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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극동북부 지역이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이상 진행된 동아시아의 순차적 산업화
과정에 적극 편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높은 산업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고도의 지역적 생산분업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남북한과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간의 접점을 파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개발 정책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남북한 및 러시아 극동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현황을 평가 및 분석
하고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상호 연계성과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외교안보 환경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과 정책 방
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산업협력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남북러 산업협력모형으로 북한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개발 방안을 제시한 것은 큰 의의를 갖습니
다. 특히 한국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 정책, 러시아의 극
동개발 정책을 상호 연계하려는 시도가 매우 실천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
한 학문적 기여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
으로 한양대 한홍열 교수의 책임하에 충북대 윤성욱 교수, KOTRA 박지원 박
사,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
양한 전공분야와 경험이 종합되어 완성된 연구라는 점에서 관련 연구와 정책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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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책 제안을 해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변현섭 박사, 수출입은행의 조영관
박사, 우리 연구원의 박정호 박사, 최장호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울러 연구 지원에 힘써준 정동연 전문연구원과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협조해 주
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원장 이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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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
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러시아, 특히 극동지
역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러 지역산
업개발 정책의 상호 연계성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남북러 각각의 지역개발 정책 연계와 동북아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남북러간 연계 방안 마련은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기초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동북부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상승효과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정권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 정책도 변경되면서 일관
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
는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역산업발전 정
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과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
제자유구역은 구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역산업
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중점 유치업종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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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울
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중소기
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은 새로운 동
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앙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된 곳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이후 러시아 정부
는 극동지역의 다양한 제조업 발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경제권 편입 및 통합적
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제도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외국계 기업의 극동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 제공을 위주로 조성된 것
이다.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가운데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블라디보
스토크 시 인근에 조성된 것으로 18개 구역 가운데 기업들의 입주가 가장 활발
한 곳이다. 하바롭스크 시 인근의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역시 뛰어난 입지
로 인해 물류 및 제조업 기업의 입주 비중이 높다. 다만 이러한 선도개발구역의
혜택이 주로 세제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입주
결정 시 다양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선도개발구역 중에서 조
선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발쇼이 카멘은 극동지역 최대 규모인 즈베즈다 조선소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크다. 러시아는 조선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기업
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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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간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 필요성은 최근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
정은 정권 들어 경제건설 중심 및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민생활 향상은 경공업 부문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며, 경공업 발전은 북한의 공업 배치 구조상 지방공업과 맞물려 움직인다. 또
한 본 보고서는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을 고려하여 북한의 공업개발구 중에서도
라진과 청진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청진은 최근 수산업 및 선박 제조업과 관
련하여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라선은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만큼 상
당한 개방성을 가지고 중국기업들이 적지 않게 진출해 있다. 뿐 아니라 과거 한
국과의 교역 루트를 통해 북한 최대의 천 도매시장이 소재할 뿐 아니라 의류 임
가공업에서 선두에 있다. 따라서 청진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한국의 기술
과 자본,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
며, 라진은 남북러 물류 유통망 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 정책수단 발굴보다는 협력 방향 또는 모형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수단과 소요자원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기는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외적 제약요
인이 해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
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러 산업협력 추진 관련 정책 시사
점 및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러 산업협력모형은 북한 동북부 지
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구-청진ㆍ나선-한국을 잇는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남북러 3국의 산업협력은 전반적인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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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부터 우선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중소제조업 중심 산업협력을 통한
한반도 동북부 공급가치사슬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정책 방
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화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천
이 약한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구체적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생산지원, 시장
지원 그리고 정책역량 강화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 산업 부문에서의 실천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한
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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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남북한과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협력에 대한 잠재력이 크
다. 한국의 경우 성장동력을 담당하던 제조업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는 직접
적으로 지역산업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단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자체 사업을 구상 및 이행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제재와 경제난으로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남북ㆍ
북중 접경지역에서 내륙 및 연해지역으로까지 지방공업개발구를 확대하고 있
으며 산업분야도 지역별 비교우위에 따라 배치하여 균형적 산업발전을 도모하
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오랫동안 극동지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해왔는
데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효과적인 편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
다. 이는 1990년대 시장경제 도입 이후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에서 추진해온
제조업 육성 정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대북경협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 제조업
의 글로벌 가치사슬(생산네트워크) 편입과 산업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자간의 경제협력 프로
그램과 함께 남북한과 주변 국가 간의 협력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주변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 수단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국제시장 진출 역량을 도모해야 한다.
물론 북한을 포함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현재 북미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러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
본 등을 포함한 국가들간의 관계도 분명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현재 북
한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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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째,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는 것은 협력의 현실화가 그만큼 늦어짐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과의 경제협력
에 있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 즉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남북러 경제협력 방안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협
력을 위해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상황 및 정책을 고려하여 이들의 지역산업개
발 정책과 부합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가. 선행연구
남한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을 목표로 시작
하여 최근에는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측면에 집중되어왔다.1) 아울러 과거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역발전 전략에서 지역 스스로 발전을 추구하고 중앙정부
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주
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 전략이 전환되다 보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에 따른 지역특구 제도가 시행되었다.2) 물론 이보다 앞선 2002년 11월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3년 8월 인천경제자
유구역, 같은 해 10월 부산ㆍ진해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3) 이
1) 박경(2005); 이호영(2006); 이상훈, 김은경, 조성호(2008); 이상호, 정행득, 박철수(2008); 고병호
(2010) 등 참고.
2) 이상호, 정행득, 박철수(2008), pp. 180~181.
3) 서문성, 권정만(2009),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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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특구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지역의 균형 발
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규제 완화, 세제 감면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적용
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다양한 특구 관련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특구에 대한 연구 또는 해외특구
와의 비교 검토, 특구 발전 방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국내 다양한 특구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특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나 체계화
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4) 이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의 특성화, 그리
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차별성을 전제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지역간 특성화
산업의 중복, 특구 선정에 있어 타당성 결여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는 것이 사실
이다.5)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특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및 특구별 외자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한 경
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특구별 발전 방안에 대
한 연구로 귀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 속에 국내 경제자유구역과 북한 경제특구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최천운(2018)과
이해정 외(2018)의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하여 거시적 관점
에서 남북한간 경제특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김민배(2019)는 남한
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토대로 한 북한 경제특구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ㆍ북ㆍ중 협력 방안과 경제특구 협력
방안, 그리고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한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6)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남북한 경제특구간 협력은 주로 새로운 ‘통일경제특

4) 서문성, 권정만(2009), p. 47.
5) 이수행(2009); 홍성헌, 이재영(2011); 김영국(2013) 등 참고.
6) 원동욱(2015); 이해정(2016)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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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지정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이러한 논
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남북 접경지역에 특구를 설치하여 입주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표 1-1 참고).
정치권에서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설립에 관한 논의는 현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졌으며, 주로 북한과 접경 및 인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총 6건의 ‘통일경
제특구법’을 발의하였다.7)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남북 경제특구간 협력 방안은
결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특구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사실상 기존에 지정 및 운영 중인 특구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제시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행연구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경제특구간 협력
가능성 및 방향, 또는 새로운 특구의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남
표 1-1. 18대 국회의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비교

구분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률안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임태희 의원 등 92인 황진하 의원 등 10인 이경재 의원 등 48인 이용삼 의원 등 28인
발의일

2008. 11. 3

2008. 12. 26

2008. 11. 21

2008. 12. 5

구성

제9장 제40조

제9장 제40조

제9장 제38조

제8장 제38조

목적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실현과 경제공동체
구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우선
지역

파주시 관할 지역

미정

강화도 일부 지역

철원군 평화지역

특례
규정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자금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타 법률 적용 배제
특례 규정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자금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자금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타 법률 적용 배제
특례 규정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자금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자료: 최천운(2018), p. 182.
7) 최천운(2018, p. 184)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일경제특구법안의 해당 지역은 파주(박정, 윤
후덕 의원), 고양(김현미 의원), 동두천ㆍ연천(김성원 의원), 김포(홍철호 의원), 속초ㆍ고성ㆍ양양(이
양수 의원) 등이며, 낙후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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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경제특구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2010년대 초반의 극동지역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러시아의 지역간 경제적
격차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10년 김상원은 극동지역의 경제력을
중앙관구와의 차이점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2011년 김성진은 푸틴 1~2기 집권
기 극동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러시아 지역 전반의 문제를 통해 비교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의 새로운 극동개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6년 강명구는 ｢러시아의 선도사회경제개발구
역 지정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새롭게 도입한
동 제도의 성격과 지정 배경, 각 구역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2016
년 변현섭은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방안: 블라디보스
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통해 자유항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설립
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박지원의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는 러시
아 정부 극동개발 정책의 배경과 주요 제도, 주변국의 진출 상황 등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남한이 북한과 본격적으로 경협을 재개한다면 ‘기업’은 실질적인 경협의 주
체 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북한기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함께 기업
및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민간협력 차원
에서 북한기업도 남한기업과 시장경제 방식에 의한 경협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
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는 북한기업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산업별 분류 등 구
조적이며 거시적인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동신문 등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측면의 부각 또는 개괄 수준에 그친 연구가 많아 남한기업이 실제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가 미비할 뿐 아니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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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 파악이 어려워 접근 및 선택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8)
이 상황에서 본 보고서가 착안한 북한기업에 대한 분석은 남한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핵심적 요소를 담고 있어, 북한기업의 작동 실태 및 메커니
즘을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협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제조업’은 한 국가의 모든 산업을 동
시에 발전시키는 산업으로서 이른바 가치 창출 및 가치 이전 효과를 동시에 가
져오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북한
기업 연구는 최근 국산화 및 인민생활 중심의 경공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북한
산업의 기반 확충 및 연관 효과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9)
게다가 본 보고서가 착안한 북한의 ‘주요 동부 도시’의 기업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환(環)동해권의 일부로, 남북러 협력 방안을 구상할
때 이 지역에 대한 기업 연구가 선행된다면 환동해권 및 접경지역으로 연구영역
을 확장시키는 발판이 되며, 나아가 북한과 하나의 시장, 새로운 경제동력의 창
출 및 남북경제공동체 구상10)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핵ㆍ경제 병진정책에서 경제 중심으
로 노선을 변경하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기업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
로 구축함과 함께 국산화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어 김정은 시대의 북한기업
연구는 제도 전환의 양상 및 변화의 동력을 발견하는 주요 시점 연구가 될 것으
로 사료된다.

8) 이석기, 이승엽(2014); 이석기 외(2014); 심완섭 외(2015); 산업은행(2005a, 2005b); 한국정책금융공
사(2010); 산업은행(2015) 등이 있다.
9) 최근 북한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설비 현대화를 주창하고 있다. “CNC화의 첫 단계는 재래식 낡은 설비
들을 CNC기계로 바꾸는 단계이고 둘째단계는 자동화된 유연생산구역을 형성하는 단계이며, 셋째단계
는 컴퓨터 통합생산체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장국께서는 전국 각지의 수많은 공장기업소들을 현
지지도하시면서 CNC기술개발에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만나시여 힘과 용기
를 주시고 CNC 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
시고 후방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리명록(2015), p. 4; 김정철
(2018), p. 5.
10) 통일부 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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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업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주의 국가의 기
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시적
으로 기업과 산업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과 기업을 직접적 대상으로 삼아 미시
적으로 연구11)한 것을 구별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舊 사회주의 및 현존 사회주의 국가(북한 제외) 기업과 관련하여 매우 많은
연구 저작물이 있다. 예를 들어 이근, 한동훈의 뺷중국의 기업과 경제뺸(2002)는
舊 중국기업의 소유 형태 변화 및 시장경제 도입 후 변화한 중국기업에 대한 연
구로서 전반적으로 기업 수준에서의 연구는 아니나, 일부 기업들에 대한 케이
스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이윤의 연구 뺷러시아의 기업운영체제뺸(1993)는 舊
소련 기업의 소유 형태 변화 및 사유화에 대한 연구로서 기업 수준에서의 연구
는 아니다. 조규진의 뺷사회주의 기업의 분석뺸(2010)은 사회주의 기업의 소유
와 경영 전반에 대한 정리로서 역시 기업 수준에서의 연구로는 볼 수 없다.
북한을 제외한 사회주의 및 현존 사회주의 국가 경제체제 대상 연구로는
Kornai The Socialist System(1992)을 들 수 있는데 Kornai는 헝가리 출신
의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분석하였다. 북한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거시적인 시점에서 북한의 기업 및 산업 간의 관계를 대상으
로 진행한 연구로는 최신림, 이석기의 뺷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뺸
(1998)가 있는데 북한의 산업 및 기업의 조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연구이나
역시 기업 수준에서의 연구는 아니다. 이밖에도 산업은행에서 펴낸 뺷新북한의
산업(上)뺸(2005a), 뺷新북한의 산업(下)뺸(2005b),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뺷북한의
산업 2010뺸(2010) 그리고 산업은행의 뺷북한의 산업뺸(2015) 등의 참고 자료
가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5년마다 발간한 뺷북한의 산업뺸은 북한의 경제 동향
부터 자원 및 SOC 현황, 각 산업별 자료에 이르기까지 북한 산업 및 경제 전반
을 아우르는 연구물로서 산업별 생산능력, 가동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정리함에 있어 1990년대 통계 또는 추정치를 여전히 활용하고
11) 사회주의국가 기업은 자본주의국가 기업과 달리 접근ㆍ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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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2015년판에서도 나타난다.12) 이 연구가 포괄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매 판본마다 다소 상이하나 북한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음은 대동
소이하며, 국내 출판 저작물 중 북한 산업 전반을 이보다 폭넓게 저술하는 자료
는 없다. 2005년 판에는 섬유, 제지, 신발, 음식료 등 경공업, 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기ㆍ전자, 자동차, 화학, 건재, 조선, 철도 등 중화학공업, 전력공업 이
밖에 IT산업 및 금융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0년판에는 군수공업, 채취
공업 및 농수산임업이, 2015년 판에는 서비스업 관련 내용이 보강되었다. 기
본적으로 뺷북한의 산업뺸이 기업 수준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니지만 일부 개별
기업에 한해서는 케이스 스터디가 진행되었다.
북한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미시적으로 진행한 연구는 이상직, 최신
림, 이석기의 뺷북한의 기업뺸(1996)을 들 수 있다. 북한 개별 기업의 역사 및 시
설, 장비, 규모 등 전반적인 특징을 서술식으로 정리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연구
대상의 범위는 광업, 제조업, 전력 등이다. 이석기, 이승엽의 뺷2000년대 북한기
업 현황뺸(2014)은 북한의 뺷노동신문뺸을 기초자료로 하여 북한의 산업별ㆍ지역
별로 실제 가동중인 기업을 정리하고 있다. 신문자료를 기초로 한 북한의 기업
관련 데이터를 양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한 최초의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석기, 김창모, 빙현지, 이승엽의 뺷북한의 기업뺸(2014)은 이상직, 최신림, 이석
기(1996)의 후속작업으로서 연구 대상의 범위는 공업, 전력인데 동명의 1996
년판 대비 광업 분야가 빠졌다. 심완섭, 이석기, 이승엽, 빙현지, 김창모의 뺷북
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ㆍ기업 변화 실태뺸(2015)는 이석
기, 이승엽(2014)에서 이뤄진 북한기업 관련 데이터의 양적 분석을 산업별로
진행하였다. 상기 언급된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북한기업을 직접적인 대
상으로 삼은 미시적 연구물은 모두 농수산업 및 목축, 임업 부문의 산업을 포함
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류학수의 연구로 ｢조선민주주의인
12) 예를 들면 산업은행(2015), p. 709에 보면 각주 858번의 경우 산업연구원(1992. 3), ｢북한의 경공업
현황과 전망｣, 뺷북방지역경제뺸, 제5호의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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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화국의 공업배치정책｣(북한금융경제포럼(2016. 12. 15) 발표자료)과 ｢북
한 공업배치구조의 특징과 남북경제협력 방안｣(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1
월호) 등이 있다. 류학수는 산업연구원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업 수준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산업 배치(공업 배치)에 중점을 두었고 연구 대상
시기를 1980년대 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나.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
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의 방향과 수단을 제
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 특히 극동 내지 환태평양 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국
가 및 지역의 비교우위 구조와 동태적 변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산업 개발을 통한 국제시장 편입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남북한 및 러시아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한다. 한국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산업단지의 대북 경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분석
한다. 이와 함께 주요 자치단체의 대북 경제협력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북한
의 경우 지방공업개발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역 및 산업개발을 위한 정책적 수
요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과 산업화의 성과를 평가한다.
셋째,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산업협력 방향을
다음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 한국의 주요 지역개발구 현황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와 한국의 지역 및 산업단지 간 협력 잠재력 평가
및 협력 방안
◦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와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및 선도개발구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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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가능성
◦ 북한 동북부 지역 산업클러스터 형성
넷째,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남북러 지
역개발 정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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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역할
가. 북한의 경제발전과 산업 정책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3) 이러한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로
요약된다.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 과정에 관한 연구인 셈이다.
분명한 것은 남북한이 현재와 같이 독립적 주권을 유지하는 한 이 과정은 북한
의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
로 하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필요하지만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에 남한의 기
대와 정책적 공간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14) 이러
한 점에서 경제발전론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발전 경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조
동호 외(2002)의 방향성은 타당하다. 경제 외적 요인을 배제하고 경제개발 전
략과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위 연구는 규범적 관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경제발전 경험을 북한의 개발에 거의 자동적으로 적용하려는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기도 하다.
북한경제의 극단적인 특수성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의 경제발전 역시 경험적
관점에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
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실증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이 성공적으로 채택 및 이
행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15)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13)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연구의 유형과 관련한 논의로는 한홍열(2018) 참고.
14)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협력 대상국의 정책적 ‘Ownership’에 대한 연구와 이에 ‘Alignment’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칙은 구분되어야 한다.
15)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견해, 즉 신고전학파와 수정주의학파에 관한 설명은
황상연, 강정모(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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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진국 이상의 지위로 성장한 국가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은 이러
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체제전환 과정의 일반화가 어려운 것
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의 경험을 추종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 역시
그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적 법
칙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발전에 있어서 산업화가
거의 예외 없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다. Kaldor의 제1법칙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높은 경제성장은 2차 산업, 즉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와 밀
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관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증적 분석
에서도 뒷받침된다. 즉 경제성장과 발전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수
반해야 한다는 일반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년 동안
선진국의 지위에 도달한 국가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의 지위에서 성공적으로 벗
어난 국가들도 제조업을 통하여 생산성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이룩하였다. 이
는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
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사례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산업화가 외부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
루기 위해서는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전환이 필요하고, 산업화 정책은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
정한 수준의 규모와 기술적 발전을 성취해야 하는데 산업화 정책이 이러한 성
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산업
생산력이 축적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여타 산업 부문과 중간재 산업

16) Barro and Sala-i-Martin(1995)의 연구는 1965~90년 기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나라들은 예외
없이 산업화 전략이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중 성장률 기준 순위는 싱가포르(1위), 한국(2위),
대만(5위), 홍콩(6위), 중국(7위), 인도네시아(8위), 일본(10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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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계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생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의 수요가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 정책이 Hirshmann
적 불균형을 창조한다 할지라도, 한 경제가 국제경제에 효과적으로 편입되는지
여부가 산업 정책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이상의 논의가 현 단계의 북한경제에 갖는 시사점은 제조업으로의 전환 과
정에서 수입대체 정책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그러나 이와
동시에 수입대체의 목적이 국제수지 방어 등 수입 그 자체의 대체에 목적을 두
고 국내 생산력 확보를 위한 ‘단기적 수단’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곤란하다.18) 이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의 충족이라는 단기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생산력의 확보 과정에서 기술과 자본의 축적, 중간재 산업의 확대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북한의 지역 및 산업 균형발전 전략
경제발전 전략의 고전적 논쟁으로서 균형 성장이론과 불균형 성장이론은 여
전히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 논쟁은 더욱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 전통적으로 균형성장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① 인민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전국적 범위에서 다양한 부문의 공업을
배치한다 (균등원칙) ② 공장, 기업소를 원료⋅연료의 생산지와 소비지에 근접
시킨다(근접원칙) ③ 국방을 고려해 공업을 배치한다(국방원칙).19)
Rosenstein-Rodan류의 균형성장 전략은 다양한 산업부분에 동시에 자원
을 투입하여 전반적인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17) 심지어 본격적인 경제정책 수행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외부의 경제적 제제는 일종의 강제된
수입대체정책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등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대체
를 실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대체를 시행할 경우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19) 류학수(2019),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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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전략의 핵심은 다양한 분야의 동시적 발전은 각 부문이 다른 부문의 수요
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는 기술적으
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
른바 ‘Big Push’를 추진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외부에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자본의 대규모 투입과 함께 규모의 경제를 확
보할 수 있는 시장수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계획기관이 모든 생산 과정을
통합하고 통제함으로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이
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균형성장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 불균형성장 전
략이다. 즉 선도산업이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하여 여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특정 산
업과 재벌을 선두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경제로서는 익숙한 성장모형이다.
문제는 전술한 바대로 현재 북한의 정책 방향은 균형성장 편에 있다는 점이며
현재도 과거 김일정 시대부터 형성된 산업배치의 범위에 머물러 있다. 류학수
(2019)20)가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립금속⋅기계장비｣, ｢시멘트⋅유리⋅
도자기｣, ｢화학｣과 같이 중공업 중에서도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는 부문
과 소비자의 생활에 직결되는 경공업 부문에서는 균등배치가 크게 진전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방공업개발구를 전국적 범위에서 각 지역별로 비교우위를
설정하여 배치하고 있다. 이른바 “공업을 다방면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발전
시킨다는 원칙에 더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는 지역 단위에서의 자급자족이 가
능한 순환경제구조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중공
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간산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중앙정
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2013년 이래 김정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주로 경공업 분야의 질적⋅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어왔는데, 현장의 재량도 동
시에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핵심적 정책공간이 되는 것
20) 류학수(2019), pp.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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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산업화 전략은 과거의 유산에 기반한 균형성장모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담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균형성장적 접근은 북한체제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그 방
향성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중앙에서 관리
하고 있는 북한의 중화학 공업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는 동시에 여타 부문으
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장수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향후 경제협
력의 초점이 이러한 제약조건 해소에 맞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 지역개발 정책 및 인프라 개발
북한의 지역발전 정책은 남북ㆍ북중 접경지역에서 내륙 및 연해지역으로,
단위도 중앙에서 지방급으로 확대되었다. 지방급 개발구를 발표하면서 소규모
급 투자 유치에도 함께 주력함으로써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순환모형을 추진하
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투자분야 또한 산업 중심에서 관광과 첨단기술, 농
업 등 복합 형태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전면적
개방, 실용적ㆍ실천적 개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중앙급
과 지방급으로, 업종도 가공업, 첨단기술,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
대하였다.
지리경제학(NEG: New Economic Geography)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지방거점 또는 지방공업개발구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집적’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책의 유효성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진행
된 동북아 지역에서의 순차적 산업화 과정에서 북한이 탈락해왔다는 사실과 연
계하여 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산업화를 한마
디로 공정의 세분화와 전지구적 이동으로 이해한다면, 북한경제의 고립은 국제
분업구조에의 미편입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예를 들어 WTO 출범
21) 북한의 교조적 사회주의 체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경제와 국제경제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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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섬유협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섬유보호주
의가 붕괴되고 오프쇼어링에 따른 급격한 생산감소와 함께 ‘Racing to the
Bottoms’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 지역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국내 지역경제 정책의 성공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을 의미한다. 유럽의 많은 지역경제가 제조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몰린 뒤 서비
스 산업 등으로 효과적인 구조고도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의 많은 산업단지와 지역경제가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해 있
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지역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
소한 주변 국제지역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NEG의 관점에서 북한의 지역개발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상반된 압력에 직
면할 수 있다. 첫째, 향후 개혁 개방과 함께 지역개발 정책이 진행될 경우, 지역
산업이 국제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 부정적 효과를 발산
할 것이라는 예측은 매우 자연스럽다. 둘째, 정책적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국제 지역경제로의 편입은 국내 산업구조가 국제 지역경제와
통합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지리경제학의 표준모형에
입각할 때,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면 점차 더 많은 투입물이 해외로부터 공급되
고 외부 시장에 대한 수출도 늘어나게 되므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의 다른 산업
및 소비자와 인접성을 유지하려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된다. 즉 지역개발에
필요한 산업의 집적(agglomeration)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으로서 전기,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개발
은 빠지지 않는 항목이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인프라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
가 없다. 그러나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의 연구가 지적하는 바
와 같이 인프라 공급은 어디까지나 산업부문의 수요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 의
미가 있다.22) 산업 부문의 수요가 부재할 시에는 인프라의 가격이 형성되지 못
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북한의 특수
성을 배제하고 저개발국의 성장이라는 일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제2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러의 협력 방향 • 35

하고, 이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공급 유인이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위의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균형발전 전
략의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시장수요(국내외 소비 및 다부문 산업)
가 뒷받침될 때 이행 가능한 경로로 보고 있다. 인프라 개발 역시 동일한 맥락
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김정은 시대 이후 경제 정책과 지역산업개발
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1) 경제 정책 노선 변경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에서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종언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
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표명하였다. 이는 2013년 북한이 주창한 핵ㆍ경제 병
진노선과는 다른 전략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사실상 북한이 핵ㆍ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이라는 이른바 단일노선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민’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23)

2) 경제제도 개혁: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특징은 ‘종합시장’ 등 기존에 형성된 공식ㆍ비공식
22)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
23) 이와 함께 북한은 경공업 부문 및 지방공업 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인호
(2017)에서는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현시기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는 것은 우선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에 맞게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이다……질적 수준도 중앙공업제품에 못지않게 높여야 하며 어느 제품이나 다 완전무결한 최
상의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질적 수준에 대한 오늘의 요구이다.” 고인호(2017), pp. 20~21.

36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시장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계획경제 내에서 시장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고, 각종 관련 규제들을 없애면서 내수시장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
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자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
담배 등 경공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기업제도 개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내놓았는데25)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는 기업의
책임과 창발성을 강조함과 함께26) 중앙과 지방, 윗기관과 아랫단위 사이의 계
획지표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다. 즉, 계획경제라고 해서 모든 부문, 모
든 단위들의 생산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중앙에서 계획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27)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하부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대폭 확
대하는 정책으로 특히 중앙보다는 지방 및 하부 기업단위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28)

3）경제특구ㆍ개발구의 활용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채택ㆍ공포한 데 이어, 2013년 11월 21
24) 양춘길(2016), pp. 15~16.
25) 2014년도에 새로 개정된 북한 기업소법에 의하면, 생산계획에서 자재조달, 유통, 가격, 판로에 이르기까
지 지배인에게 전반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법률출판사편(2016), pp. 286~293 참고.
26) “기업체들이 화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지도함으
로써 나라의 경제전반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활력 있게 움직이며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데 힘을 넣고 있다.” 리순철(2018), p. 353.
27) 이에 관해서는 김성철(2015), p. 7 참고.
28) “계획경제라고 하여 무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생산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중앙에서 계획
화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국가계획위원회가 경제건설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들, 국가적으
로 반드시 틀어쥐고 해결하여야 할 중요지표들을 계획화하고 그 밖의 소소한 지표들과 세부규격지표
들은 해당 기관, 기업소들에서 계획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이와 같이 계획지표들을 국
가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들로 분할하여 계획화하도록 하면 계획사업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
도를 강화하면서도 아랫단위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계획사업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더 잘 복
무하도록 할 수 있다.” 김성철(2015), p. 7.

제2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러의 협력 방향 • 37

일과 2014년 7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10여 개의 직할시 및 도들에 총 26개에
달하는 경제개발구를 창설하였다. 설치 현황을 보면 각 도별로 평균 2개 이상
의 경제개발구가 고르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개발구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킨 이유는 기존의 평양 중심 또는 북중ㆍ남북 등 접경
지역에 편중된 특구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당
국의 균형발전 원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나. 북한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특징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역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즉 지역적으로 보면 기존의 남북ㆍ북중 접경
지역 중심에서 내륙 및 연해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지역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
로 확대되었다. 규모 또한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만을 특구에 유치하였다면, 현
재는 지방 중심으로 개발구를 설치하여 투자 유치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높였
다. 둘째, 투자 분야도 ‘산업’ 부문에서 관광과 첨단기술, 농업 부문 등 복합적
인 형태로 유치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법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개성, 금강산 등 특구개발 관련 법률의 개정 경험이 외자 유치법
에 반영되어 점차 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지역경제협력의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연계의 방향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2차 산업 중심의 구조전환이 필요하지만
산업 정책이 그 성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 수준이 이른바
‘Easy Import Substitution’ 단계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수입대체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자동적으로 정상적인 산업
화로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음을 국제경제사가 말해주고 있다. 현재 확산되고
29) 료명성(2015), pp. 39~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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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마당’이 반드시 산업화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및 다자간
경제협력이 여기에 주력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서, 향후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제2개성공단 모형에 관한 논의는 남한기업의 추가 진출이
아니라 북한의 산업화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균형성장 전략 관점에서 추진하는 지방공업개발구의 산업생산기
반 확충에 남북한 또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둘째, 북한의 산업화 전략이 균형성장모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외 시장수요로 충분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북한이 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국이나 국제기구가 정
책적 권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그 방향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균형성장 전략이 오히려 추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불균형한 효과를 가
져올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 추진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이 일정 수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그
제한 범위에 대하여 분명한 정책적 판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적 비교우위에 기반한 지역개발 정책은 국
제적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산업집적화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프라 개발협력 역시 수요-공급적 관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철도, 도로, 전기 등 인프라 사업은 그 수요 확충 방안
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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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개요
2.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현황
3. 남북러 산업협력 관련 시사점

1. 개요
본 장의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분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산업개발 정책과 북한
정책과의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지자체 중
심의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남한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한 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걸쳐 총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및 설립되면서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시키려는 산업이 서로 중복되
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전개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제 경
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도 노출되어왔다. 이에 2013년 이후 경제개발구
역의 연계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있다. 즉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던 문제
점을 극복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을 특성화하는 방
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각 경제자유
구역별 특화 산업 또는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북한
과 어떠한 산업 분야를 협력할 것인가 하는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특구도 과거와 달리 지방 중심의 특구가 설립되
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장의 분석을 통해 남북간 산업별, 그리고 경제특
구별 매칭을 통한 협력 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분권’, ‘포용’, 그리고 ‘혁신’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

42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표 3-1.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 현황
구분

성과

한계

참여정부
(2003~07)

세종시ㆍ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간 지방이전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토대 마련

공공기관 물리적 이전에
집중,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미흡

이명박 정부
(2008~12)

5+2 광역경제권으로 분산 및 중복투자 지양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축소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
(2013~17. 5)

시ㆍ군ㆍ구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중심 정책
추진

미시적 문제에 치중하여
광역권 발전전략 미흡

자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 p. 4를 토대로 저자 정리.

