는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우선, 한국은 연변 관계 기관과 함께 연변에 대한 이미지
제고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백두산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 연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미한데, 이는 연변에 대한 잠재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과 연
변에 대한 이미지 제고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관련 문화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한 방
법이다. 문화관은 한국과 연변의 원활한 사회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연결하는

104 •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문화관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
시에 연변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작업도 수행하여 한국의 연변에 대한 인식 변
화를 견인하는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연변은 물론 러시아 극동
까지 한국의 사회문화, 비즈니스 문화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연변의
심화된 사회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기관 설립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장
기적으로 북한이 단계적으로 개방할 경우, 이 문화원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
를 소개하는 역할 역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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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변경제발전을 위해서 접경지역인 한반도와의 경제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
수가 되었다. 연변은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한반도와 지리적 근접성, 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이미 장기간 다양한 경제교류협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가 체결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국과의 무역, 외자, 관광객 등
인적 교류 및 한국으로부터의 송금 등 다양한 방식의 경제교류협력은 물론이거
니와 북한과의 변경무역 등 한반도와의 경제협력이 연변경제발전에 중요한 기
여를 해왔다.
그러나 한중 수교 25주년인 올해 한국과 중국 양국은 각국에 대한 입체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뉴노멀 경제에
진입하는 한편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대중국경제협력의 새
로운 접근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동북아 및 한반도 북방 협력 이니셔
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
데 양국의 대외 전략이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경협을 활성화하고, 북한이 개방될 경우를 대비한 보다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한중 관계를 한층 심화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연변에 대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해가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연변을 단순히 한반도
접경의 일개 지역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
력으로의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
국의 대북 관여 전략을 보다 입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의 연변을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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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세 줄기 전략을 토대로 경제협력을 연결고리로 한 세부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층 중요하다.
우선 한국의 연변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도와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정
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농업, 서비스업, 관광업 및 요식업, 호텔
업 등에 대한 한국의 보다 심화된 수준의 협력이 연변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에
도 요긴할 것이다.
한국과 연변의 중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인적
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을 동북아와 두만강 유역에서는 다자 국제협력과 평
화,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장으로 부상시킨다는 맥락에서 한국은 연변의 동북
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인 발전과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 체제로의 발전적 전환을 지원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끝으로 위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의
연변 발전 지원을 위한 단계적 금융협력과 함께 사회문화적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역시 필히 수반해야 할 것이다.

표 5-1. 한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로드맵
①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교류협력 강화
②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
③ 창조적 대북 관여 전략의 공간

3대 전략
시기
세부정책

한국의 연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원-윈 협력:
농수산업, 서비스업
업그레이드

단기

중기

장기

∙ 한국의 농업, 서비스업 유관
기관과 연변의 협력 사업 발
굴을 위한 인력 파견

∙ 연변을 활용한 한국의 한중
FTA 심화
∙ 한국과 연변의 농수산업 협
력을 통한 상품 및 관련 서
비스가 중국 대륙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대할 방안 마련
∙ 일대일로: 유라시아 관광 로
드 개설

∙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산업
클러스터 구축
∙ 두만강 초국경 관광지대 설치
및 북한 관광 루트 개설(향후
한반도 동해 관광권 구축)
∙ 북한 개방이 확대될 경우, 공
동 제조업 벨트 조성(북한
광물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장비, 기계 생산 및 수리, 인
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 엔지
니어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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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시기
세부정책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연변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한국의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원

한국의 연변 발전
지원을 위한
단계적 금융협력

사회문화적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

단기

중기

장기

∙ 연변대와 한국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센터 설립
(예: 연변대 훈춘분교와 한
국 유관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센터 설립)

∙ 공동 연구센터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환동해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방안, 북방항로의
점진적 활성화에 따른 양국
의 이용방안 등 다양한 중
장기적인 주제 소화

∙ 북한의 노후화된 해양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인재 육성의 전초기지로 활용

∙ 연변대, 연변과학기술대학
등 연변 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을 한국 유관 기관에
서 부분 위탁교육

∙ 중국 대륙 및 유라시아 대륙
등에서 업무 수행 가능한 인
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
템 구축

∙ 북한 개발을 위한 인력 개발
트레이닝 시스템을 연변을
중심으로 구축

∙ 연변 한중 FTA 시범구를 훈
춘변경경제합작구, 화룡변경
경제합작구와 연계, 현재 추
진 중인 연룡도신구 내 설립

∙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일본,
북한과의 연결이 보다 원활
해진다면, 기존의 연변 한중
FTA 시범구에서 보다 확대
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
시범구로 승격

∙ 중국의 아시아ㆍ태평양 경
제무역지역 추진을 비롯해

∙ GTI 플랫폼의 국제기구화 과
정에서 연변의 가치 부각

∙ GTI의 실제 세부 사업 추진
(두만강 초국경 관광지대 등)
∙ 동북아 거버넌스 협의체 구
축을 위한 연구센터, 사업단
구성 및 임시사무소 설치 등

∙ 연변에 북한이 참여하는 사
전적 동북아 다자협의체 구
축 및 관련 사무소 설치

∙ 금융업 진출을 위해 유관 기
관에서 관련 인원 파견 등을
통해 진출 가능 분야 및 세
부협력 사업 발굴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기금 조성 및 연변
지원

∙ 한국의 연변 농업, 서비스업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을 목
적으로 한 한국, 중국 기업
체에 대해 일시적인 정책자
금 지원

∙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 및
개선될 경우, 북한 인원의
현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
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북한
금융 현대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으로 조성

∙ 한국 내 연변에 대한 이미지
제고 작업(한국 매체를 활용
한 연변 이미지 제고)

∙ 연변 한국문화원 개설 및 운
영(연변, 한국 사회문화, 비
즈니스 문화 소개 및 상호
이해 진작)

∙ 한국은 연변을 한국 금융업
의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을
위한 각종 정책성 금융 사업
교두보로 활용(훈춘지역 활
용 등)

자유무역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연변을 동북아 자
유무역지대로 확대

∙ 연변 한국문화원 운영(북한
의 단계적 개방 시 한국의 사회
문화, 비즈니스 문화 소개)

주: 단기, 중기, 장기 시기 구분은 한중 관계 개선 및 협력 양호 여건은 중기적 시기, 북한의 점진적 개방 및 남북 관계
개선 단계는 장기적 시기 등으로 정치적인 여건 개선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함.
자료: 저자 작성.

108 •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현재로부터 150여 년 전에 개척이 시작된 연변은 과거 척박하고, 우리 민족
의 애환이 서린 장이었다면 현재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비단 자국의 경제적 이익
만 좇는 것이 아닌 세계 각국과 함께 화합과 번영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는 맥락에서 한국은 연변이라는 지역에 대해 보다 열린 생각을 갖고 다시금 돌
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한국과 연변의 거시적인 경제협력 방안 도출에 주안점을 기
울이다 보니, 한국의 연변경제협력 필요성을 환기하고, 큰 틀의 경제협력 전략
과 정책만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은 각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이 연변과 중국과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과 함께 한
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인의 중국 조선족에 대한 관점 변
화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이 한국 기업
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면, 향후에는 한국인이 조선족을 사업 동반자로 인정
하고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 북한으로 2인 3각의 경제협력을 진전해가길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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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반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소고: 법률적ㆍ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48)

