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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
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국의 경제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수준을 평가한 후 새로운 환경하에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자원 배분 메커니즘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개선하였다.
첫째,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을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하부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자원배분 우선순위 개혁을 위해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변경하였고, 군
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민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
로 추정된다. 셋째, 대외개방 조치로 총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제재로 인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넷째, 수입대체, 즉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소비재와 경공업
설비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개혁 초
기에 버금가거나 조금 더 진척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이러한 북한의 최
근 경제 정책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입액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
다. 첫째,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 수입의 질적⋅양적 변화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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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두 집권기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연속선상에서 이루
어지고 있었다. 둘째, 김정은 집권기 동안 북한의 중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재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감소하였고,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일부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수준별 분석 결과, 김
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
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제재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
의 중간재 수입을 북한 내 기업 분포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
석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
재가 강화된 이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경협
재개의 유인이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례
를 살펴보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경제의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살폈
다. 베트남과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경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시기별로 어
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해당 정책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
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이들 국
가와 견주었을 때 어떠한 수준에 와 있으며,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 과제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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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은 현재 ‘신경제 정책’
에서 ‘도이머이정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
얀마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미관계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 초기 단
계에 접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개방 정책의 성과는 해외 자
본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
책이 베트남과 미얀마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제5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가능성과 과제, 이에 따른 새로운 남
북경협의 여건에서 남북경협 재개와 확장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
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년 제재 이후 경제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면서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처
해 있다. 제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개혁 정책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
으며, 제재 해제와 대외관계 정상화 없이 북한의 경제가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북경협 재개 시 안정적
인 남북경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CEPA 체결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한경제 통합의 비용을 낮추고, 남북한경제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을 고려한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은
북한이 노동집약적 공정 담당,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
과 북한의 낮은 규제와 산업 발전 수준을 활용한 4차 산업 분야 진출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 여건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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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개선하여 남북경협과 외국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을 다자협력체제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국
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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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경제에서 변화의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국가전략노선을 ‘경제ㆍ핵 병
진 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변경(2018. 4)하면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국방에서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는 폐쇄경제의 틀을
버리고 대북제재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와 해
외 자본 유치1)를 통한 경제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사회주의 책임관리제(2014년)와 농업 분야에서 포전담당제(2013년)를 실시
함에 따라 ‘중앙 계획에 의한 생산과 집단주의 생산 방식’을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이 생산과 분배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실험적으로 전환하였고, 성과가 우수
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경공업 분야에 있어 고부가가치 의류
수출 확대, 수입대체를 위한 식료품의 다양화, 고품질화가 추진되었고 중공업에
있어 산업 생산 정상화가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서 북한경제 변화를 더욱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두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방형 사회주의’국가로 이행 중이라고 지적하였다.2)
이러한 북한경제의 변화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경제 회복세를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3~14년 사이 중국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북한경제도 중국 성장의 수
혜를 얻으면서 구매력 증가, 기업소 원부자재의 공급 원활화, 이로 인한 기업소
의 가동률 증가 등 경제 정상화를 경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2011. 12)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경제 정상화와 회복세의 자신감을 체제전환
국이 경험하였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관찰되는 북한경제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은 김정은 국무
1) 연변 조선반도 포럼에서 북한 대외경제성 담당자가 북한 투자 설명회 개최(필자가 참석, 2019. 7. 26),
북한 대외경제성 관계자가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박람회에 참석하여 북한 투자 설명회 개최
(2019. 8. 22), 북한 변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투자 설명회 개최(KIEP 관계자가 참석, 2019. 4. 1).
2) 이종석(201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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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
장보다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2019년 신년사에
서는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집중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정치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 가지 농기구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3)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
여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4) 역사상 처음
으로 군수 분야에서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치
를 취하였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알곡 증산을 위하여 투쟁한 결과 불리한 조
건에서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공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라고 밝혔는데,5)
소규모 집단(단위)을 넘어 ‘농장공’이라는 개인이 생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힌
것 또한 이례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성장을 위해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면서 북한경제와 운영체계는 물론 법ㆍ제도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남한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발표하며 한반도를 ‘H’자 형태의 사회⋅경제
인프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화가 한반도에 자리하여야 하며, 평화 위에 경협을 확대하
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평화경제’ 구상을 밝혔다. 북한경제가 변
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평화경제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은 북한의 경제 개혁ㆍ개선 조치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대
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개혁ㆍ개선 조치를 취하기보다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는 데 초점이 모여지고 있다. 북한이 제4차(2016. 1), 제
5차(2016. 9), 제6차(2017. 9) 핵실험을 거치는 동안 UN안전보장이사회는 총
3) 북한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통일부 북한용어사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
지 않음. ‘협동품’이란 당의 생산 요구에 따라 협동농장이나 기업소 등 공동으로 소유한 생산수단을 활
용해서 생산한 물품을 칭하는 용어인 것으로 사료됨.