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지난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지역 문제는 지방정부 주도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분권이라는 가
치를 대변하며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이를 통한 균형발전이 포용이라는 가치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
이 혁신의 가치이다.30)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다만 1999년 이후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본격적
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라 그 정책의 목
적, 추진 방식 및 지원 제도 등이 계속 변경되며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
적을 받고 있다.31) 정부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다는 비
판과 함께 모든 정부가 지역산업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지역간,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에서 보듯이 인구절벽 현상
의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85개,
약 37%의 시군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발표되었다.32) 아

30)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 p. 5.
31) 박재곤(2015), p. 55.
32) 이상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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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
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
다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전통적인 지역 주력산업들이 경쟁력 약화 및 지역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여 지
역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해왔지만 정권별 지역산업발전
정책들은 일정 부분의 성과와 함께 한계점도 드러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지역산업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
격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의 지역산업 정책은 국가산업 정
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입지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정책이 추진되었다.33)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서울 및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자본집약적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지방중소도시 및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수
표 3-2. 우리나라 전략산업의 선정과 변화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목표

근대국가 건설

국가경제 성장

지방 대도시
육성

지방 대도시
경쟁력 제고

국가균형발전

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혁신클러스터
조성

IT 산업

IT+전통산업

주요
정책수단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경공업

중화학공업

조립가공산업

반도체,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통신기기,
차세대 이동통신
신소재,
등
생명공학

비료, 설탕,
시멘트,
중화학공업

철강, 기계,
조선, 전자,
비철금속

가전, 조선,
자동차

주요 지역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농공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대학 중심

주요 특징

개별산업
육성정책

개별산업
육성정책

개별산업
육성정책

개별산업
육성정책

산업과 공간의
육성

정책 유형

하향적

하향적

하향적

하향적

상향적

주요 산업

자료: 이성근, 박상철, 이관률(2006), p. 215.
33) 박재곤(2015),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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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지향 공업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되었다(표 3-2 참고).
1997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정책 시행 결과 나타
난 지역간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구조에 적합한 산
업을 선정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제2
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면서 대구의 섬유산업
(1998년), 부산의 신발산업(2000년), 광주의 광산업 및 경남의 기계산업
(2000년)과 같은 지역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처
음으로 지역 여건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34)
참여정부는 국정 최우선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방분권, 지방
분산, 지방분업 등 3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 및 상생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으로 수정되었고,35)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기존 정권에서 강조해온
광역경제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발전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의 공간단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36)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은 차별성으로 인
해 각각의 성과와 한계가 있으나 공통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박재곤
(2015)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각 정
부별 차별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목표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이다. 지방
산업 정책 추진 시, 특히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적 방식의 추진이 기본 구상이
었으나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즉 중앙집권 방식으로 추진되기도 하였
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전략간에 정합성이 떨
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37)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혁신체계 구축, 낙
34) 차재권(2017), p. 148.
35) 박재곤(2015), p. 56.
36) 차재권(2017), p. 156.
37) 박재곤(201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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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역에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등의 전략은 실현 가능성의 측
면, 나아가 결과의 측면에서 오히려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역행하는 전략으
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차별성 있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
균형발전의 목표로 삼고 ‘사람,’ ‘공간,’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3대 핵심과제를 선정, 총 9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3-3 참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전략과 과제는 3-②의 지역
산업 3대 혁신이다. 정부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간 협동 방식
으로 6대 혁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 스마트ㆍ친환경ㆍ선박, 에너지 신산업,
전기ㆍ자율차, 첨단 신소재, 프리미엄 소비재)를 선정하고, 지자체가 주력산업
기반 지역스타기업을 선정 및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3-1 참고).38)

표 3-3.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목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1.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ㆍ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ㆍ복지체계 구축

3대전략 /
9대 핵심과제

2.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① 매력적으로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③ 인구가소지역을 거주가소지역으로
3.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① 혁신도시 시즌2
② 지역산업 3대 혁신
③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자료: 대통력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 p. 7.
3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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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역간 협동 방식의 6대 혁신산업 분야

자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 p. 24.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대학 등 주변 거점을 연
계한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제도 개편을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업종 중
심 지원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39)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령 개정, 조직 신설 및 구축, 예
산 확보 등이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
축’이다. 이 방안에는 남북 균형발전과 협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북 교류협력
에서 지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
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40)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산업 정책은 4차 산

39) 위의 자료, p. 27.
40) 위의 자료,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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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 보호무역주의 확대, 산업 혁신성장 추진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
하여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과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행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적으로 7개 지역
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구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
로 정부의 지역산업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 방안
으로도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의 일환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3+1 한반도 경제권’을 구상하여 북한지역
전체를 하나의 북부경제권으로 형성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구상하였다(그림
3-2 참고).41)
수도권 및 충청권, 강원권을 포함하는 중부경제권은 글로벌 허브 기능 및 창
조산업의 메카로, 영호남권의 남부경제권은 지식기반 제조업 및 물류산업 중심
그림 3-2. 한반도 경제권 구상

자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3), p. 27.
41)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3),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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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자료: 통일부, 샙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샚,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검색일: 2019. 8. 1).

지로, 제주경제권은 세계적인 관광휴양 거점으로, 그리고 북부경제권은 자원
및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균형
발전 추진 원칙은 2017년 7월 신베를린 구상에서 천명된 ‘3-NO-북한 붕괴 불
원, 흡수통일 반대, 인위적 통일 불추구’ 입장에 기반하여 남북 상호존중의 원
칙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
반도 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벨트 구축을 통
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북방경제와 연계를 추진하고,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함께 6개의 광역경제권을 연결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하는 K자형 네트워크
구상(그림 3-4 참고)도 지역균형발전 방안의 한 예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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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광역경제권 연결 K자형 네트워크

자료: 민경태(2014), p. 158.

광역경제권을 통한 한반도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국경이나 행정구역을 기
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계시키는 지역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추진된다면 새로운 개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42) 특히 남한 중심의 균형발전 구상이 아닌 한반도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
의 모색이 필요하고 남과 북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문
재인 정부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남북교류 활성화의 핵심이 지자체와 민간 영역
의 자율성 확대임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42) 한반도평화포럼(2018),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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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현황
가. 개요
2002년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
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
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충북, 그리고 동해안권 등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었다.43)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다. 즉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투자유인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
른 다양한 경제적 이익,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표 3-4.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단위: ㎢)
구 분

지정일

최초면적

현재면적

지구(개)

인천

’03. 8.11

209

124

33

부산ㆍ진해

’03.10.30

104

51

23

광양만권

’03.10.30

89

70

18

황 해

’08. 5. 6

55

4

2

대구ㆍ경북

’08. 5. 6

38

18

8

동해안권

’13. 2.14

8

9

3

충북

’13. 2.14

9

5

4

512

281

91

합 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 9.
43)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2008년 새만금ㆍ군산, 황해, 대구ㆍ경북,
2013년 동해안, 충북이 지정되었다. 2008년 지정된 새만금ㆍ군산은 2018년 4월 새만금개발청으로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였고, 2018년 현재 7개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 281㎢
가 지정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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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설립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
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도 다양한 제도 및 인센티
브 등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하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강점은 지리적, 제도
적, 그리고 산업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은 경제 규모로 세계 2위와 3위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GDP의 73.5%를 차지하는 총 52개국
과 FTA를 체결하였다.44) 또한 반도체, 조선 및 해양, 석유화학 및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잘 갖춰진 물류망과 높은 수준의 인재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조세 감면, 경영활동 지원,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요
소인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복합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45) 이러한 부분은 아래 2013년 수립된 제1차 경제자유구
역 기본 계획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표 3-5).
2017년 기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61억 3,000만 달러
이며,46) 총 입주 기업체는 4,729개 사로 그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6.9%(331개
사)를 차지하고 있다.47) 지난 정부에서 특히 2013년부터 2017년에 걸쳐 경자
법 개정 등 개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이 지난 5년간
34% 증가하였고, 경자자유구역별 중점 유치업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집적화
44) 경제자유구역단, ｢한국의 투자매력｣, http://fez.go.kr/global/why/charm.do(검색일: 2019. 8. 1);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 FTA 현황｣, http://www.fta.go.kr/main/situatio
n/kfta/ov/(검색일: 2019. 8. 1).
45) Kim(2007).
46) 경제자유구역단, ｢경제자유구역 유치 성과｣, http://www.fez.go.kr/global/why/about.do(검색일:
2019. 8. 2).
47) 관계부처 합동(201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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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주요 과제
<제1차 기본계획 주요 과제>
추진
전략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로
성과 극대화

차별화ㆍ
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주요
정책
과제

① 개발지구 최적화
② 개발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③ 개발지원 확대 및
재원 다변화

①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② 외국인 경영
여건 개선
③ 외국인 투자
유치 규제 완화

① 인센티브 개선 및
탄력적 운영
② 외투 유치 역량
제고
③ 전략적인 외투
유치 활동 추진

① 경자구역별 차별화
② 타 특구와의
연계 강화
③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 6.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다.48) 특히 외국인 투자 및 국내 기업의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의 고용 및 매출액 또
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
성이 미약하고, 경제구역 내 지구간 지리적 분산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 및 생활
여건 조성이 미흡한 등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
차 산업혁명 등의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부응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자적
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경제자유구역간 중첩 또는 유사한 분야에 대한 협의가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2018년 11월 수립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
로 지난 15년간의 한국 경제자유구역 운영상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문제점은 앞에서 논의하였
48) 관계부처 합동(2018), p. 12. 대표적인 지역별 중점 유치 업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6. 중점 유치업종 유치 현황
구 분

추진 현황

인천

[바이오] 단일도시 기준 최대 규모 생산역량, 연구개발 최다 성과

부산진해

[복합물류] 글로벌 고부가가치 물류기업(68개) 유치

광양만권

[화학소재] 관련 연구소 및 기업(194개) 입주(인근 지자체 포함)

대구경북

[IT 융복합] 관련 업종 40개사, 연구기관, 협회, 입주기업 등 네트워크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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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 선발구역 중심 외투 유치 활성화
• 중점 유치업종 집적화
• 규제 완화의 테스트베드 기능

• 국내앵커기업 인센티브 전무
• 유사 특구간 차별화 및 연계 부족
• 취약한 외국인 정주환경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 신산업 중심 글로벌 FDI 증가세
• 산업클러스터 구축 가속화
• 지역발전 정책의 강화

• 첨단산업 중심 경제특구 경쟁 심화
• 외투 유치 인센티브 약화 우려
• 보호무역주의로 개방정책 약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 22.

고, 이제 향후 주어질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에 따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약점 중 하나인 ‘유사 특구간 차별화 및 연계 부족’에 대
응하여 지역의 경제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 강화와 기업,
대학 및 연구소를 경제자유구역에 집적화 또는 연계시킨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18년 수립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구조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
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점 유치업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9년 1월 31일 개최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
협의회’에서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혁신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별 혁신성장사업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경제자유구역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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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유치업종(안)
경자구역
인천

중점 유치업종

(참고) 해당 시ㆍ도 지역 주력산업

① 항공 ㆍ 복합물류
② 바이오헬스케어
③ 지식서비스

-

① 복합물류
부산진해 ② 첨단수송ㆍ기계부품ㆍ제조ㆍ정보통신
③ 여가ㆍ휴양 ④지식서비스

(부산) ①
③
(경남) ①
③

① 석유화학소재
광양만권 ② 철강ㆍ에너지신산업
③ 항만물류ㆍ해양관광ㆍ레저

① 바이오헬스케어소재
② 첨단 운송기기부품 ③ 에너지신산업
④ 청색ㆍ청정환경

① IT융복합 ② 첨단부품소재
대구경북
③ 첨단의료

(대구) ①
③
(경북) ①
③

황해
동해안권
충북

바이오메디컬 ② 지능형 기계
지능정보서비스 ④ 클린에너지
항노화바이오 ② 지능형 기계
나노융합부품 ④ 항공

의료 헬스케어 ②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바이오뷰티 ② 기능성 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④ 하이테크성형기공

① 전자부품 ② 자동차생산 및 부품
③ 물류ㆍ유통ㆍ관광ㆍ의료

-

① 금속 ㆍ 신소재 ② 첨단소재부품
③ 관광ㆍ레저

① 웰니스식품 ② 세라믹복합 신소재
③ 레저휴양ㆍ지식서비스

① 바이오 ② 항공제조ㆍ서비스
③ 복합물류

① 바이오헬스 ② 스마트 IT부품
③ 수송기계소재부품

주: 경제자유구역별 굵은 글씨 및 밑줄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관된 업종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 30.

성장사업 추진 방안은 ① 인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② 황해: 초소형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③ 대구경북: 수성 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조성 ④ 광양만권: 탄소 자원화 실증단지 구축 ⑤ 충북: 오송 바이
오밸리 구축 ⑥ 동해안권: 옥계지구 특수 알루미늄 합금 가공 클러스터 조성 ⑦
부산진해: 글로벌 첨단 물류단지 조성 등이다.49)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해외 특구와의 협력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재 UN 제재로 인해 경색되어 있는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경우 경제자
유구역 모델 공유를 통해 북한의 복합단지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주변국 투자유
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50)
49) 산업통상자원부(2019. 1. 31), ｢7개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사업 추진방안 발표｣, http://www.korea.
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907(검색일: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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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자유구역 현황
1) 인천 경제자유구역
2003년 지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GCF) 등 13개
의 국제기구와 15개국 75개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한 가장 성공적인 경제자유
구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개청 이후 FDI 신고 금액은 106억 3,800만 달
러(2018년 5월 기준)로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최고 수준이며 글로벌 대학 유치,
복합 리조트 집적화, 복합 쇼핑몰 개장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
다.51) 특히 우수한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등 관문 도시로서의 지
정학적 이점과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으나(그림 3-6 참고),52) 입주 기업들간 협
력 정도가 낮고 수도권 규제에 의한 개발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6.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접근성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 ｢탁월한 입지｣, https://www.ifez.go.kr/ivt005(검색일: 2019. 7. 30).
50) 관계부처 합동(2018), p. 49.
51) 관계부처 합동(2018), p. 63.
52) 인천을 기준으로 상하이(2시간), 베이징(2시간), 도쿄(2시간 30분), 홍콩(2시간 30분)과 같은 주요 도
시로의 접근성이 좋은 점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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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동
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이자 4차 산업 선도기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송
도, 영종 및 청라지구로 구성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지구별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도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분야, 영종은 항공 및 복합물류 분야, 그리고 청라는 로봇 산업 및 드론 관
련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2)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말 미국 투자 전문지 Site Selection이
선정한 아시아 최우수 경제특구이며,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3년 연
속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53) 세계 최고의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특히 조선, 자동차, 기계 등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3-7 참고).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구 개발률이 95.7%에 달하며 항만, 항공, 육
그림 3-7. 부산 ㆍ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기반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Why BJFEZ: 산업기반｣, http://www.bjfez.go.kr/whybjfez/00024/00028.web(검색일:
2019. 7. 30).
53) 관계부처 합동(2018),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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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어우러진 Tri-Port 초석을 마련하였으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 부재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54) 부산ㆍ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은 복합물류, 첨단수송ㆍ기계부품ㆍ제조ㆍ
정보통신, 여가 휴양 및 지식 서비스로 조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수립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은 물류, 제조, 주거, 관광 및 복합기능의 5가지 테마지
구를 중심으로 국제무역도시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
년 12월 기준 전체 개발률 66.2%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
며, 광양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쟁 항만
대비 대도시 접근성이 낮고 교육, 금융 및 전문인력 등의 서비스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다.55) 그러나 향후 RCEP 등 메가 FTA 체결과 신에너지 산업 관련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발전 전망이 밝다.
기존 주력산업인 철강 및 화학 산업이 성장 침체기에 접어들어 ‘석유화학 소
재,’ ‘철강 및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항만물류ㆍ해양관광ㆍ레저’ 산업을 중
점 유치 업종으로 선정하였다.

4)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IT 융합, 첨단 수송 기계 부품, 메디컬 산업 등 국
내 주력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편리한 광역
교통체계, R&D 지원 역량 및 거대과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56) 그러나 취
약한 재투자 여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및 이로 인한 미래 인적자원 부족 등

54) 관계부처 합동(2018), p. 73.
55) 관계부처 합동(2018), p. 84.
56)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http://www.fez.go.kr/global/area/dgfez.do(검색일: 201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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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황

자료: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DGFEZ 소개｣, http://www.dgfez.go.kr/page.php?mnu_uid=886&(검색일: 2019. 8. 2).

으로 인해 IT 융복합, 자동차 및 항공 부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부품 소재,
그리고 첨단 의료 중심으로 중점 유치업종을 조정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의료
헬스 케어, 첨단 소재 부품, 분산형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고, 경북 지역은 지능
형 디지털 기기, 하이테크 성형 가공, 바이오 뷰티, 기능성 섬유로 특화 및 확대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5) 황해 경제자유구역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금융 위기 및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어
려움을 겪었으나 사업면적 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2018년 8월 기준 24개
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그중 서비스 업종이 전체 건수의 62.5%, 금액의
95.1%를 차지하고 있다.57)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자동차, LG 디스플레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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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가 형성되었고(그림 3-9 참고), 지멘스, 보쉬 등 글로벌 기업이 입지하
는 등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배후시장, 중국 및 동남아 배후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생활 인프라 부족, 낮은 인지도, 지구 축소에 따른 규모의 경제 확보 한
계라는 약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현대, 기아, 쌍용의 자동차 3사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입 특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수도권에서 1시간 내외 거리라는 점,
그리고 평택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평택 BIX 지구’와 ‘현덕지구’의 중점 유치업종에 대한 조정을 시행하였다

그림 3-9. 황해 경제자유구역 산업클러스터

자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장점｣, https://yesfez.gg.go.kr/gg_yellowsea-invest/background(검색일: 2019. 7. 30).
57) 관계부처 합동(2018), p. 101.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최초 지정 당시 경기 및 충남 일원 55.05㎢가
지정되었으나, 구조조정을 통해 2014년 충남지역을 전부 해제하고 2017년 4.36㎢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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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황해 경제자유구역 중점 유치업종 조정 결과
지구
평택
BIX
현덕
지구

유치 업종

유치 분야

전기ㆍ전자

시스템반도체, 사물인터넷, 센서 등 관련 기업

자동차

친환경 미래형자동차사업: 전장부품, 경량화, 커넥티드 분야 등

물류

전자상거래, 신선식품(Cold Chain), 전자ㆍ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물류 등

유통

백화점, 면세점, 대규모 아웃렛 및 자동차ㆍ부품ㆍ건축자재 유통ㆍ판매업 등

관광ㆍ의료

쇼핑, 관광, 문화, 레저 시설, 메디컬센터 등 의료서비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 106.

(표 3-8 참고).
아울러 시흥, 안산 및 화성시 일부 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구상을 수
립하여 해양ㆍ레저ㆍ생태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가별 타
깃 산업을 선정하여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58)

6)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비철금속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와
해양 관광 거점, 그리고 동해항과 일본의 사카이미나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
크, 중국 동북 3성을 연결하는 물류산업의 중심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59)
그러나 열악한 개발환경과 유사 특구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아울러
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이 취약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60) 특히 지리
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동해권으로 진출하려는 주변국 경제정책과의 연계 가능
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그림 3-10 참고).
기존의 중점 유치업종은 금속 및 신소재 산업, 항만물류, 관광 및 레저산업으
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관광 및 레저산업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제외하고 비
58) 관계부처 합동(2018), p. 108. 예를 들어 유럽 국가 상대로는 자동차 및 화학, 기계 분야 기업을, 아시
아 국가 상대로는 반도체 및 첨단 소재, 물류, 식품 위주 기술 강소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59)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http://www.fez.go.kr/global/area/efez.do(검색일: 2019. 7. 30).
60) 관계부처 합동(2018),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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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환동해권 인접국가 경제계획

자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세계 경제 중심지, 환동해권!｣, http://efez.go.kr/hb/kor/why_efez-geographical#(검색일:
2019. 8. 1).

철금속 기반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및 부품 산업을 북평지구에 집적화하는 방향
으로 조정하였다.61)

7) 충북 경제자유구역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신고액 기준 400만 달러의 외자 유치, 국내 최
고 수준의 바이오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편리한 교통망 등의 강점을 보유하
고 있으나,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MRO 사업 포기로 인한 사업 중단, 국제
적 인지도 미흡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 유치 열세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그림 3-11]에서 볼 수 있듯이 ‘오송 바이오 밸리’와
61) 관계부처 합동(2018),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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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구

자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CBFEZ 소개: 사업개요｣, http://www.chungbuk.go.kr/eco/contents.do?key=17400
(검색일: 2019. 8. 2).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과 중부권 융복합 항공산업 거점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기존 중점 유치업종은 바이오, IT 기반의 차세대 동력

표 3-9. 충북 경제자유구역 중점 유치업종 조정 결과
기존 중점 유치업종

변경 중점 유치업종

업종명

사 유

업종명

사 유

바이오

오송지구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으로 중점업종 유지

바이오

좌 동

NEW
IT
수송
부품

에어로지구는 LCC모기지, F급항공기
CBfez 인근(10㎞ 이내) 일반산업단지 ⇨ 항공제조
대체공항 지정과 이용객ㆍ운항편수
ㆍ
내 기존 IT업종 집적화로 지역 내 경쟁
서비스
증가로 항공산업 집적효과 증대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중점
유치업종이나, 개발여건 미성숙으로
사업 중단

복합
물류

국토의 중심부, 7개고속도로 관통,
도로ㆍ철도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으로 복합물류 최적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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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그리고 수송 부품이었으나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 중단으로 수송부
품을 제외하는 등 중점 유치업종 조정을 시행하였다.

3. 남북러 산업협력 관련 시사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한의 경제자유구역은 2000년대 초반 지정 및 설립
이후 특화 산업의 중복, 경제자유구역별 연계성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개
선하여왔고, 2018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운영 및 설립되고 있는 경제자
유구역의 기본적인 목표는 외국 투자 유치 및 외국 기업 유치이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자유구역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도
의 차이만 있을 뿐 인센티브의 내용 면에서는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주변 시장의 규모,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등이 외국
기업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왔다. 아울
러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
하여 입주한 외국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오히려 외국 기업을 유치하
기가 훨씬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측
면도 있다. 이에 국내 경제자유구역 및 특구들은 지역별 중점 육성산업을 중심
으로 국내 기업들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주기업 중 특히 중
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며 대기업의 하청 또는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제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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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시행되어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는 것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다시 말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중소기업이 국제 생산 네트워
크에 편입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간 산업협력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남북간 산업협력은 기존의 남북 경제협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결국 남북간 산업협력을 통해 국내 중
소기업들이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거나 직접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남북간 산업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데 있어 북한의 산업 정책, 다시 말
해 북한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을 고려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로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간 산업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간 산업협력이 현실화되었다고 해서 남한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구조
적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산업
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남북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거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 비로소 남북 산업협력의 궁극적 목적
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자체의 시장뿐 아니라 유
라시아 대륙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남북
간 산업협력을 남북러 3각 산업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각
산업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요소 및 변수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특히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까? 우선 국내 상황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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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산업발전 정책에 따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경제자유구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각 특구별 중점 육성산업, 북한의
경제발전 정책과 산업화가 필요한 분야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적 특성과 주력산업 등
을 고려한 중점 유치업종을 중심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
한 산업 중 제5장에서 논의되는 북한의 경제특구와 산업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산업과 경제특구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특구의 소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남북 산업협력은 단
순히 개성공단 모델이 아닌 북한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또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의 실상을 고려하여 북한에서 우선적
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인 기계부
품, 제조 및 정보통신 분야, 광양만권의 철강, 동해안권의 관광 및 레저, 그리고
충북의 바이오 및 의약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의 산업화 과정
에서 기계부품 및 철강 등은 필수적이며,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관광산
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양의 은정첨단지구를 중심으
로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산업 발전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 또한 열악한 북한
의 의약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력 가능한 산업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
다. 그밖에도 북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식품가공업 등도 남북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간 협력을 러시아로 확대하는 경우 무
엇보다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항
만물류, 선박 및 자동차 생산 및 부품 등의 분야에서 남북러 협력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남북간 산업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은 우선적으
로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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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존의 대기업 수급 구조를 탈피하여 남북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시장으로의 접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국
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실현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북한 또한 단순히 노
동력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에서 벗어나 북한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남북한 기업간 합영, 합작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산업화
과정을 통한 경제발전, 장마당의 활성화 등이 진행되어야 사실상 북한기업과 산
업협력을 추진한 남한기업들이 북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산업협력 분야에 따라 북한의 경제특구와 남한의 경제자
유구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자체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경제특구도 균형발전 전략
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급 경제특구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간 매칭을 통한 특구간 협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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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개요
러시아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산개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가
밀집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어왔다. 반면 모스크바 중심의 서
부지역과는 달리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경제발전이 더
디게 이루어졌다. 특히 러시아는 경제 규모에 비해 자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산업 부문의
발전이 느리다. 수출에서 자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70%에 달하고
있으며 GDP에서의 비중도 20%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자원의존국이다.62) 극
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영토에서 36%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비중은 4.2%에 그치고 있어 모스크바가 위치한 중앙관구에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가 집적돼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ion)’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구가 러시아 전체의 약 35.0%를 차지하는 가운데, 극동지역은 북카프카
즈 지역에 이어 5.4%의 낮은 비중을 보이며 상품소매 비중도 중앙관구의
34.2%에 비해 극동지역은 4.0%에 그친다.63) 이에 따라 극동지역의 소득 수준
은 모스크바에 비해 대체로 60~70%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극동지역은
역사적으로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지역과 경제적 격차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경
제적 낙후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소비시장 위축 등 다양한 경제
적 문제가 수반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접경 문제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었
62) 국가 차원에서 불평등의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은 원자재 의존적인 경제구조이며 크게 두 가지 측면
에서 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원자재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 자원개
발 분야 또는 개발과 연계된 금융, 또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 등 가격상승의 수혜가 나타나는 특정 분야
나 지역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도록 기능한다. 둘째, 원자재는 일종의 자산(asset)으로 간주될 수 있
으며 대체로 자산을 기반으로 한 부의 증식은 소득(income)의 증가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경
향을 보인다. 국가 내부적으로 불평등 구조의 확대와 고착화는 중산층 감소와 맞물려 사회 불안정성의
증대, 계층이동성의 감소와 이타적인 공공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Remington(2016), p. 5.
63) Регионы России(2015),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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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 중국 동북
3성의 인구는 1억 명에 가까워 월등한 인구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접경을 통한 중국 인구의 유입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을 포함해 지방의 불균등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200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러
시아는 탈사회주의 초기 단계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지방까지 사실상 미치지
못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대립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으며 지방 불균형 해소 정
책이 부재한 시기였다. 2000년 이후 푸틴대통령의 집권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및 지방에 대한 통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다만 2000년대
중후반 들어 정부는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혼선으로 인해 불균형을 용인하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러시아의 지방 균등화
정책은 극동지역에 집중되었고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동북아시아와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는 ‘통합적 지역발전(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푸틴 3기 정권 이후에는 극동지역 발전을 단순한 지역개발과 발전이라는 단
편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한국과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 3국 경제에 극
동을 편입시키는 전략으로 확대하여 극동지역 발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마련도 이와 같은 동북아 전반의 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은 이미 수십 년간의 제조업 가치사슬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체로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활용하여 한국이 반제
품을 조립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의 분업이 고착화되어 있다. 하
지만 극동지역은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러시아로 수입하는 경로 역할을 할뿐,
3국이 구축한 제조업 가치사슬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정
부로서는 한중일 3국의 제조업 체계에 극동지역이 빠르게 편입될 수 있는 방법
으로서 동아시아의 재원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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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러시아 극동지역 정책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를 통해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시베리아 지역 등의 지역적 낙후성 및
타 지역과의 불균형을 인정하고 지역개발 정책 시현을 통해 극동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으며 주요 지역개발 정책으로 △
△산업중심도시의 현대화 △주변부 산업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신성장거점 육
성 △교통ㆍ운송망 건설 등을 언급해왔다. 2013년 7월 13일 사할린 지역에서
있었던 포괄적 사회ㆍ경제발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견조한 성장은 전체 국가발전에서의 우선과제이며 러시아 경제ㆍ
사회의 균형성장에서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64) 또한 2015년 9월
제1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우선적으
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분야로 △선박건조 △야금 △목재가공 △운송 △에너지
등의 산업분야를 지목하면서 이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극동지역 경제의 자립기
반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65)
64)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ёт о совещанииоком плксном соци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
ит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13. 7. 16),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
anscripts/18824(검색일: 2019. 3. 26).
65) 김학기(2019),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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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은 정부가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의
목표와 전략을 규정하는 상ㆍ하위 계획으로 구성된다. ‘2025년까지 극동ㆍ바
이칼 지역 사회ㆍ경제 발전전략’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모
든 개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략이자 최상위 계획으로, 2009년 12월 28일 연
방정부령 No. 2094에 의해 발표되었다. 동 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는 거시적인
방향을 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발전, 정주환경 개선, 러시아 평균
수준의 사회ㆍ경제발전을 통한 극동ㆍ바이칼 지역의 인구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① 지역 내 각 연방주체들의 천연자
원, 산업기반, 인적ㆍ학문적 잠재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특화를 위한 여건 마련
② 지역 내 선도적인 경제성장 지역과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정착 시스템
구축 ③ 특수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격, 요금, 관세, 조세, 예산정책의 법적기반
마련으로 지역 내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④ 인구 및 노동력 유지와 인
적자원 개발 ⑤ 토착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보호 등이 포함된다. 동 전
략의 수행은 3단계로 구분되며 각각의 단계는 수행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2021~25년까지의 목표는 극동지역 경제를 세계경제에 편입

표 4-1. ‘2025년까지 극동ㆍ바이칼 지역 사회ㆍ경제 발전전략’ 단계별 수행목표
단 계

목 표

1단계(2009~15년)

- 러시아 평균 투자성장률 상회
- 에너지ㆍ자원 절감기술 도입
- 고용률 소폭 증대 등

2단계(2016~20년)

- 기존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시행
- 교통 잠재력 확대, 여객ㆍ화물 운송 확장, 차량ㆍ철도ㆍ항공ㆍ항구 등
주요 운송 네트워크 완성
- 원자재 가공품 수출 비중 확대

3단계(2021~25년)

- 극동ㆍ바이칼 지역의 세계경제 편입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발전
- 혁신경제발전, 첨단기술ㆍ지식경제ㆍ에너지ㆍ교통 분야에서 극동ㆍ바이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제분업 참여
- 대형 에너지ㆍ교통운송 프로젝트 완료 등

자료: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стр,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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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으로, 이 전략이 사실상 동북아 경제 편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
는 것으로 완성됨을 드러내고 있다.
상기 전략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극동ㆍ바이칼지역 사회ㆍ경제발전 국가 프
로그램’이 발표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
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단계인 가장 하위 프로그램으로
는 총 14개의 부속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연방목적 프
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ㆍ바이칼지역 사회ㆍ경제발전’, 연방목적 프로그램
‘2007~15년까지 쿠릴열도(사할린 주) 사회ㆍ경제발전’ 등이 있다.

2. 극동지역의 경제 현황
가. 대외교역 현황66)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극동지역에 대해 2018년 기준 약 64억
4,100만 달러가량의 상품을 수출하고 33억 6,000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10억
달러에 근접한 교역액을 보였다. 한국의 수출입 물량도 중국과 비슷한 정도로
많은데, 한국의 수출은 91억 5,800만 달러, 수입은 5억 6,400만 달러로 극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국의 경우 극동을 통
한 수입도 33억 달러 이상인 것에 비하면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및 벨기에, 대만 등 기타 국가들도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극동지역을 대체로
러시아 수출의 관문으로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66) 러시아 정부는 2018년 부랴티아(Buratya)와 자바이칼(Zabaikal) 지역을 극동연방관구에 포함시켜
극동연방관구에 포함된 지역을 총 11개로 확대하였으나 본 항의 통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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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가별 對극동러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7년

2018년

수출

수입

교역액

수출

수입

교역액

증감률
(%)

중국

2,690

5,080

7,770

3,360

6,441

9,801

26.1

한국

967

6,138

7,105

564

9,158

9,722

36.8

3

일본

583

4,822

5,405

494

6,121

6,615

22.4

4

벨기에

13

2,364

2,377

32

2,313

2,345

-1.3

5

대만

40

392

432

41

851

892

106.5

6

인도

30

736

766

41

749

790

3.1

7

미국

370

80

450

410

80

490

8.9

순위

국가

1
2

8

이스라엘

2

445

447

1

479

480

7.4

9

UAE

3

293

296

6

430

436

47.3

10

이집트

3

641

644

5

395

400

-37.8

11 카자흐스탄

54

157

211

47

189

236

11.8

12

홍콩

6

153

159

6

143

149

-6.3

13

베트남

34

66

100

39

100

139

39.0

-

북한

0.0064

15.07

15.08

0.0043

25.37

25.37

68.2

6,289

22,240

28,529

6,285

28,214

34,499

20.9

극동지역 전체

자료: KOTRA(2018), 극동세관, 내부자료.

한ㆍ중ㆍ일 3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
다. 한국의 경우 주로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본
은 극동지역에서 일본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일본의 전체 극동 수
출에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개국으로부터 기계류의 수입이 높은 것은 주요 기계제품에 대한 러시아 국내
생산이 미흡한 데다, 러시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입대체화 정책을 유지함에 따
라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류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7)
67) 러시아 정부는 2014년 본격적으로 수입대체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대체화를 위한 주
요 품목 20개를 선정하여 자국산 상품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수입대체화 과정에서 제품 생산을 하
려면 필수적으로 기계류 등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입대체화 과정은 오히려 기계류 등의 수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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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한ㆍ중ㆍ일 주요 품목별 對극동러시아 수출(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

한국

중국

일본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84

기계류

153 27.1

84

기계류

749

22.3 87

자동차 및
부품

220

44.4

기계류

109

22.0

철강제품

30

6.1

2

39 플라스틱제품 47

8.3

85 전기전자제품 533

15.9 84

3

85 전기전자제품 45

8.0

39 플라스틱제품 193

5.7

73

4

73

철강제품

40

7.1

07

179

5.3

89

선박류

23

4.6

5

27

석유제품

32

5.7

73 철강제품

172

5.1

85

전기전자제품

17

3.4

6

21

가공식품

28

5.0

87

자동차 및
부품

170

5.1

03

어류

14

2.8

7

48

종이류

23

4.1

08

과일류

134

4.0

27

석유제품

12

2.4

채소류

8

33

화장품

21

3.7

64

신발류

121

3.6

40

고무제품

11

2.2

9

22

음료

20

3.5

94

가구류

108

3.2

90

광학기기

7

1.4

10

87

자동차 및
부품

19

3.4

40 고무제품

104

3.1

39

플라스틱제품

6

1.2

합

계

428 75.9

449

90.5

합

계

2,463 73.3

합

계

자료: KOTRA(2018), 극동세관, 내부자료.