제1편 중국 법률 관점에서의 연변
제1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법률적 위치
1. 중국 자치주의 개념
가. 제한적 자치권
중국 자치주(自治州, autonomous prefectures)는 중국의 헌법과 중앙정
부의 통일적인 행정관할 아래, 제한적인 자치권한과 자치조직을 갖고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운영되는 성급(省級)관할 시급(市級) 행정단위를 말한다.
자치주는 중국 헌법으로부터 중앙정부와 동등한 성격의 법률을 부여받지 못
하고 있다.49) 이 때문에 연방제(聯邦制)와는 달리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 전
체(whole)와 부분(parts)의 관계 △ 상급과 하급의 관계로 구성되고, 헌법에
따라 지역민족에 대한 제한적 정치보호권과 행정자치권이 부여된다.
자치주의 정치적 권리는 자치주 법이 아닌 중국 헌법을 통해 보장받는다. 소
48) 본 소고는 박종상 연구원이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에 대한 법률적ㆍ역사적 함의 고찰을 위해 작성
한 것이다.
49) 연방제(federalism)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독립성을 가진 주( 州, state)로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주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의 단일적인 인격을 갖고 운영되는 국가정
치제도이다. 연방제는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과 각 주의 주헌법(state constitution)을 갖
고 있으며, 연방헌법은 중앙정부와 각 주의 관계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연방제에서 중앙정부는 외
교, 군사와 같은 대외주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자치적인 법률을 운용하기 때문에 각 주정
부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가 되며,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헌법을 토대로 분리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 미국, 독일, 러시아, 브라질,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국가가 가장 대표적인 연방제 국
가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 구성이 정치제도의 가장 큰 원류(源流)가 되고 있다는 점은
연방제와 중국 자치주의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행정관할 동등의 측면에서는 연방제
와 중국 자치주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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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족을 대표하는 일정한 인원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
民代表大會)의 참정권(參政權)을 보장받으면서 보호ㆍ실현된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권리는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실현되고, 문화
적 권리는 소수민족 학교, 연구기관, 신문, 방송, 문예 조직 등 소수민족 조직의
결사에 대한 지원금 정책을 통해 보호ㆍ실현된다.
나. 소수민족 가치 보존
중국이 소수민족자치주 제도를 채택하는 가장 큰 목적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장하여 소수민족의 가치를 중국 영토 내에서
지속해서 보존하고 영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ㆍ경제적 권리는 일부
제한적인 지원에 불과한 반면 문화 보장을 위한 정책은 매우 포괄적인 보호정
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에 따라 소수민족자치주정부
가 자치주 내 정부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중국어(汉语, 普通语)와 소수민족 언
어의 사용에 동등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자치
주의 소수민족 문화 보장에 있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 민족구역자치법과 자치주
가. 자치주 건립의 기본원칙
중국 헌법은 민족구역자치법의 실행을 통한 소수민족과 한족(漢族) 간의 차
별 없는 동등한 삶을 보호하고 있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민족구역자치법을 통
해 지역별 소수민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정부와 소수민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구역자치법은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소수민족자치제도를 실
행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 법률로서, 평등, 단결, 상호존중의 원칙 아래 중국 내
민족관계와 민족자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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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구역자치법 제2장은 민족자치지역의 건립과 자치기관(지방정부)의 조
직 구성에 관해 설명하고 자치지역 건립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치법 제12조 제1항은50) “소수민족 거주지역은 당지의 민족관계와 경제발
전 조건 등에 근거하고, 역사정황을 참작(參酌)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소수민
족 거주지역을 기초로 자치지방(自治地方)을 건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동 조항은 중국 자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자치를 정의하는 데 있어 일정한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51)이 별도의 역사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자치지방(지역)이 구성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건국(1949년 10월 1일)되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특수한 민족정서를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해당 민족의 정서를 기초로
지방자치 행정구역을 설정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그런데 민족구역자치법에 근거하여 민족자치지역을 건립하는 데 있어 민족
자치지방의 민족은 한족(漢族)과 구분되는 소수민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이다. 이는 곧 지역 내 소수민족의 비중이나 인구수는 소수민족 자치지방의 건
립을 결정하는 요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수민족 자치지방은 소수민족의 인
구, 비중, 민족 분리 사유 등의 기준만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구와 거주상황 관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소수민족의 역사적 정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된다.
상기 법률 조항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 이후에도 자치주가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연변 내 조선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는 하나,52) 민족과 역사에 있어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는
50) 민족구역자치법 제12조 “少数民族聚居的地方, 根据当地民族关系、经济发展等条件, 并参酌历史情况,
可以建立以一个或者几个少数民族聚居区为基础的自治地方.”
51) 중국 법률상 소수민족은 한족(漢族) 이외의 55개 민족을 모두 소수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52) 연변조선족자치주의 1990년 말 기준 총인구는 207만 명이고, 소수민족은 89만 7,000명으로 전체 비
율의 43.33%를 차지한다(陳雲生, p. 387). 2003년 말 기준 총인구는 218만 6,000명이며, 조선족 비
율은 37.9%, 한족 비율은 59.7%이다(金太蘭(2005. 5),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區域自治制度實踐硏究」,
p. 1), 2014년 말 기준 총인구는 214만 5,753명이고, 조선족 비율은 36.3%이며, 한족 비율은 59.9%
이다(延边州统计年鉴(2015),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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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나 자치주 내의 조선족 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조선족자치주가 지속 유
지되는 기본법률이 된다.
나. 중국 건국 전의 영토와 조직 그리고 역사
민족구역자치법 제14조에는 자치주 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보다 명확히 나
타나 있다.53) 이 법률 조항은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이 공간적으로는 한족(漢族)
의 거주지역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지역을 중국이 건국하기 전에 이미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수민족 조직의 성격으로는 소수민족 거주지를 관리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조직이 이미 형성되었을 경우에만 비로소 중국 중앙정부
와 자치주 설립에 관해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인정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소수민족이 중앙정부와 협상하여 비준을 받으면 자치주가 설립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해보면, 중국 건
국 당시 연변지역에는 이미 한족과는 구분되는 조선족이 모여 살았고, 한족과
는 구분되는 별도의 문화와 주체적인 조직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족 역사의 시작
조선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시간적 기준은 역사적 사건에 따라 다르게 평
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적인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朝鮮)이 일본에 병합된 1910년 8월 22일부터 국제법상으로 조
선은 국권을 상실하였고, 조선의 해외거주 국민도 조선인으로서의 조선 국적을
실질적으로 상실한바, 법률적 의미상 1910년부터 조선족의 역사가 기록되었
53) 민족구역자치법 제14조는 “민족자치지역의 건립은 지역의 경계를 구분하고, 명칭을 조직하며, 국가
상급기관이 관련이 있는 지방의 기관과 회동하여 소수민족의 대표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입안한다.
자치 관련지역은 법률이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 상급기관에 자치주 설립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상급기관은 이를 비준하며, 자치지역은 국가 정부의 비준을 받아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民族自
治地方的建立, 区域界线的划分, 名称的组成, 由上级国家机关会同有关地方的国家机关, 和有关民族的
代表充分协商拟定, 按照法律规定的程序报请批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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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일병합(1910년) 시기부터 중국대륙에서 조선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설립될 당시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
내에서 100년을 넘지 못하였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건국되고, 그 후 3년이
지나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설립된다. 연
변조선족자치주가 설립되기까지 조선족의 역사는 겨우 42년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대륙 내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42년의 소수민족 역사를 보유한 조선족
이 중국이 건국(1949년 10월 1일)된 지 3년 만에 연변의 영토와 조선족을 기
반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설립된 것이다.
관련 법률인 민족구역자치법에 근거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설립 배경을
이해할 경우, 연변에 거주하던 조선족은 중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자체 행
정부에 준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그 조직과 역
사를 존중받고 있었다. 중국이 건국된 후 연변에는 중앙의 지도자와 협상을 할
만한 지도자와 조직이 있어 중국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설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잠시 전술하였듯이 조선족의 시작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54)에 관한 문
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한일합병 시기인 1910년을 기준으
로 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이 시작된 시기에 관
한 기준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왜냐하면 조선족은
앞의 민족구역자치법에서 나타나듯이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족을 규명함에 있어 확실한 점은 조선족은 한반도를 기점(起點)
으로 중국대륙으로 이동하며 시작되었고, 연변에 가장 많은 조선족이 유입되어
54) 조선족에 대한 원류와 법률상 조선족의 시작은 서로 다른 의미로서, 조선족 원류의 시간적 기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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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통해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10년보다 훨씬 더 이른 시
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족은 언제 어떻게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어떠한 생활을 하였
기에 이렇게 짧은 소수민족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대륙에 연변조선족자치
주를 설립할 수 있었을까? 중국 법률체계에 나타나는 조선족과 우리 민족의 관
계 규정을 마친 후에 다음 장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의 법률적 배경이 되
는 조선족의 역사적 연원을 서술하기로 한다.