4)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신년사｣(2019.1.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23).
5) 앞의 2019년 신년사 전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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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이하 UNSCR) 2270호(2016. 3), 2321호(2016.
12), 2371호(2017. 6), 2375호(2017. 9), 2397호(2017. 11)를 통과시켰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면서 북한경제는 상당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87.3%
감소하여 2억 9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대중 수입은 37.3% 감소하여 22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6) 2018년 상품수지는 20억 900만 달러7)라는 사
상 최대의 적자폭을 기록하였고, 이는 북한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로 전자제품, 운송수단, 기계설비의 수입이 전
면 중단되면서 북한의 산업생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최
근 북한경제에 안정적인 운용과 생존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재를 전후하여 북
한경제가 변화보다는 자립과 자주에 방점을 두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자립과 자주를 강조해가면서 북한경제의 개혁 조치가 다소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김성 UN 주재 대사는 UN
연설(2019. 10. 1)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들이 가중되는 오늘의 정세는 우
리 국가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립ㆍ자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8) 이 연설 내용은 북한경제 상황을 잘 보
여주고 있는데, 대북제재로 경제 전반이 대외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
응하여 자력갱생에 방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
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사에서도 최고인민회의(2019. 4)에서 개혁 성향이 강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김재룡 자강도당 위원장으로 교체되었다. 김재룡 신임 내각 총리는 자
강도 강계시에서 자력갱생의 선동 구호인 강계정신을 중시하여 발탁된 것으로
6) 최장호, 최유정(2019), p. 4.
7) 대중 수출에서 대중 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8) ｢북한 유엔대사 “기회의 창이냐 위기재촉이냐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2019), 동영상 자료(검색일: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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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 만큼 북한경제가 변화보다는 제재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경제 운용의 방점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보다는 자력갱생에 맞춰지면서
2019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개최된 최고인민회의(2019. 4, 2019. 8)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제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2020년이 경제개발 5개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성과 발표나 선전, 경제성장에 대한 독려가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9년 연말과
2020년 상반기는 북미 비핵화 실무자 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북미 비핵화 회
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경제 개혁ㆍ개선 조치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경제가 변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변화의 동력을 이어나가는 것인데, 상
술한 것처럼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2011. 12) 이래로 2013년부터 대대적인 경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경제 정책은 기업소의 생산성 개선과 운용 정상화, 국산
화, 외국인 자본 유치 확대, 관광산업 육성, 상기한 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ㆍ제도의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대였던 김정
일 국방위원장이 주도하였던 선군정책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추진된 새로운 경제 정책은 식료품ㆍ의류ㆍ화장품의 다양화, 국
산화, 고품질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ㆍ개선 조
치들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며, 변화의 동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북미 회담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경제
의 변화 가능성이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실무회담
(2019. 10. 5)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2019년 연내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이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미 관계 개선은 크게는 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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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북한경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
로 이어진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ㆍ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하
원 외교위원회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북한이 비
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그에 대한 정치ㆍ외교ㆍ경제적인 보상을 준비하고 있
음을 언급하였다.9)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급성장(North
Korea will become a different kind of Rocket – an Economic one)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10) 미국 최대 곡물 업체 카길(Cargill)은 대북제재 국
면에서 극비 방북하여 대북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11) 북미 관
계 정상화, 남북 관계 개선 등 대외 여건 변화와 시기를 같이할 경우 북한경제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의 개혁ㆍ개선은 지도자나 집권 엘리트의 변화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 상당수가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변화를 지향해갈
때 실질적인 북한경제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 대북 사업
가12)는 ‘북한이 의욕적으로 무역과 외국인 투자 제도를 손보고 있으나, 대북제
재 이후 신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투자마저 중
단되면서 실무자들이 외국인 투자 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
다. 법ㆍ제도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 경제
개혁ㆍ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
권 이후에 본격화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개혁ㆍ개선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는 북한경제에 대한 압박보다는 외국인 투자와 무역을 매개로 한 가공무역이
9) ｢美국무차관보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할 경우에 대비 중｣(2019. 9.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4).