나. 선도 사회ㆍ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개발과 입주 현황
2015년 3월 선도사회ㆍ경제개발구역(이하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이
발효된 이후 2019년 8월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20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다.
선도개발구역은 주로 정부가 정한 특정한 물리적 구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
한 세제혜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세와 재산세, 토지세의 경우 입주 이후
첫 5년간은 세금을 면제한다. 지방세는 첫 5년간 5%이며 이후 5년간 10%의
세율을, 재산세는 이후 5년간 0.5%를 적용하였다. 사회보장세는 일반세율인
34%에 비해 크게 낮은 7.6% 수준이다. 또한 선도개발구역의 특징으로는 다양
한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먼저 외국인 인력 채용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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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지정 현황

지역

투자액(예정액 포함)
(단위: 10억 루블)

구역 명칭

지정시기

특화분야

나제진스카야

’15. 6월

경공업, 식품, 물류

56.7

3.9

미하일롭스키

’15. 8월

농축산업,곡물생산

74.8

44.4

민간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캄차트카주

정부

볼쇼이카멘

’16. 1월

조선

177.6

3.2

네프테히미체스키

’17. 3월

석유화학

658.9

0

하바롭스크

’15. 6월

산업, 물류

54.8

2.5

콤소몰스크

’15. 6월

산업(항공기제작)

95.5

1.2
3.1

니콜라옙스크

’17. 4월

수산

5.6

프리아무르스카야

’15. 8월

산업, 물류

136.6

0

벨로고르스크

’15. 8월

농업

5.2

0.046

스보보드니

’17. 6월

가스화학

948.4

12.5

고르니 보즈두흐

’16. 3월

관광

16.4

10

유즈나야

’16. 3월

농업

18.6

1.8

쿠릴

’17. 8월

수산

12.6

0

캄차트카

’15. 8월

산업, 관광

29.8

8.5

추쿠트카주

베링콥스키

’15. 8월

광업

22.5

0

유대인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야

’16. 8월

농축산업

16.7

0

자바이칼

자바이칼

’19. 6월

광업

-

-

부랴티야 공화국

부랴티야

’19. 6월

-

-

-

캉갈라시

’15. 8월

산업

7.5

0.34

유즈나야 야쿠티아

’15. 12월

광업

34.0

0

사하공화국

자료: 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및 코트라(2019), ｢극동경제현황｣.

을 단순화하여 엔지니어 등의 고급 기술인력이 선도개발구역의 기업에 채용되
는 경우 거주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인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구역 내에 국제학교와 외국인 환자의 진료를 위한 국제병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세제혜택 제공만으로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
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선도개발구역 내 기업 진출 현황을 보면 2019년 8월 기준, 약 330개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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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기업이 입주절차를 완료하였다. 입주기업의 투자액(예정액 포함)은 2조
3,370억 루블(약 360억 달러),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5만 6,800개에 달한
다. 현재 가동 중인 사업은 79개이며, 투자액은 2,720억 루블(약 41억 8,000
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전체 입주기업 중 외국 참여 입주기업은 31개社이며,
동 31개 기업의 투자예정액은 1,769억 루블(약 27억 2,000만 달러)이다. 국가
별 입주기업은 중국 11개, 일본 7개, 한국 5개, 호주 3개, 뉴질랜드 2개, 싱가
포르ㆍ리투아니아ㆍ이스라엘ㆍ베트남 각 1개社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선도개발구역 내 국가별 투자 현황
국가
(총사업비)
한국
(15억
4,000만
달러)

중국
(1,405억
루블)

입주기업(법인명)

투자분야

투자자

선도개발구역

Gorod 415 LLC

수산 가공

한국통산(KTI)

캄차트카

Hotel Pride LLC

호텔 건설

조선상사

볼쇼이 카멘

오양

수산 가공

R&D Food

나제진스카야

INNOCHEM

생활화학

YKBH

나제진스카야

Solnechniykrug

목재펠릿

-

콤소몰스크

Amur Energy
Company LLC

정유공장 건설

Men Lan Shin
He

프리아무르스카야

S Technology LLC

시멘트공장 건설

Men Lan Shin
He/Sirius

프리아무르스카야

STK LLC

기계장비공장

Shenlun

하바롭스크

Logistika LLC

호텔 건설

ChzhunteLunsin

아무로힌간스카야

Amurprom LLC

콩/목재가공

ChzhunteLunsin

아무로힌간스카야

중국투자기업

아무로힌간스카야

Birobidzhansky Metal 철구조물․건축자재
공장건설
Structure Factory LLC
Aptamil Dalniy Vostok
Rus LLC

기저귀공장 건설

Maneki Japan
Co.(협력사)

나제진스카야

Veles-Snek LLC

수산 가공

Suifenhe Heping
Economic&
Trade Co.

나제진스카야

Jinzaytun-Ceramics

벽돌공장

중국광업회사
Jinzaytun

캉갈라시

INPROM LLC

화물운송,
곡물창고

Han Dongwha

프리아무르스카야

BP Metal LLC

제철

-

하바롭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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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국가
(총사업비)

입주기업(법인명)

투자분야

투자자

선도개발구역

JGC EvergreenLLC

온실단지

JGC Evergreen

하바롭스크

Sayuri LLC

온실단지

Hokkaido
corporation

캉갈라시

Khonoka Sakhalin
LLC

리조트단지

Marusin
Iwadera

고르니 보즈두흐

Prometey LLC

전기자동차 조립

Sumitomo
Mitsui Banking
Corp.

나제진스카야

Mazda Sollers
Manufacturing Rus

자동차 엔진 등
생산

Mazda Motor
Corporation

나제진스카야

Terminator LLC

자동차 폐기

Arai Shoji Co.

나제진스카야

International airport
Khavarobsk LLC

공항 현대화

-

하바롭스크

Beringpromugol LLC

탄광개발

Tigers Realm
Coal/Rosmiro

베링곱스키

Port Ugolny LLC

석탄터미널 현대화

Tigers Realm
Coal/Eastshore

베링곱스키

Kangaroo LLC

농업

농업기업

미하일롭스키

Tate Produce LLC

창고업

Martin Tate

나제진스카야

Milk Primorye LLC

낙농

Martin Tate

미하일롭스키

싱가포르

Zavod VRK Safir LLC

선박장비
(조타․조종) 제조

Rig Research
Pte

볼쇼이카멘

리투아니아

Sakha Lipsnele LLC

보일러

Vakara Rasa

캉갈라시

이스라엘

Fridman Fish LLC

수산양식

Aquamaof
Aquaculture
Technologies

하바롭스크

베트남

TH Rus Primorye LLC

축산

TH Group

미하일롭스키

일본
(104억
루블)

호주

뉴질랜드

자료: 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및 코트라(2019), ｢극동경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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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2014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연례 의회 연두교서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를 자유항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체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필요성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이후 2015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연
방법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2016년 7월 개정된 연방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연
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캄차트카주, 추코트카 등 22개 지자체를 블라
디보스토크 자유항으로 지정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협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개발구역과는
달리 연해주 영토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데, 연해주의 약 20%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대체로 선도개발구역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
정되었으며 선도개발구역의 세제혜택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선
도개발구역에 제공되는 제도적 특혜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동일하게 적
용된다고 볼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선도개발구역과 세제상의 혜택이 유사하기 때문
에 입지상의 여건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선도개발구역은 정부가 지정한
상대적으로 협소한 특정 구역을 지칭하지만, 이러한 특성상 유사한 업종의 클
러스터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지정된 많은
선도개발구역이 산업별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다만 몇몇 선도개발
구역을 제외하면 구역지정이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볼
표 4-6.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범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 등 16개 시ㆍ군 및 프리모리예 1, 2를 포함한 연해주 남부지역
포괄(군사지역 및 선도개발구역 제외)

기타 지역

캄차트카주(페트로파블롭스크), 하바롭스크주(바니노군, 소비에트 가반군),
사할린주(코르사코프, 우글레고르스크), 추코트카(페베크)

자료: 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및 코트라(2019), ｢극동경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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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반면 자유항의 경우 지정된 영토가 넓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지만 유사한 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장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의 기업 진출 현황을 보면, 2019년 8월 현재
1,088개의 국내외 기업이 입주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1,088개 입주기업의
투자예정액은 5,915억 루블(약 91억 달러)로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약 100여
개이며, 투자액은 540억 루블(약 8억 3,000만 달러)이다. 전체 입주기업 중 외
국 참여 기업은 52개社이며, 투자(예정)규모는 404억 루블(6억 2,000만 달
러), 신규 일자리 창출 수는 1만 2,165개이다. 국가별 입주기업을 보면 중국
35개, 한국 6개, 일본 3개, 기타국 8개社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블라디
보스토크 자유항 내 국가별 투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국가별 투자 현황
국가
(총사업비)

한국
(39억
2,000만
달러)

중국
(315억
루블)

입주기업(법인명)

투자분야

투자자

투자지역

Vostok Polikor LLC

생활화학

YKBH

연해주 아르쫌

Urban Transport
System LLC

교통카드

기드온글로벌

블라디보스토크

Roskor LLC

건축자재

한주유로폼

연해주 아르쫌

Cristal-Golf Club LLC

골프장 건설

조선상사

연해주 아르쫌

Breese PUMP LLC

선박용펌프 생산

-

블라디보스토크

Hyundai WeldingRus

용접봉 생산

-

연해주 아르쫌

Erzo LLC

폐타이어 가공

Aleteya Intl.
TradeCo./
Aletey Group

연해주 우수리스크

Primorsk Gold
Company LLC

금광개발

Vladstroy
LLC

주택단지 개발

상하이무역회사
‘Fusyan’

연해주 나제진스키군

Yubo-Sumotori
LLC

화물차 제조

-

연해주 아르쫌

Zhunda LLC

건축자재

-

연해주 우수리스크

Oriental Dragon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Tai Yuan LLC

농업 클러스터

-

연해주 쉬코톱스키군

Q I LLC

호텔․주택 건설

-

블라디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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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국가
(총사업비)

입주기업(법인명)
UssuriLogistic LLC
Svetliy LLC
VMK LLC

투자자

투자지역

고무공장
물류단지

Golden Rimes
Ltd
-

연해주 나제진스키군
연해주 쉬코톱스키군

RKSK LLC
Primorstroy LLC
Far Eastern
Engineering Co.

주택건설
주택단지 건설

-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

블라디보스토크

MIP Progress LLC
Marine Aquaculture
He Xiang
Venlyan Aquaculture
LLC

건설

-

연해주 아르쫌

수산양식

-

연해주 라조군

수산양식

Yantai Tunshan
Food

연해주
라조군/올가군

일회용
봉지․용기 생산

-

연해주 우수리스크

Gold Feniks LLC

일본
(23억
루블)

투자분야
냉동물류단지

연해주 우수리스크

Eastern Construction
Group LLC
SPV Invest LLC

건설

-

연해주

호텔․주택 건설

-

연해주

Usspekh LLC
Ya Zuan LLC
Yu Pen Primorye LLC

제지공장
부동산
건설

Ya Zuan Land
-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Alie Parusa LLC
Vlad Sea LLC
Stroymekhanizasiya
LLC

호텔
레스토랑

First Wood
Primorye

연해주
연해주 우수리스크

-

연해주 하산군

주택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Slavyanka Timber
Terminal LLC

목재가공

JGC Hokuto Medical
Service LLC

보건의료

영국

AB Development LLC

호텔 건설

미ㆍ영ㆍ멕

Rancho Hasan LLC

축산

싱가포르

JT LLC

차(tea)공장

Multitrade
Overseas Pte

연해주 아르쫌

축산

-

연해주

다이아몬드 가공

M. SURESH社

블라디보스토크

다이아몬드
커팅 공장

KGK Group

블라디보스토크

베트남
인도
UAE

KFX Miroshnichenko
S.D. LLC
M. SURESH LLC
KGK DV LLC

자료: 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및 코트라(2019), ｢극동경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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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Social
Medical Co./
JGC Co.
Abbidail
Investment Ltd.
미국․영국․멕시코
합작기업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하산군

라.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평가
2000년대 이후로 본격화된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은 균형 정책과 불균형
용인이라는 혼란기를 거쳐 2010년 이후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동북아
지역경제로의 편입을 목표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단순한 천
연자원 개발 위주의 정책이 유지된 결과 극동지역 내에서도 자원이 풍부한 지
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관구와의 격차
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러시아 정부는 기업투자 유치
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조업 기업의 극동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
해 극동지역의 ‘비약적 성장(Quantum jump)’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 정책의 한계는 개발 정책이 제도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며 이 과정에 다양한 제약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
에 있다. 극동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투자 목표를 가진 기업들의 투
자수요를 모두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FDI)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간의 세금감면을
통한 기업유인 정책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유입에 결정요인이 되기 어렵다.
또한 선도개발구역은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을 통한 유사산업의 클러스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체로 산업다각화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자원부국들
의 경우 정책 시행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케텔스(Christian Ketels)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68) 첫째, 많은 자원부국들이 클러스터 집중
정책을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다. 둘째, 지역 클러스
터를 통해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
다. 셋째,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조정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넷째,
클러스터 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극동지역의 선
68) Ketels(2008), pp. 38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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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발구역 개발에 있어서도 케텔스가 지적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피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나치게 제도적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민
간 영역에서의 역할은 매우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당면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통한 산업다각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
전과 정책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은 인근 동아시아 국가들
의 경제특구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데, 세금혜택
이 일부 더 큰 것 이외에 타 경제특구와의 차별화가 명확하지 않다. 중국은
1990~2000년대 경제성장에서 자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는 결국 중국 경제성장의 원
동력이 되었다. 결국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등의 제도가 동아시아 내 경제
특구ㆍ자유무역지대 등과 비교할 때 투자 유치를 위한 우위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자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연해주 지역 선도개발구역
가.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ТОР Надеждинская)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북부지역 나제진스카야 군
일대 전체 806㏊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 초기에 특화한 산업분야는 △
교통ㆍ물류 △식품 및 기타 제조업 분야이다. 동 개발구역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와 인접한 관계로 물류입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공항과 9㎞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 떨어진 곳에는 여객과 화물 운송이 가능한 나제진스카야
철도역이 있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항과는 약 32㎞, 주요 도로인 M-60 도로와
는 12㎞ 거리에 있는 등 교통ㆍ물류 중심지로 적합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었다.69)
69)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2018),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제도｣,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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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리한 물류입지 조건과 다양한 수급 역할을 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와의 인접성으로 인해 동 선도개발구역은 18개 선도개발구역 가운데 기업들
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사업면적 가운데 1차분
인 594㏊에 대한 입주기업 모집과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며 2차 사업지역은 구
획 확정을 위한 러시아 주정부 내부 논의 단계에 있다. 현재 1차 구역 내에 변전
소와 주간선도로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말까지
가스, 통신, 도로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건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선도개발구역에는 2019년 4월 기준 총 32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대부
분의 기업이 제품의 생산 및 제조와 물류 기능에 중점을 둔 기업들이다. 다음의
[표 4-8]은 산업 부문별 입주 기업 수와 주요 입주기업의 현황을 보여준다.

표 4-8.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입주 주요 기업(2019년 4월 기준)
산업 부문

기업 수

주요 입주기업

건축자재 생산

10

- 이노바티카
- 아프타밀 극동
- 스트로이도르 서비스

수산물 가공

6

- 레드스트로이
- 콘게르
- 연해주 어업 클러스터

물류

4

- 인콤
- 도르한 블라디보스토크

전기ㆍ전자제품 생산

3

- 레드스트로이
- 프로메티이

물류 및 가공

2

- 연해주
- 네바다 나제진스카야

자동차ㆍ부품 생산

2

- 터미네이터
- 마즈다

플라스틱ㆍ화학제품 생산

2

- 유로 플라스틱
- 아르니카

기타

7

- 베르티칼 (목재가공)
- 이노힘 (향수ㆍ화장품 생산)

합계

36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erdc.ru, 검색일: 2019. 6. 2)에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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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주요 기업들을 산업별로 보면, 건축자
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체 36개 기업 가운데 10개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
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건축 관련 기업이 많은 것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 등의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건설 관련 제품의 수요가 크
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자재 생산 분야 다음으로 기업의 입주가 많은
분야는 생산물 가공이다. 생산물 가공 분야는 극동지역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이다. 극동지방 정부는 자국의 풍부한 수산자원(명태 등 연간 300만 톤
수준) 대부분이 중국 등에 원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
여 동북아 및 유럽지역 등에 공급하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콤플렉스 구축에 높
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의 원어를 중국에서 가공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
하는 형태의 기존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어 극동지역에서 원어를 가공하여 수출
하는 방식의 글로벌 공급체인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70) 동 선도개발구
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인근에서 잡히는 명태 등을 가공하여 일부는 극동지역
내수에서 소비하고 대부분의 물량은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로 수출하
는 형태의 비즈니스 구조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형태로 입주하는 기업들은 동 선도개발구역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물류 접근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 만한 점으로 물류
와 반가공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있다. ‘네바다 나제진스
카야社’는 선도개발구역 내에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 지역의 유통체인에서 판매
할 육류제품을 가공 및 저장하는 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한 가공이나 물류
기능보다는 두 기능을 복합한 형태의 입주를 통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은 ‘연해주’로서 선도개발구역 내에 도매유통센터를
설립하되 유통센터에서 판매할 신선제품을 가공하는 생산 공장과 냉장 보관시

70) 러시아 정부는 한ㆍ러 어업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수산물 쿼터량을 해마다 현격히 줄이면서며 단순
원물 수입에 제동을 걸고, 냉동창고 건립 및 가공공장 설치 등 현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동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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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마즈다-솔러스 엔진조립 신공장

솔러스 신공장 전경

엔진 조립라인

자료: 솔러스(Sollers) 홈페이지, https://www.sollers-auto.com(검색일: 2019. 6. 8).

설, 위생검역설비 등 복합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보다 고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다. ‘레드 스트로이社’는 조명 관련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동 경제구역에는 2018년 마즈다-솔러스 신공장이 준공하는 등 자동차 관
련 기업도 입주하고 있다. 해당 신공장은 2018년 9월 준공되었으며 향후 극동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타 제조업 기업으로는 제과류를 생산하는 기업, 향수 및 화장품을 제조하
는 기업과 목재가공업을 하는 기업 등이 입주하고 있다. 소비재를 가공하는 기
업들은 대체로 극동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동 선도개발구역 내에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내의 산업단지 구축은 우리 정부의 극동지역에 대한 ‘9-브릿지
(9-bridge)’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극동지역에 대한
우리 제조업 기업의 집적효과를 강화하고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연해주 지
역을 우리 기업의 대륙진출 교두보로 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9년 1월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
관하는 ‘연해주 한국 산업공단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설명회에서는 약
40여 개의 한국기업이 참석하여 공단 내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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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다만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의 1차 사업구역에
대한 분양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러시아 측의 2차 구역 지정 이후에 한
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ТОР Михайловский)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은 연해주 미하일롭스키 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개발면적은 약 3,885㏊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는 약 244㏊만 입주가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동 선도개발구역의 구역 지정이 타 선도개발
구역보다 넓은 것은 농ㆍ축산업과 곡물생산에 특화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기준 8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기업들은 모두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가공하는 기업이거나 축산 등과 관련되어 있다.
극동지역은 농지가 넓고, 가격이 저렴해 작물 생산과 가공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곳으로 현재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극동지역에서 작물재배 중심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동 선도개발구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특혜, 대내외

표 4-9.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 입주 주요 기업(2019년 4월 기준)
입주기업

주요 사업 내용

연해주 러시아농업

연간 7만 9,000톤가량의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한 양돈장 및 관련 사료
생산시설 구축

조드치

오이 등 작물 재배를 위한 온실 건설

메르시 트레이드

각종 축산물 사육에 필요한 사료 생산시설 구축

연해주 비콘

연간 약 5만 7,500톤가량의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한 양돈시설 건설

호롤 농업홀딩

콩을 위주로 한 작물 재배

극동농업회사

돼지, 목우 등의 가축사육 및 우유 생산

체르니코프 농업홀딩

곡물 재배 및 가공

TH 러시아 연해주

가축 사육 및 우유 생산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erdc.ru, 검색일: 2019. 6. 11)에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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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작물 생산과 가공, 임업에 특화된 동 경제특구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향후 단순
히 작물재배나 목축을 통한 육류 생산에 그치기보다는 생산된 작물을 가공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될 것이다.

다. 발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ТОР Большой Камень)
발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은 연해주 발쇼이 카멘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체 지정면적은 약 1,232㏊, 입주 가능 면적은 944㏊에 달한다. 블라디보스토
크 공항에서 약 82㎞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는 약 100㎞ 정도의 거리에 있다. 기본적으로 본 선도개발구역은 발쇼이 카멘
시에 위치한 러시아 국영조선소인 ‘즈베즈다(Zvezhda) 조선소’를 기반으로 조
선산업 발전에 특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이래로 ‘수입대체화(Import
Substitut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 분야는 러시아 정부의 20개 수
입대체화 산업 중에서 5대 전략산업에 속하는 중요한 분야이다.71) 조선 및 기
자재 수입 대체 대상 품목은 총 107개로, 엔진, 어선, 다용도 갑판 기계설비, 구
조 설비 등이 주요 대체화 품목이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극동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조선소로 트롤선, 쇄빙선,
LNG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핵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의 수리
나 개조 등도 가능한 조선소로 알려져 있다. 동 조선소는 2000년대부터 현대화
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2014년 푸틴 대통령의 극동지역 조선산업 발전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현대화 작업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총 2단계로 약
71) 2015년 3월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정부령 제 661호를 통해 조선 및 기자재류의 수입대체화 방안을 발표
하였다. 러시아는 선박 건조의 50% 이상을 수입 기자재가 차지하고 있어 기자재 현지화 및 수입대체화가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어선, 화물선, 유조선 등은 최대 90%까지 외국산 기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State Programme of Developing Industry and Raising
of the Competitiveness)’ 프로그램에 조선산업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조선업 수입대체화 프로그
램은 조선산업의 특정 기업 및 방위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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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발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 입주 주요 기업(2019년 4월 기준)
입주기업

주요 사업 내용

즈베즈다 콤플렉스

연간 33만 톤 규모의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극동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건설촉진 기업

즈베즈다 조선소 관련 주택 건설

비케이

즈베즈다 조선소 관련 주택 건설

트러스트

식당 건설

사브피르

즈베즈다 조선소 관련 해양설비 생산

비지트

즈베즈다 조선소 관련 주택 건설

호텔 프라이드

호텔 건설

즈베즈다 기술

해양기술 설비 시스템 구축

크즈시

해양구조물 건설

스트로이 서비스

건축자재 생산

자임카

다기능 피트니스 단지 건설 및 운영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erdc.ru, 검색일: 2019. 6. 11)에서 저자 정리.

25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1단계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
행될 계획으로 주로 중형급의 선박과 쇄빙선 및 구조선을 건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1단계와 중복되는 기간인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주로 LNG운
반선, 시추선과 같은 대형선박 건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즈베즈다 조
선소의 현대화와 선박 건조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발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활용하고자 하였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현대화를 위해 이미 여러 한국기업과 협력한 바 있다. 대우
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 즈베즈다 조선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조선소 현대화
설계를 작업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를 위한 LNG
쇄빙선 15척을 수주하여 이 중 일부를 이미 인도하였다. 현대 삼호중공업도
2016년 즈베즈다 조선소의 모기업인 ‘극동조선선박수리센터(FESRC: Far East
Center of Shipping and Ship Repari Center)’와 합작으로 상선설계 및 프로
젝트 관리 부분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양사가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현재 아프로막스급 유조선을 건조 중에 있다. 삼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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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 2018년 9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셔틀탱크선 건조
를 위해 협력하는 등 즈베즈다 조선소와 한국기업들의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라. 네프테 히미체스키 선도개발구역(ТОР Нефтехимический)
네프테 히미체스키 선도개발구역은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郡 일대의 약 3만
9,000㏊를 석유화학 중심의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전체 개발면적 중 일부인 약 2,000㏊만이 초기 입주가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
되었다. 동 선도개발구역의 주요 입주기업은 ‘東화학회사’인데, 동 기업은 러
시아 석유개발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의 자회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東)화학회사’의 주요 생산추진 품목은 폴레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으로 알
려져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약 340만 톤으로 예상된다. 생산된 제품은 동아시아
지역에 수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대부분 중국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72) 다른
곳에 비해 늦게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네프테 히미체스
키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많지 않다. 하지만 타 선도개발구역과 마찬가
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특화된 기업의 입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해주 지역에 지정된 4개의 선도개발구역은 각각 의미를 갖고 있다. 미하일

표 4-11. 네프테 히미체스키 선도개발구역 입주 주요 기업(2019년 4월 기준)
입주기업

주요 사업 내용

동(東)화학회사

정유시설 운영 및 석유화학 제품 생산

보스톡

금광 개발

연해주 그라벨

건축용 자재

세베르

금광 개발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erdc.ru, 검색일: 2019. 6. 11)에서 저자 정리.
72) Rosneft 홈페이지, https://easternpetrochemicalcompany.rosneft.com/about/Rosneft
_today/Operat-ional_structure/Refining/EasternPetrochemicalCompany/(검색일: 201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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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스키, 발쇼이 카멘, 네프테 히미체스키 선도개발구역은 각각 농업, 조선, 석
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 2006년 신경
제특구를 도입할 당시 해당 특구 내에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클러
스터화하는 방식을 추진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클러스터화
를 통해 연관산업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조선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특구로의 입주를
촉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해주 지역에서 농업, 조
선, 석유화학 산업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연해주에
지정된 4개의 선도개발구역 가운데 3개가 특정 산업의 클러스터화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시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제진스카야 선도
개발구역의 여건이 더 양호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 결과 나제진스카야 선도
개발구역의 1차 사업구역 분양이 완료된 뒤 향후 2차 사업구역 개발에 대한 기
업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4. 하바롭스크지역 선도개발구역
가. 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ТОР Николаевск)
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은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Longari강 △
Innokentyevka 지역 △Perovsk 곶 △Kosica 곶 △Nicolayevsk 조선소 △
Chnyrrakh 지역 △Oremif 지역 등 총 7개 지역 약 53만 1,342㏊의 광활한
면적에 수산물 가공, 어선 수리 및 물류 등에 특화하여 지정된 선도개발구역이
다. 동 선도개발구역이 위치한 곳은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수산물 가공 및 선박
수리 등의 수요가 높은 곳이다. 동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아직까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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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 입주 주요 기업(2019년 4월 기준)
입주기업

주요 사업 내용

NGK 리소스

금광 개발

동(東)어업 콤비나트

수산물 가공시설 건설

동(東)어업 가공 콤비나트

수산물 가공시설 건설

니콜라옙스크 선박수리

선박 수리시설 건설

블류헤라 칼호즈

수산물 가공시설 건설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erdc.ru, 검색일: 2019. 6. 11)에서 저자 정리.

지 않으며 주로 해당 업종에 특화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동 선도개발구역은 2017년 4월에 지정되어 아직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동 구역의 지리적인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수산업 또는
선박과 관련한 기업들의 입주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ТОР Комсомольск)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은 하바롭스크 북부지역에 약 372㏊를 지정하여
산업 중심으로 특화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조성 시기는 2015
년 6월이다. 항공기 제작과 관련된 산업 위주로 기업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타 산업 관련 기업도 많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한 기업
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동 선도개발구역의 초기 의도대로 항공기 부품 및 이와 관련한 금속가공 기
업들의 입주가 가장 많은 편이나, 목재 가공, 음식료 가공, 농축수산물 가공 설
비 구축 등 다양한 제조업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극동개발
공사와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의 입주 주체인 ‘파루스 산업단지’ 간의 협정
식이 조인되었는데, 파루스 산업단지 측은 항공기 부품, 선박, 원유채굴 관련
기계, 에너지 효율화 관련 장비 등을 생산할 예정이며 총 12.3㏊의 면적에 2단
계로 나뉘어 생산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이전까지 약 1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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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 입주 주요 기업(2019년 4월 기준)
산업 부문

기업 수

주요 입주기업

항공기 부품, 금속가공

4

-

엡실론2
아무르 프롬테크
아코르 인스트루먼트
팍스 보스톡

목재 가공

2

- 얼터너티브 에너지
- RFP

음식료 가공

2

- 콤소몰스키 육가공
- 다크곰즈

농축수산물 가공 설비구축

2

- 가금류 가공기업
- 유콘

기타

8

-

합계

18

타피르 에코 (폐기물 재활용, 가공)
기계 공장 (철도장비 생산)
플라그만 (도로 건설)
파루스 산업단지 (산업단지) 등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erdc.ru, 검색일: 2019. 6. 11)에서 저자 정리.

의 러시아 및 외국계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투자금액은 약 1억
7,500만 루블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73) 목재 가공은 하바롭스크 지역의 자연
환경에 적합한 가공 산업으로 보이는데 동 지역은 삼림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임업가공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하바롭스크주는 극동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며
사하공화국은 극동지역 내에서 가장 넓은 삼림지대를 갖고 있으나 생산되는 목
재의 양은 연해주나 하바롭스크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해주는 다른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삼림자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량이 하바롭
스크주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는 등 극동지역 내 주요 목재 생산지역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마가단주와 추코트카 자치구는 작지 않은 삼림자원에도 불구하
고 목재 생산이 없으며 캄차카주의 생산량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74)
73) “Industrial Park to be established in Komsomolsk ASEZ”(2017. 3. 24), https://forumvostok.ru/en
/news/industrial-park-to-be-established-in-komsomolsk-asez/(검색일: 2019. 6. 13).
74) 극동지역 내 행정구역별 삼림자원은 사하공화국이 약 2억 5,500만㎢, 하바롭스크주 7,370만㎢,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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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ТОР Хабаровск)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은 하바롭스크 남부 지역인 하바롭스크 市의 △하
바롭스크 공항 인근 지역(108㏊) △아방가르드 공단지역(50㏊) △라키트노에
산업단지 지역(558㏊) 등 3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있다. 하바롭스크
지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주요 기점으로 교통의 요지이며 예로부터 금속가
공, 목재가공 등의 산업이 발전하였다.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은 2015년 6
월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2019년 4월 기준 총 25개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 가운데는 외국계 기업 투자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동 선도개발구역에 투자한 기업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분야는 산업
용 자재나 장비 생산으로 총 7개의 기업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테크노 니콜
극동社’는 방열ㆍ방음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구역 지정 초기에 입주한 기
업 가운데 하나이다. ‘하바롭스크 파이프 공장’은 PVC 파이프를 생산하는 기
업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산업용 자재ㆍ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동 선도개발
구역에 입주해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주요 기점에 위치한 하바롭스크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물류 및 창고 기능을 하는 기업들의 입주도 많은 편이
다. 특히 ‘하바롭스크 냉장’은 아방가르드 지역에서 냉동 보관이 가능한 저장기
능을 가진 창고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금속가공 기업도 입주해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농업개발 기업이 입주해 있
다는 것이다. 러ㆍ일 합자회사인 ‘에버그린’이 이 지역에 친환경 온실단지를 조
성하여 2016년 약 2.5㏊에 달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단지면적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75)
단주 4,470만㎢, 캄차카주 4,420만㎢, 아무르주 3,050만㎢, 추코트카주 2,770만㎢, 프리모르스키주
1,190만㎢ 등이다(러시아 연방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rosleshoz.gov.ru, 검색일: 2019. 6. 18).
75) East Russia(2016. 8. 29), “Thousand tons of fresh vegetables for the Far East,” https://www.
eastrussia.ru/en/material/tysyachi-tonn-svezhikh-ovoshchey-

-dlya-dalnego-vostoka

/(검색일: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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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입주 주요 기업(2019년 4월 기준)
산업 부문

기업 수

주요 입주기업

산업용 자재, 장비생산

7

-

테크노 니콜 극동
하바롭스크 파이프 공장
에네르고 임펄스 플러스
인베스터 등

물류ㆍ창고

4

- 복합 물류시스템
- 하바롭스크 냉장
- 사마르가 홀딩 등

화학제품 생산

2

- 추출 사료
- 하바롭스크 화학 공장

금속가공

2

- 토르엑스
- 할리브스

농업단지

2

- 에버그린
- 아그로 하브

기타

8

-

합계

25

프라다 프롬필터 (자동차부품 생산)
프리만 수산 (수산물 가공)
하바롭스크 국제공항 (하바롭스크 신공항 건설)
아방가르드 산업단지 (산업단지)
아이피톤 (재무회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KST 미디어 하바롭스크 (IT 프로그램 개발)등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erdc.ru, 검색일: 2019. 6. 11)에서 저자 정리.