제2장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연변 조례
1.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
가. 자치주 조례의 탄생
중국 헌법에 근거하여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自治區)가 설립
되었으며, 이후 자치구는 1955년 12월 자치주(自治州)로 명칭이 변경된다.
1952년 설립 당시 연변에는 조선족 포함 한족(漢族), 만주족(滿洲族), 회족(回
族) 등 총 16개 민족 85만 4,517명55)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전체 인구 중 조선

족은 52만 9,80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2%에 해당하였다.
연변 조선족은 1952년 중국 헌법으로부터 조선족자치구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고 조선족자치구를 설립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조직조례(延
邊朝鮮民族自治區人民政府組織條例’와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 실정에

관한 건의(關于延邊朝鮮民族自治區人民政府施政建議)’를 자치주 조례로 입법
화하였다.
조례는 자치주 시행의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치주 초기 운영을 위한 지방정

55) 柳偉江 외(2014), p. 97. 延边州统计年鉴(2015)에 따르면 1952년 연변주의 총인구는 85만 4,431명으
로서, 남자 44만 1,794명, 여자 41만 2,637명이고, 농업인구는 61만 5,181명으로 72%가 농업에 종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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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조직 구성과 지역행정 시행에 관한 지역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 이는
중국 사회주의제도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제도의 정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법률적 기조작업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하겠다. 다만 연변주의 경제발전
방향 관련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연변의 특수한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발
전을 추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다.
나. 경제환경 변화와 조례 수정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 추진을 시작하였고, 1982년 12월 개혁개방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환경 조성과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헌법을 개정하
였다.56) 이 헌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중국의 신(新)헌법으로서 헌법 개정으
로 인해 1984년 5월 민족구역자치법이 공포(公布)되고, 중국법률 환경이 변화
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가 1985년에 탄생하였다.
중국 수정 헌법(현행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혁개방 시대를 맞아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한 경제 부분 내용이 크게 강화된 것이었다. 개혁개방 당시 지역경
제의 발전은 조선족자치주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요구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역시 경제발전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완성하였다. 1985년 8월 2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가 통과되고, 1985년
10월 1일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조례(延邊朝鮮族自治州條例)’가 시행되었다.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자치주의 조례는 시행 20여
년 전후인 2003년 1월 6일에 수정을 하였다. 수정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급변
하는 연변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변지역만의 특수한 시대상황과 시
대정신이 조례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56)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끄는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1954년에 제정된 헌법을 기초로 1982년
에 신헌법을 제정한다. 신헌법은 현행 중국의 헌법으로 당정분리, 중앙군사위원회 신설, 타이완과 홍
콩에 관한 특별행정구역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후 수정을 거쳐 기업과 개인이 토지를
제한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법률이 포함되면서 현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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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례 구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는 △ 총칙(제1장, 제1~8조) △ 자치주의 조직 구성
(제2장, 제9~14조) △ 인민법원과 검찰원(제3장, 제25~27조) △ 경제건설과
재정관리(제4장, 제28~50조) △ 교육과학(제5장, 제51~67조) △ 민족관계(제6
장 제68~72조) △ 부칙(제7장, 73~75조) 등 총 7개 장 7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는 정치, 경제, 문화, 민족,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고,
아울러 경제발전을 위한 시대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라. 조례와 경제건설
조례 중 제4장(제28~50조)은 자치주의 경제건설과 재정관리에 관한 법안을
집약해놓았다. 조례 75개 조항 중 경제 관련 내용은 모두 22개 조항으로서, 조
례 내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법률 비중은 모두 30%에 이르고 있다.
이후 조례에 나타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방향은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연변경제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나타나는바, 현재 연변의 조례는 지금
의 연변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발전방안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조례에 투영된 한반도와 연변주의 경제건설
가. 자치주 최초의 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는 중국 민족자치주에서 최초로 제정되고 시행된 조
례로서,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자치주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법률 및 경제
발전 전략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례의 시행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발전방향
을 설정하고, 자치주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바, 지역 특
성에 맞게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역 경제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측면
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례 시행은 법률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에
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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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발전 조례 내용 검토
이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례 내용을 검토하면서 조례에 투영되어 있는 연
변의 주요 경제발전과 전략방향을 살펴본다.

글상자 1-1.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
(제28조)
자치주는 대외개방을 굳건히 유지하고, 대외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연변주의 유리한 조건과 국가
로부터 부여받은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용하여, 투자유치와 각종 개발구의 건설을 추진하고, 두만강
(圖們江)지역의 개발개방을 추진한다.
(제36조)
자치주는 농업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농업의 발전을 시장의 방향에 맞게 추진하며, 농
산품 가공과 농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제37조)
국가정책의 지도 아래 두만강지역과 백두산 자원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통산업과 지역특색
산업을 지속 발전시키다. 첨단기술산업과 IT정보화를 통해 신형공업화를 추진하고, 공업발전을 통
해 경제의 질량과 효능을 제고한다.
(제38조)
자치주는 국가의 지원 아래 조선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특수한 상품을 적극 발전시키고, 소수민족 생
산과 소수민족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한 경제적 수요를 지속 발전시킨다.
(제41조)
자치주는 상업, 유통과 판매, 의약기업을 국가민족의 무역정책과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투자, 금융,
세수 등 부분에서 국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다.
(제42조)
자치주는 국가규정에 따라 국가의 우대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적극 발전시킨
다. 국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대외무역 통상구(口岸)를 개통하고, 변경무역(邊境貿易)과 변민호시무
역(邊民互市貿易)을 확대 발전시키며, 생산기업과 대외무역 경영을 확대하고, 자치주의 경쟁력 있
는 우수상품 수출을 장려한다.
(제43조)
자치주는 백두산의 생태(生態), 변경, 민속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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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례 중 주목할 부분은 제4장 ‘조선족자치주의 경제건설과 재정건설’
의 일부 조항으로서, 조례 중에서도 경제건설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변의 경제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역할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 있
는바, 다음에서 상세 내용을 알아본다.

3. 한반도와 연변 조례
가. 경제전략 우선
연변 조례에는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여러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로 경
제발전을 위한 전략이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자치주 법률 내용이
정치조직 구성 및 조선족 특성을 보장하는 문화사업의 범위에 제한되어 있었다
면, 새롭게 개정된 조례는 이러한 정무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연변자치주의
특성에 맞는 경제 전략 구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나. 한반도와 대외무역 확장
둘째로 경제건설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외무역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변경(邊境)무역와 호시(互市)무역과 같이 변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력 제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 제42조에 근거한 연변주의 변경무역 강화 전략은 연변과 변경을 맞대
고 있는 한반도 북부(북한)와 경제협력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실
제 북한과의 협력관계는 △투먼(图们) 북한공업원에서의 북한 노동자 활용 생
산기지 확대57) △훈춘(珲春)개발구에서 북한노동자 활용58) △권하통상구(圈
57) 「도문(圖們) 경제개발구 내 북한공업단지(朝鮮工業園)」; 중국 연변자치주는 두만강(圖們江) 지역의 대
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2011년 8월 연변주 도문시(圖們市) 경제개발구를 설립하고, 개발구 내에 북
한공업단지(朝鮮工業園)를 조성하였다. 동 경협 모델은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북중 양측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북한 측의 노동력 제공 등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현실적 한계성이
노정되기도 한다.
58) ‘훈춘개발구’와 북한 노동자 활용: 연변주 정부는 2012년 5월 21일 중국 동북부의 최단 지역인 연변주
훈춘지역에 훈춘국제협력시범구(琿春國際合作示範區)를 설립하고, 훈춘시를 교통과 물류 중심의 산업
기지로 발전 확대 중이다. 시범구는 △국제산업협력구(22㎢) △변경무역협력구(16㎢) △중북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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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口岸)를 통한 북한 나진과의 무역량 확대59) △백두산 아래 화룡(和龙)경제