10)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 갈무리(2019. 2.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4).
11) ｢[단독] 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2018. 10.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0. 4).
12) 베이징의 대북 사업가 김00 면담(2019. 5. 3, 베이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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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내용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가 이루어져
야 북한경제 구성원이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외부의 요구에 맞춰 북한경제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였던 경제 정책의 의도와
추진 성과, 미래의 변화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김정은 위원장
이 발표하였던 다양한 경제 정책의 의도와 방식, 형태를 분석한 뒤, ② 이러한
정책이 북한경제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
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③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북한경제의
성장이 체제전환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
환 경험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남
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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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내용
이 연구를 관통하는 물음은 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경제에 대한 개혁⋅개
선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혁 정책이 2002년에 단행된 7.1 조
치와는 어떻게 다르고 북한경제에 어떤 변화를 의도하고 있는가, ② 대북제재
가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북한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해치고, 민간 부문의 생산성 개선이 민간 부문
의 성장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운용에 투입되는 고비용
경제, 약탈 경제의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는가, ③ 대북제재라는 현재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변화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무엇
이 있는가,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하면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한 경제 정책
을 소개하고 이를 2002년 7.1 조치를 포함하여 과거에 추진된 개혁 조치와 비
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여 그 의도를 고찰하였다. 먼저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을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하부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
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농업 분야에서 ‘분조13) 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
즉 생산은 가족 단위로 하되, 생산물 분배는 분조의 분배 기준과 가족의 분배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분야에서는 계획지표에서 중앙정
부의 중앙지표나 지방정부의 지방지표를 줄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업소지표의 비중을 늘렸다. 또한 생산된 제품 가격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
록 하였고, 노무관리도 기업이 자율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현금거래와
13) ‘분조’란 협동 농장을 구성하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10~25명의 노동자로 구성됨.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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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보조계좌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자원배분 우선순위 개혁을 위해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
력 집중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중공업 우선주의, 즉 군수 분야의 투자 비중을 축
소하고 민수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개방 조치로 총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입대체, 즉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소비재와 경
공업 설비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개혁 초기 중국의 수준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넘어선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 개혁을 추진한 것
으로 보이나, 문제는 이러한 개혁 조치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
는 데 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기된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한 경제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입통계를 산업과 기업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수입통계의 양적, 질적 변화를 산
업별ㆍ사용용도별(소비재, 중간재, 자본재)ㆍ기술수준별(첨단기술, 중고위기
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 1차 생산물)로 분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별
기업분포와 중간재 수입을 연계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기 동안 북한의 중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
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해외 외화벌이(식당 운영, 노동자 파견), 무역 분권화, 장마당(시장)
확산 등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수준별 분석에서도 김정은 집권 이후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영향인 것
으로 파악된다. 대북제재는 이들 정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는데 중저위기
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급감한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의 산업정책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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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즉 전자 부문, 의류 부문, 기계 부문, 광물 부문, 금속 부문, 운송기기
부문, 목재 부문, 화학 부문, 플라스틱ㆍ고무 부문, 농업 부문, 수산 부문 등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중간재 수입이 역성장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대북 투
자가 감소하였고,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일부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그
수입이 감소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중간재 수입을 기술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첨단기술 제품은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간재 수입을 기업 분포와 연계해 분석할 경우, 김정은 위원
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제2장에서 소개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 경제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2017년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
면서 북한경제의 대외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정책
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평양
에 집중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경
제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 수입금지가 이루어진 전자와 의류, 광물, 운송기기
부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산업 생산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개방과 대외관계 정상화 시도를 먼저 소개한 뒤 이를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과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가 경제 개혁개
방을 선언한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해당 정책들이 어떠한 조
건에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이들 국가와 견주었을 때 어떠한 수준에 와 있으며, 성과
를 얻기 위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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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제5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가능성과 과제, 이에 따른 새로운
남북경협의 여건하에서의 남북경협 재개와 확장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시도된 북한의 경제 정책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요하게
북한 법전의 내용 개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2016년 개정, ｢헌법｣과
2019년 개정 ｢헌법｣을 비교하였으며, ｢기업소법｣, ｢무역법｣, ｢인민경제계획법｣,
｢재정법｣,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도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북한의 조선
로동당 기관지인 뺷노동신문뺸의 기사와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북한경제 정책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되었는데, 하나는 북한의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
통계를 북한 기업의 변화와 연계한 것이다.