기타 기업으로는 매우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포함되었는데, 수산물 가공, 농
산물 가공 등의 원자재 가공 기업은 물론, 하바롭스크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업
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업 재무회계 및 재고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IT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도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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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과 산업협력 측면의 수요
러시아 정부의 극동경제개발 계획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이며 이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선
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
다. 러시아 정부는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외국계 기업들이 극동지역 내에 제조업
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기반을 구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정
부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의 경제특구는 다음과 같은 나름의 문
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특구 제도 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다. 특구 내 입주기업들에
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기업에게는
큰 투자 유인이 된다. 하지만 이 요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즉 제
도 자체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감행한다는 의미는 아니
라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세제혜택은 그 가
운데 하나의 요소이다.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세제혜택 감면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다른 장점
이나 투자 촉진 요인은 부차적인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둘째, 극동지역의 고질적인 인적자원 부족 문제이다. 극동지역의 약점으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고 인구도 산재해 있다
는 점이다. 중국은 극동지역에서 산업구를 운용하면서 극동지역의 이러한 약점
을 극복하기 위해 자국인을 산업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극동지역 내 해외산업
단지 추진사례 중 ‘우수리스크 협력구’에서 중국기업들은 러시아의 부족한 인
적자원을 자국에서 보완하고 있다. 사실 해당 국가 내에서 경제특구를 운영하
는 경우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생산시설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이
자국인을 공정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극동지역의 인력부족 문제 때문이다.
극동지역 내에서 러시아인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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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민을 고용한 경우 임금지불을 통해 지역경
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산업구에서는 이런 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민들이 중국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
게 기술을 익히게 되고, 기술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효과 또한 나타날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중에서 인력수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곳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과 하바
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정도이다. 이 두 지역은 극동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
역인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시에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다
른 선도개발구역에 비해 인력 수급이 양호한 편이며, 이것이 기업의 입주가 다른
구역에 비해 활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극동지역 내의 많은 다른 선도개발구
역의 경우 인력수급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단순 공정이 아닌 기술인력
의 경우 거의 현지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1 헥타르 제도’ 등을 통한 극동지역으로의 자국인구 유입과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인적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의 추가 유입이 없는 인적자원 공백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선도개발구역의
발전과 나아가 지역개발 정책의 성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산업 클러스터화의 어려움이다. 사실상 극동의 많은 선도개발구역들
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의 클러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연해주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은 농업에, 발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은 조선산업
에, 네프테 히미체스키 선도개발구역은 화학산업에 특화하고 있다. 또한 하바
롭스크 지역에서 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은 수산업에, 콤소몰스크 선도개
발구역은 항공산업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 선도개발구역에 특정 산업을 중점적
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기업이 상호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
의 면면을 보면 해당 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입주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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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어렵다. 많은 입주 기업들이 중소 규모의 러시아 로컬기업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외국계 기업들의 입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
력 있는 클러스터 창출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극동지역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이 갖는 특구로서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특구와의 협력 또는 상호작용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 선도개발구역이 갖는 한계 중 하나인 인적자원 문제는
북한 인력 활용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극동
의 인적자원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
는 인적자원의 보완은 단순한 생산인력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
아와 북한의 유사한 경제특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력의 보완적 상호작용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북러의 경제특구는 상호 유사한 산업의 클러스터간
인적자본과 기술 제공 측면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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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배경
본 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북한 공업개발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김정은 시대 지방산업의 발전전략 및 잠재력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특히 이 연구는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을 고려하여 북한의 공업개발구 중에
서도 청진과 라선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배경에는 김정은 시대에 과도한 평양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
적으로 원산 갈마지구나 삼지연은 국가급 대형 프로젝트로 현지지도가 집중되
었으며, 최근에는 혜산-삼지연 철길 개통식이 이루어졌다.76) 뿐만 아니라 외
자 유치를 목적으로 창설된 경제개발구는 2019년 현재 총 26개에 달하는데,
개발 거점이 대부분 지방도시다.77) 게다가 최근 신설되는 공장기업소를 보아
도 평양보다는 오히려 지방에서 더 많이 건설되고 있다. 평양에는 기존 공장들
을 폐쇄 또는 현대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지방에는 식품ㆍ복장 등 경공업 부
문을 중심으로 신생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78)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
경을 살펴보기 위해 공식문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대에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과 함께 인민생활 향상
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표 5-1]과 같이 2013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각 연도별 신년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시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인민’
이며, 당국이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또한 ‘인민생활 향상’에 있었다.

76) 혜산-삼지연 철길 개통식이 15일 위연청년역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에서 혜산-삼지연길 개통식을 개최
하다 ｣(2019. 10. 16); “김정은 동지께서 2단계 공사를 성과적으로 마감하고 있는 들끓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 지도하시였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꼐서는 삼지연군 읍이 교양구획, 군급기
관구획, 살림집구획, 지방공업구획, 상업망구획, 체육문화구획, 교육보곤구획, 관광구획으로 명백히
구분되고 모든 구획이 이 재대의 자연지리적특성과 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되였다고 하시였다.” ｢경
애하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산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 하셨다｣.(2019. 10. 16).
77) “도들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은 매개 지방의 경제기술적 토대와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경제개발구
밖과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무역거래와 수송을 발전시킬 수 있게 위
치를 정하고 전망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편(2016), p. 98.
78)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주로 피복 및 식료 부문을 중심으로 공장기업소가 신설되고 있다.

102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표 5-1. 노동신문에 언급된 인민 및 인민생활 향상 내용
언급 회수
(인민)

내용(인민생활 향상)

2015

57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
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 향상으로 돌
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6

53

년도

2017

56

2018

58

2019

61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
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
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
의 정치적 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입니
다……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를 하든 인
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
민이 바라보고 덕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처놓고 달라붙어 무
조건 해내야 합니다.”

자료: 샙노동신문샚(2015. 1. 1, 2016. 1. 1, 2017. 1. 1. 2018. 1. 1, 2019. 1. 1)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

둘째, 인민생활의 향상을 정책적 목표로 삼는다면 무엇보다 의식주 부문에
서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79) 이는 각 신년사 및 공식문헌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경공업 부문 발전과 연계하여 목표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당국의 의도를 읽
을 수 있었다(표 5-2 참고).
이러한 변화는 다음 북한의 공식문건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뺸 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경공업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다……천, 내의류와 신발, 기초식품
과 같은 1차 소비품 생산, 인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필수품 안에 힘을 집중하면
서 전반적인 소비품 생산을 확대 강화해나가야 한다……식료일용품생산 특히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 고기와 물고기가공품, 장절임을 비롯한 남새가공품,
당과류와 청량음료, 여러 가지 식료가공품들을 많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인민들
79) “경공업부문 인군들과 근로자들의 임무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이다.” 흥성남(201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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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노동신문에 언급된 경공업과 지방산업 발전 연계
년도

언급 내용

2012

올해는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잔력
을 바로 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 제고에서 전환을 가져
와야 합니다.

2013

올해에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경공업
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
여야 합니다.

2014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경
공업 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생산
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 가
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5

경공업 부문에서는 인민들 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세우기 위
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려지게 하여야 합니다.

2018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
를 높게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벌여 인민소
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올
해의 인민생활 향상에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 공장들이 설비와 생산 공정을 노력
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 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
이 생산 공급하여 도심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하여 지방경제를 특색 있게 발전시
켜야 합니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 기지들을 일떠 세우며 이미 건
설된 중소형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며 지방 공업 부문이 전력을 자체로 보
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9

경공업부문에서는 현대화, 국산화, 질 제고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보장하며 도, 시, 군들에서는 기초식품 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일신하고 자체의 원료,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
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어랑천발전소와 단
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네르기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리용해야 합니다.

자료: 샙노동신문샚(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 1, 2016. 1. 1, 2017. 1. 1, 2018. 1. 1, 2019.
1. 1)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

의 식생활을 다양하고 생활이 흥성거리게 하여야 한다……또한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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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은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인민들의 물
질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필요한 물적 및 재정적 자원을 조성하는 데서 경공업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방직공업과 신발공업, 식료품공업
과 일용품공업, 종이공업과 같은 부분들로 이루어진 경공업은……인민들의 물
질문화생활에 직접 이바지한다. 그런 것만큼 경공업을 반전시켜야 날로 높아지
는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81)
셋째, 그런데 경공업 발전은 북한 공업 배치의 특성상 지방산업과 맞물려 작
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중화학공업 부문은
불균형발전 전략에 의해 몇 개 지역에 집중 분포시킨 반면, 경공업은 균형발전
전략에 의해 전국에 고르게 배치하였다. 실제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기업
소는 전국 몇 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기업
소는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신발보다는 복장이,
복장보다는 식품과 같이 신설하기 용이한 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성격이 뚜렷이
나타난다.
즉 북한은 ① 원료 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는 원칙 ② 인민경제 부문들
의 균형적 발전과 나라의 전반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③ 도농
의 차이를 빨리 줄이는 원칙 ④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법칙 ⑤ 국방력을
강화하는 원칙 등 5가지 주요 원칙에 입각하여 공장기업소를 배치하였다.82)
따라서 철강, 제철, 화학 등 중화학공업 부문은 주로 원료 및 원천지에 근접한
곳에 집중 배치된 반면에 인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부문은 균형발전전략에 의
80) 손영석( 2011), pp. 73~74.
81) 흥성남(2014), p. 74.
82) “특히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게 생산력을 배치하는 데 대한 원칙은 생산기지들을 나라의 모든 지방들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전쟁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국방과 경제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의 물질적 수요
를 잘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할 수 있게 한다.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
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방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유사시에 전선과 후방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다 같이 충족시키는 가장 효
과적인 바로는 농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도서출판사 편(1989a),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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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국에 고르게 배치되었다. 즉 소비지에 근접한 곳에 배치되었다. 특히 장공
장과 같이 일용품을 생산하는 공장기업소는 시(市)ㆍ군(郡)단위를 기본으로 1
개 이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넷째,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초기조건의 경로 의존적 성격이 김정은 시
대 들어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에서도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시장지향형 부문에서는 생산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소비재 산업을 중
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복이나 식료품의 경우 종전에는 국영기업
부문 하나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졌다면, 시장화 및 2014년 사회주의 기업책임
제의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생산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가내수공업 등 개인으
로까지 생산의 단위가 확산ㆍ분산되었다. 즉 최소한 소비재에 한해서는 대규
모의 비효율적인 국영단위에서 생산하던 제품들이 이제는 개인 단위에서까지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품질 경
쟁이 이루어져 중앙집권적 생산시스템에서 점차 지방 분권적 생산시스템으로
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철강ㆍ화학 등 대규모 설비나 자본을 필요
로 하는 부문에서는 국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
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남포제련소를 없애면서 황해제철소로 그 기능을
통폐합시키는가 하면, 청진제강소가 점차 축소ㆍ소멸되면서 김책제철소로 그
기능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공장기업소에서는 설
비의 ‘현대화’가 동반되고 있다.83)
다섯째, 특히 주목할 점은 시대적 변화의 수요에 맞게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의 현대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나아가 다음과 같이 지방공업이 ‘도
(道)’와 ‘도(道)’라는 지방 행정단위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경공업 제품 생산
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쟁’을
83) “국가적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에 대한 원료와 연료,
동력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우선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활성
화하여 중요화학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기술공정을 우리식으로 개조하여 여려가지 화학제품 생산
을 늘려나가야 한다.” 조웅주(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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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시기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경공
업공장들을 현대화, CNC화하는 것이다……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
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고……방직공업 부문에서는……식료공업 부문에서
는……신발공업과 일용품공업 부문에서도 생산설비와 공정들을 현대화, CNC화
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84)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내놓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경공업 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명제
품, 명상품 전시회와 품평회, 개발경험 발표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명제품,
명상품을 개발한 단위들의 경험들을 소개 선전하고……《매봉산》구두와 《철
쭉》양말, 《봄향기》화장품 등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경공업 부문에서는 명제품, 명
상품 전시회와 경험 발표회 등을 통하여 생산 단위들 사이에 명제품 개발경쟁, 명
제품 생산경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해당 제
품의 경쟁력, 생산단위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의 경
쟁력은 다른 제품과의 대비 속에서 평가된다.”85)

특히 품질 면에서의 경쟁뿐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의 경쟁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86) 이상과 같이 김정은 시대 들어 경공업 부문 중에서도 집중과 분산 현
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도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
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보고서는 지방경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첫째, 김
정은 시대에 발표된 지방공업개발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청진과 라선의
지방공업개발구를 포함하여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청진과 라선의 현황에 대
84) 흥성남(2014), pp. 74~75.
85) 료명성(2017), pp. 26~27.
86)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것은 경쟁관계에 의하여 설정되는 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경쟁관계로 하
여 설정되는 가격만이 거래를 위한 실제적인 판매가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철주(2016),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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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석한다. 셋째, 지방공업개발구의 잠재성을 청진과 라선에 한정하여 도출
하고자 한다.

2. 제조업 중심으로 본 북한의 지역별 산업 및 기업
분포 현황
가. 주요 산업 부문의 지역별 분포도 현황
1) 섬유의류
섬유ㆍ의류산업은 북한 경공업의 핵심 부문으로,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업
종으로 확인이 된다. 2018년 현재 확인된 섬유ㆍ의류 관련 기업체 수는 총
562개로, 여기에는 방직, 직물, 제사, 직조 등 섬유산업 부문과 피복을 생산하
는 의류산업, 그리고 신발ㆍ가방 및 타월 등의 산업 부문이 포함된다. 그중 섬
유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인 반면에, 피복은 대체로 지방 소규모 기
업이 주를 이룬다. 2018년 현재 북한의 섬유ㆍ의류산업 공장ㆍ기업소 분포 현
황을 지역별로 보면 1위가 평양이며, 그 다음이 평안남도, 평안북도 순으로 일
반적으로 평양과 평안도에 집중되어 있다.

2) 음식료담배
음식료ㆍ담배 산업은 섬유ㆍ의류 산업 다음으로 기업의 개체 수가 많은 업종
이다. 여기에는 일반 식료가공, 곡물가공, 육류, 어류, 채소, 과일 가공 및 기타 장
류, 떡, 빵, 과자 등의 기타 식품제조업 및 사료 등이 포함된다. 2016년 현재 음식
료ㆍ담배 산업의 공장ㆍ기업소 분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1위가 평양이며, 평
안남도, 함경북도 순으로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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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목재종이 및 잡제품
가구목재종이 및 잡제품 관련 산업에는 문방구, 완구, 체육기구, 악기, 공예
품, 장식품, 기타 일용품 및 가구, 목재가공, 종이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가구
목재종이 및 잡제품 공장ㆍ기업소 분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1위가 평양 및
황해북도이며, 평안북도, 함경남도 순으로 집중되어 있다.

4) 화학산업
화학산업에는 펄프, 정유 및 연탄류, 종합화학, 기초화학, 비료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화학산업 공장ㆍ기업소 분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1위가 평양이며 그
다음이 평안북도, 평안남도 순으로 일반적으로 평양과 평안도에 집중되어 있다.

5) 건재
건재기업 관련에는 시멘트, 마그네사이트 크링커 및 내화물, 벽돌, 타일, 기
타 건재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건재기업 공장·기업소 분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1위가 평양이며 다음은 황해북도, 함경북도 순으로 집중되어 있다.

6) 1차금속
1차금속 관련 기업체에는 제철·제강, 제련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금속산업
공장·기업소 분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1위가 함경북도이며 다음은 함경남
도, 평양 순으로 일반적으로 함경도에 집중되어 있다.

7) 기계 및 전기전자
기계 및 전기전자 관련 기업체에는 종합기계, 공작기계, 농업용기계, 탄광·
광산용기계, 섬유ㆍ의류용 기계, 기타 산업용 기계, 의료 정밀기계, 기계부품
및 금속가공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기계 및 전기전자 공장ㆍ기업소 분포 현황
을 지역별로 보면, 1위가 평양이며 다음은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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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역별 공장ㆍ기업소의 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분포도를 보면
1차금속 부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양이 가장 많으며, 황해북도, 황해남
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남포시 등 서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김정은 시대 지역산업개발의 특징: 새로운 ‘집중’과
‘집적’ 현상
1) 공간적 집중
북한에서 ‘집중’되는 산업부문은 노동신문에 언급된 횟수를 통해 나타난다.
즉 여러 차례 언급된 공장기업소는 집중과 집적이 높은 곳이다. 왜냐하면 그만
큼 자원투입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규모의 생산을 보장해주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역량 및 힘을 불어넣어 북한식 성공스토리를 창출하는 것이 현지지도
의 목적이기 때문이다.87) 기본적으로 그동안 지도자의 현지지도가 집중되는
곳은 생산재 생산기업과 소비재 생산기업 중 전자였다. 김정은 시대의 현지지
도 또한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등 국가 지도자로서 과거 김정일 시대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 시대 들어 경공업 부문 중에서도 국가적으로 집중과 집적이 이
루어져야 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도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고 지방의 발전이라고 간주되면 중앙의
지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집중 투자를 통해 당국이 인정하는 지도방식
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5-1]과 같이 노동신문에 언급된 공장기업소의 산업 부문
별 분석자료를 보면, 경공업 부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경공업 부문이어도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재고
87) 대표적으로 금컵체육인식료공장이나 신의주 화장품 공장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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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대량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 벤치마케팅도 하
는 한편 설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88) 그런데 뺷경제연구뺸에 의하면 특
히 설비의 현대화는 인민 수요에 맞는 현대화를 의미했다.89) 즉 김정은 시대
현지지도의 특징은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계획경제 지도방식이 작동하
는 한편, 소비재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적 논리에 근거한 지도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당국이 품질 좋은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것을 장
려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판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이는 다음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뺸에서 보아도, 당국이 도 단위를 넘어서는
시장을 허용해 준다는 말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시기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모든 시, 군
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 가지 질 좋은 인민소
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지방공장제품은 질이 낮아도 일없다는 낡은
그림 5-1. 노동신문의 공장기업소 언급 횟수 분석자료(2012~18년)

자료: 샙노동신문샚(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 1, 2016. 1. 1, 2017. 1. 1, 2018. 1. 1)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
88) 김명혁(2018), p. 14; 리진수(2016), pp. 8~9; 안농재(2014), pp. 34~35; 우정순(2017), pp.
14~15; 조광수(2016), pp. 25~26.
89) “제품 하나를 생산해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만들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인기
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김강석(201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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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을 버리고 자기 지방제품의 질을 중앙공장의 수준, 나아가서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일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지방들에서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자기 지방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아야 한다.”90)

이에 따라 도(道) 단위를 넘어서는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된 곳에 집중과 집적
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로 운송이 시장의 힘에 의해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집중과 집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택시 및 서비차가 전국망을 형성되면서
도를 넘어서는 공급이 실제 이루어져 국가가 도 단위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에 대
한 의미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집중과 집적이 이루어진 지역 도시의 산업은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망을 이용한 물류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영상점이
아닌 돈주의 상업망에 의해 다른 지역까지도 상품이 확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돈주의 자본까지
도 활용해 국산화, 모범의 사례를 만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즉 소비재 생산 부
분에 대해서는 시장논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도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설비를 잘 갖추어 생산하는 기업간 경쟁을 허용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시장경쟁 시대에 살아남은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
업이 구분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내수(內需)’를 겨냥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ㆍ창출하는 경
제주체가 싹트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상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약간의 이윤만
붙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다.
조사 결과 ‘돈주’가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돈주’란 말 그대로
돈의 주인으로, 그 기원을 보면 1959년 이후 북한으로 북송된 재일조선인으로
거슬러간다. 즉 재일조선인 북송교포는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의
원조를 받았으며, 이들이 받은 물자와 돈은 북한에서 엄청난 가치를 발휘했다.
90) 흥성남(2014), pp. 76~77; 윤철준(2017), pp. 3~4; 박성혁(2015), pp. 28~29; 박혜영(2016), pp.
75~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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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북한화교나 중국연고자가 보따리 무
역상으로 변모하면서 돈주의 대열에 합류했다. 1990년대에는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무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자 무역업자가 돈주로 등장했으며, 1980년
대의 보따리 무역상과는 달리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
에는 공급 증대와 함께 장사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장사가 대중화되고, 이른바
물건의 주인인 ‘물주(物主)’가 ‘돈주’가 되었다. 한편 2010년 이후로는 부동산ㆍ
물류운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이권 사업으로 돈주의 자본이 이동하면서 관료도
‘돈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진정한 돈주는 기업가ㆍ
제조업자이다.
그 이유는 이윤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대체로 물건을 들여와 그대로 판매
할 경우의 이윤이 최대 30% 이하라면, 제조해 판매할 경우에는 2배에서 최대
5배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주 K씨는 철강을 생산하는데 생
산비로 70달러가 들었다면, 판매는 300~400달러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북
한의 돈주는 고수익을 쫓는 경제존재이기도 하면서, 북한에서도 내수가 싹트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물론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돈주의 자본력도 상당히 커
졌다. 예를 들어 강선구역 ◯◯공장을 인수한 돈주 A씨는 철강 생산을 위한 설
비를 갖추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40만 달러에 달했으나, 가동 2년 만에 원금
을 회수했다. 그 이유는 노동력과 토지, 건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
문이다. 이들의 생산 공간은 바로 국가 공장ㆍ기업소의 건물이다. 무엇보다 이
곳은 전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공장의 일정 설비
나 심지어 해당 공장의 노동력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가동되지 않는 공장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공장기업소가 돈주의 표적이 된
다. 이들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2012. 6. 6)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4. 5. 30)가 작동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배인에게는 품목에서 수량ㆍ가격ㆍ판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량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책임도 강화되었다. 특히 노동자 배급을 국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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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배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지배인의 역량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가 달
라졌으며, 이를 수행하지 못한 지배인은 자리를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잘 가동되지 않는 공장ㆍ기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 당 비
서에 로비를 해서 돈주가 공장건물을 통째로 사들이거나, 특정 기관이 최고지
도자 방침을 받아 공장ㆍ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투자자(돈주)를 끌어들
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혹은 돈주가 해당 공장에 적을 걸고 공장건물의 일
부를 빌려 생산 활동을 하거나 전문경영인을 내세우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금성뜨락또르 공장에는 돈주가 100여 명이 넘는다. 물론 원료 조달도 시장가
격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며 생산한 뒤에는 시장에 판매하고 일정 이익금만 상
급기관에 납부한다. 특히 필자의 조사 결과 북한기업에는 잘 가동되는 공장과
그렇지 못한 공장이 구분되는데, 잘 가동되는 공장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생산 활동이 확대되면서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지역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의복은 평성과 라선, 신발은 원산ㆍ신의주ㆍ순천ㆍ
강선 및 평양, 화장품은 신의주ㆍ평양, 식품은 평양, 약품은 평양과 순천, 선박
은 청진 등에서 제조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화 현상이 나
타나는 원인은 조사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돈주(생산자)’는 자재ㆍ기계ㆍ기술ㆍ노동력 등의 측면에서 해당 공
장과 상호연계를 맺으며 생산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예: 순천시 신발 수공업자
들과 구두공장과의 연계). 둘째, 이 지역이 대체로 교통ㆍ물류 중심지여서 소비
자 시장에 도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상품이 전국각지로 퍼져나
갔으며 게다가 주변이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로 둘러싸여 생산의 집중을 유인할
수 있었다(예: 평성시 옷 가공). 셋째, 이 지역은 특정 산업이 집중된 만큼 해당
산업과 관련하여 ‘특화된 기예(specialized skills)와 정보’를 가진 노동자 집
단이 밀집해 있어 지역적으로 기술적 파급(technological spillovers) 효과를
향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과 정보를 가진 기술 집단이 해당 제품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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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예: 강선 강서지역의 철강 생산). 넷째,
이 지역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비교역적 투입재(nontraded input)를 보다 다
양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예: 청진시 배 부품
관련 산업). 예를 들어 청진시는 조선 및 배 수리 관련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어
특정 기계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발의 경우 신발공장으로 생산이 집적되
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같은 신발이라고 해도 평양과 원산은 구두가, 혜산은
추운지역이어서 털신이, 신의주는 고급 운동화, 순천은 값싼 편리화 등이 특화
되어 있었다. 순천시의 경우 석탄산지라는 이점으로 인해 원료가 저렴하여 신
발생산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특정 산업이 특정 지점에 ‘집적’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순천시의 경우 구두공장을 중심으로 신발 동네가, 강선의 경우 강선 구두공장
을 중심으로 신발 동네가 형성되었다. 한편 동력을 중심으로 공장이 집적하는
현상이 새로 생겨났다. 예를 들어 순천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발전소 등이다.
돈주의 생산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내화의 유통을 촉진시킨다. 왜냐하면 ‘돈주’가 생산하는
품목은 경공업제품 중에서도 주민이 항상 필요로 하는 동시에 소모성이 강한
‘비(非)내구재’ 중심이기 때문이다. 둘째, 내수를 겨냥한 상품을 생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는 특정 제품이 개발되고, 이는 해당 지역 산
업의 비교우위를 살리는 기회로 작동한다. 셋째, 해당 지역의 우위를 활용한 경
쟁력 있는 지역 제품들이 생산되면서 지역별 산업 분업화 구조를 싹틔웠다. 넷
째, 공장 지배인과 지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확대ㆍ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소
속은 평양이 될 수 있어도 그 지역에 공장건물을 차리는 한 그 지역의 토지, 당,
노동자 활용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과 얼마나 유착하느냐에 따라 사업
을 할 때의 편의성이 달라진다. 다섯째, 도시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결국 이
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최근 다양
한 기업소의 기능이 통폐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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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진시와 라선시의 주요 공장기업소 분포 현황
가) 청진시: 중화학공업의 중심도시
청진시는 20세기에 이미 제철, 제강, 화학섬유, 조선 등의 산업을 가진 중공업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대표적인 공업은 흑색금속공업ㆍ기계업ㆍ화학공업
ㆍ전기공업ㆍ건축재 공업이다. 예를 들어 청진시과 신의주시를 비교해 보면 청
진시는 북한의 동부지역에 입지한 대표적인 중화학공업도시인 반면, 신의주는
서부지역에 입지한 대표적인 경공업도시이다. 즉 신의주시를 보면 경공업도시답
게 섬유ㆍ의복ㆍ신발ㆍ가방 및 가구목재종이 부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지
만, 청진시는 화학ㆍ금속제조ㆍ에너지ㆍ광업 부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그림 5-2]는 Google Earth 및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 의해 밝혀진 북
한의 수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116개소의 분포도로, 그림에서 보면, 청진이
중화학도시인만큼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흑색금속공업은 전국적으로 주요한 의의를 지니며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종합적인 금속생산기지로 발전한 김책철련합기업소가 입지한다. 뿐
만 아니라 청진시에는 조선공업도 발달했는데, 여기에는 국내에서 의뜸 가는

그림 5-2. 북한의 발전소 분포 현황(2019년)

자료: 탈북자 인터뷰 조사 및 Google Earth(검색일: 2019. 8. 1)에 의거하여 북한의 수력 및 화력발전소 116개 조사 결과(화력
8개, 수력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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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라선시 공업 부문별 구성의 변화
(단위: %)

자료: 교육도서출판사 편(1989b), p. 545에 의해 저자 작성.

조선기지의 하나로 유명한 함북조선련합기업소가 있다. 그 외에도 청진화학섬
유공장이 있어 방직공업의 원료기지 역할을 하였다.

나) 라선시: 석유화학 및 삼국 물류 거점 도시
라선시는 [그림 5-3]과 같이 1970년까지만 해도 수산업이 공업총생산액의
60%를 차지하였으나, 1973년 승리화학련합기업소 및 6월 16일 화력발전소
가 건설되면서91)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1983년)까지 화학공업이 공업총생

표 5-3. 2018년 각 도별 경제개발구 설립 현황
평양시

남포시

2개

2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2개

4개

2개

5개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

3개

2개

2개

황해북도 황해남도
2개

1개

91)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라진시 판곡동에는 1973년 8월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원유가공기지 중 하나인 승리화학공장(오늘의 승리화학련합기업소)이 일떠서게 되
었다. 승리화학련합기업소는 두만강로동자구를 통하여 철도로 쏘련에서 승리역에 오는 원유와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처리하여 벤졸, 파라핀, 휘발유, 나프샤, 디젤유, 석유, 증유, 윤활유, 모
빌류, 변압기유, 피치 등을 생산한다. 기업소의 원유 처리능력은 200만 톤이다.” 교육도서출판사
(1990), p.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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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북한 개발구의 지역적 분포

자료: 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설명회샚(2019. 7. 26), 연변대 주최 조선반도 포럼 자료, pp. 43~44.

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전력공업, 수산업, 기계공업 순이다. 그
외에도 라선시의 기계공업은 선박 건조와 고기배 수리, 여러 가지 농기계와 그
부속품을 만드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큰 기계공업기지는 선박 수
리공장, 차 수리공장이다. 한편 최근 라선시의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산업별
분포도를 보면, 오히려 원유 공급 부족 및 승리화학공장의 부진으로 인해 에너
지나 화학부문은 대폭 감소한 반면, 중국과의 인접성 및 특구 등의 혜택으로 섬
유의류신발가방, 음료식품담배 부문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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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공업개발구 현황
가. 현황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채택ㆍ공포한 데 이어, 2013년 11월 21
일과 2014년 7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10여 개의 직할시 및 도에 총 27개에 달
하는 경제개발구를 창설하였다. 설립 현황을 보면 각 도별로 평균 2개 이상의
경제개발구가 고르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3 참고).
이와 같이 경제개발구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킨 이유는 기존의 평양 중
심 또는 북중ㆍ남북 등 접경지역에 편중된 특구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을 균
등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당국의 균형발전 원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동시에 개발구는 특성에 따라 다시 복합형경제개발구(10개), 공업개
발구(4개), 관광개발구(6개), 수출가공구(3개), 농업개발구(3개), 첨단기술개발
구(1개) 등 6개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설치되었다(표 5-4 참고).

표 5-4. 북한 개발구 현황 및 특성별 분류
복합형 경제개발구
(10개)
공업개발구
(4대)
관광경제개발구
(6개)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영국제록색시범구, 강남경제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원산-금강 국제관광특구, 무봉관광특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3개)

와우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농업개발구
(3개)

숙천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1개)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자료: 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설명회샚(2019. 7. 26), 연변대 주최 조선반도 포럼 자료,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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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북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현황
구분

나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위화도

위치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면적

약 470㎢

132㎢

66㎢

100㎢

황금평: 16㎢,
위화도: 12.2㎢

지정일

1991. 12
(특수경제지대
2010. 1)

2002. 9
(특수경제지대
2013. 11)

2002. 11

2002. 11

2010

유형

경제무역지대

홍콩식 특별행정구

공업단지

관광특구

경제무역지대

관련 법

라서경제무역
지대법

과거: 신의주특별
행정기구보법
현재: 경제개발구법

개성공업
지구법

금강산
관광지구법

황금평화도
경제지대법

국제관광지

정보, 관광문화,
현대농업,
경공업

주요기능

행정

입법, 행정, 사법

독자적
지도관리

독자적
지도관리

행정

소유주체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개발주체

개발업자

개발업자

개발업자

개발업자

개발업자

임차기간

50년

50년

50년

50년

50년

일반업종
14%,
경공업, 첨단
10%

면세

면세/감면

자치권

토
지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금융, 무역, 상업,
공업, 무역,
장비 제조업,
공업, 첨단과학,
상업, 금융,
무역 및 중계
오락, 관광지구 개발 관광지 개발
수송, 수출가공,
금융서비스

기업소득세

면세/감면

특병행정구 결정

비자 여부

무비자
(출입증명서)

비자 발급

무비자
무비자
(출입증명서) (출입증명서)

자료: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편(2016); 차명철(2018)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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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출입증명서)

표 5-6.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
등급

지역

목표

위치

개발
면적

만포경제
개발기구

국제관광, 무역, 현대농업,
공업이 결합된 종합개발구

만포시 미타리
벌둥섬지구, 림석지구,
포상리지구(중국
지안시와 마주함)

3.9㎢

위원공업
개발구

광물자원, 목재가공, 기계설비
제작업, 농토산물 가공을
기본으로 잠업,
담수양어과학기지를 결합한
공업개발구

위원군 일부
(중국 지안시와 마주봄)

2.28㎢

청진경제
개발구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생산 및
수출가공업, 청진항 중계항으로
이용

청시송평구역, 월포리,
남석리, 수성동 일부

5.4㎢

어랑농업
개발구

농축산기지와 채종, 육종 포함
농업과학연구 개발단지
(현대형고리형 생산체계)

어랑군 룡전리 및
부평리

5.1㎢

온성섬관
광개발구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민족음식점 등 오락시설을
갖춘 관광개발구

온성군 온성섬
(중국 지린성과 마주함)

1.7㎢

경원경제
개발구

전자제품 생산, 수산물 가공,
정보산업 제품, 피복 및
식료가공, 관광업

경원군 유달섬리
(서부아래로 나뉘어
개발중)

1.91㎢

무봉국제
관광특구

백두산 지구 참관 및
관광객들에 대한 종합서비스,
관광상품 생산

삼지연군

20㎢

압록강경
제개발구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
기본으로 집약

신의주시 료운리 포함
(중국 지린성 창바이와 접함)

6.3㎢

청수관광
개발구

압록강의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활용한 관광중심개발구

삭주군 방산리(중국
단둥과 마주함)

1.4㎢

현동공업
개발구

항구문화휴양도시, 국제적인
관광도시, 관광제품 생산 및
전자정보산업기지를 기본으로
하는 공업개발구

원산시 남동쪽
현동리(갈마)

2㎢

흥남공업
개발구

화학, 일반기계, 제약, 경공업
함흥시 해안구역 덩픙동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개발구

2.2㎢

북청농업
개발구

과수업, 축산업,
북청군 문동리, 부동리,
과일종합가공업 등 수출주도형
종산리등
농업개발구

3.5㎢

자강도

함경
북도

량강도

평안
북도

강원도

함경
남도

개발
방식

협력
기간

합영
기업
개발
및
독자
개발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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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등급

지역

목표

위치

개발
면적

남포시

와우도수
출가공구

수출지향형 가공조림업 등
집약적 수출가공구

령남리(서해갑문쪽),
왼쪽

1.5㎢

송림수출
가공구

송림항 및 남포항을 이용한
집약형 수출가공업, 창고
보관업, 화물운송업

송림시 서성동
(개발구에서 7.5㎞
떨어진 지점에 송림항)

2㎢

신평관광
개발구

유람과 탐승, 휴양, 체육,
오락 등 산지관광을 기본으로
하는 관광개발구

신평군
평화리(평양-원산
고속도로 중 간지대)

8.1㎢

청남공업
개발구

채취공업 발전에 필요한 설비,
부속품, 화학제품 생산, 판매,
수출 등 공업개발구

청남구 룡성협동농장

2㎢

숙천농업
개발구

벌방지대 과학영농방법 창조,
도입, 보급지, 현대적
농축산물 가공기지 집약

숙천군 운정리

3㎢

강남경제
개발구

다수확우량품종 육종과 사료
생산, 첨단제품 및
임가공(농축산과 공업지구로 구분)

평양 강남군 고흥리

3㎢

황해
북도

평안
남도

평양시

개발
방식

협력
기간

합영
기업
개발
및
독자
개발

50년

자료: 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설명회샚(2019. 7. 26), 연변대 주최 조선반도 포럼 자료, pp. 5~42에 의해
저자 작성.