협력구 추진60) 등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한반도와 발전사업 방향
가. 백두산과 변경 활용
다음은 연변 산업발전 분야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서, 조례는 변화하는 시장
에 맞추어 산업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7조와 제41조 등에서는 △의약
산업 △농업산업 △관광산업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
할 점은 시장의 새로운 변화상황에 맞게 추진되는 연변주의 산업발전 방향은
모두 백두산을 산업의 기본요소로 활용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백두산은 한반도와 중국대륙 간 양측의 문화를 구분하고 다시
융합을 이루어내는 문화공유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역주민
들에게 백두산이 품고 있는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기초적인 민족경제의 요람
(인큐베이터, incubator)과 변화발전을 유도하는 기반(인프라, infrastructure)
역할을 하고 있다. 백두산의 이러한 민족 산업발전 기반으로서의 역할은 시대
력구(17㎢) △중러경제협력구(5㎢) 등 4개 협력구(총 80㎢)와 △경신진구(敬信鎭區)구(10㎢) 등 총 90㎢
로 구성되어 있고, △중북경제협력구를 운영하면서 △훈춘-나선 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북한 나선경제
무역구와 연계확대 △중북러 3측 간의 다국 관광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북중 협력의 중요한 협력 플
랫폼으로 주목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북중 간 경제협력은 △자치주 조례를 바탕으로 △중국
일대일로 정책 △신동북진흥 정책 △창지투(長吉圖) 전략 등의 지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59) ‘권하통상구’를 통한 나진지역 협력 강화: 권하통상구는 연변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북중 간 도로 통상
구로 두만강을 사이로 1936년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두만강대교가 있다. 중국 경신진(敬信鄕)의 권하
통상구를 지나면 북한의 원정(元汀)통상구와 연결되며, 나진까지는 51km 떨어져 있어 연변과 북한 나
진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상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11월 권하와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연변주와 북한 나선경제개발구로 진입하는 중요한 경제무역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60) 화룡경제협력구: 연변자치주는 ‘변경지역(沿邊地區) 개발개방계획(2014~2020)’에 근거하여, 2015년
3월 3일 화룡변경제협력구(和龍邊境經濟合作區) 건설(총면적 4.06㎢)을 시작하였다. 화룡의 협력구의
연변자치주는 동 계획에 따라 화룡변경제협력구 및 중북 루궈(芦果)ㆍ무산(茂山) 국제호시무역구(跨境
互市貿易區) 등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협력구를 관광과 무역 생산 기지로 점차 확대할 계획
이다. 북한은 2015년 4월 22일 중국 변경지역과 경제, 무역,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 양강도(兩江道) 삼지연군(三池淵郡) 무봉노동자구에 무봉국제관광특구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동
관광특구가 나선경제특구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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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새로운 산업적 요소로 활용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연변
조례를 통해 백두산을 지역경제 발전방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확립하여 연변 산
업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전되고 있다.
연변 조례를 기반으로 백두산을 활용하는 전략적 사업 분야는 관광(풍경, 스
포츠, 레저), 문화(역사, 종교, 민족, 스토리, 사진, 미술), 생태(산림, 식품), 의
약(인삼, 약재, 광천수) 등의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 분야를 볼 때 연변이 백두
산이라는 자산을 적절하고 슬기롭게 활용하고자 구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현행 국제법상 백두산은 한반도 북부(북한)와 중국 연변주를 구분하는
국경선이 되기 때문에 양측의 영토를 구분 짓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백두산
은 북한과 중국이 1962년 10월 12일 체결한 북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61)
에 따라 백두산 최정상의 천지(天池)를 기준으로 한반도와 중국이 그 영역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산을 기반으로 하는 연변경제발전 전략은 현재 변경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 북부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겠다. 현재 연변주가 백두
산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관광, 문화, 생태, 의약 등 4대 산업의 발전 전략은 한
반도 북부와 자연스러운 유기적 관계를 맺을 때만 발전 잠재력이 확대될 것이다.

나. 한국의 자본 기술 유치
연변의 대한반도 북부(북한) 경제협력 전략의 주요 골자가 백두산과 북중 변
경을 활용한 것이라면, 한반도 남부(한국)에 대해서는 기술과 자본을 통해 경
제협력을 강화하여 내수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37조 신형공업화, 제41조 의약기업, 제41조 수출장려, 제43조 관광
사업 개발 등을 내수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제시

61) 1962년 10월 10일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북한 김일성 간에 체결된 변경조약으로 백두산 일
대의 국경선 확정에 관한 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백두산의 천지를 북한이 54.5%, 중국
이 45.5%로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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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분야의 경제발전에는 모두 한국기업의 외자유치 및 협력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접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령 이들 산업을 대표하는 연변의 주요 기업으로는 한국의 △훈춘 포스코현
대물류단지(물류 가공, 훈춘개발구) △도문 휴롬전자유한공사(IT 기술제품, 도
문개발구) △정관장(인삼의약, 연변신흥공업개발구) △연변 광동제약주식회사
(의약, 한약제농축액제품, 투먼개발구) △연변 농심광천음료유한공사(광천수,
백두산 천연자원 활용, 안투개발구)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한국 기업은 지역
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기술과 자본을 융합하여 연변경제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연변의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즉, 연변과 한국 기업은 이미 내수산업을 탄
탄히 하고 기업 구조전환을 통한 경쟁력 발전에 있어 공고한 경제협력 메커니
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연변경제발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연변경제발전
의 핵심전략은 모두 한반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한반도 북부(북한)
는 자연, 변경과 관련된 사업이 중심이 되어 전통적인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고,
한반도 남부(한국)는 자본, 기술과 관련된 사업이 연변 내수시장의 발전을 유도
하면서 한반도와 연변 간의 경제발전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변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내수와 대외경제 무역사업은 모두 한반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연변의 협력은 연변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다. 두만강을 동아시아의 협력 플랫폼으로
마지막으로 조례에 나타나는 경제발전 전략의 특징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국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심 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원
대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연변은 산업구조의 낙후로 인해 중
국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경쟁력이 뒤처졌고, 지리적 이점으로 꼽혀오던 요인
은 오히려 이점보다는 산업발전의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연변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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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지역인프라, 물류, 노동력, 선진 경영, 선진 기술 등에서 낙후되어 있고,
변경지역 경제범위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동
북지역 변방경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연변을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만나 협력
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발전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경제발
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변 글로벌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은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 각국이 함께 개
발할 수 있는 동북아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또한, 두만강 유역을
공동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이 지역의 경제개발을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
하는 것을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전략은 변방에 머물렀던 지리
적 단점을 기술과 자본을 통해 지리적 이점으로 전환하고, 이 지리적 이점을 동
북아 각국이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즉, 두만강을 매개로 연변에서 동북아 각국
이 함께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발전 전략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 제28조와 제37조의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연변주는 한국으로부터 기술과 자
본을 유치하여 내수시장의 발전과 신흥산업을 추진하고, 북한과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전통적 변경산업과 지하자원의 수출입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이 전
략이 한반도와의 3자 구도에서의 직접적인 국제협력 전략이라면, 두만강지역
프로젝트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어젠다(Agenda)를
구상하여 연변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대외경제협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연변은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1992년)
을 모태로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62) 이는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 등
을 연변을 위시한 두만강 유역에서의 국제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역내 지