이는 당국이 개발구를 단순히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에서만 개발하는 것이 아
니라 실질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지역 경제
의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책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글에서도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그 지역의 특성뿐 아니라 지역과
지역의 연계, 수송, 특화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할시 및 도들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은 매개 지방의 경제ㆍ기술적 토대와
자연ㆍ지리적 특성에 배후지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의 경제무역거래와 수송을 발전시킬 수 있게 위치를 정하고 전망계획을 세우고 있
다. 다른 나라의 투자가들은 자기의 전문 분야와 희망에 따라 적합한 경제개발구
를 선택하고 공업과 농업, 무역, 관광,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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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는 다시 [표 5-5], [표 5-6]와 같이 중앙급 경제개발
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분류되어 있다. 외관상 두 개발구의 큰 차이는 중앙
급경제개발구의 경우 기존에 특구로 규정되었던 곳이 대부분이며, 개발의 범위
나 규모가 지방급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는 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균형발전 전
략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김정은식 개발구발전 전략은 과거와는 달리 실천 가능한 정책 중심으
로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93)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범위의 확대다. 지역적
으로는 남북ㆍ북중 접경지역 중심에서 내륙 및 연해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상 단위가 기존의 중앙급에서 지방급으로 확대ㆍ확산되었다.
규모도 기존에는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 투자만을 유치했다면, 이번에는 소규모
급 투자를 지방에 다수 유치했다. 둘째, 투자분야 또한 산업 중심에서 관광과
첨단기술, 농업 등 복합 형태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
다. 셋째,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도 경제개발구법이 적용되었다.94) 특히 구체적
인 세금 혜택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95)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김정은 시대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정책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실용적ㆍ실천적 접근이다. 투자 유치가 용이한 부분과 개발이 용이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곧 김정은 시대 들어 제창하고 있는 인민생활
향상과도 직결된다. 즉 김정일 시대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92)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편(2016), p. 4.
93) 이 부분은 정은이 외(2018)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94) “경제개발구에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가 적용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외국투자를 국내의 다른 지역
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국내의 전 지역에 적용되는 법규들이 경제개발
구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외국투자가들이 여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경제개발구로서의 의미
가 없게 된다.” 리일철(2015), p. 42.
95) 특히 세금분야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 세률이 결산리윤의 14%,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인
경우 결산리윤의 10%로 하며 개발구내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
주거나 면제하여 주며……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
려주고……‘ 상동,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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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김정은 시대에는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개발구를 배합하여 지리적 특
성을 고려하면서 지방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려는 경제발전 전략에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특구 및 개발구 중 북한이 주력하는 분야는 관광과
가공업 분야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은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특구를 통한 거대 투자 유치와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소규모 투자 유
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투자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경제
육성 정책이다. 이를 다음 [표 5-7]로 요약ㆍ정리하였다.
셋째, 지방 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는 뺷경제연구뺸에서 “현 시기 각 도마다 자
체의 실정에 맞게 내온 경제개발구들을 개발하고 잘 관리운영하는 것은 지방경
제를 현대화하고 나라의 경제 전반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
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96)고 서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평양에 과도하게
집중된 발전 형국을 지방에까지 균형적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
다. 특히 다음과 같이 해당 지역의 비교우의를 충분히 살려 비용을 최소화하면
서 개발의 최대 효용을 얻고자 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실례로 흥남공업개발구에서는 흥남항과 가깝고 우리나라의 오랜 화학공업 및
대규모기계제작지역으로서의 특성을, 현동공업개발구에서는 주요해상통로로 되
어있던 원산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유리성을 리용하여 보세가공업과 중계무역을
위한 대상건설을 선행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남포항과 송림항을 끼고 있고 주변에
발전된 공업토대를 가지고 있는 유리한 자연경제적 조건과 풍부한 로동력을 가지고
있는 와우도, 진도, 송림수출가공구에서는 수입원자재를 리용한 임가공, 주문가공,
주문조립, 보상무역 등 가공조리업을 위한 개발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할 수 있다.” 97)

96) 김명국(2016), pp. 43~44.
97) 료명성(2016),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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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경제개발구의 차이
시기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지역

남북 혹은 북중
국경지대 국한

내륙 및 연해지역 등
전방위 확대

◎ 특구5+개발구23
(평양 및 군사요충지 포함)

위상

중앙급 독점

지방정부 및 기업으로
참여주체 경쟁

◎ 자체 개발구 증대, 합영
또는 단독기업 설립 可

규모

대규모

소규모

분야

주요 산업

농업, 관광, 무역 중심

특수경제지대법

경제개발구법

범위

속도

법ㆍ제도

비고

◎ 지방 실정에 맞는 외자 유치
◎ 대규모 투자 불필요
→ 유치 용이 및 민생경제
◎ 현실적 고려 등 기존
특구운영 경험 반영

자료: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편(2016); 차명철(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설명회｣(2019) 자료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

나. 개발 방식98)
개발 방식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국가가 해당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 시
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들여 기업을 창설
운영하게 하는 개발 방식, 둘째, 다른 나라 개발기업이 국가로부터 개발사업권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 시설을 개발하고 그 개발구에 창설되는 외
국인 투자기업에 토지를 재임대하여 주는 유형의 개발 방식, 셋째, 다른 나라
기업과 북한기업이 합영의 방식으로 개발기업을 창설하고 국가로부터 개발사
업권 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 시설을 개발하고 외국투자
기업들에게 공동으로 토지를 재임대하여 주는 유형의 개발 방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개발구의 우대 정책을 보면, 하부구조 건설 부문과 첨단과학기술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기업에 대해 토지위치 선택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해당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며,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
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감해주거나 면해주며 이윤을 재투자하여 대폭 자
98) 차명철(2018), pp.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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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늘리거나 새롭게 기업을 창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 건설 부문에 재투자할 경
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을 전부 돌려준다. 토지임대
기간은 최고 50년이고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 장려부문은 10%이다.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하며 경제개발구 건설용 물자와 가공무역, 중계
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 물자와 생
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
여하지 않는다.

4. 동해안 벨트 중심으로 본 주요 공업도시 청진과 라선
가. 청진시
1) 도시 개관 및 개발구
청진시의 도시 규모를 보면, 면적은 1,591㎢로, 북한에서는 4번째로 넓다
(그림 5-5 참고). 인구는 약 67만 명으로, 평양, 함흥 다음가는 대도시다(그림
5-6 참고). 즉 청진은 면적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유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다.
청진시는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도시에 속한다. 20세기 중반에 이미
제철, 제강, 화학섬유, 조선 등의 산업을 보유했으며 현재는 흑색금속공업, 기
계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건재공업이 중심을 이룬다.99) 청진시의 대표적인
99) 일제는 1916년 청진-회령 간 철도부설을 완공한 데 이어 1928년에는 함경선을 개통하였으며 청진항
증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키면서 정어리잡이가 한창이던 1930년 말에는 청진어항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형 정어리 기름 공장을 건설하였다. 1939년에는 청진방적공장을 건설하고, 1941년에는
청진제강소를, 1942년에는 청진제철소를 건설하여 산림자원과 철광을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청진시는 일제의 대륙 침략과 자원약탈의 실현에 맞게 흑색야금공업과 화학공업, 기계공업과 수산업
이 기형적으로 비채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북한은 청진을 흑색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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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북한 도시면적과 청진
(단위: ㎢)

자료: Dormels et al.(2014), p. 25의 Table Ⅱ-7(2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기업으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청진제강소, 청진화학섬유공장,
라남제약공장,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청진수산사업소, 함북조선소련합기

그림 5-6. 북한 도시별 인구와 청진
(단위: 명)

자료: Dormels et al,(2014), p. 25의 Table Ⅱ-7(2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웅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진시에는 주도적인 부문인 흑색금속
공업과 화학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등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중공업 부문들과 다양한 경공업 부문
들이 있다. 교육도서출판사 편(1990), pp. 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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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청진시의 주요 공장기업소

주: 지도에 표기된 부분은 공장기업소 명칭임.
자료: 탈북자 A씨 면담(2019. 5. 11, 서울).

업소, 청진항 등이 입지해 있다(그림 5-7 참고). 특히 청진시의 흑색공업은 전
국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공업 부문으로서,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합적인 금속생산기지인 김책제철소가 입지해 있으며, 아시아 최대 철광석 산
지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연계하여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청진시에는 [그
림 5-8]과 같이 ‘서항(西港)’과 ‘동항(東港)’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서항은 김
책제철련합기업소를 위한 산업항이다. 뿐만 아니라 청진화력발전소 또한 겨울
등 건기의 김책제철소 전력 보충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김책제철
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진시는 동해안의 항구도시이면서 중화학 공업도시로서 개발구 계획
도에 제시되어 있는데100) 먼저 청진 경제개발구 규모는 청진시 송평구역의 월포
리 및 수성동 일부 지역의 3.7㎢, 남석리의 1.7㎢를 포함하여 총 5.4㎢에 이른
다.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공업은 금속, 기계제작, 건재,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100) 차명철(2018), pp. 22~23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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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청진 공업개발구 현황도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설명회｣(2019. 7. 26), 연변대 주최 조선개발구의 북측 설명 자료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

생산 및 수출가공업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청진항을 이용한 국제화물 중계수
송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형 경제개발구로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남석리 소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철제품으로는 2ㆍ3차
금속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월포리와 수성동 일부 지구의 기계 및 화학, 그리고
남석리 지구의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되는 금속가공 제품들을 이용해 유압기계,
정밀기계, 로봇, 윤전기재를 생산하며, 기계제작 및 전자제품설비 중심으로 위
탁가공 및 건재, 경공업제품 등의 수출가공기지를 꾸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진항을 개건ㆍ확장하여 중국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비롯하여
주변국과의 화물중계수송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보세가공 및 무역중심으로 발
전시키며, 향후 개발구 주변의 풍부한 노동력과 과학기술 자원을 토대로 기술
집약형 가공업 비중을 점차 높여가 첨단기술개발구역과 현대적인 물류봉사구
역을 결합한 복합형 경제개발구로 확대 발전시킬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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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청진 공업구를 둘러싼 산업 현황
청진시의 대표적 산업은 철강산업으로, 대표적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가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는 1950년대 전후 건설된 구형 용
광로가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3기 중 2기의 용광로가 철거되었다.
한편 철광석을 녹인 후 나오는 슬래그(쇳물을 녹인 후 남는 찌꺼기)를 재가공하
거나 어선을 건조하는 외화벌이 사업소가 제철소 안에 신축되었다. 김책제철소
의 슬래그 사업은 슬래그 잿더미에서 주요 광물 잔해들을 모아 중국과 합작하
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선을 건조하는 외화벌이 사업의 경우
청진시 돈주가 자금을 투자해 해당 기업소의 명의로 어선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청진제강소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가동된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
도로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지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이후 환경오염
의 주원인이었던 제강소의 침전못과 공장건물 일부를 폐쇄하는 한편 철거부지
에 주요 상업, 관광업 관련 건물들을 신축하고 있다. 즉 청진제강소는 전체를 철
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으며, 본 부지는 관광지역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것이
다. 특히 이와 같이 도시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낡은 공장을 철거하는 움직임
은 단순히 청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북한의 다른 도시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책제철소와 같이 슬래그를 중국과 합영하여 수출하거나
배를 건조하는 개인 돈주들이 들어서고 있다.
청진시의 대표적인 기계 산업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로 탄광과 관련된
기계를 생산하는 련합기업소체제 공장이다. 동 기업소는 청진시 라남구역 라흥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53만 2,510㎡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공장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는 46만 5,051㎡만 남았다. 철거된 공장 일부 지역에는
새로운 라북천기계공장이 6만 7,459㎡ 규모로 들어섰으며, 군수공장으로 알
려져 있다. 2014년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 규모의 면적을 차지했지만 2015년
철거 과정을 거쳐 약 15%로 공장부지가 축소되었다. 새롭게 들어선 라북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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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장은 높은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청진시 화학섬유공장은 이미 1990년대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화학섬유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주변의 수자원 환경오염이
심각했으나, 공장 가동이 중단된 1990년대 이후 점차 수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최근 공장 지붕에 도색작업을 하거나, 온실(외화벌이 사업소용)을 만드는
등의 움직임이 일부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공장 가동의 흔적은 전혀 발견
되지 않는다. 이후 방치된 공장부지에는 슬래그 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일부
는 텃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곳은 북한 최대 도매시장인 수
남시장과 접해 있어 수남시장의 확장 부지 또는 창고로 활용되면서 공장 부지
가 점차 침식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진 화학섬유공장은 재건에 많
은 자본이 필요하여 완전폐쇄도 고려되고 있지만 김일성ㆍ김정일의 현지지도
공장이라는 사적지적 성격 때문에 완전폐쇄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청진시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수산물로, 대외무역에서 수산물의 수요가 높
아짐에 따라 청진수산사업소에 어선 정박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는 수산사업
소와 관련된 공장기업소의 명의로 돈주들이 배를 구입하고 선원을 고용하면서
주요 수산사업소 부두에 배를 정박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청진 시내
여러 회사들에서 어선을 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선을 건조해 상당
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수산업에 집중되면서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12년 소규모에 불과하던 어선 정박이 2015년 2월에는 200여 척으
로 증가했으며, 2019년 4월 현재 어선 정박 규모는 2015년의 5배에 이르는
1,000여 척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 기업경영관리제의 변화에
따른 자율경영이 확대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현상으로,
반드시 수산사업소 소속이 아니더라도 공장기업소의 명의로 배를 정박할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
상이다. 따라서 청진시에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 공장기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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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제조와 관련한 변화가 보였다.101)

나. 라선시
1) 도시 개관 및 개발구
라선시는 북한의 17개 도시 중 9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는 17번째로 많아 청진시와 비교해 소도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라
선시는 1991년 12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개방된 도시로, 현재까지
적지 않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라선시로부터 수도 평양까지는 철길로
799㎞이며, 청진까지는 81.3㎞에 이른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동북부에 입지하면서 중국 지린성 훈춘시
및 러시아 핫산과 인접하고 있다(그림 5-11 참고). 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
중계수송, 금융, 관광, 서비스 중심으로 계획된 북한 최초의 특수경제무역지대

그림 5-9. 북한 도시면적과 라선
(단위: ㎢)

자료: Dormels et al.(2014), p. 25의 Table Ⅱ-7(2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1) 탈북자 C씨 면담(2019. 6. 8, 서울); 탈북자 E씨 면담(2019. 4. 5, 서울); Goog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4)에 의거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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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북한 인구와 라선
(단위: 명)

자료: Dormels et al.(2014), p. 25의 Table Ⅱ-7(2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로, 개발구의 면적은 총 470㎢에 달한다.
총개발계획도에서 제시한 주요 산업은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
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 고효율농업 등 6대산업으로, 동북아의 선진제조업기

그림 5-11. 라선시 도시개발구

자료: 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설명회샚(2019. 7. 26), 연변대 주최 조선반도 포럼 자료,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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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물류 및 관광중심으로 건설하고자 한다. 특히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서
비스 등을 4대 근간으로 종합적인 중계가공무역지대로 꾸리고자 계획하고 있
다. 개발구 안에는 적지 배치, 산업 집약, 대상 집중 원칙하에 라진-선봉-웅상굴포에 이르는 연해산업지구 형성을 총체적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항구 개발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이곳은 라진항, 선봉항, 웅
상항이 입지해 있어 동북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충지로 해륙수송에 유리한 입지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당국은 라진항을 연간
1억 톤의 통과능력을 가진 종합 물류항으로, 선봉항은 연간 2,000만 톤의 통과
능력을 가진 공업항으로, 웅상항은 연간 500만 톤의 통과능력을 가진 목재와
석탄 등 산적짐 전용항으로 개건 확장해서 연간 중계화물수송량을 1억 2,500
만 톤 규모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2) 최근 라선 특별시를 둘러싼 산업 현황
원래 승리화학공장은 200만 톤의 원유 가공 능력을 보유한 국가나 지역에서

그림 5-12. 승리화학공장 2008년 8월 5일

자료: 탈북자 B씨 면담(2019. 8. 4, 서울); Goog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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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승리화학공장 2019년 6월 2일

자료: 탈북자 B씨 면담(2019. 8. 4, 서울); Goog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매우 중요한 공장이었다. 그러나 1990년 전후 구 소련 붕괴 이후, 충분한 원유
가 공급되지 못하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설비 또한 공인들이
1990년 고난의 행군 시기 다 절취하여 폐기된 공장이나 마찬가지로 변했
다.102) [그림 5-12]와 [그림 5-13]을 비교해 보아도 거의 설비가 남아 있지 않
은 모습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승리화학공장의 원활한 가동이 어
렵게 되자 공장 부지를 빌려 별도의 공장을 설치하고 운행 중인 중국인 대북사
업가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폐비닐을 한국에서 들여와 가공해서 다시 중국
으로 재수출하는 것이다. 승리화학공장을 빌리는 이유는 전기나 노동자를 원활
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2) 송유관을 굳지 않게 하기 위해 매년 10만 톤 정도의 원유가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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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북지역 산업협력의 특징과 산업협력의 수요
가. 청진의 지역산업협력 수요
1) 선박 제조와 연계된 제철산업: 개인 용광로 증대
[그림 5-14]와 [그림 5-15]를 비교하면, 김책련합기업소의 용광로는 총 3개
였지만, 현재는 2개의 로가 폐쇄되고 3호 로만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코크스를 수입해야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철소에서 생산한 선철의 일부를 중국
에 수출하고 대신 코크스를 수입해 오는 방식으로 가동되었다. 따라서 중국에
선철을 수출할 수 있는 직장 중심으로 공장기업소가 가동되었다.
한편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선박 제조에 대한 개인수요가
증대되었고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판 등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그림
5-16]과 [그림 5-17]은 각각 2004년 2월과 2019년 2월 청진 동항의 모습으
로 15년 전과 비교해 정박이 얼마나 증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2월은
그림 5-14. 김책제철소 2006년 8월 30일

자료: 탈북자 E씨 면담(2019. 4. 5, 서울); Goo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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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김책제철소 2019년 5월 3일

자료: 탈북자 E씨 면담(2019. 4. 5, 서울); Goo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조업이 불가능하여 선박들이 정박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선박수요가 얼마나
증대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책제철소
뿐만 아니라 철판, 강철 등 생산이 가능한 압연직장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증가
그림 5-16. 청진동항 2004년 2월

자료: 탈북자 E씨 면담(2019. 4. 5, 서울); Goo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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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청진동항 2019년 2월

자료: 탈북자 E씨 면담(2019. 4. 5, 서울); Goo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하였다. 즉 공장기업소와 시장의 연계가 생겨난 것이다.
한편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청진시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응해 개인이 운영
하는 소형 용광로가 급증했다.

2) 식품가공업: 냉동고가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변신
청진시에 존재하는 대형 냉동고가 종전에는 수산물을 냉동ㆍ보관하는 시설
에 불과했다면 중국과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설비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공
장으로 변신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투자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림
5-18]과 [그림 5-19]는 2006년과 2019년 현재의 청진시 선박수리공장 설비
를 비교한 것으로, 특히 냉동고의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비단 청진
시 선박수리공장만이 아니라, 냉동고가 있는 공장기업소의 경우 다수가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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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청진시 선박수리공장 2006년 8월 3일

자료: 탈북자 E씨 면담(2019. 6. 7, 서울); Goo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선박부품 산업: 추진기 및 등 주요 부품 생산
중국과의 수산물 무역이 증대되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배 자체를 그대로 중국에서 수입해왔으나 어느 순간 주요 부품을
그림 5-19. 청진시 선박수리공장 2019년 5월 3일

자료: 탈북자 E씨 면담(2019. 6. 7, 서울); Goo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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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북한에서도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다. 주
요 부품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배의 자체 제작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배의 주요 부품들은 청진조선소나 연락사무소, 청진항 등 선박 관련 정밀기계
제조가 가능한 곳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선박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재는 돈주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4) 조선: 배 건조
점차 배 건조가 가능해졌는데 이는 다양한 공장기업소와의 연계가 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다. 즉 추진기, 조타, 다이판, 선미관 등은 제철소, 제강소, 조선소
등에서 나오고, 다음으로 철도공장, 항공대학 등은 워낙 크다 보니 대학건물의 보
수 및 유지를 위해 용접 가능한 작은 공무작업반이 있어서 배 건조 관련 부품들을
제작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곳은 전기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런 곳에 기술자가 직
원으로 채용되어 대학에 얼마씩 돈을 내고 들어가서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다.

5) 강철ㆍ선박 및 수산 관련 협력 수요 및 방안
이상의 변화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 수요 및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청진시는 첫째, 인적ㆍ산업의 기반이 제철기계금속 공업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제철기계금속공업을 기초로 조선 및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
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따라서 청진에 조선소나 자동차공장을 건설하여 다운
스트림에의 종합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법이다.
둘째 방안은 이와 다른 분야에서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법이다. 즉 청진뿐 아
니라 다른 어항을 연결해서 수산물 가공 쪽에 특화시키는 방안이다. 단천, 김책
등에도 어항이 있지만, 청진을 동해의 통합된 수산기지 역할을 하게 하면서 수
산 식료품, 그중에서도 특히 통조림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진은
기계금속산업 기반이 구비되어 있어서 수산과 제철이 결합하는 통조림 공장설
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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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안은 청진항을 이용하여 물류산업, 중계수송, 컨테이너항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상품을 되팔거나 보세수출 등 무역 중계에
관한 산업들, 예를 들어 보세가공 공장, 중계무역 상업센터 등을 청진항을 중심
으로 설립할 수 있다. 특히 무역중계가공업은 제철기계금속과 수산기지에 이어
거기에 모이는 약 50만~70만 인구 규모에 합당한 식료품, 의류, 주택 등을 보
조산업으로 지방 경공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넷째 방안으로는 이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으로,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으로 청진시를 새로 개건하여 도시 자체를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 부수적으로는 청진개발구를 청진항 보세무역과 연관시켜 특구를 통해 외자
를 받아들이고 생산해서 재가공하는 특구 가공무역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서포트를 한다면 포항제철이 있는 포항이나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이 도시 대 도시로, 포항이나 울산권의 건설계획 경험을 그대로 전수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나. 라선특별시의 지역산업협력 수요
1) 원단 도매시장과 옷 생산: 남ㆍ러ㆍ북 협력체계
라선에는 원단 장사들이 매우 많아 거대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평양과
평성 상인들도 원단 도매를 하러 직접 차를 몰고 온다. 이와 같이 라선에 북한의
전국적인 원단 도매시장이 형성된 이유는 첫째, 한국 원단이 많이 들어왔기 때
문이다. 둘째, 중국과 가까워 원단이 기차 차필로 중국에서 들어왔다. 특히 한국
과는 이미 1992~93년도부터 구매 루트가 형성되었다.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단이 대량으로 라선시에 들어왔다. 여기서 제일 많이
잘 팔리는 것이 내복 천이다. 내복 천은 하루도 지체되는 일이 없이 바로 팔린
다. 이는 훈춘에 지사를 둔 쌍방울과도 연계가 깊다. 그렇다면 왜 한국 원단이
라선시로 대량으로 들어왔냐면, 바로 부산-라선시, 또는 속초-하바롭스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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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다녔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훈춘에서 나진으로 들어온다. 원단을 미터
로 파는 것이 아니라 톤당 가격을 매겨 판매했다. 중국 원단도 많이 들어가지만
한국 원단이 인기가 높았다. 초창기에는 합법적으로 들어갔고, 524조치 이후로
는 개인무역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꼭 중국인 손을 거쳐서 들어가야 한다. 신
고할 때 한국이라고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위부에게 검열을 받아야 한다. 이
런 과정을 거쳐 라선시에 원단만 파는 전문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창고업이 발달했다. 임대해서 각자 다 열쇠가 있다. 종합시장의
매탁을 구입하듯 창고도 개인에게 한 달에 얼마씩 세를 받는 것이다. 그러다 보
니 청진에서는 아직 고급 옷을 만들지 못하는 반면에 라선에서는 고급 옷을 만
들어 전국에 기성복으로 판매한다. 즉 시장에 가면 옷이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제품, 또 하나는 싸구려 순천제품, 또 다른 하나는 잘 만든 라선 기
성 옷이다. 즉 라선에서 생산된 옷은 전국 단위로 팔린다. 특히 중국접경지역으
로 일찍이 개방을 하여서 중국에서도 임가공을 많이 맡겨 기술도 향상되고, 또
인건비가 싸니 이미 존재하는 옷 공장에 설비를 보완하여 월급을 주면서 임가
공해 옷과 관련된 공장기업소의 틀이 잡혀 있다.

2) 소비재 생산: 내수를 겨냥한 각종 악세사리, 담배 기업
인건비가 저렴하여 중국인들이 라진ㆍ선봉에 가방 고리, 목걸이 등 악세서
리 등을 전문으로 찍어내는 공장과 옷 공장을 세웠다. 옷 공장도 처음에는 중국
에서 자재를 주면 요구대로 생산하여 중국에 보냈는데, 어느 순간 국내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국내 담배공장도 생겼다. 중국 담배보다 훨신 싸지만 일반 주민
을 타겟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질도 좋다. 예전에는 값싼 인건비
를 내세워 임가공해서 바로 중국에 가져갔는데, 지금은 내수 판매 비중이 증가했
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10벌을 요구하면, 별도로 중국 파트너에게 자재를 요구해
15벌을 만들고 5벌은 북한 내수로 판매한다. 담배 또한 국내 전문 판매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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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재 생산: 담배
옌지담배공장(옌창)에서 투자하고(라진 신흥담배공장), 천우가 건설만 했다.
북한의 담배공장은 중국인이 투자한 곳이 많다. 북한의 인건비는 2만 원 정도
로 매우 저렴하다. 중국인들이 독자로 투자해서 기계, 원료 자재, 포장지 등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북한의 노동력과 공장, 토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이다.
북한에도 많이 판매한다. 그래서 한때 생산 못하게 문을 닫아놓은 적도 있었지
만 인건비가 싸서 흑자이다. 인건비가 북한 돈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대량의
노동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윤이 매우 많이 남는다.

4) 중계지 및 경공업 단지 조성
라선은 이미 경제특구라서 북한이 이야기한 중계무역, 관광기지, 기타 경공
업 기지 등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이 활성된다면 러시아의 중계
지 역할을 할 것이다.

다. 사례 분석
글상자 5-1 사례 분석 1. 탈북자 인터뷰 조사 F씨 심층 면담(2019. 7. 26, 연변)
승리화학공장 부지 안에 공장을 설치하였다. 폐비닐을 한국에서 사다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
하여 알맹이로 분쇄한 후 이것을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이러한 산업은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들여와서 할 수 없다. 공장에 세를 주고 건물의 일부만 빌리는
형태로 공장을 세웠고, 설비도 별도로 투자했지만, 굳이 승리화학공장 안에 공장을 건설한 이유는
공장 건물 안에 비닐 보관 창고도 있고, 노동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0명 정도 고용을
하였는데, 공장 건물을 쓰려면 반드시 승리화학 지배인과 합작해서 새로운 공장 이름을 내와야 한
다. 폐수지를 천 톤 들여오려면, 이 공장에 톤당 5달러를 줘야 한다. 이 허가를 승리화학공장이 평
양에서 받아온다. 따라서 공장에 면허비만 1년에 5달러*만 톤=5만 달러를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폐수지 공장이 라진에 3개 정도 존재하는
데, 특히 노동자 임금이 저렴하다. 한 달에 인민폐로 200원씩 주었다. 또 승리화학공장이 우리 중
국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면허비 외에도 기름(5~10근: 중국은 콩기름이 많음)과 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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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2 사례 분석 2. 탈북자 인터뷰 조사 C씨 심층면담(2019. 6. 8, 서울)
항공대학은 북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학으로, 규모가 커서 대형 보일러를 가동시키는데 여기에
서 돈주가 명의를 빌러 선철을 만든다. 초기에는 남강판매소와 손을 잡고 김책제철소의 선철을 기
차칸을 통해서 중국에 수출했다. 그런데 나라에서 선철을 총대 메고 감시하여 선철을 만들어야겠다
고 결심해서 정광을 사들여 선광으로 녹여 선철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부분 종사자에 따르면, 처
음에는 선철을 만든다는 명분을 위해 공장 안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제철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선철 괴를 훔쳐가지고 나오면, 제철소 밖에 개인들이 구입하였다. 그런데 제철소의 선철 유
출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다보니 선철 값이 상승하여 수지가 맞지 않아 선철을 생산하게 되었는
데, 코크스는 너무 통제하고 비싸서 무연탄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다. 즉
코크스에 의존하지 않고 무연탄을 통해 선철을 만드는 데 개인이 성공했다. 그런데 이 공법을 김책
제철소에 도입하고자 했으나 소형로에서는 가능하지만 대형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2009
년 화폐교환 이후 당국은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과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 창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망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생겨
났고 예전 일제 식민지 시대나 있을 법한 개인 수공업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글상자 5-3 사례 분석 3. 탈북자 인터뷰 조사 C씨 심층면담(2019. 6. 8, 서울)
원래 거대한 냉동고로, 수산물을 실은 트럭이 냉동고의 대형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면 보온을 위해
문이 닫히고, 트럭은 냉동고 안의 적재 칸에 하나하나 물고기를 쌓아 놓으면 끝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적재 칸을 통째로 컨베이어벨트처럼 흘러가는 큰 타원으로 개조했다. 겉에는 바닷물이 계속 흐르도록 했다.
그러면 싣고 들어온 수산물은 이곳에 놓게 되면, 고기가 물을 따라 흐른다. 그러면 여성들이 둘러서서,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고, 내 앞으로 온 것만 잡아 가공한다. 그러면 또 여기 위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
가공을 완료한 수산물을 올려놓으면, 흘러가서 마지막쯤에 사람들이 턱턱 받아 무게별로 분류한다. 가공이
안 되어 온 것은 다시 이 컨베이어에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보내면 다시 가공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다. 이것은 순전히 생선과 오징어를 위한 시스템이고, 게는 또 다르다. 게는
가공하는 공장을 별도로 만들었다. 게는 가공보다는 보관이 중요하다. 냉동하면 안된다. 무조건 살려야
한다. 안에 칸을 다 나누어서 블록으로 만들어 이 안에 산소 고무호스들을 다 넣었다. 이게 콘프레스가
돌면서 산소를 쏘는 시스템이다. 게 다리를 고무줄로 묶어 이 안에 넣는데 크기, 종류별로 다 다르게 분류한다.
한 칸에는 작은 게, 다른 칸에는 대게, 알방게, 홍게 등으로 분류한다. 종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청진시의 냉동고가 수산물 가공공장이 된 것이다.

글상자 5-4 사례 분석 4. 탈북자 인터뷰 조사 C씨 심층면담(2019. 6. 8, 서울)
종전에는 중국에서 바다추진기를 직접 수입해왔다. 이는 그냥 추진기가 아닌 고속추진기다. 비싸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요가 높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개인들이 만들기 시작했다. 제조하자면 형틀에 한 번에 쇳물을
부어 만드는데, 이 재질이 쇠가 아니고 줄알륨이다, 이 줄알늄을 녹여 추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 제조업자들의
생산공간은 집이나 창고가 아니라 기존 공장기업소를 빌려 안에 로를 건설하고, 코크스를 구입해 녹여 형틀을
만들어 진흙이라든지에, 추진기 형태를 만들어 부어 제조한다. 초창기에는 가격을 엄청 싸게 불렀고, 한번
써봐 달라고 업자들에게 사정사정을 했다. 초창기에는 사용해보니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부러졌다.
배가 무거운데, 이 무거운 중량을 밀어내야 하는데 날개 힘이 약한 것이다. 주물을 할 때 합금 등을 넣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기술을 비밀로 했다. 그래서 계속 부러져 신뢰가 없어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최초로 잘 만들었다고 소문 난 것이 바로 청진조선소에서 나왔다. 청진조선소 고속 추진기의
질이 엄청 좋아 지금은 중국 것이 못 들어올 정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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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5 사례 분석 5. 탈북자 인터뷰 조사 C씨 심층면담(2019. 6. 8, 서울)
속도감속기도 초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산 등 다 외국산을 수입했다. 그러나 이제는 조선소, 청진
항, 그 다음 연락사무소(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선박 건조하는 곳) 등 한마디로 정밀기계 제작이 가
능한 곳에서는 다 만든다. 물론 추진기도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다. 기계 안에 감속시키기 위한
치차가 필요한데 이 치차의 재질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락사무소는 배도 건조하고,
수리를 하는데, 자재가 외국산으로 철의 재질이 좋다보니 속도감속기 제조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조선소, 청진항, 연락소 등에서 제조하기 시작했다. 고도의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감속 치차의
경우도 조선소가 외국산처럼 잘 만든다. 이제는 청진조선소에서 만드는 감속기가 엄청 좋고 고도의
기술에 성공을 했다.

이와 같이 선박 관련 주요 부품들의 제작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조사 결과 다
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어로공들에게서 정보를 받기 때문
이다. 즉 이번에 이걸 써 보았는데, 이런 결함이 있다는 등의 정보교환이다. 그
러면 기술자들이 새롭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는다. 이런 식의 피드
백으로 인해 제품의 질이 향상되었다. 둘째, 중국산을 처음에 모델로 들여오면
어느 순간 기술자들이 이를 모방하고, 그보다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한다. 즉 소
비자의 니즈를 들어보고 더 개선된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즉 초창기에는 강질
이 보장이 안되어서 바다에서 수직이 날개가 꺽어지고 사고도 났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피드백이 되면서 강질도 보장되었다. 셋째, 연락소에서 기술이
유출된다. 바다에서는 속도와 안전성이 중요한데, 연락소에 종사하는 기술자
들에게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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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6 사례 분석 6. 탈북자 인터뷰 조사 C씨 심층면담(2019. 6. 8, 서울)
① 가장 중요한 것은 판자로, 이 판자를 만들 목재구입 과정이다. 배를 건조하자면 가문비 또는
분비나무가 필요한데, 분비나무는 잘 부러지고, 가문비는 탄력성이 있어 좋다. 그런데 가문비가
부족하여 분비나무와 섞어서 판매한다. 이 나무가 바로 북한에서는 함경북도 부거(나진 선봉 가는
길에 있음)나 무산에 있다. 또 여기에는 입깔나무가 필수다. 입까나무는 배 골조, 배 밑바닥을
덮을 때 쓴다. 예를 들어 판자 높이가 200, 밑 폭이 1,700이라면, 양판이라고 해서 밑바닥을
덮어야 하는데, 그걸 전부 입깔나무를 넣거나 아니면 너무 무거워지니 중간 중간 한 칸씩 건너서
넣는데, 이 입깔나무도 2가지다. 하나는 토종 입깔인데, 이것은 빨갛고, 옹지가 많다. 또 하나는
일제 때 개량된 입깔나무로 옹지가 없는 슬기 입깔이다. 무산에는 토종 입깔이 많은 반면, 부거
에서는 슬기 입깔이 많이 나온다. 또 배를 건조하자면 늑골재로 소나무가 들어간다. 림업사업
소에서 자체로 더벌이과제로, 먹고 살아야 하니 산지에서 이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내려온다.
② 그러면 전문으로 목재만 나르는 사람에게 판다. 나무는 기본 겨울에 베니 이 작업을 겨울부터
한다. 처음에는 자동차로 운반했지만, 수지가 맞지 않아 여러 사람이 돈을 합쳐 기차 칸을 구
입해 제조지까지 운반해 온다.
③ 운반된 목재는 철도공장으로 가져다 놓는다. 이런 큰 나무를 제조할 띠톱이 철도공장에 구비되
어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장은 레일 침목작업을 해야 해서 이런 띠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돈 주는 철도공장에 판자를 주문 제작한다. 이때도 돈 받고 낫으로 나무껍질을 벗겨주는 사람
들이 있는데, 개중에는 이걸 땔감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판자도 정판자, 모서리 등을 버
리는데 이것을 또 건설용이나 땔감용으로 사가는 사람이 있다.
종전에는 오승으로 배를 건조했지만 지금은 규모가 커져 7승10으로 각자를 해서 제조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판자가 25장 정도 들어간다. 한 장당 평균 가로 150부터 230cm, 세로 8미터
이상이다. 두께도 27미리부터 30미리. 그 다음 늑골재, 소나무각자를 준다. 20대 정도, 그럼
목재가공은 완성하는 것이다.
④ 그 후 못이 필요한데, 못은 수남시장 등에 가서 못 파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킬로로 구입가
능하다. 배 하나를 건조하는데, 이제는 배가 커져 못이 20~30킬로 정도 소요된다,
⑤ 또 기간다이라고 하는데, 엔진을 앉히기 위한 다이판이 있다. 다이판은 제철소, 제강소, 조선소
사람들이 철판 두께 10미리 이상의 철판에 엔진 밑에 다리 볼트 채울 수 있는 구멍 사이즈에
맞추어서, 즉 몇 마력에 따라 구멍이 다른데, 종합다이라고, 8마력, 10마력, 23마력을 앉힐
수 있도록 구멍을 여러 개 뚫는다. 또 그 뒤에 가속기라고 해서 앉히는데 가속기에 따라 다이
구멍을 여러 개 뚫는데, 다이판을 사오면 추진기를 설치하는 선미관이 있다.
⑥ 이걸 돈 받고 설치하는 사람이 있다. 대체로 노인들이 하는데 이는 배를 건조하는 것보다 더
기술이 필요하다. 잘못 설치하면 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
⑦ 또 장노라고 노가 있어야 한다. 크게 사용할 일은 없지만, 폭우를 만나면 사용해야 한다. 장노
는 박달, 참나무를 쓰는다. 전문으로 이것을 생산해서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다. 노까지 올려놓
으면 여기서부터는 상품이 된다.
⑧ 그 다음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양만기, 오징어잡이를 위해 대낮처럼 밝히기 위해 조명, 발전기
및 토대, 또 고기 보관 가능한 보링이 필요하다. 배 중간을 보면 어창이 있는데, 이것도 비싸
다. 스티로폼을 사다가 어창 안에 쫙 돌려서 풀칠해서 고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
다. 또 어느 순간 배가 커지면서 조타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비바람이 쳐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옆에 유리까지 다 붙인다. 북한에서는 목재가 엄청 비싸서 중국 민폐로 200~300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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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러 정책 연계의 수요와 잠재력
가. 남북러 협력을 위한 정책적 수요
한국은 오랜 기간 지역산업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전반적 침체
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새로운 성장동력
을 얻기 위해 해외 및 북한 진출을 주요 돌파구로 삼고 있으므로 향후 남북경협
에서 지역의 정책적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정책의 핵심요
소 중 하나인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내 입주기
업 중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점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중소기업의 국제화, 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자력으로 추진되기 매우 어려운 전략이기도 하다. 이것이
본 연구가 남북간 산업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배경이다. 남북간 산업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거나 직접적으로 해외시
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남북간 산업협력이 현실화되었
다고 해서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산
업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자체 시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관문의 역할
임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러의 3각 산업협력을 확대해나
가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의 관점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의 대상으로
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인 기계부품, 제조 및 정보통신 분
야, 광양만권의 철강, 동해안권의 관광 및 레저, 그리고 충북의 바이오 및 의약
품 등 다양한 분야가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부품 및 철
강 등은 필수적이며,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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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양의 은정첨단지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산업 발전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 또한 북한의 의약품 수급 상황이 열악하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협력 가능한 산업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북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식품가공업 등도 남북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간 협력을 러시아로 확대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러
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항
만물류, 선박 및 자동차 생산과 부품 등의 분야에서 남북러 협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1990년대 지방에 대한 정책 혼란기에 있던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지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했고 2010년대 들어 러시아의 지방 균등화 정책은
극동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후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
면서 동북아시아와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는 ‘통합적 지역발전(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푸틴 3기 정권 이후 극동지역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지역개발과 발전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극동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국
의 동북아시아 3국 경제에 극동을 편입시키는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마련도 이와 같은 동북아 전반의 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제조
업 발전을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러시아의 지역산업개발 정책에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세금 감면 등 특구제도 자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인적자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극
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중에서 인력 수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곳은 블라디보스
토크 인근의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과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정도이
다. 이 두 지역은 극동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
롭스크 시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다른 선도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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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인력 수급이 양호한 편이며, 이 때문에 다른 구역에 비해 기업의 입주
가 활발하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 클러스터 형성
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면면을 보면
해당 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입주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
와 같이 극동지역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이 갖는 특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특구와의 협력 또는 상호작용을 적극 고려
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선도개발구역이 갖는 한계 중의 하나인 인
적자원 문제는 북한인력의 활용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
용하는 것은 극동의 인적자원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러
시아와 북한의 유사한 경제특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러의 경제특구는 서로 유사한 산업의 클러스터간 인적
자본과 기술 제공 측면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산업개발 정책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에 강화되
었다. 기존의 시장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계획경제 내에서 시장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각종 규제를 줄이면서 내수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당국은 국산화 정책을 강조해왔는데 실제로 최근 경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이다. 북한 기업법에 의하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란 ‘공장ㆍ기업소 및 협동단체 등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
활동을 창조적으로 벌이면서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업무의 주인으로서 책임
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기업 관리방식’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발전모델
은 ‘투 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특구를 통한 거대 투자
유치와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소규모 투자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투자 속
도와 범위를 조절하는 지방경제 육성 정책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정책 기
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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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협력의 지역적 제약을 감안할 때, 협력 대상이 되는 북한 지역은 청
진, 나선, 함흥 등 동북부 지역으로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5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진시는 동해안의 항구도시이면서 중화학 공업도시에
맞게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다. 육성 산업은 다양하고 국제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 국제협력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경쟁력이 있다. 금속, 기계제작, 건재, 전
자제품, 경공업 제품 생산 및 수출가공업을 기본으로 청진항에 국제화물 중계
수송의 기능을 결합한다면 향후 북한의 동북부 지역과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요 수출항으로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남북러 협력 관점에서 볼 때, 청진시의 산업적 기반인 제철기계금속
공업을 기초로 하는 수요가 높다. 이는 금속, 조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다. 또
한 통조림 등 수산물 가공산업도 해당된다. 남북러의 산업협력을 고려하는 경
우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남북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산업분야를 찾는 것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은 우선 남북러가 공동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산업분야를 선정한 후에도
장소 선정, 협력 범위 배분 등에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경우는 남북간 산
업협력을 추진하고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러시아는 시장 또는 물류 집
합지 등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장이나 물류의 측면에서 주변국인
중국에 비해 러시아가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 경제
개발구의 시장성 및 경제성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표 6-1 참고), 북한 경제개
발구의 주요 배후 시장은 한국과 중국임을 알 수 있다.
남북러간 산업협력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의 GVC
가 관장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부품 또는 중간재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R&D 단계부터 제품 디
자인, 나아가 물류,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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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경제개발구의 경제성(시장성) 평가
개발구

배후 도시(명)
(도시/농촌)

주변 지역과 경제적 연계

배후
시장

평가

압록강
(6.6㎢)

신의주 359,341
(93%/7%)

-

중국

중

만포
(3㎢)

만포 116,760
(70.8%/29.2%)

주변 공장, 기업소를 활용한 임가공, 자강도의
풍부한 임산자원 가공공업

중국

중

위원
(3㎢)

강계 251,971
(100%/0%)

주변 공장, 기업소를 활용한 임가공, 주변
농촌지역의 축산업 투자 환경

중국

중

신평
(8.1㎢)

-

-

국제

하

송림
(2㎢)

송림 128,831
(74.4%/25.6%)

인접 송림시, 사리원시 공장, 기업소들을 이용,
수출임가공

한국
중국

상

현동
(2㎢)

원산 363,271
(90.5%/9.5%)

다른 도 경제개발구의 생산 특산품 반입,
관광기념품 생산 활성화
원산시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안변군
강원도 임산자원 가공업
주변 광산개발 가공으로 개발구 건설자금 충당

한국

상

흥남
(2㎢)

함흥 768,551
(91.9%/8.1%)

생산제품 수요에 따라 해외수출 또는 국내수요 충당
주변 공장, 기업소를 통해 설비, 원재자 임가공제품
생산

한국
북한

상

북청
(3㎢)

신포 152,759
(85.7%/14.3%)

지구와 주변의 사과 생산 및 과일 가공업. 주변
임산자원 수산물 가공업

한국

상

청진
(5.4㎢)

청진 667,929
(92.1%/7.9%)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생산 철제품 이용.
금속가공제품 생산
배후지 공장 생산 금속가공제품 이용. 기계제품 생산

한국

상

어랑
(4㎢)

-

장연호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가공업

한국

중

온성섬
(1.7㎢)

라선 196,954
(80.4%/19.6%)

-

중국

중

혜산
(2㎢)

혜산 192,680
(93.3%/9.7%)

량강도의 풍부한 지하자원 가공, 백두산. 칠보산
등과 삼수호 유람관광 연결

중국

중

와우도
(1.5㎢)

남포 983,660
(71.5%/28.5%)

-

한국
중국

상

자료: 권기철(2015),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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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미소곡선-GVC에 따른 가치 분배

자료: OECD(2013), OECD Observer No 296, http://oecdobserver.org/news/fullstory.php/aid/4227/Who_92s_smiling_now_.html
(검색일: 2019. 9. 25).

즉 남북러간 산업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GVC의 틀에서 단순히 제조 및 생
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모두 제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
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제조 및 생산 거점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 기업에서 대부분의 공정을 책임지고, 북한으로부터 저렴
한 노동력을 제공받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본 연구의 취지
에는 벗어나는 방식이다. 남북간의 산업협력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북한의 산업화와 이를 통한 경제발전임을 염두에 둘 때, 기존과 같이 남
한의 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자원 및 노동력의 단순 결합은 경제협력 지속 가능
성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는 방식이다.
남북러 간의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또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
경제특구와 주변 지역의 인프라 상황 및 시장 등이다. [표 6-2]에서 볼 수 있듯
이, 원자재 확보와 유통이 원활한 지역은 중국 단둥 지역과 인접한 황금평ㆍ위
화도 경제특구와 압록강 경제개발구이며, 황금평ㆍ위화도 경제특구, 압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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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 청진 경제개발구, 와우도 수출가공구는 인구가 30만 명 이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103)

표 6-2.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인프라 구조
구분

중앙급

개발구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전력)

∙ 혜산진과 이어지는
국경도로
∙ 서울 방면 경의국도
∙ 북중 우의교를
신의주
통해 단둥시와
국제
연결
경제지대 ∙ 신압록강대교 완공
(미개통)

∙ 평의선
∙ 압록강에 토사 퇴적 ∙ 수 풍 수 력 발 전 소
이 심하고 수심이 얕 (80만kW)
∙ 압록강철교를
아 하항가치 미비 ∙ 태평만발전소
통한 중국 안봉선
(단 만조 때 500톤 (19만kW)
∙ 남만선과 연결
∙ 덕현선(남신의주역 급 기선 운항 가능) ∙ 태천발전소
덕현역): 의주군과 ∙ 룡진항, 신의주항 (49만kW)
구리도 사이 교량 (소규모)
부재로 접근 취약
∙ 백마선(남신의주역
-염주역)

∙ 평양-원산 고속
도로
∙ 평양-개성 고속
은정
도로
첨단기술 ∙ 평양-남포 고속
개발구
도로
∙ 북한 전 지역과 연결

∙ 평의선
∙ 대동강을 이용한
(평양-신의주)
송림, 남포, 은률,
∙ 평부선(평양-개성) 재령 등 지역과
∙ 평라선(평양-나진) 화물/여객 운항
∙ 평남선(평양-평남
온천)
∙ 평덕선(평양-덕천)

강령
국제녹색
시범구

∙ 강령-옹진
∙ 강령-벽성
∙ 강령-부포

∙ 북창화력발전소
(160만kW)
∙ 순천화력발전소
(20만kW)
∙ 평양화력발전소
(50만kW)
∙ 동평양화력발전소
(10만kW)

∙ 옹진선(해주-옹진) ∙ 부포, 진포, 등암 등 ∙ 예성강발전소
에 항만
(4만kW)
∙ 부포선
∙ 진포-해주 정기
(신강령-부포)
여객선
∙ 해주항: 163만
5,000톤 통과
가능, 7,000톤급
선박 접안 가능

∙ 평양-남포 청년영 ∙ 평남선(남포-평양) ∙ 남포항
∙ 평양화력발전소
∙ 평안선(남포-온천) ∙ 5만 톤급 선박이 대 (50만kW)
웅도로
진도수출 ∙ 남포-해주 국도
∙ 서해갑문(평남신덕 동강 진입 가능
∙ 동평양화력발전소
가공구 ∙ 남포-장연 국도
-철광)
∙ 서해갑문에서 남포 (10만kW)
까지 1시간 소요

103) 서대훈(2015),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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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계속
구분

개발구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전력)
∙ 12월화력발전소
(5만kW)
∙ 중유발전소
(60만kW, 계획)
∙ 조수력발전소
(1만kW, 계획)

지방급

∙ 혜산진과 이어지는
국경도로
∙ 서울 방면 경의국도
∙ 북중 우의교를 통해
단둥시와 연결
압록강경
제개발구 ∙ 신압록강대교 완공

∙ 평의선
∙ 압록강에 토사 퇴적이 ∙ 수풍수력발전소
∙ 압록강철교를 통한 심하고 수심이 얕아 (80만kW)
중국 심단선
하항가치 미비(단 ∙ 태평만발전소
만조 때 500톤 급 (19만kW)
∙ 남만선과 연결
∙ 덕현선(남신의주역 기선 운항 가능) ∙ 태천발전소
-덕현역): 의주군과 ∙ 룡진항, 신의주항 (49만kW)
(소규모)
구리도 사이 교량
부재로 접근 취약
∙ 백마선(남신의주역
-염주역)

∙ 북청-혜산 도로
∙ 신의주-우암 도로
∙ 갑산, 삼수, 운흥 등
지로 통하는 도로
혜산경제
개발구 ∙ 압록강 철교를 지나
면 지린성 장백시와
연결

∙ 혜산만포청년선
(혜산-만포)
∙ 백두산청년선
(혜산-길주)
∙ 삼지연선
(혜산-삼지연)
∙ 보천선
(위연-보천-대평)

∙ 압록강, 허천강 뗏목 ∙ 허천강발전소
수송로
(34만kW)
∙ 수로를 통해 갈파진 ∙ 삼수발전소
-만포-신의주 연결 (5만kW)

∙ 지린성 지안시와 ∙ 만포선: 지안시와 ∙ 만포항: 만포해운
연결
철도교로 연결
사업소
∙ 만포시-위원군
∙ 만포선(만포청년역 ∙ 만포-위원, 만포방면
-순천역)
운봉 수상운수
만포경제 ∙ 만포시-자성군/시 ∙ 북부철길 혹은 혜산
개발구
중군 방면
만포청년선(만포청
년역-혜산청년역):
양강도-자강도 연
결 및 임산물 수송용
∙ 청진-라선
∙ 청진-함흥
청진경제 ∙ 청진-회령
개발구

∙ 운봉발전소
(40만kW)
∙ 강계청년발전소
(23만kW)
∙ 위원발전소
(39만kW)
∙ 장자강발전소
(8만 1,000kW)
∙ 만포연하발전소
(1만kW, 설비조립중)

∙ 평라선(함경선)
∙ 청진항): 연간 하역 ∙ 청진화력발전소
∙ 함북선(청진-나진, 능력 880만 톤, 2만 (150만kW)
두만강선과 연결, 톤급 선박 접안 가능 ∙ 허천강수력발전소
중국 및 러시아 분기) ∙ 블라디보스토크, (34만kW)
오사카, 고베, 도쿄 ∙ 선봉화력발전소
항로
(20만kW,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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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계속
구분

개발구

도로
∙ 신의주-혜산진
국경도로
∙ 위원-강계 도로
∙ 위원-전천 도로

철도

항만

∙ 없음
∙ 압록강 수운
∙ 인근 철도는 만포선 (목재운반)

위원공업
개발구

에너지(전력)
∙ 위원발전소
(39만kW)
∙ 만포연하발전소
(1만kW, 설비조립중)
∙ 운봉발전소
(40만kW)
∙ 장자강발전소
(8만 1,000kW).
강계청년발전소
(23만kW)
송전선으로 연결

∙ 평양-신의주 간선 ∙ 평의선
∙ 서해와 접해 있으나 ∙ 북창화력발전소
도로
(160만kW)
∙ 안주탄광선(문덕읍 주요 항구 부재
청남공업
∙ 순천화력발전소
개발구 ∙ 안주, 숙천, 평원 등 -청남구-남동 간,
으로 연결하는 도로 석탄 운반)
(20만kW)
∙ 원산-회령
∙ 함경선(평라선 일부) ∙ 함흥항
∙ 함흥-황수원
∙ 서호선(흥남-함흥)
∙ 함흥-서호진
∙ 신흥선(함흥-부전호)
∙ 함흥-자성
흥남공업
∙ 함흥-신상
개발구
∙ 함주, 흥남, 정평 등
과 연결
∙ 원산-함흥 고속도
로 건설 중

∙ 부전강수력발전소
(20만kW)
∙ 장진강수력발전소
(35만kW)
∙ 허천강수력발전소
(34만kW)

∙ 평양-원산
∙ 강원선(경원선+함 ∙ 원산항: 1만 톤
고속도로
경선, 고원-평강)
급선박 3척 동시
접안 가능
∙ 원산-금강산
∙ 금강산청년선
∙ 1일 하역능력
고속도로
(강원선-금강산)
현동공업
2만 톤
∙ 원산-나진 도로
개발구
∙ 원산-김화 도로
∙ 함흥, 통천, 고성, 고산
등 인근 시/군과
연결되는 도로망

∙ 안변청년발전소
(32만kW)
∙ 장진강수력발전소
(35만kW)
∙ 원산청년발전소
(6만kW)

∙ 송림-황교
∙ 송림선
∙ 송림항(평양, 은률, ∙ 평양화력발전소
∙ 송림-흑교
(송림-황주, 화물전용) 남포 등과 뱃길로 (50만kW)
연결)
∙ 송림-강남(평양)
∙ 동평양화력발전소
송림수출 ∙ 평양-개성 고속도로
∙ 2만 톤급 선박 접안 (10만kW)
가공구
가능. 연간 처리 능력 ∙ 12월화력발전소
(5만kW)
160만 톤
∙ 서해갑문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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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계속
구분

개발구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전력)

∙ 평양-남포 청년영웅 ∙ 평남선(남포-평양) ∙ 남포항
∙ 평양화력발전소
(50만kW)
도로
∙ 평안선(남포-온천) ∙ 5만 톤급 선박이
∙ 남포-해주 국도
∙ 서해갑문(평남신덕 대동강에 진입 가능 ∙ 동평양화력발전소
(10만kW)
∙ 남포-장연 국도
∙ 서해갑문에서
-철광)
와우도수
∙ 12월화력발전소
남포까지 1시간
(5만kW)
출가공구
소요
∙ 중유발전소
(60만kW, 계획)
∙ 조수력발전소
(1만kW, 계획)
∙ 평원-평양
∙ 평의선
∙ 서해와 접해 있지만 ∙ 북창화력발전소
숙천농업 ∙ 문덕-신의주
(160만kW)
∙ 남동선
주요 항구 부재
∙ 순천화력발전소
개발구 ∙ 숙천-순천
(20만kW)
∙ 북청-혜산
∙ 평라선(함경선)
∙ 함흥항
∙ 부전강수력발전소
(20만kW)
∙ 원산-우암
∙ 덕성선(북청선)
북청농업 ∙ 북청읍과 북청군 내
∙ 장진강수력발전소
(35만kW)
개발구
각 지역 연결망
∙ 허천강수력발전소
(34만kW)
∙ 원산-우암
∙ 평라선(함경선)
∙ 어대진항
∙ 청진화력발전소
(청진, 화대 등 지역 (150만kW)
어랑농업
∙ 허천강수력발전소
과 화물수송)
(34만kW)
개발구
∙ 선봉화력발전소
(20만kW, 가동중단)
∙ 신의주-온성
∙ 상삼봉-온성-나진 ∙ 협곡으로 인해 내륙 ∙ 서두수발전소
간선교통로
(51만kW)
북한 선
수로의 역할 미비
온성섬관
∙ 온성(남양)-투먼 ∙ 온성(훈융)-훈춘
∙ 어랑천발전소
광개발구
국제교통로
(8만kW)
훈융선
∙ 온성-회령 국도
∙ 의주-남안 도로
∙ 평북선(정주-수풍): ∙ 압록강 내륙 수로 ∙ 수풍수력발전소
(80만kW)
∙ 정주/구성-삭주 도로 수풍역까지 17㎞
청수관광
∙ 태평만발전소
개발구
(19만kW)
∙ 태천발전소
(49만kW)

신평관광
개발구

∙ 평양-원산 고속도로 ∙ 산악지형으로 철도 ∙ 내륙지방
∙ 곡산, 평남 양덕
미통과
연결 도로

∙ 평남화력발전소
(50만kW)
∙ 안변청년발전소
(32만kW)
∙ 100kW 규모 자체
발전소와 광케이블
공사 진행 중

자료: 박순성 외(2017), pp.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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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여건
한반도 주변 동북아 지역은 인구 규모 약 2억에 가까운 대규모 배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 전체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는 동북 3성의 인
구가 1억을 상회하며 한반도는 남북한을 합쳐 7,500만의 규모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미약하여 약 600만에 머무르고 있다. 한반
도 주변 동북아 지역은 일본을 제외하고도 2억 명에 가까운 배후 시장을 갖추
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화에 양호한 시장 여건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
본을 포함하면 약 3억에 달하는 시장 규모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산업생산력 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국내외 수요의 확보이다. 개
성공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시장은 북한산업의 수요를 일정 부분 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산업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시장
및 생산분업이 있어야 지속성을 담보 받을 수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한반
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근 성장동력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물
론 북한의 경우, 강화된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 307억 달러까지 증가했던
GDP는 2018년 294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다.104) 시장수요의 관점에
서 볼 때, 북한의 산업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의존하게될 시장은 남한의 시장과 동
북 3성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 3성은 2015년을 전후로 경기가 둔
화함에 따라 북중교역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동북 3성
은 자원 및 중공업 위주의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반면에 시장주의적 질서가 미성
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산업화와 국제화를 추진
하는 과도기에 일정 기간 긍정적인 완충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북한이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을 국제분업구조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북
104) 통계청(2019). 아울러 중국 3성과 남북한의 경제관계 등과 관련하여서는 홍익표(2010); 성한경
(2014); 이창재, 방호경(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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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선두로 한 안형편대에 편입되어 산업발
전의 추격 과정을 밟아온 과정에 참가하지 못한 결과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산업생산력을 확충해왔으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서 수출의 뒷받침을 받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추격 과

표 6-3. 동아시아 3국의 분업구조

한국
일본

원자재

중간재

부품

자본재

소비재

2000

0.4

63.6

19.7

11.0

5.3

2008

1.0

39.8

30.2

25.5

5.3

2000

1.3

41.9

29.6

23.2

4.0

2008

3.5

36.6

30.3

23.4

6.2

농산물 제외 전 산업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1996

2006

산업간무역

60.3

39.4

한국➝중국

52.6

24.4

중국➝한국

8.7

15.0

산업내무역

39.7

60.6

수평적무역

2.9

3.6

수직적무역

36.8

57.0

산업간무역

65.8

51.6

한국➝중국

44.2

19.5

중국➝한국

21.6

32.1

산업내무역

34.2

48.4

수평적무역

4.7

9.8

수직적무역

29.5

38.6

산업간무역

63.5

60.4

한국➝중국

23.0

7.9

중국➝한국

40.5

52.5

산업내무역

36.4

39.6

수평적무역

3.2

4.4

수직적무역

33.2

35.2

자료: Das and Han(2013),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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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동아시아 3국간에 매우 밀접한 생산분업을 형성하였다. [표 6-3]은 공정
단계별 3국간의 무역구조를 보여주는데 200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은 반가공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2008년에는 부품과 자본재의 수출이 이
를 상당폭 대체하였다. 초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분업관계가 반가공품을 수출하
여 현지에서 조립 내지 최종공정을 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였던 것이
차츰 중국 자체에서의 생산공정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하
에서는 남북러 그리고 중국의 수출잠재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수출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1) 한국의 수출잠재력
[그림 6-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의 수출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
그림 6-2. 산업분야별 한국의 수출잠재력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d Database(https://exportpotential.intracen.org/en/, 검색일: 2019.
9. 10~9. 25)에서 저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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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국의 제조업 산업생산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산업생산 간의 증가율 괴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분야별
로 볼 때, 한국에서 세계로의 수출 잠재력이 가장 큰 제품은 전자장비, 기계 및 자
동차 및 부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장비는 가격 기준으로 수출잠재력과 실제
수출 간에 가장 큰 절대적 차이를 보여 1,175억 달러의 추가 수출을 실현할 여지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제품별로 볼 때, 한국에서 세계로 수출 잠재력이 가장
큰 제품은 스마트 카드, 전자 집적 회로, LED 램프, 액정 장치 그리고 자동차로 나
타났다. 특히 LED 램프는 가치 측면에서 잠재 수출과 실제 수출 간에 가장 큰 절
대적 차이를 보여 주는데 771억 달러의 추가 수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선박부품 등에서 생산여력에
비하여 수출잠재력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협력이 한국
의 수출성과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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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한국의 세부 품목별 수출잠재력 평가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d Database(https://exportpotential.intracen.org/en/, 검색일: 2019.
9. 10~9. 25)에서 저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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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수출잠재력
북한의 현 산업화 단계에서 수출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도 있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시장과 거의 완전하게 단절된 상황이며 산업생
산력 역시 매우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
후 북한의 산업화 및 수출시장 진출에 있어서 몇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된
다. 첫째, 의류수출에 있어서 북한의 생산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출로 연결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화 과정에서 해외수요가 가장 직접적으로
국내생산을 촉진할 가능성을 말해 준다. 둘째, LED와 같은 일부 전자부품의 경
우는 의류와 정반대의 상황에 있다. 경제제재와 같은 대외환경으로 인하여 수
출잠재력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는 다시 말하면, 일부 전자부품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생산력이 구축되어 있음
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농수산물의 절대적인 수출잠재력이 매우 높
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림 6-4. 산업분야별 북한의 수출잠재력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d Database(https://exportpotential.intracen.org/en/, 검색일: 2019.
9. 10~9. 25)에서 저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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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북한의 세부 품목별 수출잠재력 평가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d Database(https://exportpotential.intracen.org/en/, 검색일: 2019.
9. 10~9. 25)에서 저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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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의 수출잠재력
러시아의 수출잠재력은 대체로 광물과 농산물 등 1차 산품에 특화되어 있다.
비료를 포함한 석유화학제품 역시 상대적으로 중요한 수출상품이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하여 오랜 기간 추진해온 산업의 현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
데 기계류, 전기전자 제품 등은 수출액과 그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상황이 극동지역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날 것임은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은
대부분 제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산요소의 확보라는 근
본적 접근은 부족하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제조업 중심 클러
스터의 형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정책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공
간적 지평을 국경 내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 남북러 협력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
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6-6. 러시아의 수출잠재력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d Database(https://exportpotential.intracen.org/en/, 검색일: 2019. 9.
10~9. 25)에서 저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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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러시아의 세부 품목별 수출잠재력 평가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d Database(https://exportpotential.intracen.org/en/, 검색일: 2019. 9.
10~9. 25)에서 저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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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수출잠재력
중국의 수출잠재력은 전형적인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 수준을 반영한다. 전
자제품과 기계류 그리고 의류는 대표적인 수출제품이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역량의 상당폭이 수출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 3성은 지난 수년간 수출입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원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입이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자동차를 제외한 거의 전품목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
는 최근 동북 3성의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인구감소 등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연
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 3성의 시장은 북한과 러
시아의 산업생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장이며, 오히려 역내 비
교우위의 동태적 변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에게는 기회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6-8. 중국의 수출잠재력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d Database(https://exportpotential.intracen.org/en/, 검색일: 2019.
9. 10~9. 25)에서 저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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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중국 동북 3성의 최근 수출입 변화

자료: 성(省)별 샙통계연감샚, 샙중국통계연감샚, 샙중국경제무역연감샚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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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중국의 세부 품목별 수출잠재력 평가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d Database(https://exportpotential.intracen.org/en/, 검색일: 2019.
9. 10~9. 25)에서 저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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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러 지역산업협력 연계 방안
가. 기본 방향: 산업집적을 위한 ‘Big Push’ 전략과 불균등
성장 전략의 조화
제1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이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서 산업화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 산업발전의 특성이 과
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산업적·지역적으로 균형적이자 동시다발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Big Push’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정치외교적 제약조건과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의 산업화 과정이 실천적으로 이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북한이 추진하
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주변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
절하지 못하다. 북한과의 여하한 산업협력 노력 역시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이른바 정책의 ‘Ownership’ 원칙에 입각할 때 그러하다.
본 연구의 주제인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는 지리적으로 북한의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 그리고 남한의 주요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북
한 산업화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논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
다. 첫째, 전반적인 균형성장 전략적 특성이 북한의 동북부라는 지역적 범위 내
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 중앙정부가 전 지역을 균형적으로 동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역량과
정책자원을 갖추었다고는 평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다른 지역 및
산업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채 개별적으로 산업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북한 전체의 산업화 정책에 대한 규정과는 별개로 지역적
으로는 불균등성장 전략과 균등성장 전략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환
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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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의 집적화(agglomeration)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성장이
어렵다. 산업활동의 집적화는 크게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외부경제의 존재 여
부와 같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이른바 신지리경제학(New
Economic Geography)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가 이러한 요소를 창출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정책적
효용성을 가름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진-나진선봉-연해주 항만연계 클러스터 모형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청진을 포함한 북한의 동북부 지역 산업집적화를 위
한 남북러 연계전략의 구상은 한반도 동북지역의 항만 연계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만 연계 클러스터의 기능은 [표 6-4]와 같이 구분된다. 청진
-나진선봉-연해주 항만연계 클러스터가 ‘type 1’에 해당하는 단순 물류 중개기
능 성격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재 산업생산력에
비추어 볼 때 큰 의미가 없다. 물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급을 전제로 하기 때
문이다. 본 전략이 북한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항만 클러스터 기
능의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즉 중국 동북 3성의 물류 증대 가능성과 남ㆍ북ㆍ

표 6-4. 항만 연계 클러스터 개발 유형
구분

Type 1

Type 2

Type 3

Type 4

주요 기능

- 화물운송 중심
- 관련 설비 위주의
시설

- 부가가치 창출
- 주변부에 생산
시설 존재

- 운송/생산/정보의
- 해양 서비스
복합적인 기능이
중심지
결합된 국제허브

운영 특징

- 단순 물동 이동
- 단순 서비스 제공
- 저부가가치 활동

- 상품의 변형
- 지역간 물류/
- 해양서비스 중심
- 복합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 중요
- 고부가가치 창출

운영 주요
요인

- 노동/자본

- 노동/자본

- 기술/노하우

- 노하우

자료: Lam and Zang(2011), p. 6에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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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경협의 확장성으로 볼 때, ‘type 2’ 모형을 중기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는 동북아지역 내 ‘type 3’ 형태로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진-나진선봉-연해주 항만연계 클러스터의 구상은 [그림 6-11]에 제
시된 바와 같다. 본 구상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의 집
적화 그 자체는 다양한 산업활동이 군집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접근은 일
종의 ‘Big Push’를 한정된 지역에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과 유사하다.
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
본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른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의 존재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
보다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기업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이윤 확보가 어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접한 대규모 시장과 정부의 지원 등 충분한 수요로 뒷받
침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전략의 성공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산업의 집적화가 불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선도기
업의 생산활동이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하여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
는 역할을 할 경우 균형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 차원의 균형성
장 전략이 추구된다고 할지라도, 산업의 집적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불균등성장 전략’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철도 등 인프라의 부족은 가장 큰 제약 조건
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인프라와 에너지 공급
의 안정성 확보가 갖는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
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활동 강화를 통한 수요 창출 역시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낮은 단계의 산업화 과정에서 철도와 창고 등
물류시설의 과잉공급은 오히려 지역 내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기능성도 없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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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한국-청진ㆍ나선-러시아 항만 연계 클러스터 모형

자료: 저자 작성.