62)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 분야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여 두만강 권역의 지역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
써 GTI 사업을 공식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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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력 협의체로서, 연변의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논의를 수렴하는 것에
있어 산파 역할을 담당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관점에서 두만강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두만강지
역의 다자 협력체 구성, 다자 협력을 통한 연변지역의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인프라 개발, 국제 협력개발(특)구 건설 등이 있다. 단, ‘두만강지역 프로젝트’
의 성공적인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기에 각
국 협의체 구성 여부가 선행 요건이 된다. 따라서 연변이라는 변경을 동북아 각
국의 공동 경제무대로 확대하려는 연변의 글로벌 경제발전 전략은 한반도(남
한, 북한)와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63)

제2편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와 연변
제1편에서는 중국 내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갖는 법률적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변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전략이 연변조선족자치주 조례에 잘 명
시되어 있고, 경제발전 전략 핵심이 내수발전, 대외관계, 글로벌 발전 전략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반도와의 관계와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조례
를 바탕으로 연변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서 연변경제발전이 조례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조례가 연변 산업의 발전과 전환
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한반도와 연변주 간의 통상관계에 있어, 지역 변경에서 이루어지
던 변경무역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 법에 의한 통상으로의 체계를 갖추게 되는
63)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연길시(延吉市)를 주도(州都)로 훈춘(琿春)시, 도문(圖們)시, 돈화(敦化)시, 용정
(龍井)시, 화룡(和龍)시, 안도현(安图縣), 왕청현(汪淸縣) 등 6개 시와 2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변
은 중국 동북부의 변경도시로서, 연변의 변경 총 길이 755.2km(지린성 변경의 52.4%), 동남으로는
한반도와 522.2km(연변주 변경의 약 69%), 동으로는 러시아와 232.7km(연변주 변경의 약 31%)를
접하고 있다. 연변은 변경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ㆍ문화 교류뿐 아니라 역사적
정서에서도 한반도와 연변 간의 협력은 역사적 태생을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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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법률이 당시 연변의 시장과 조선인
의 유입으로 확대되면서 연변의 기초적인 정치 체제를 잉태하게 되는 지점을
양 지역의 통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이 내용은 한중 간의 시대
변화 가운데 한반도 북부와 연변 간의 역사적 필연 관계가 통상(通商)으로 거
듭 태어나는 과정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연변사회가 변화되는 인과관계를 규명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 통상의 태동
1. 한반도와 연변 간 법률 통상의 시작
가. 지린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의 탄생
아편전쟁(1840년)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임오군란으로 인해 중국의 대(對)조선에 대한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선과
청나라는 양국 상인 간의 수륙무역을 위해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
陸貿易章程)을 체결(1882년)하였다.64) 이후 양국은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을

근거로 2년 후인 1884년 지린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
章程, 이하 지린조선장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와 중국 연변 간의 무

역통상에 부여된 최초의 법률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지린조선장정은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의 영향을 받아 체결된 것으로서, 당
시 조선과 청나라 간의 국제적 형세가 반영된 불평등조약이었다. 그러나 지린
64)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17일 경오 2번째 기사).
조선과 청나라가 1882년(조선개국 491년) 양국 상인의 무역활동을 돕기 위해 맺은 통상 규정(총 8개
조)이다. 장정 서두에 조선이 청나라의 제후국임(藩封) 명시하고 있고, 임오군란(1882년) 후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종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불평등조약이
다. 그러나 장정 제5조에는 과거 의주, 회령, 경원 등지에서 관원이 주관하던 호시를 책문(랴오닝성 단
동)과 의주, 훈춘(지린성 연변)과 회령으로 제한하여 변경 백성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을 할 수 있도
록 보장하고 있어, 한반도와 중국 간 변경경제 무역의 현실적 중요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장
정에 근거하여 1884년 지린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이 체결되기 때문에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은 지린
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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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장정은 중국 지린과 한반도의 무역관계를 역사상 처음으로 규정한 지역 법
규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연변의 통상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태동 역
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린조선장정은 조선과 청나라의 합의하에 그간 양 지역에서 전통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변경무역의 상업규례(商業規例)를 법제화한 총 16개 조로 구성된
무역통상 규정으로서, 양 지역 특성지역의 무역통상을 법규화하였기 때문에 현
실적인 지역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반영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린조선장
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나. 시장의 확대와 법률 정비
1) 시장 확대 및 규범적 통제
제1조는 지린조선장정 체결 당시 연변지역의 사회적 개발 상태를 나타내는
바, 당시 연변지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미개발지역(태반이
황량하고 마을이 없었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인이 국경의 개념을
갖고 연변에 진출하였다기보다는 경제 생활범위가 두만강을 건너 연변으로 확
장되는 개념을 갖고 매우 자연스럽게 연변으로 진출하였음을 시사한다.
당시 시대환경의 변화로 양국의 변경 통제가 과거보다 느슨해졌고, 이에 따
라 연변지역으로의 조선인 유입과 정착이 증가하면서 연변 사회와 경제구조가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변화된 연변의 경제사회 구조는 규범적 경제통제가 필요해졌다.
청나라는 외부인의 출입을 규범화하고, 통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과 지린지역
사이에 통상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 장정을 체결하였다. 명칭은 지린과 조
선 간의 장정이지만, 제1조와 제1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통상을 규
제하는 핵심 내용이 지금의 연변지역임을 감안하면, 지린조선장정은 한반도에
서 연변으로 유입되는 조선인을 가장 크게 감안하여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린조선장정 제1조에서는65) 한중 간 변경을 토문강(土門江)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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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서 가장 가까운 허룽골(현재 중국 허룽시)에 세무국을 설치하였다. 또한
주변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중국의 허룽골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조선의
회령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당일 왕래(往來) 교역을
허가66)하고 있다. 아울러 거리가 가까워 전통적인 경제협력 관계가 있던 훈춘
과 경원(慶源, 현재 북한 샛별군) 사이에는 허룽 세무국이 관할하는 별도의 세
무 분국을 설치하여 별도의 인원이 세무 분국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 통상의 시작과 수정 가능성 논의
마지막 조항인 제16조67)에는 본 장정의 연원(淵源)을 기재하고 있는바, 지
린과 조선 간의 무역장정이 처음으로 탄생하였음을 알리고 있으며, 처음 탄생
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필요에 따라 상의하여 수시로 규정
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한반도와 지린성 간의 무역장정이 처음 시

65) 지린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 제1조(고종실록 21권. 5월 26일 경자 5번째 기사): 상세조항 아래 ― 두 나
라의 변경은 토문강(土門江)으로 한다. 토문강 북기슭(北岸)과 동기슭(東岸)은 지린에 속한 땅이며, 태
반(太半)이 황추(황량)하고, 촌진(마을)이 없었으며, 둔화현성(敦化縣城, 현재 둔화시)은 강기슭(江岸)
과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회령(會寧)과 강을 맞대고 있는 곳이 허룽골(和龍峪)이니 마땅히 허
룽골의 연강(沿江) 일대에 세무국을 설치한다. 지린 상인이 허룽골 세무국 일대에 집을 짓고 화물을 보
관하는 것을 허락한다. 세무국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허룽골과 회령 사이를 상인들이 아침부터 저녁
까지 왕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만.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돌아와야 한다. 지린은 세무국에
사람을 파견하여 감독관리를 하고, 과세와 징수를 하며, 비적 및 유사한 불법무리들을 조사감독한다.
훈춘과 경원부(慶源府)는 서로 거리가 가까우니 마땅히 훈춘 관할의 서보강 나루터(西步江渡口,현재 琿
春市 三家子鄕 古城村)에 분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별도의 행정인원이 세수 겸 감독조사의 일을 맡도록
한다. (참고: 동 장정의 제1조에서는 변경을 나타내는 투먼강을 土門江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제11조
에서는 투먼강을 圖們江으로 표기하고 있다. 동일한 강에 대한 혼용으로 추정되나, 서로 다른 지역이
후에 하나의 지명으로 통일적으로 사용되면서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법률에서 다르게 나
타나는 표기는 이후 백두산정계비 등에 나타나는 西爲鴨綠 東爲土門에서 토문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66) 현재 시점으로 보면 무사증 당일 교역허가 정책인데, 현재까지도 연변의 훈춘, 투먼 및 랴오닝성 단동
등과 같은 변경지역에서는 북중 양측의 합의 아래 변경지역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동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67) 지린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 제16조 : 상세조항 아래 ― 지린과 조선의 무역은 처음 창설된 것이다. 이
번에 정한 장정에 근거하여 이후 양국에게 증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양국은 최선을 다해 협상
하여 개정하고, 상업관리원이 상세내용을 상부에 청하면 북양대신, 독판대신, 길림장군이 심사하고 결
정하며,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온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吉林與朝鮮貿易
事屬創辦, 此次所定章程, 將來兩國,有欲增損之處, 隨時咨商酌改, 由督理商務之員, 詳請(北洋大臣督辦大
臣吉林將軍)核示遵行, 以期悉臻妥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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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역사적 의미는 물론 수정 및 개정을 통한 미래의 수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
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2. 지린조선장정의 시대적 함의
가. 지역통합에서 경제통합으로
상기에서 지린조선장정의 처음과 마지막 조항을 잠시 살펴보면, 19세기 초
기까지만 하더라도 연변지역은 경제적인 개발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고립된 지역이었다. 이후 중국의 정세 변화가 연변지역 변화의 당위성을 이끌
어냈고, 변경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와 연변지역 간의 협력이 연변을 변화시
키는 태동(胎動)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지린조선장정 제1조에 근거하여, 지린의 동북부 변경지역인 연변과 두
만강을 사이에 둔 한반도 북부의 변경지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민호조(商民互助)의 방법으로 상업교류를 활성화하여, 연변지
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발전 전략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세무국 설치, 화물 보관창고 설치(물류창고 설치), 일일 자유
왕래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지린조선장
정에서는 연변지역이 유무형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성(변경, 변경문화)을 제일
상위에 두고 지역 경제발전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추진하였다. 이는 현재 연변
의 발전방안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고 있어 연변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연변주의 조례가 한반도와의 변경무역, 기술유입, 투자유치 등을 대외
경제 활성화와 내수경제 진작(振作)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면, 통항(通航) 당시 연변주의 경제발전 전략도 한반도와의 공동체 구성 등
을 통한 경제교류가 최선의 경제발전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린조선장
정을 통해 한반도와 연변 간의 교류가 과거 지역적 이웃 간 거래에서 국가간 지
역 경제 통합의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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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 시행과 조선인의 유입
한반도와 연변 사이에는 두만강과 백두산의 경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끊임
없이 사람들이 왕래하고, 문화와 물자가 이동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였
다. 경계는 양 지역을 구분 짓는 갈등요인이 되기보다는 양 지역 사이의 완충
(緩衝) 역할을 하였고, 갈등이 해결되면 더 넓은 소통의 통로가 되었다. 가령,
양국이 갈등을 겪었던 청나라 시기에는 봉금정책이 취해지면서 연변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었으나, 이후 중국과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한반
도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중국대륙 사람들과 함께 모여 협력과 갈등
을 반복하면서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산파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었다
즉, 지린조선장정의 실행은 연변과 한반도의 무역관계를 정례화하고 규범화
하는 발전의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정치, 경제, 외교, 법제를 변화로 이끌면서
조화로운 연변의 탄생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린조선장정을 조선족의 연변 유입 관점에서 보면, 이 장정을 근거로
조선의 상인이 공식적으로 중국 연변지역에 진입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
기 때문에 한반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과 관련한 관계 규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제2장 디아스포라(Diaspora)의 도시 연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분리되어 있던 조선인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일종
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8세기부터 두만강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중국 연변지역으로 넘어왔다.68) 초기 이주는 지리적 연접(連接)에
근거한 이주(移住)였기 때문에 이주라기보다는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의 불
법 입국이었다.

68) 연변의 형성과 조선족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국조선족력사독분(심영숙 2016)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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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최초 이주 시기에는 사신 연변지역에 인적이 드물었으나, 법적으
로는 불법이민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따라
서 일정한 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다시 강을 건너 한반도로 돌아가는 일종의 역
외가공과 같은 방식의 이주가 주종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건너가 파종
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기도 하였고, 좀 더 확대해서는 춘계에 들어와 파종을
하고 이후 추계에 다시 들어와 수확을 하기도 하였다. 과거 청나라의 금관령(禁
關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봉금령으로 호칭, 봉금정책)69)으로 인해 지난

200여 년간 경작을 허용하지 않은 연변 땅은 그 어느 땅보다 기름진 경작지(耕
作地)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조선인의 먹거리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농산물
이 급감한 것 역시 두만강을 넘는 배경이 되었다. 식량난을 겪고 있던 조선인은
두만강을 건너 농업 생산지를 제공하는 역외가공 방식을 통해 새로운 농업의
기회에 도전해야 했던 것이다. 다만 월경(越境)을 통해 새롭게 시도되는 신농
업산업의 주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월경지역에
서의 조선인은 중국 당국의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경지역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 국제적인 정세를 막을 수 없었던
청나라는 청나라 초기부터 강력하게 시행되어오던 만주지역의 금관령을 해제

69) 금관령(禁關令):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동북지역에 근거하던 만주족의 주요 지배세력이
산하이관(山海關)을 지나 베이징으로 입관(入關)하면서 만주지역은 통치세력의 공백기를 맞이한다. 이
에 청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만주족의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한족(漢族)의 만주지역 내 세력화를 방지하
며, 경제적으로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668부터 금관령을 시행한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주로
활동하던 현재의 지린성과 랴오닝성 지역의 변경지역에 버드나무를 심어 만주족이 살던 지역적 경계
를 표시하고, 20개의 검문소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유조변장, 柳條邊牆)한다. 이후 아편전쟁 등의 영
향으로 청나라의 국력이 쇠락하고, 동북에서는 제정러시아의 군사적 침탈이 시작되자 청나라는 1861
년 금관령을 완전히 해제하고 타 지역 주민의 합법적 이주를 허용한다(랴오닝성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연변지역은 1861년 공시적으로 해제됨). 금관령은 만주족이 발기(發起)하고 흥(興)한
만주지역(중국 동북3성)의 만주족과 만주족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
200년간 지역개발이 중단되고, 문화의 유입이 제한되면서 동북지역이 정치, 경제, 군사 방면에서 낙후
되고 지역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에서는 봉금정책(封禁政策) 또는 봉금령(封禁令)이
라고도 하나, 중국 법률상 명칭은 관(關)을 넘어 만주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의 금관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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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타 지역 주민의 연변이주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대륙
내에서는 허베이성(河北省)과 산둥성(山東省) 지역의 주민이 산하이관(山海
關)과 황하(黃河)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만주(滿洲) 땅으로 들어왔다. 이

를 촹관둥(闖關東,chuang guandong)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새로운 동북지
역의 이주 역사를 창조하였다. 만주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강 한 줄기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구분되는, 차별적 문화를 유지하였던 함경북도(咸鏡北道) 조선인
을 중심으로 한 유민이 새로운 땅(new land)이 합법적으로 열리자 조선에서의
갈등을 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두만강을 건너오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금관령 해제(1861년)로 한반도 주민이 합법적으로 연변으로 진
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로부터 폭발적으
로 증가한 확대된 한반도와 연변지역 간 경제교류를 위해 금관령 시행 20여 년
후 지린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1884년) 등의 입법 조치를 통해 경제교류의 규
범화를 추진하였다. 이후 1899년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 중국명 光緖
二十五年中韓條約)에 의해 재연변 조선인에게 중국 국적이 부여되면서, 과거