다. 따라서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의 공급은 산업활동과 선후관계에 두기보다
는 산업화와 동반하여 추진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동북지방 산업집적화를 위한 주변 국가
의 협력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지역 내에
일정한 수준의 불균형을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통하여 지역 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산업활동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
하면,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 및 주변국과의 협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핵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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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활동 창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청진지역의 중화학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거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앞의 [표 6-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
진 경제개발구 지역은 다른 개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 및 주변 시장 여
건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통해 철강,
비철금속, 기계부문 등의 회생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진지역의 이러한
산업입지는 항만배후지(hinterland)로서의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항만배
후지는 항만을 이용하여 산업활동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배후지역이다. 즉 항만
그 자체가 아니라 항만의 외부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항만물류를 이
용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다. 항만배후지로서 청진공업지역이 나진선봉과 같
은 경쟁적 지향지(Foreland)를 갖는 것은 중복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으며 오히
려 이런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사례로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대표적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00년 이후 자유무역지역법에 의거하여 생
산뿐만 아니라 무역, 물류,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이전
마산이 수출자유지역으로서 생산중심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마산은 인근에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진해국가산업단지 등의 항만배후지를 갖고 있다. 항만배
후지로서 청진을 포함하는 동북지역은 철강 및 금속산업, 화학산업 그리고 일반
경공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5장에
서 논의되었다.
철강산업의 경우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주물, 주철관, 배관자재, 단순압연, 철선 등은
설비 이전을 통해 북한의 생산기반을 확대한다면 남한과 북한 내부의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철강 생산능력은 2014
년을 기준으로 제선 부문이 552만 톤, 제강 부문이 650만 톤, 압연강재 부문은
403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105) 2010년대 중반 기준 북한에서 가동되는 제철ㆍ
105) 산업은행(2015), pp.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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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소는 20개 기업소 정도이며, 이 중 18개 업체는 투자 및 생산 동향이 확인
된다.106)
금속공업은 북한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북한
중공업화의 근간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북한정부로서도 유지가 필요한 산업
이다. 2000년대 들어 금속공업 재건은 산업 정상화를 이끄는 과업으로 부상하
였다. 북한당국은 금속공업을 ‘선행 부문’으로 강조하며 생산 회복을 추진하여
왔지만 설비가동률 및 생산량 증가는 제한적이다. 금속공업은 기계, 전기, 건설
등의 여러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상징성이 큰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의 생산 회복을 중심으로 철강공장의 설비 개선과 현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학공업은 대형 플랜트의 설비 복구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
문에 초기단계의 남북경협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북한 농업 회복을 위한
화학비료공장의 개보수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학 위
주였던 북한 화학공업은 1990년대 전력과 석탄 공급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서 산업기반이 붕괴되었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화학공장의 특성으로 부분적인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정부 차원에서도 2000년대 상반기 회복 가능성
이 낮은 화학부문 생산설비를 폐기하는 일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107) 그
후 농업생산 회복을 위해서 화학비료공장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2010년
대에는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북한 최대 화학
비료 공장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신규 설비 건설 및 생산공정 증설이 완공되
어 연간 35만 톤의 질소비료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청진지역의 산업집적화와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국내의 입지는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도 지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포항의 철
강산업,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여수의 석유화학 등이다. [그림
106) 심완섭 외(2015), p. 61.
107) 양문수 외(2012), pp.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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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제조업, 특히 철강산업은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과 부진한 이익률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전통적 제
조업 벨트가 부진에 빠지면서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태
가 되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잉여능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상위 철강기업들도 대체로
과잉생산설비에 따른 수익률 악화와 수요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
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타 금속산업은 고도화를 통하여 4차 산업의 발전
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신소재 산업으로의 고도화가 신속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경우에도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
로 세계적인 집적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적어도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술
상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설비 노후와 인력 부족, 환
경 문제 등 다양한 제약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석유화학 역시 고
부가가치화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능성 첨단소재를 개발 및 생산하는 방
향으로 산업구조가 이동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여러 지방 가운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
그림 6-12. 한국의 철강산업 현황

자료: EBN 스틸, ｢금융위기 후 철강 공급과잉 2배 증가…M&A 재부상｣(2017. 7. 5), https://steel.ebn.co.kr/news/view
/163847(검색일: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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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진출 시 극동지역을 우선적으로 고
려해왔으며 현재도 많은 기업들의 진출 우선 대상지역으로 고려되고 있다. 극
동지역은 주요 소비지인 중앙관구와 지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지만 극동지역의
물류망을 통해 러시아 전역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극동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여전히 인프라가 미진한 점이 있지만 중국의 극동 진출과 함께 인프
라 여건도 개선되고 있으므로 향후 극동을 통한 중국 동북 3성과의 경제협력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남ㆍ북ㆍ러 산업협력에 있어서 극동지역은 동북아 지
역의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을 유라시아 지역으로 재구성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동북아의 가치사슬은 최종 생산물 산출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의
존적인 구도를 가졌고 이는 기업 차원의 리스크로 작용하였다. 물론 극동지역
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가치사슬이 단기간에 중국 중심의 제조업 협력구조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극동지역에서 3개국이 구축하는 제조업 가치사슬은
중국 의존적인 생산체계를 분산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3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
에서 공동의 제조업 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사
슬을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남북협력사업에 러시아가 가스나 전력 등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국 협력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무
산광산 및 청진의 김책제철소가 남한의 포스코와 협력하여 제2의 포스코제철소
단지를 청진에 재건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원료(코크스)나 전력을 러시아가 제
공하는 것이다. ② 청진조선소가 남한의 삼성이나 현대, 대우조선 등과 협력을
맺고 남한이 기술을 제공하여 제2 조선소를 청진에 건설한다면, 이때 필요한 에
너지자원을 러시아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혹은 ③ 남북협력을 통해 흥남 석탄
화학단지 등에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다면 러시아가 전기를 제공하는 방
식이다. ④ 승리화학연합기업소는 러시아가 설비를 제공한 것으로 원유처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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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연간 200만 톤에 이르지만, 구소련 붕괴 이후 원유공급량이 급감하여 거
의 가동을 멈추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완전히 가동을 멈출 경우
송유관의 재가동 비용이 훨씬 높아 연간 10만 톤 정도는 원유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승리화학공장을 재가동하려면 일단 공장을 재건하는 데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협력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항만 연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대상 항만은 자루비노항
이 현실적 대안이다. 자루비노항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220㎞ 떨어져 있으
며 북ㆍ중ㆍ러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는 극동지역 주요 항구 중 하나이다. 중국
의 동북 3성과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접경지역이자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전략과 중국의 인프라 개발사업 등이 연계되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으
로 동북아 물류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항구로서 입지가 양호한 항만으로 평가
된다. 수심이 깊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어서 항만으로서의 여건이 양호
하며 배후지 개발도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물동량이 제한
적인 것이 단점이지만 청진ㆍ나선 지역과 동시 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다. 실제
로 항구시설 노후화로 최근 중국자본 유치를 통한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러시아 정부의 개발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숨마(Summa)’
그룹과 중국 지린성 훈춘시가 합작(35억 달러 규모)하여 자루비노항에 대규모
복합화물 터미널(양곡 6, 컨테이너 4, 다목적 7선석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
이에 따라 자루비노항 개발과 관련해 2014년 5월, 숨마그룹과 지린성 간에
MOU를 체결하였고, 숨마그룹과 China Merchant 그룹이 2014년 10월 공동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투자 관련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108)
극동지역에서 중국의 다양한 물류 프로젝트는 자루비노항과 관련된 여건 개
선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프리모리예 2 프로젝트는 ‘장춘 → 지린 →
훈춘 → 끄라스키노 → 포시에트/자루비노’를 연결하는 루트이며 프리모리예 1
노선은 ‘하얼빈 → 수이펀허 → 그로데코보 →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보스토
108) 러시아의 극동개발 추진과 관련한 한러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조영관(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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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니’로 연결된다. 두 노선 모두 2025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동북 3성인 장춘, 지린, 훈춘 시는 총
인구 수가 약 1억 명에 이르는 대형 도시들로 극동의 자루비노항을 통한 해상 운
송루트가 열릴 경우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클러스터의 수출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닐 수 없다.
향후 프리모리예 1ㆍ2의 건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동북아 지역의 물류 운송
루트와 체계가 재편되어, 현재의 보스토치니와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의 극동 운
송루트가 자루비노 등 다양한 항구로 분산되고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이
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지대와 프리모리예 노선이 연계되어 중국의 투
자가 늘어나는 등 중국과 극동지역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중국은 자루비노항과 연계되는 물류망을 대폭 개선하여 한국까지
이어지는 물류운송루트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루비노 항 프로젝트에 포함
되는 연계 개발계획으로는 △훈춘-자루비노 간 철도망 및 도로 개선 △훈춘 내
륙항 건설 등이 추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자루비노항은 현재 항만으로서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 자루비노항을 통한 기업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반 시설 등 운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대량의 물동량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물동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항만 운영 전문인력
이 부족하고 통관절차가 까다로워 타 항구에 비해 통관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
다. 낮은 통관경쟁력은 물동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물동량 저하는 장
기 투자의 저해요인이 되는 등 자루비노항의 발전에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
다. 또한 자루비노항의 제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사업 진척
속도가 더뎌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 수준이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자루
비노항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 십수 년간 한국의 대 러시아 주요 협력대상 사업
으로 거론되어왔으나 불투명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출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투자협정 체결과 중국의 프리모리예 2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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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반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는 크나 상당 기간 큰 폭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국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현실
적인 어려움이 많고 실익이 적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는 보스토치니 등 타 극동지역 항만에 비해 물동량이 현저히 적어 항만개발 투
자의 실익이 적으며, 자루비노항 관련 인프라 개발은 러시아 기업과 중국 간의
계약에 따라 단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성 보장이 되지
않는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루비노항의 단계적인
인프라 개발과 속도를 맞추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구축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자루비노항을 중심으로 한 첫째 단계로서의 기본적인 협력 방안은 물류단지
구축 등으로 향후 인프라 개선 이후 물동량 확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자루비노
항을 對러시아와 중국 수출ㆍ수입의 중간기착지로 삼아 상품의 보관과 환적이
가능한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극동지역
타 항만의 기능을 분산하면서 중국ㆍ러시아ㆍ한국 등을 연결하는 최단 루트의
장점을 활용하는 물류기지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극동물류의 주요 항구
인 보스토치니항은 성수기인 11~2월에 물동량이 몰리면서 상품보관 야적지가
부족하고 환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화주 입장에서 불편이 다년간 지속
되어왔으나 그동안 대안이 부재하였던 바 있다. 자루비노항이 그 기능을 일부
분산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러시아가 자루비노항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물터미널 설치는 원칙적으로 극동지역에 투자하
고 있는 우리 농업기업이 활용 가능하며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기반 구축에 중
요하다. 우리 정부도 물류 개선을 위한 산지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계획을 갖고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지 곡물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다. 물류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남ㆍ북ㆍ러 3자간 농업협력 및 공동 유통시스
템 구축 등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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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서 자루비노항과 연계한 2단계 발전 전략은 생산과 연계하는 것
이다. 자루비노 인근의 인력을 활용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제품을 한
국ㆍ북한ㆍ러시아와 중국 동북 3성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루비노 인근 지역의 인구는 약 5만 명 미만으로 배후지 인구로서 많
지는 않으나, 러시아 서부지역이나 블라디보스토크 등 대도시보다 인건비가 저
렴하여 인력을 활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인
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
는 분야가 전망이 밝다. 단순 저가 제품의 경우 인접한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은 오히려 북한의 산
업화를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한ㆍ러 협력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수산물 가공 등의 분야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목재 가공 등
의 분야도 유망하다. 수산물 분야는 최근 자유항 지역에 한국기업이 수산물 가
공공장 설립을 확정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가공된 생산물을 한국으로 수입하
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모델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러시아의
임업자원을 활용하여 목재팰릿 등으로 가공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제조업 기반
을 마련할 수 있다. 양 사업 모두 제조업 중심의 생산시설과 물류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생산설비 구축이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협력과제로는 항만운영 시스템 협력이 있다. 자루비노
항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항만 운영 등에 대한 한국의 노
하우와 기술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과
배후지 개발이 진행되고 중국 등을 통한 물류가 확대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자
루비노항의 역할이 증대된다면 한국의 시스템 이전을 통한 동북아 물류 협력체
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9) 이현주(2015), pp. 54~55.
110) 이현주(2015),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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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1. 중국의 극동지역 산업협력 추진 사례
중국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급 협력구’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성급 협력구’의 해외산업단지
조성에 극동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정부가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
토크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극동지역에서의 산업협력을 중요시하는 중
국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은 극동지역 제조업ㆍ임업자원 협력에 정부 차원의 ‘해외경제무
역협력구’ 조성사업을 활용하면서 국가간 중요 협력분야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극동지역 내 해외산업단지 추진 사례로는 임업 가공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수리스크 협
력구’를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우수리스크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진 곳
에 위치하여 물류여건이 양호하고 중국과의 철도 연결이 용이한 지역이다. 우수리스크 협력구는
2006년 개최된 중ㆍ러 간 총리회담에서 중국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협력이 시작된 산업단지로 양
국간 대표적인 협력사례이다. 50년의 토지 임차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 마련에 중국 상무부와 헤이룽
장성 정부가 함께 20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중국의 3개 기업인 ‘헤이룽장성 지신공업무역그룹’, ‘저장
성 캉나이그룹’, ‘원저우시 화룬기업’ 등이 공동설립한 ‘캉지국제투자유한공사’가 시행사로서 산업단지
내의 인프라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109) 총 228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2016년 2월 기준
30개의 중국 기업들이 입주했는데 그중 신발 제조 기업이 16개로 가장 비중이 높다.
우수리스크 협력구

주요 내용

시행사

캉지국제투자유한공사

건설사

캉지국제투자유한공사

위치

비고

3개 기업 공동출자

프리모르스키주 우수리스크시

부지면적

- 계획부지: 2.28㎢ - 계획건축면적: 1.63㎢

투자규모

- 계획: 20억 위안 - 실제: 약 10억 위안

주요 업종

신발, 의류, 가전, 목재

자료: 이현주(2015), p. 55.

우수리스크 협력구 내에 신발ㆍ의류 및 목재 가공 등 주요 중국기업이 진출하여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10) 첫째는 신발ㆍ의류의 경우로서 중국의 반제품을 러시아
의 협력구로 들여온 뒤, 협력구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러시아 내수시장에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이다. 이는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보다 반제품 수입관세에 가공비를 더한 제조원가
가 낮아 가능한 구조이다. 중국으로서는 러시아로의 완제품 수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러시아
내수시장 판매와 제3국 판매를 통한 시장다변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러시아도 자국
내의 부족한 소비재 생산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는 목재기업의 경우로, 중국의 목재기업은 러시아의 원목을 초벌로 가공한 뒤, 반제품을 저관
세 또는 무관세로 중국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가공 단계를 거쳐 중국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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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 산업 중심의 연계 방안
1) 조선산업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출 및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 산업이며 고도성장 시기에 핵심 전략산업의 위상을 차지하였다. 현재에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년 들어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과 선가 하락
그리고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중견조선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고용 축소로 이
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지위를 차지하였
으나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핵심 원천기술, 고부가가치선 등의 핵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대
형 블록이나 범용선의 건조를 해외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조선산
업은 남북러가 공히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로 대형조선소는 이미 해외진출을 도모해왔는데, 예를 들어 삼성과 대우는 중
국에 블록공장을 건설하고 STX는 중국, 현대미포는 베트남으로 진출하였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북한의 동북지역은 한국의 동남해안에 밀집한 조선산업
과의 지리적 인접성, 인적자원,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진출상 유리한 점이 많다
고 할 수 있다.
조선산업의 불황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 경쟁력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의 방향은 조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자율운항, 생산 자동화라는 점에서 적
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新북방ㆍ新남방 정책의 핵심수단으로서 조선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확대
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 수주 기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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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한국의 조선산업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p. 1.

예를 들어 러시아에 대해서는 쇄빙 LNG선, 어선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는 부유식 전력 파워플랜트, 냉동운반선 등의 수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특기할 사실은 외국의 조선회사 사이에서는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흐름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본 이
마바리 조선소는 자국 내 8개 중소 조선소를 M&A하였으며, 네덜란드 Damen
社는 설계 등 핵심 기능은 본사에 두고, 전 세계 저임금국에 대해 32개 중소 야
드 인수 및 특화 전략으로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러시아의 조선업은 정부 주도의 군사용 선박 건조가 중심이 되는 구조이며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비중이 작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극동지역의 제조업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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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에 있어서 조선산업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강도
높은 수입대체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조선업 관련 산업의 약 80~90%는 군함, 잠수함 등 군용 선박 부문이 차지하
고 있으며 민간 조선분야의 성장이 취약하다. 민간부문이 보유한 선박 수는
2019년 기준 약 2,800대로 추정되며 전체 중량은 2,126만 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 선박 가운데 탱커가 527대, 총 중량 1,574만 톤으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유 중량이 높은 것은 벌크선과 어선이
다. 탱커의 보유량이 많은 것은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의
경제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민간선박의 약 74%에 달하며, 컨테이너 운
송에 사용되는 벌크선의 보유량은 적다. 최근의 국제유가 회복 및 경기침체 탈
피로 전반적으로 상품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선박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탱
커와 벌크선 모두 2018년에 비해 각각 2%와 3% 보유중량이 증가하였으며 민
간 선박 총 중량도 2018년의 2,030만 톤에서 약 5% 증가하였다. 육상광구가
아닌 오호츠크해, 카스피해 인근에서 생산한 원유 및 천연가스는 운송을 위해
탱커 선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북극해 인근의 자원생산이 증가하는 것도 자
원운반선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북극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면서 쇄빙선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어 2018년에는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한 목
적으로 총 38대의 쇄빙선이 발주되었다.

표 6-5. 러시아의 연도별 선박 건조 현황: 2016~18년
구분
군용

민간용

2016년

2017년

2018년

수량(대)

39

34

43

중량(톤)

53,850

41,050

76,850

비용(백만 루블)

97,200

65,550

123,000

수량(대)

45

64

46

중량(톤)

145,150

182,350

209,800

비용(백만 루블)

35,850

36,150

46,250

자료: INFO Line Research,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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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에서의 선박건조의 경우, 군용과 민간용 모두 생산이 빠르게 증가
하는 추세이다. 군용 선박의 경우 중량 기준 2016년 총 건조량이 5만 3,850톤
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 6,85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조 비용도 약
1,230억 루블에 달하고 있다. 민간용 선박의 건조중량은 2016년 14만 5,150
톤에서 2017년 18만 2,350톤으로, 2018년에는 약 20만 톤을 상회하면서 빠
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2~18년 러시아 내에서 건조된 상선은 858대로 연간
63~120대 수준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업 관련 설비 및 기자재 생
산은 연간 50억 달러 수준이나 이 중 90%를 군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민간 선박의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4년 군용 선박 수출은 351억 루블에 달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7
년에는 505억 루블까지 확대되었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454억
루블을 기록하였다. 민간 선박의 경우 2018년 58억 루블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군용 선박에 비해서는 수출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러시아
조선업의 생산능력이 군용 선박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선박 건조는 상위 기업이 건조물량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로
하위 기업의 생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USC JSC(러시아 통합조선공사)는 러시
표 6-6. 건조금액 기준 러시아 선박 건조 순위 상위기업: 2016~18년
건조 금액(백만 루블)

구분

선박 수
(2016~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USC JSC

77

82,730

60,813

110,330

Ak Bars JSC

9

8,950

3,400

30,000

Transship GK

6

1,741

2,155

1,750

Universal Cargo Logistics
Holding B.V.

17

3,000

1,610

1,750

MC “Vega” CJSC

8

60

1,350

1,350

Concern Kalashnikov JSC

9

2,500

1,800

1,100

Tetis GK

3

100

100

100

AEON Corp.

5

60

460

0

자료: INFO Line Researchs,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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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최대 국영조선소로 현재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선박의 절대 다수를 생산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조한 선박 수는 총 77대, 금액으로는 2018
년 기준 1,100억 루블을 상회한다. USC JSC에 이어 선박 건조가 많은 기업은
Ak Bars JSC로 최근 3년간 9대를 건조하였으며 2018년 기준 건조 금액은 300
억 루블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Transship GK社, Universal Cargo
Logistics Holding B. V.社 등이 2018년 기준 선박 건조 상위기업에 올랐다.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상 선박 건조 수주량과 건조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러시아의 조선업 관련 기업 수는 약 200개로 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
으로 하는 북서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볼가와 중앙, 극동 지역에 일부 산재되어
있다. 또한 2014년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크림반도에는 13개의 조선업 관련
기업들이 소재해 있다. [표 6-7]은 러시아 지역별 조선 관련 기업 및 종사자, 생
산성 점유율을 보여준다.
러시아 조선기업 중 42%가 북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남부지
역, 볼가지역, 극동지역, 중앙지역 등에 대체로 고르게 위치하고 있다. 다만 표
에서 보듯이 산업생산성은 북서지역의 기업들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극동지
역의 경우 관련 기업과 종사자는 각각 12.6%, 11%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은 약

표 6-7. 러시아 지역별 조선업 분포도
(단위: %)

지역

조선업 관련 기업 분포도

조선업 종사자 분포도

생산성 점유율

중앙

12.1

10

7.7

북서

42

57

69

남부

14.4

6

3.1

우랄

1.7

1

0.5

북 코카서스

2.3

2

0,6

볼가

13.2

12

11.7

시베리아

1.7

1

0.6

극동

12.6

11

6.8

자료: INFO Line Research,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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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머무르고 있어 극동지역 조선 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의 조선업 관련 종업원 수는 17만 명 정도이고, 80% 이상의
기업이 조선연합공사(USC: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에 가입되어
있으며 USC 회원 기업들이 러시아 조선업 매출의 60% 이상을 기록 중이다. 러
시아 조선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200개사 중 40%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선
박을 리모델링 및 수리하는 기업이며, 14%가 전기 및 엔지니어링, 28%가 부품
및 기자재, 나머지 13%가 관련 서비스 기업이다. 또한 200개 기업 중 43개가
조선업 연구 및 설계 사무소인데 이 가운데 44%가 선박 리모델링 및 수리와 관
련되어 있으며, 40%가 설비 및 기자재, 14%가 서비스 등에 관련되어 있고, 전
기 및 엔지니어링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극동지역에서 조선산업으로 특화된 발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기
업 내역을 보면, 대다수의 기업이 조선 기자재 생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특성을
보인다. 즈베즈다 조선소와 관련된 주택 건설을 사업분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이 주로 입주해 있으며 그 외에도 호텔이나 건축자재 생산 등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이외에는 약 2개 정도의 기업만이 해양 설비시스템과 해양구조물을 구축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직접적인 연관기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에는 아직까지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제품 밸류체인상의 부품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했다고 보기 어렵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부품 및 기자재 수입의 내용과 비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현재 러시아 선박 건조에서 50% 이상의 비용을 수입 기자재가 차지하
고 있어 기자재 현지화 및 수입대체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러시아에서 선박 건
조 시, 5~25%는 설계 및 서비스 비용이며, 나머지는 건조 기자재 비용이 차지
한다. 전체 건조 프로젝트 비용 지출의 50%는 기자재 수입 비용이며 어선, 화
물선, 유조선 등은 최대 90%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 및 진출 기업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현지 생산 선박

188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표 6-8. 선박 비용의 선종별 부품 장비 수입 의존도
선박 유형

부품 장비 수입 의존도(%)

모든 유형의 어선

최대 90

건화물

84~90

유조선

85~90

해양 특수 시설

100

강 선박

50~70

예인선

70

LK-60원자력 쇄빙선

10~15

자료: Course 중앙연구소, 내부자료.

엔진의 대부분은 중급(medium-speed) 디젤 엔진이며, 특히 북극 네비게이션
선박용 엔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핵심 엔진은 왓실라(Wartsila and
Man)와 같은 수입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왓실라사는 러시아에 합작
회사를 설립(Wartsila Vostok)하여 러시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
나, 현재까지는 러시아 내에서 합작사의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앗실라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산업은 전반적으로 기반기술이 낮고 중소 규모 범용선의 생산역량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선종에 대한 설계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으로 보이며 따라서 중대형급 선박의 건조능력이 부족하다. 가장 큰 약점은 크
레인 등 조선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
인지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조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재산업, 전
기ㆍ전자기기, 항해 통신기기, 전장품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동시에 발전해
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자원부족으로 인해 조선산업이 매우 낙후된 수준에 머
무르게 하고 있다. 선박수입액은 2011년 약 1,7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
고 있다.111)

111) KOTRA(201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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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진지역은 조선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진시의 대표적 산업은 철강
산업이지만, 현 상황은 용광로와 제강시설이 낙후 또는 철거되고 있는 상황이
다. 김책제철소와 같이 슬래그를 중국과 합영하여 수출하거나 배를 건조하는
개인 돈주들이 들어서고 있다. 반면에 청진시에서는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청진시 돈주가 자금을 투자해 해당 기업소의 명의로 어선을 건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선박의 조선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
하게 한다.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기계산업은 청진시의 주요 산업이며 수산물
수출수요가 높음에 따라 어선에 대한 수요 역시 높다. 지난 5년 사이 어선의 정
박수가 5배로 증가한 데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각 공장기업소가
선박 제조와 관련한 생산활동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당연히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판 등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는데 철판, 강
철 등을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선박부품 역시 청진
조선소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대한 것으로 보
인다. 선박에 대한 수요 증대가 다양한 전후방 연계효과로 이어지고 있을 것으
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글상자 5-4,
글상자 5-5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러시아 극동 그리고 북한 청진지역의 조선업 현황은
비교우위의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 상호 협력의 잠재력이 높다. 한국
의 경우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환경친화 등 가치사슬의 최정점에 위치한 반
면에 청진지역은 반대의 극단에 있다. 러시아의 경우 조선산업이 군용선에 치
우쳐 있으며 민간조선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적 구조
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3자간 생산분업 구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청진시는 인적ㆍ산업의 기반이 제철기계금속공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
에 첫째, 기존 제철기계금속공업을 기초로 조선 및 자동차산업과 같은 파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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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따라서 청진에 조선소나 자동차공장을 건설
하여 다운스트림에의 종합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법이다.
둘째 방안은 이와 다른 분야에서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법이다. 즉 청진뿐 아
니라 다른 어항을 연결해서 수산물 가공 쪽으로 특화시키는 방안이다. 청진을
어선공장으로 만들어 동해의 통합된 수산기지 역할을 하게 하면서 수산 식료품,
그중에서도 특히 통조림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금속산업 기반
이 구비되어 있어서 수산과 제철이 결합하는 통조림 공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방안은 청진항을 이용하여 물류산업, 중계수송, 컨테이너항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상품을 되팔거나 보세수출 등 무역 중계에
관한 산업들, 예를 들어 보세가공 공장, 중계무역 상업센터 등을 청진항을 중심
으로 설립할 수 있다. 특히 무역중계가공업은 제철기계금속과 수산기지, 거기

그림 6-14. 조선산업 분야 남북러 생산 분업 구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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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이는 약 50만~70만 인구 규모에 합당한 식료품, 의류, 주택 등을 보조산
업으로서 필요로 하므로 지방 경공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한국은 중소조선업과 조선기자재 및 부품 그리고 철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조정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설비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신 국내에서는 중소형선박 설계, 중소조선사 적합 생산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
인 생산 및 기술인력의 교류를 통하여 고용 문제 해소와 함께 북한의 생산성 향
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산업협력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다양한 유형의 협력자금과 민간투자를 통하여 국내 중소조선업 및 부품제조업
에 대한 현지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청진ㆍ나진 항만클러스터의 생산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핵심 후방산업인 철강금속 및 선박기계부품 산업의 진출
이 동반되어야 하며, 수산업을 포함한 소비재와 벌크선, 범용상선, 그리고 컨테
이너선과 같은 저부가가치 선박의 수입을 통하여 현지 조선산업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극동 진출 시 발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을 활용하여 제조
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현재 이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밸류체인이 매우 미약하고 아직까지 경쟁이 되는 외국계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
다고 볼 수 없으므로 러시아 조선산업 현대화 및 수입대체화와 연계된 생산라
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군용 함대 건조 기술력과 한국의 기자
재 생산기술을 융합해 현지 건조 기반을 생산한다면 장기적인 협력구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전기기기, 원자재, 피팅 등의 분야
에서는 일정 부분 현지 조달이 가능하지만 엔진 등 특수 기술력과 복합적 부품
조달이 필요한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집중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의 군함 고유기술 및 원자핵 연료 선박 기술은 세
계적인 수준으로, 러시아의 기초 과학 기술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제휴한
조선 부품 현지제조 진출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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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은 또한 향후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한 전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북극지역 산업 발전 및 북극항로 개발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
방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항으로, 제조업 육성 및 수입 대체화와 맞물려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 개발을 위해
사베타지역 오브강 쇄빙선 건조를 2016년부터 추진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
여 러시아 최대 조선소 즈베즈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즈베즈다 리덕터
(Zvezda Reduktor)사를 설립하여 우크라이나 선박용 가스터빈을 대체하는 엔
진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부품 산업의 직접투자 및 M&A를 통해 현
지 진출을 꾀함으로써 조선산업에 대한 수입대체 정책을 우회 및 활용하는 한편
러시아의 조선 현대화 및 엔지니어링 관리상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수산가공식품업
수산가공식품업은 남북러간 산업협력이 가능한 또 다른 분야이다. 특히 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웰빙 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수산식품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2014)에 따르면 한국의 수산
가공품 생산액은 2013년 기준 약 8조 5,000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
에 있으며, 일본 원전 사고 등의 영향으로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도 과거의 가격과 양에서 안전(safety)과 안심(credibility)을 중시하는 경향으
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산가공식품산업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업
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을 위한 투자 여
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의 수출 구조가 중국에 단가가
낮은 가공원료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활용하여 오히려 고부가가치의 가공수
산식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에서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
나고 있지만 국내 수산물 가공산업은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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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산물가공식품 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이는 산업임에도 부가가치비
율이 낮고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생산시설과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상위 5대 업체가 수산물 가공산업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조선산업 및 조선 수리업뿐만 아니라 부
가가치가 높은 수산 가공품 수출단지 조성에도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12)
러시아의 어획량은 2017년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고,
특히 극동지역의 어획량은 러시아 전체 어획량의 65% 정도를 차지한다는 데서
그중요성을 알 수 있다.113) 그러나 러시아 수산업의 구조는 한국 및 북한과 유
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KOTRA(2018)에 따르면 2017년 러시아 총 수산
물의 50% 이상을 수출하였음에도 급속 냉동 또는 낮은 가공 단계를 거친 원료
수출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 정부는 특히 극동지역을 중심으

그림 6-15. 매출액 규모별 수산물 가공업체 분포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 %)

자료: 박영범 외(2015), p. 38.
112) 김학기, 김석한(2014), p. 237.
113) KOTRA(2018), ｢극동러 수산업 동향 살펴보기｣,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
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6151
(검색일: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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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확대 및 거점 항만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공하여 수출한다면 높은 부가가
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 한국의 수산 가공업, 양
식, 조선 및 수리분야 등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다.114)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한러간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특
히 지난 2017년 제3회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는 극동지역 수산
물류 가공 복합단지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115) 해양수산
부(2017)에 따르면 양측이 추진하고 있는 복합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 약
1,330억 원 규모로 부두, 저온 물류센터, 보세창고, 수산가공공장 등을 설립하
는 계획이며 대상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이다. 특히 부산항과 연계하여 동남
아, 중국, 일본, 미주 시장뿐만 아니라 육상교통을 활용하여 러시아 내수, 유럽
및 중국으로의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다.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의 비즈니스모
델은 다음 [그림 6-16]과 같다.
그러나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노동집약
산업으로 분류되는 수산가공업을 러시아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방식이 러시아의 극동지역
을 중심으로 하는 풍부한 수산물,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것이다. 북한 또한 2016년 당 대회에서 채택한 뺷국가경제발전전략
(2016~2020)뺸 문서에 따르면, 향후 러시아와는 교역 및 수산물 가공을 중심
으로 협력을 하고자 한다. 즉 2014년 북한의 국가별 무역액 비중은 중국이
71.6%, 러시아가 4.2%로 중국과의 무역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북한은 대외무역 다양화ㆍ다각화의 일환으로 러시
아와의 무역액을 2020년까지 2014년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10억 달러로 증
가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내걸었다.116)
114) 김학기, 김석한(2014), p. 238.
115) 해양수산부(2017. 9. 8), ｢해수부, 러시아와 극동지역 해양수산협력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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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사업 비즈니스모델

자료: 해양수산부(2017), p. 8.