고구려와 발해 이후 잃었던 우리 민족과 연변의 공영(共榮) 관계는 다시 시작
될 수 있었다.
종합하면 한반도와 연변 간에는 변경과 민족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경제 교
류와 협력이 시작되었고, 민간 주도의 교류와 발전의 확대는 연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었으며, 국가는 정책으로 이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발전
해왔다. 즉, 한반도와 연변 간에는 경제 중심의 민간교류가 정치적 지원과 안정
으로 이어지면서 연변주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연원과 양측간의 특수한 구조에 따라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소외되었던 연변이지만, 한반도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한반도와의 교류가 확대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또한 한반도와의 인적 교류를 바탕으
로 하는 기술과 문화의 유입이 오늘날과 같은 연변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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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2. 조선인의 이주에 따른 연변산업
항일전쟁 이후 중국 대륙은 국공내전(1946~49년)의 심각한 혼란을 겪고 중국 건국(1949년 10월
1일) 후 조선족자치주(1952년 9월 3일)를 건립하는데, 조선족자치주 건립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긴박하게 변화한 한반도 정세와 조선인의 대량이주로 볼 수 있다. 당
시 시대에 따른 조선족의 이주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치적 망명
19세기 우리 민족의 연변이주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떠나온 지엽(枝葉)적 이주였다면, 한일병합
(1910년)으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정치적 성격의 이주가 주를 이룬다.
한일병합 이후 시작된 조선인의 대량이주는 국권상실에 따른 정치적 망명이 연변 이주로 이어졌는
데, 경제적 관점에서 당시 연변은 이미 도시가 규범화되고 행정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과거 경제적 사유로 이주했던 조선인이 한청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신분의 안정을 유지하면
서 토지를 획득하여 안정적 이주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1910년 이후 유입된 정치적 망명자들은
신분의 이중성(망명유민, 조선인)으로 인해 토지 획득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 상업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새로운 경제 방식의 정착을 시도하였다.
□ 계획 이민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의 발발은 중국 동북지역 전역에서 우리 민족의 활동 범위와 이주 동기
를 변화시킨 가장 큰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진출하고, 1931년 9월 18일 랴오닝성
선양에서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지역(중국 동북 3성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다음 해(1932년)
3월 1일 현재 지린성의 성도인 창춘(長春)을 수도로 만주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구(舊)만주지역이
만주족의 본거지였다는 점에서 일제에 의해 새롭게 건국된 만주국에서는 신(新)만주에서 생활할 새
로운 세력이 필요하였다.
일본은 광활한 만주지역의 지배를 위해 기존의 세력이 아닌 새로운 세력을 통한 만주 통치를 추진하
고, 이 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새로운 집단이 만주로 이주하는데, 그들이 바로 한반도에 있던 우리 조
선인으로 일본 국적을 갖고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된다. 과거 조선인의 신분으로 중국 연변에 살던 이
중신분이 만주국 성립과 함께 조선인 출신 일본인의 이중신분으로 다시 바뀐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신(新)만주를 경영할 새로운 세력들의 계획적인 집단이주
가 추진되었고, 한반도 한인(韓人)의 이주는 조선이민공사(朝鮮移民公司) 등의 관변조직에 의해 계
획적으로 추진된다.
일본이 추진하는 이주의 목적은 연변뿐 아니라 동북 3성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동북3성 전역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연변지역에 가장 많은 한
인 거주 공동체가 형성된다. 일제로부터의 농지분할 등이 이루어져 농업 종사가 주를 이루었고, 상
업, 공업, 공무원 등의 종사자가 나타난다.
□ 해방과 조선족자치주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연변에 남게 된 조선인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을 겪는데,
최종적으로 중국은 조선인 소유의 토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후 정치, 경제, 문화
적 사유로 인해 한반도로 돌아가지 않은 조선인은 한국전쟁시기에 조선족자치구를 성립(1592년 9월
3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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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2. 계속
한인은 중국 국적을 받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이 되면서 새로운 이중신분을 얻었으며, 농촌
호구(戶口)를 부여받고, 중국정부로부터 토지를 분배받아 이를 기반으로 농업종사자로 정착한다.
□ 한중 수교와 산업의 전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족의 한국 취업이주(就業移住)는 현재 연변경제변
화의 가장 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들은 조선족 동포와 중국인의 이중신분을 갖고 한국과 연변의 산
업에서 상업, 공업, 서비스업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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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변 진출 한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주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1. 연변농심광천수유한회사
첫째, 현지 생산공장과 상하이 본부 판매회사 간 결제 시 대부분 이윤이 상하
이 쪽으로 전입되고 세금 또한 상하이 쪽으로 많이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에 따라 안도현에서 요구하는 최종 분할판매가격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
이다(안도현에서 요구하는 최종 분할판매가격은 0.7위안인데 현재 실제 결산
가격은 0.32원임). 현지 공장과 상하이본부 사이에 판매 및 이윤 배분에 관한
협약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현재 생산 중인 광천수(샘물)는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다롄항을 거쳐 한국에 운송되는데 운송거리가 너무 멀어 비용과 소요시
간이 많이 들어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훈
춘-자루비노-부산 혹은 훈춘-나진-부산 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우회 운송현상
을 피함으로써 물류비용 및 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내 시장개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
기 위한 현지 상황에 맞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팀을 강화하여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야 한다.

2. 연변광동제약유한회사
첫째, 연변 현지에서의 약초 재배업은 한국 광동제약의 주요 원자료 공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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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지의 기타 기업 또는 업종에 비교할 경우 중국정부의
특별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출상품검역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현지의 중국정부 특별보조금 지급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
로 하여 그 조건에 알맞게 프로젝트를 재포장하여 정부 특별보조금 혜택을 확
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도현 및 연변주 정부를 통해 수출입상품검역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수출상품검역 절차의 간소화를 실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둘째, 비타500 등 주요 상품의 중국 내 판매에서 한국산 수입제품과 겹치는
이중적 시장구조로 되어 있고 환율하락 등으로 수입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
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현지 제품보다 한국산 수입제품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광동제약 한국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현지산/한국산의
이중적 시장구조를 타파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수립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품차별화, 가격차별화, 유통경로차별화의 등의
마케팅전략이 시급하다.
셋째, 회사 설립 초기로서 제품품목,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광고비용 투
입도 적기에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낮아 시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생산량의 증가와 더불어 광고비용을 꾸준히 늘려 제품 인지도를 높
여야 한다. 또한 광동제약 한국산 제품의 수입상 및 지역총판과의 협력을 통하
여 유통 및 판매 경로를 공유함으로써, 현지산과 한국산 제품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3.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개발유한회사
훈춘-자루비노-부산 항선의 물량 저조, 훈춘-나진-중국 남방지역 항선의 비
정상화 등으로 인해 물류 확보가 어려워 저장창고 등 시설의 가동률이 낮기에
경영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요인을 중심으로 지역 내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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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전제조건으로 두만강지역 다국적 협력을 통한 나진항, 자루비노항 등의
활성화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근래 무역 부문에 더 편중함으로
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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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와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
원이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수요와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
입니다. 따라서 연변주 내 기업, 기관 책임자 혹은 실무 담당자께서 직접 응답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완전히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고, 대
외 비공개로 취급되어, 귀사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성
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자 대표: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소장 안국산 교수
(연락처-전화번호: 139-0443-6890, 전자메일: ags418@ybu.edu.cn)

Ⅰ. 협력 수요 평가
1. 귀 업체는 현재 또는 향후 한국 기업, 자본과 협력(수출입, 투자, 기타 교류)
하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네

② 아니요

1-1. 현재 협력분야는 무엇인가요? (중복 답안 가능)
① 무역업(주요 품목:

)

② 서비스업(무역 외 분야:

)

③ 제조업(사업 분야:

)

④ 기타(

)

2. 현재 협력하고 있다면 이를 유지하거나 혹은 향후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
지요?
① 네(2-1, 2, 3, 4 문항으로)

② 아니요(2-5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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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과 협력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답안 가능)
① 투자 유치 용이성(자금 조달 용이성) ② 한국 기술력의 비교우위
③ 한국 서비스 품질의 비교우위
⑤ 기타(

④ 한국 측 비즈니스 파트너 신뢰 공고

)

2-2. 협력방식은 무엇인가요?
① 수출입 파트너

② 단독 진출 후 현지화(직원 고용 등)

③ 합자기업(혹은 지분투자) ④ 기술서비스 교류 ⑤ 기타(

)

2-3. 향후 협력을 지속하거나 착수하실 의향이 있는 사업분야는 무엇인가요?
(‘네’의 경우)
① 무역업(주요 품목:

) ② 서비스업(무역 외 분야:

)

③ 제조업(사업 분야:

) ④ 기타(

)

2-4. 협력을 지속하거나 새롭게 착수하시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5. 한국기업과 협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주요 사업분야의 특수성

② 한국 측 투자 여력 부족

③ 기술서비스 품질 등의 유인 부족
④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신뢰 부족 ⑤ 문화 차이 ⑥ 기타(

)

Ⅱ. 협력 환경 평가
3. 한국 기업, 기관과의 협력에서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요? (중복 답안 가능)
① 주요 사업분야의 특수성 ② 한국 측의 연변에 대한 관심 부족
③ 한국 측의 투자 여력 부족 ④ 한국 측 비즈니스 절차 측면에서의 까다로움
⑤ 한국 사업자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⑥ 남북관계 등 정치적 문제
⑦ 중국 측 문제 ⑧ 기타(

)

3-1. 위에 답한 장애요인이 개선된다면 한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네

② 아니요(3-2 문항으로)

3-2. 위 문항에 ‘아니요’라고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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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까지 한국 기업ㆍ기관과 연변주 기업ㆍ기관의 경제협력이 원활한 편
이라고 판단하시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1. 위 문항에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5. 단기적으로(1~3년 내) 한국 기업, 기관과 연변주 기업, 기관의 경제협력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1. 위 문항에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6. 중장기적으로(3년 이후) 한국 기업, 기관과 연변주 기업, 기관의 경제협력
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6-1. 위 문항에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Ⅲ. 향후 협력방안 모색
7. 향후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① 한국 정부, 기업의 연변에 대한 관심 및 이해력 제고 ② 연변주를 비롯한
중국 동북의 개혁개방 확대 ③ 한반도 정세 개선 ④ 기타(

)

8. 향후 한국과 연변주의 경제협력으로 유망한 사업 분야와 협력 방식은 무엇
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단기적 유망 분야: (

)

단기적 협력 방식: (

)

중장기적 유망 분야: (

)

중장기적 협력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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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정부 혹은 기업체에 정책적ㆍ비즈니스적 건의 및 제안

기업명: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요 사업분야:
설립연도:

기업 규모: 연

매출액 위안

직원:

명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본 설문지는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 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지원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증진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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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and Development Plans
LIM Sooho, KIM Junyoung, PARK Jongsang, AN Guo-Shan, and PIAO Yi-Feng

The Yanbian Autonomous Prefecture (“Yanbian”) of China’s Jilin
Province is a border area betwee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and is often referred to as the Tumen River region.
Yanbian is a major residential area for Korean ethnic groups and uses both
Chinese and Korean as official languages. It is a place which retains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nation, and Baekdu
Mountain is located in this region as well. As such, the region shares a deep
emotional bond with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from a geo-economic point of view, Korea needs to try a new
approach to Yanbian. Yanbian can act as an important test bed and
bridgehead in the process of actively responding to the changing Chinese
economy in the era of “new normal,” an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ew
strategies for Korea to advance into China. In addition, Yanbian is an
important hub for Northeast Asia and an important gateway to China and
Eurasia. Located adjacent to North Korea, the region will be able to induce
the opening of North Korea by serving as a space to establish and execute
a creative strateg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more concrete cooperation
plans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based on the necessity of economic
cooperation for Korea in the Yanbian area. For this purpose, we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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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and statu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Yanbian and
analyze the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and obstacles between Korea
and Yanbian. In addition, we conducted a more in-depth analysis through
joint research with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enyang and the researchers of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n Peninsula Research Institute of Yanbian University.
Throughout the history of China, the Northeast region has been a key
industrial base for chemical manufacturing. While Yanbian is located in
the Northeast, however, it is in a remote region and its economy remained
relatively undeveloped for a long time. Then, following the reform and
opening of the nation, the region achieved a 9.5% annual growth rate in
GDP from 1991 to present. While not on par with the eastern coastal area
of China, the region has seen significant growth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after South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in
1992, Korean tours to Baekdu Mountain began, and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on the service industry took place. This service-led development
has been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However, the tourism and
restaurant business in Yanbian has been undergoing development as a
whole. In addition, China’s own unique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various trade, investment measures, and financial
expenditure by the Yanbian state government to construct infrastructur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Yanbian as well. Interestingly,
the economic development of Yanbian benefited considerably from
overseas remittances by ethnic Koreans who migrated to Korea, serving
as the background to Yanji becoming a top-tier Chinese city in terms of
consumption. Currently, Yanbian is striving to maintain the momentum
of development by appropriately pursuing new plans and strategies such
as the 13th Five-Year Plan of Yanbian, the Chang-Ji-Tu Project, the
Yan-Long-Tu project,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Yanbian’s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has also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As free exchang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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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gradually expanded, the economic crisis and process of Korea
overcoming this crisis became directly and indirectly linked to the
Yanbian economy, which continued to develop throughout the events. In
particular, it has become the cornerstone of economic development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de with Korea, investment from Korea, remittance
from family members in Korea, and acquiring of advanced business
culture from Korea. With the Korea-China FTA officially taking effect in
2015,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Yanbian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mid- to long-term. However, the contribution of
Korea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Yanbian has been de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meaning Korea needs a new approach to Yanbian.
Therefore,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our study evaluates the
accomplishments and obstacles to economic cooperation experienced by
Korean entrepreneurs engaged in business with Yanbian, while also
evaluating the demand for Korean cooperation. Many Korean companies
that have advanced into Yanbian report that the business conditions in the
region have deteriorated as the benefits or preference for Korea have
become lower than in the past. In addition, Korean-Chinese business
partnerships based on ethnic homogeneity are suffering from weaker trust
relations, casting doubt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region. Nevertheless,
if the South-North Korea problem is resolved in the mid- to long term, it
will be evaluated as a region with great potential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Yanbian organizations and local
enterprises, Korea is considered an important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and it was expected that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will
continue to expan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y still hope to attract
Korea’s advanced technology and culture, and emphasize the need for
large-scale investments centering on large corporations. In addition, they
hope that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will be achieved in
accordance with the various plans and policies currently being pursued by
Yanbian.
Our research has attempted to divide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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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Yanbian into macro strategies and detailed policies. In terms
of macroeconomic strategy, first, Korea and Yanbian should strengthen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 gradual and comprehensive
manner. Second, Yanbian can be used as a bridgehea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east Asia and the Eurasian
continent. Third, Yanbian could be used as a location to carry out creative
North Korean eng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ese three strategies, six detailed policy directions were
presented. First of all, Korea should support the upgrading of Yanbian’s
major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service industry.
The second policy direction is to establish a joint research center in
Yanbian and build a joint human resources training system. Yanbian,
where both the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are used jointly, is a
fascinating place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to monitor and engage the
dynamic Chinese market. The third and fourth policy directions can be
considered as the role of Korea in supporting the gradual development of
Yanbian into a Northeast Asia Free Trade Zone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in the Tumen River region.
Fifth and sixth, policies will be needed to provide a basis for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step-by-step financi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of social and cultural communication.
The year 2017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and should be considered an opportune time
for South Korea to devise a new approach to the developed Chinese
economy. In this context, Yanbian is a great location for Korea to develop
new approaches not only for China but also into Northeast Asia and
Eurasia, and toward the opening of North Korea in the future. In addi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designs a new economic map for the Korean
Peninsula, Yanbian will play a role as a bridgehead into the mainland of
Northeast Asia and the Chinese and Eurasian conti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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