수산물 가공업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도 특히 청진과 라진, 선봉을 거론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청진경제개발구에 러시아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서 의료품
위탁생산, 수산물 가공, 자연에너지 개발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117) 뿐만 아니라 김학기, 김석한(2014)은 수산가공업 분야에서 남북러 협
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나진, 선봉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 수산물을 공급받기에 지리적 이점이 있고, 수산물 하역에 있어
서도 포화 상태인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들보다 유리하며, 한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시장 진입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남북러간 수산가공업 협력은 우선
북한의 경우 나진 및 선봉 지역에 수산 가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북한 수산물

116) 趙允英, 米村耕(2019), pp. 95~97.
117) 상동.

196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의 가공 및 수출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식품 가공업 분야의 산
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음 뺷경제연구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당국도
라선 경제무역지대를 수산물 가공기지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 수산기업소들에서 수산물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수산물
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대외무역거래를 확대발전시켜 경
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주요한 문제로 나선다……라선경제
무역지대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대의 특성에 맞게 바다를 사철 비우지 말고 물고기 생산을 정상화해나가
는 것은 지대의 수산기업소들이 맡고 있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118)

뿐만 아니라 다음 뺷경제연구뺸에 언급된 바와 같이 라진-선봉지구를 자유경
제무역지대로 꾸리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환경과 조건에 유리하도록 관세감
면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활성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일부 수출입물자
들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게 된다……우선 지
대건물에 필요한 물자와 지대 안의 공장, 기업소,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과 경영
활동에 필요한 수입물자와 지대에서 생산한 수출상품들이 속한다……또한 관세
면제대상에는 가공무역과 보상무역, 중계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와 통과
하는 다른 나라 화물들이 속하게 된다.”119)

그런데 이러한 한러간 수산물류 가공산업 협력 모델을 남북러로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단지를 조성하는 대상 지역 선정이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 정부의 목표는 수산 가공단지를 러시아에 유치하는 것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선호하는 블라디보스토크 항보다는 라
진선봉 지역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러시아 또한 극동지역 개발 및 수산물 가
공업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18) 박은정(2017), p. 49.
119) 김철호(2016),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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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한국-청진ㆍ나선-러시아 수산물 가공산업 연계모형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도 수산물 가공
산업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사실상 남북러간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다른 어떤 분
야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남북러간 산업협력을 통해 비교우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조선 산업과는 다른 측면의 협력 목표
를 가질 수 있다. 노동력 활용 및 라진 선봉 항만 이용의 용이성 등을 통해 충분
히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다. 즉 풍부한 러시아 수산물을 활용해 가공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으로의 수산물 공급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기존 수산가공업의 영세함과 중국으로의 가공원
료 수출 구조를 극복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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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남북러 산업
협력을 통한 생산품의 중국, 일본 및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는 남북러
수산가공업 분야 협력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바탕으로 남북러간 수산물 가공업의 협력 방안은 [그림 6-17]과 같이 제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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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들 정책간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
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비
교우위 구조와 동태적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산업개발을 통한
국제시장으로의 편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 및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상호 연계와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남북러 각각의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하여 동북아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네트워크 형성 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남북러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산업클러스터 구
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
제발전을 지원하고 북한 동북부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의 산업경
쟁력 상승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산업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사적 관찰과 실증적 분석 결과가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
로 성공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
다. 산업정책의 성공은 한 경제가 효과적으로 국제경제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
부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정치외교적 조건에 따라, 러시아는 산업정책적 목
표와 제재에 따라 ‘외부적으로 주어진 수입대체’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입
대체는 특히 북한경제가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내 수요의 충족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생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자본의 축적, 중간재 산업의 확대와

202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같은 성과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지역발전 정책도 변화하면서 일관
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역산업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과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행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
구역은 구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역산업발전 정
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
역의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중점 유치업종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경
제구역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지방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
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앙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다
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다양한 제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 경제권 편입 및 통
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제
도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이는 외국계 기업의 극동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제혜택 제공을
위주로 하는 제도이다. 선도개발구역의 개발 전략에서 제조업 강화는 가장 중
요한 전략 방향이다.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선산업 육성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그리고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는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극동지역의 남북러 산업협력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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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남북러간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 필요성은 최근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중
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간산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중앙정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2013년 이래 김정은 정부는 주로 경공업 분야의 질적,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이와 동시에 현장의 재량도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의 폐쇄적 체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이
붕괴된 결과 지역간, 그리고 산업간 연계성도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 정
책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별 특성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체적 정책수단의 발굴보다는 협력의 방향 또는 모형의 제
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수단과 소요자원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외
적 제약요인이 해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
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의미는 북한의 개방과 관련하여 협력의 방향
성이 여전히 모호한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산업협력의 필요성과 우
선순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만할 정도
이다.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업협력모형이 제시되거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된 사례를 발견하기 어
렵다. 한국의 제조업은 효과적인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압
력을 받고 있으나, 유효한 정책이 수립되거나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모형이 제시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협력모형은 남북러의 비교
우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전반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기하는 상생협력
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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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시사점
이러한 현황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러 산업협력을 청진-나선을
잇는 북한의 동북부 지역을 매개로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그러
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러가 직접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
안보적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협력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의 모색을 게을리 하는 것은 남북한 또는 남북러 경제협력이라는 규
범적 목표와 정치적 제약요인 간의 구분을 불분명히 하는 데서 오는 오류의 반
복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기존의 다양한 경제협력 관련 구상은 북한의 대내외 개혁조치의
병행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이 체제 개혁
이나 대외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의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겠는
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만든다. 즉 경제협력 추진에 있어서 제약요인을 통제
가능한 독립변수 또는 결정요인으로 간주하는 경우 최적의 정책 방안 도출은
출발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낳게 된다. 북한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산업
협력에 부여되는 제약조건은 이질적 경제체제, 상이한 경제적 수준 및 규모, 정
책간의 충돌 등으로 볼 수 있다. 제약조건은 최적화 과정에서 외생적으로 주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내생변수로 간주한다면 그 어떤 산업협력모형
도 추진 과정에서 제약조건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향후 남북러 산업협력을 추진한다면 일정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과 러시아 등 협력 대상국
경제정책 방향의 이해와 협력수요의 파악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산업협력에
한정한다 할지라도 북한이 한 국가로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을 남한이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수단 및 자원수요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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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 정책을 공동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입장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고 할 수 있다. 둘째, 산업협력은 상생적 성격을 확보함으로써 협력에 추진력을
가져와야 한다. 산업협력이 한국의 경제에도 반드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협력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분
석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셋째, 산업협력 로드맵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로드맵에는 산업협력의 핵심적 정책대상, 산업협력의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각 단계의 유기적 연계 방안 그리고 단계별, 정책목표별 정책수단의 정의와
소요자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러 산업협력 추진 관련 정책 시사점 및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러 산업협력의 모형은 북한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구-청진ㆍ나선-한국을 잇는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산업클러스터는 산업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조업 중심 산업화 지원, 러시
아 극동지역의 산업 정책 지원 그리고 한국의 중소제조업 고도화,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요 충족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산업협력은 전
반적인 경제협력 초기 단계부터 우선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중소제조업 중심
산업협력을 통한 한반도 동북부 공급가치사슬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으나 실천이 어려웠던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경공업 전반의 생산능력을 확충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수요에 대응
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산업화를 위한 주요 기
제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진과 나선은 그
구체적 사례이다. 지방공업구는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다른 대안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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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극동개발 목표를 감안할 때, 지역 내 비교우위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서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단위임에 분명하다.
셋째, 구체적 정책수단의 모색이다.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생산지원, 시장지원 그리고 정책역량 강화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지
원은 지방개발구 내 기업의 양적 및 질적 확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및
생산설비 정비 및 확충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발구 내 기업소에 대한
지분투자의 형식으로 자본 및 기술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중심 남북한 합작
기업 설립, 그리고 남한기업의 개발구 내 Greenfield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동시에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프라 지원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
트 위주에서 벗어나 개발구 및 생산시설 단위의 소규모 사업지원이 바람직하
다. 또한 지방개발구 중심 북한 기업소의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기술자원을 대상
으로 하는 공공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
내의 다양한 정책자원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지원의 경우 장마당 중심
의 교환경제에서 시장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북한 내 효율적 유통체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유통 및 물류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무역서비스 및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합작기업의 설립,
생산품의 남북한 시장유통 체계 공공성 확보로 남한 시장 내 시장질서 유지, 동
북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무역업 창업 지원 등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산
업정책 이행 역량, 기업운영 역량, 수출마케팅 역량 등의 강화를 실시한다. 다
만 이 과정에서 정책의 전수가 아니라 북한 정책 집행 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주
된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 산업부문에서의 실천 방
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북한이 기초적인 소비재 공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
고, 러시아는 제조업 전반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이 자생력
을 갖고 있는 중공업의 발전은 지역 내 산업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적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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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북한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철강, 시멘트, 건재,
비철금속 분야 등의 일부 중공업 부문은 남한의 투자와 기술이전으로 생산효율
성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회
생 가능성이 낮은 중화학 기업은 폐쇄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은 북한 당국의 자체 투자나 남한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부문의 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설비 현대화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선산업이나
철강산업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기
업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범용선 및 벌크선 제조와 같은 조선산업과 주물, 주
철관, 배관자재, 단순압연, 철선 등의 철강산업은 설비이전을 통해 북한의 생산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내부의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의 수
출도 기대할 수 있다. 금속공업은 북한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
원을 기반 삼아 북한 중공업화의 근간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북한정부로서도
유지가 필요한 산업이다. 한편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생산능력 강화는
러시아 극동지역 제조업과의 생산분업 역량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북동부 지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상과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
이 최빈개도국으로 남아 있고 러시아 극동지역 역시 산업화를 순조롭게 추진하
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이 동아시아
의 순차적 산업화 과정에 동참하지 못한 결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한국이 순
조롭게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들과의 적극적인 생산분업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러가 독립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산업개발 정책은 지역적으로 효과적인 비교우위
구조를 형성할 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8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명구. 2016. ｢러시아의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지정과 시사점｣. KDB Weekly
Report.
｢경애하는 최고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군 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셨다｣.
2019. 뺷노동신문뺸. (10월 16일)
고병호. 20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법론｣. 뺷도시
행정학보뺸, 23(2), pp. 169~197. 한국도시행정학회.
고인호. 2017.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 뺷경제
연구뺸, 주체106(2017)년 제3호, pp. 20~21.
관계부처 합동. 2018.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2018-2027｣.
교육도서출판사 편 1989a. 뺷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뺸.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_____. 1989b. 뺷조선지리전서: 경제지리뺸.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_____. 1990. 뺷조선지리전서: 함경북도뺸.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권기철. 2015. 뺷남북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 연구뺸. LHI journal,
6(2).
김강석. 2018.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 『경제연구뺸,
주체 107(2018)년 제4호.
김명국. 2016. ｢현시기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선는 몇가지
문제｣. 뺷경제연구뺸, 주체 105(2016)년 제1호.
김명혁. 2018.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원료, 연료, 설비를 국내생산으로 보장
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 뺷경제연구뺸, 주체 107(2018)년 제1호.
김민배. 2019.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토지
공법연구뺸, 85, pp. 65~92.
김상원. 2010. ｢러시아의 지역 간 경제격차 문제｣.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1, No. 1.
김선옥 편.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를｣. 평양: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외국출판사.

참고문헌 • 209

김성진. 2011. ｢푸틴 집권기 러시아 지역격차의 변화(2000-2008)｣. 뺷중소연구뺸,
제35권 제4호.
김성철. 2015.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뺷경제연구뺸, 주체 104(2015)년 제3호.
김영국. 2013. ｢韓國의 경제자유구역 投資環境과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뺷한국산업
경영학회 발표논문집뺸, pp. 164~183.
김정철. 2018. ｢우리 식의 CNC화 실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뺷경제연구뺸, 주체 107(2018)년 제1호, pp. 5~6.
김철호. 2016.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관세감면대상｣. 뺷경제연구뺸, 주체 105((2016)년
제1호.
김학기. 2019. ｢러시아 극동지역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 산업연구원.
김학기, 김석한. 2014. 뺷남북러 삼각 경제협력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과 러시아 극동개발전략 관점에서뺸.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4-230.
뺷노동신문뺸. 2012~19.「신년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3.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 방향｣.
_____. 2018.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료명성. 2015. ｢각 도들의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들을 창설운영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뺷경제연구뺸, 주체 104(2015)년 제2호, pp. 39~41.
_____. 2016.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뺷김일성종합대
학학보뺸, 주체 105(2016)년 제1호.
_____. 2017.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내놓는데서 나서
는 중요한 문제｣. 뺷경제연구뺸, 주체 106(2017)년 제1호.
류학수.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업배치정책｣. 북한금융경제포럼 발
표자료. (12월 15일)
_____. 2019. ｢북한 공업배치구조의 특징과 남북경제협력 방안｣. 뺷KDI 북한경제
리뷰뺸, 1월호.
리명록. 201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 뺷경제연구뺸, 주체 104(2015)년 제4호, pp. 4~7.
리일철. 2015. ｢경제개발구의 개념과 주요 류형｣. 뺷경제연구뺸, 주체 104(2015)년
제2호, pp. 42~43.
리진수. 2016. ｢제품의 경쟁력과 그 재고가 가지는 의의｣. 뺷경제연구뺸, 주체
105(2016)년 제4호.
민경태. 2014. ｢서울-평양 메가시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 KDI 북한

210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경제리뷰, 제16권 제11호.
박 경. 2005. ｢지역균형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신지역주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뺷경제발전연구뺸, 11, pp. 79~105.
박성혁. 2015. ｢생산과 관리의 과학화는 경제실리 보장의 필수적 요구｣. 뺷경제연구뺸,
주체 104(2015)년 제1호.
박순성, 이창희, 민경태, 권태상, 조우현. 2017.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 교류사업
가능성과 효과｣.
박영범, 김경환, 김용철, 노순용, 허선영, 박은희, 홍하영. 2015. ｢경쟁력 있는 가공
산업 제도적 육성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연구용역.
박은정. 2017. ｢라선경제무역지대 수산기업소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
성｣. 뺷경제연구뺸, 주체 106(2017)년 제1호.
박재곤. 2015. ｢지역산업정책의 주요 이슈 검토와 추진방향｣. KIET 산업경제분석.
박지원. 2017. ｢러시아 극동지역개발과 한국의 협력방안｣. KOTRA Global
Strategy Report 17-002.
박혜영. 2016. ｢새 세기 지식경제강국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뺷김일성종합대학보뺸, 주체 105(2016)년 제1호.
법률출판사 편. 2016. 뺷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뺸. 평양: 법률출판사.
변현섭. 2016. ｢러시아 자유항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방안: 블라디보스토
크 자유항법을 중심으로｣. 뺷슬라브연구뺸, 제32권 1호.
산림청. 2016. 뺷대북 양묘장 조성사업 및 중국 동북3성 양묘장 실태조사뺸.
산업은행. 2005a. 뺷新북한의 산업(上)뺸.
_____. 2005b. 뺷新북한의 산업(下)뺸.
_____. 2015. 뺷북한의 산업 2015뺸. 서울: KDB산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 안건. 2018. ｢3대 혁신을
통한조선산업 발전전략-원가혁신, 기술혁신, 시스템혁신｣.
서대훈. 2015. ｢북한 경제특구ㆍ개발구의 현황 및 전망｣. 뺷KDB 산업은행 북한이슈뺸.
서문성, 권정만. 2009. ｢정책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자유구역정책에 대한 연구｣. 뺷한국
항만경제학회지뺸, 25(3), pp. 43~66.
성한경. 2014. 뺷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뺸.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손영석. 2011. ｢현시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뺸, 57(3호).
심완섭, 이석기, 이승엽, 빙현지, 김창모. 2015. 뺷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참고문헌 • 211

및 주요 산업ㆍ기업 변화 실태뺸. 세종: 산업연구원.
안농재. 2014. ｢화학공업을반전시키는 것은 경공업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
기 위한 중요과제｣. 뺷경제연구뺸, 주체 103(2014)년 제3호.
안철주. 2016. ｢현시기 무역단위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
제경｣. 뺷김일성종합대학학보뺸, 주체 105(2016)년 제1호.
양문수, 이석기, 이영훈, 임강택, 조봉현. 2012. 뺷2000 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뺸.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182.
양춘길. 2016.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수입병을 없애는 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주요 방도｣. 뺷경제연구뺸, 주체 105 제3호, pp. 15~16.
원동욱. 2015. ｢변경의 정치경제학: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국제협력 구상｣.
뺷아태연구뺸, 22(2), pp. 27~62.
우정순. 2017. ｢현시기 민족전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 요구｣. 뺷경제연구뺸, 주체 106(2017)년 제2호.
윤철준. 2017. ｢경애하는 최고령지도자께서 밝히신 공장·기업소 현대화의 기본중
심과업｣. 뺷경제연구뺸, 주체 106(2017)년 제1호.
이 근, 한동훈. 2002. 뺷중국의 기업과 경제뺸. 박영사.
이 윤. 1993. 뺷러시아의 기업운영체제뺸. 산업연구원.
이상직, 최신림, 이석기. 1996. 뺷북한의 기업뺸. 산업연구원.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뺷지역고용동향브리프뺸, 봄호,
pp. 3~17.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정행득, 박철수. 2008. ｢지역경제 특화 발전전략-지역특구를 중심으로｣.
뺷응용경제뺸, 10(2), pp. 177~201.
이석기, 김창모, 빙현지, 이승엽. 2014. 뺷북한의 기업뺸. 산업연구원.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2014. 뺷북한 시장실태 분석뺸. 세종: 산업연구원.
이석기, 이승엽. 2014. 뺷2000년대 북한기업 현황뺸. 산업연구원.
이성근, 박상철, 이관률. 2006.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뺷한국행정논집뺸, 18(1), pp. 205~233.
이수행. 2009.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뺷CEO Report뺸,
1-24.
이창재, 방호경. 2011. 뺷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뺸. 연구보고서 1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해정. 2016. ｢AIIB 를 활용한 북한 인프라 개선 방안｣. 뺷통일경제뺸, 1, pp. 56~73.
이해정, 이용화, 김성환, 강성현. 2018.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구상

212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의 연계 가능성｣. 뺷한국경제주평뺸, 809, pp. 1~17.
이현주. 2015.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중국의 해외경
제무역협력구를 중심으로)』. 국토연 15~13. 국토연구원.
이호영. 2006.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뺷경제연구뺸,
24, pp. 167~195.
정은이, 원동욱, 이기현, 이상숙. 2018. 뺷한반도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뺸. 서울:
통일연구원.
조광수. 2016. ｢공업기업소들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진전한 요구｣. 뺷경제연구뺸, 주체 105(2016)년 제1호.
조규진. 2010. 뺷사회주의기업의 분석뺸. 두남.
조동호, 박 진, 정연호, 신지호, 김현종, 김은영. 2002. 뺷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뺸.
KDI 연구보고서 2002-9.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편. 2016. 뺷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뺸.
평양: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뺷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설명회뺸. 2019. 연변대 주최 조선반도 포럼
자료. (7월 26일)
｢조선에서 혜산-삼지연길 개통식을 개최하다｣. 2019. 뺷조선중앙통신뺸. (10월 16일)
조영관. 2015. ｢러시아 극동개발 추진현황과 한러 경제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조웅주. 2017.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 나가는 것은 경제전략목
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뺷경제연구뺸, 주체106(2017)년 제1호.
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및 코트라. 2019. ｢극동경제현황｣.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제도｣, 1월.
중국 성(省)별 뺷통계년감뺸, 뺷중국통계년감뺸, 뺷중국경제무역년감뺸, 각년호.
차명철. 2018. 뺷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 경제지대들뺸. 평양: 조선민주주의공
화국 외국문출판사.
차재권. 2017.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
까지｣. 뺷사회과학연구뺸, 25(2), pp. 130~174.
최신림, 이석기. 1998. 뺷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뺸. 산업연구원.
최천운.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한 남북한 간 경제특구 협력정책 방향｣.
뺷북한법연구회뺸, 19, pp. 163~199.
통계청. 2019. ｢통계로 보는 북한: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서울: 통일부.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 뺷북한의 산업 2010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반도평화포럼. 2018.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 213

한홍열. 2018. ｢산업협력 기반 한반도경제정책의 구상｣. 뺷사회경제평론뺸, 57, pp.
29~53.
해양수산부. 2014. 뺷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 대책뺸. 해양수산부.
_____. 2017. ｢해수부, 러시아와 극동지역 해양수산협력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9월 8일)
홍성헌, 이재영. 2011.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뺷통상정보연구뺸, 13(2), pp. 235~258.
황상연, 강정모. 2009.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위탁연
구 2009-9.
흥성남. 2014. ｢현시기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뺷김일성종
합대학학보뺸, 60(2호).
_____. 2015.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
종합대학보뺸, 주체 104(2015)년 제2호.
홍익표. 2010. ｢북중 경제협력과 창지투 개발계획｣. 『북한경제리뷰뺸, 9월호, pp.
27~49.
KOTRA. 2012.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자료 12-018. KOTRA
글로벌 정보본부.
_____. 2018. ｢극동세관｣. 내부자료.

[외국문자료]
<영문자료>
Barro, Robert Joseph and Xavier X. Sala-i-Martin. 1995. “Technological
diffusion, convergence, and growth.” No. 735. Center Discussion
Paper.
Course 중앙연구소. 내부자료.
Das, Gournaga and Hongyul Han. 2013.

“Trade in Middle Produ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 Survey on the Extent of
Offshore

Production

Sharing.”

The

Oxford

Handbook

of

Offshoring and Global Employment.
Dormels, Rainer. 2014. North Korea’s Cities: Industrial Facilities, Internal
Structures and Typification. Paju: Jimoondang.

214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INFO Line Research 내부자료.
Kaplinsky, R. 2000. “Globalisation and Unequalisation: What Can Be
Learned from Value Chain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7, No. 2. pp. 117-146.
Ketels, C. 2008. “From clusters to cluster-based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ical Learning, Innovation, and
Development, Vol. 1, No. 3.
Kim, Chungjin.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Korea: based on a comparison to a Free
Economic Zone in Pudong, China.” Term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Dept. of Planning, Public Policy & Management of the
University of Oregon.
Kornai, Já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Lam, Jasmine S. L. and Wei Zang. 2011. “Analysis on Development
Interplay between Port and Maritime Cluster.” International
Workshop on Port Economic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ecember 5-6)
Murphy, Kevin M.,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1989.
“Industrialization and the big pu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 pp. 1003-1026.
Remington, Thomas F. 2016. “Economic Inequality in Russia: Sources
Consequences.”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87, p. 5. (July)

<노문자료>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참고문헌 • 215

[인터넷 자료]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http://www.fez.go.kr/global/area/dgfe
z.do(검색일: 2019. 8. 1).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http://www.fez.go.kr/global/area/efez.
do(검색일: 2019. 7. 30).
경제자유구역단. ｢경제자유구역 유치 성과｣. http://www.fez.go.kr/global/why/a
bout.do(검색일: 2019. 8. 2).
경제자유구역단. ｢한국의 투자매력｣. http://fez.go.kr/global/why/charm.do
(검색일: 2019. 8. 1).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DGFEZ 소개｣. http://www.dgfez.go.kr/page.ph
p?mnu_uid=886&(검색일: 2019. 8.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세계 경제 중심지, 환동해권!｣. http://efez.go.kr/hb/ko
r/why_efez-geographical#(검색일: 2019. 8. 1).
러시아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www.erdc.ru(검색일: 2019. 6. 2, 6. 11).
러시아 연방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rosleshoz.gov.ru(검색일: 2019. 6. 1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Why BJFEZ: 산업기반｣. http://www.bjfez.go.kr/why
bjfez/00024/00028.web(검색일: 2019. 7. 30).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 FTA 현황｣. http://www.fta.go.k
r/main/situation/kfta/ov/(검색일: 2019. 8. 1).
산업통상자원부. 2019. ｢7개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사업 추진방안 발표｣. (1월
31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
5907(검색일: 2019. 7. 29).
솔러스 홈페이지. https://www.sollers-auto.com(검색일: 2019. 6. 8).
인천경제자유구역. ｢탁월한 입지｣. https://www.ifez.go.kr/ivt005(검색일: 2019.
7. 30).
충북경제자유구역청. CBFEZ 소개: 사업개요｣. http://www.chungbuk.go.kr/eco
/contents.do?key=17400(검색일: 2019. 8. 2).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
/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검색일: 2019. 8. 1).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장점」. https://yesfez.gg.go.kr/gg_yellowsea-invest
/background(검색일: 2019. 7. 30).
East Russia. 2016. “Thousand tons of fresh vegetables for the Far East.”
(August 29). https://www.eastrussia.ru/en/material/tysyachi-tonn-

216 •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svezhikh-ovoshchey--dlya-dalnego-vostoka/(검색일: 2019. 12. 28).
EBN 스틸. 2017. ｢“금융위기 후 철강 공급과잉 2배 증가…M&A 재부상”｣. (7월
5일). https://steel.ebn.co.kr/news/view/163847(검색일: 2019. 8. 16).
Google Earth(최종 검색일: 2019. 8. 4).
Industrial Park to be established in Komsomolsk ASEZ. 2017. 3. 24. https://
forumvostok.ru/en/news/industrial-park-to-be-established-in –
komsomols-asez/(검색일: 2019. 6. 13).
International Trade Center. Export Potential Map. https://exportpotenti
al.intracen.org/en/.
KOTRA. 2018. ｢극동러 수산업 동향 살펴보기｣.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
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
w.do?setIdx=243&dataIdx=166151(검색일: 2019. 10. 10).
OECD. 2013. OECD Observer No. 296. http://oecdobserver.org/news/fullst
ory.php/aid/4227/Who_92s_smiling_now_.html(검색일: 2019. 9. 25).
Rosneft 홈페이지. https://easternpetrochemicalcompany.rosneft.com/ab
out/Rosneft_today/Operat-ional_structure/Refining/EasternPetr
ochemicalCompany/(검색일: 2019. 6. 2).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ёт о совещанииоком плксном социльно-экон
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3. http://www.krem
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8824(검색일: 2019. 3. 26).

[인터뷰 자료]
탈북자 A씨 면담(2019. 5. 11, 서울).
탈북자 B씨 면담(2019. 8. 4, 서울).
탈북자 C씨 면담(2019. 6. 8, 서울).
탈북자 D씨 면담(2019. 6. 7, 서울).
탈북자 E씨 면담(2019. 4. 5, 서울).
탈북자 F씨 면담(2019. 7. 26, 연변).

참고문헌 • 217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Link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Industrial Polices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Hongyul Han, Sungwook Yoon, Jiwon Park, and Eunlee Joung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need for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to actively promot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Far East area. From this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measures of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rough connecting their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with industrial policies. To realize this goal, this
research analyzes and assesses the current situation of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by each country, and suggests
measures for mutual connection between their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also propos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is
triangular cooperation.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is to explore promising approaches to
constructing an industrial cluster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each nation. In this sense, preparation
for triangular linkage is a basic task for constructing the industrial
cluster. In particular, triangular cooperation could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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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s Far East policies and South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Northeast part of North Korea.
The necessity of triangular connection in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can be found in the economic, societal and policy
situations in the two Koreas and Russia.
South Korea has continuously promoted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the
1990s. While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Korea’s policies lack
consistency, the goal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maintained. In particular, the Moon administration has driven forward
measures to promote regional indust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of each region. The seven Free Economic Zones (FEZs)
designated nationwide are at the center of this policy. However, the
FEZs in Korea have shown their limitations in various aspects,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located in local areas, are facing difficulties
because of the Korean society’s structural problems and slowdown in
the economy. In this situation, Korea’s FEZs and regional authorities
are actively seeking for ways to increase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secure new growth engines.
The Russian Far East has long been considered less developed in
economic terms compared to the central region. Looking to resolve this
situation, the Russian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by developing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Far East since 2010. To attract investmen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Far East, the Territor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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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were introduced, these being created mainly for the
provision of tax benefits. Among the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Nadjejinskaya Territory was created near
Vladivostok, which shows the highest corporate activity among the 18
zones. The Khabarovsk Territory near the city of Khabarovsk is also
highly populated by logistic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due to its
excellent location. However, since the benefits of these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mainly focused on
providing tax benefits, individual companies must consider the various
surroundings and conditions before deciding to enter the Territories.
Among the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olshoi Camen is built around the shipbuilding industry. Its Zvezda
shipyard is the largest in the Far East, and shows great promise for future
cooperation. Russia is foster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as an
important national task and actively working with foreign compani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ts industries. As such, pushing for
inter-Korean and Russian industrial cooperation around the Far Eas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motes the "new Northeast Asian value chain"
for South Korea. While inter-Korean and Russian industrial
cooperation cannot completely replace the existing Korea-China
value chains concentrat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new value
chain is important in that it allows South Korea diversify its overseas
manufacturing base, which is currently dependent on China. In
addition, if trilateral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Russian port of Zarubino is carried out step by step, it will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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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anges in the transport 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In North Korea, the policy goal in the Kim Jong-un era has been set
on economic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ing
conditions. Improving people's lives is, in particular, closely related to
development of the light industry sector, which in turn is linked with
the local industry due to the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r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within
the Rajin and Chongjin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Our results show Chongjin has recently been in high demand for
fisheries and shipbuilding, and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SEZ)
has achieved a considerable level of openness to Chinese companies
since beginning as the first SEZ in North Korea. Through its past trade
routes with South Korea, it is leading the garment manufacturing
industry in North Korea. Chongjin is a promising area to conduct
triangular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ased on
North Korea's cheap labor force, South Korea's technology and capital,
and Russia's energy resources.
This research focuses on suggesting the direction or model of
cooperation rather than exploring detailed policy tools. This is mainly
because the external situation does not allow detailed discussion.
However, this research also strives to convey the very practical message
that exploring a direction towards industrial cooper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situation when external restrictions are all lifted.
In this sense, this research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riangular industrial cooperation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model
of triangular industrial cooperation needs to incorporate pla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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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an industrial cluster linking South Korea, Rajin and Chongjin
in North Korea, and Russia’s Far East together; secondly, such projects
need to actively make use of North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in order to support North Korea’s policies; and lastly, detailed
policy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various areas such as market
support, production support and strengthening polic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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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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