먼저 수입 통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집권 시기인 1998~2011
년 북한의 수입과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시기인 2012~19년의 수입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시기 수입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여 김정은 위원장 시기 북한경제
의 특징을 도출하였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제기되었던 경제 정책과 연계하
여 분석하였다.
무역통계 자료는 1998~2019년 UN Comtrade가 제공하는 개별 국가의 북
한에 대한 수출을 거울통계(mirror statistic)로 변환하여 북한의 개별 국가에
대한 수입 통계를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남북교역은 한국무역협회(KITA)의 남
북교역 통계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對세계 무역과 남북교역을 포괄하여 분석
하였는데, 이는 북한 수입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북한의 대외개방과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
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국가로는 베트남과 미얀마를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는
북한과 같이 핵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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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체제전환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진로에 대해 주
는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각 장의 저자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총괄, 서론, 결론의 작성은 최장호 박사
가 하였다. 제2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박사가 작성하였고, 제3장
은 김범환 연구원, 제4장은 최유정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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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
(경제관리 개선조치)
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
(발전전략 수정)
3. 대외개방 조치
4. 수입대체 정책
5. 소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경제 정책에서 큰 폭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김
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 변화를 과거와 비교하면, 첫째 북한은 2012년부터 ‘우
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이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이름 아래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또한 2013년부
터는 기존 5대 경제특구 이외에 22개의 경제특구ㆍ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하였
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ㆍ김정일 시대와 달리 이러한 대내외 개혁개방
조치가 부침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일
회성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
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둘째, 북한은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경제관리의 대원칙(군중노선)인 ‘위
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법’,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삭제하고, 대신 ‘혁
명적 사업방법’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삽입하였다. 또한 청산리 방법의 구
체적 실현 방식인 ‘기업적 농업지도체계(농업 부문)’와 ‘대안의 사업체계(공업
부문)’를 삭제하고, 대안의 사업체계 대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이하 ‘기
업책임관리제’)’를 삽입하였다.14) 이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김일성ㆍ김정
일 시대의 계승보다는, 그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추구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2018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이하 ‘경제 집중노선’)’을 채택하였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주로 미시 부문에 초점을 둔 자원 배분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북한식 표현으로
는 ‘경제관리 개선조치’), 즉 생산 단위에서 계획 메커니즘의 축소 및 시장 메커
니즘의 확대와 관련된 조치라면, 경제 집중노선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

14) 기업적 농업지도체계를 대체하는 용어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가 적용
되는 공업 등의 부문과 달리 농업 부문에서는 아직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확립되지 못했음을 시사
한다. 2014년 농장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에 해당하는 농장책임관리제가 도입되었
지만,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볼 때, 북한은 농업 개혁을 안착시키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개정 ｢헌법｣ 및 2019년 개정 ｢헌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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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혁, 즉 발전전략 수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여 주목된다. 또한 경제 집중노선은 비단 2013년 채택된 경제ㆍ핵 병진노선
(김정은 시대)의 폐기에 그치지 않고, 2002년 채택된 선군 경제노선(김정일 시
대), 나아가 1966년 채택된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김일성 시대)에 대한 수정으
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15)
물론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이 모두 과거와의 단절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
니다. 기존 정책의 계승 내지는 심지어 과거 회귀성 정책들도 상당히 발견되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계획 메커니즘의 축소와 시장 메커니
즘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에서 전략 부문(strategic sector),
즉 군수산업 및 관련 중공업 등 기간산업에 속하는 핵심적 생산 단위들은 여전
히 계획 메커니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또한 미시 부문을 제외한 가격, 환율,
금융 등 거시 부문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시장 지향적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경제 집중노선이 채택되었지만 노력 동원 이외에 실질적인 자원 배분
의 조정, 즉 민수 부문과 군수 부문 간 투자 비중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만일 이러한 실질적 투자 비중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경제 집중노선은 애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발전전략의 수정이 아닌
발전전략에 대한 수사학의 변화로 그칠 공산이 크다. 물론 군수 부문 투자 축소
와 민수 부문 투자 증대는 대외 안보환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핵문제의 해결 과정과 결부되어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청산리 정신ㆍ방법, 기업적 농업지도체계,
대안의 사업체계 등 미시적 자원 배분 메커니즘에 대한 과거의 이데올로기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과 관
련된 이데올로기는 유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하 ‘자립적 경제노선’)’과 같은
15) 임수호(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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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이데올로기 역시 지속적으로 재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는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정책이다. 이는 개방보다는 자립적 경제노선과 보다 정합성을 가진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산업정책과 연관지어 보다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를 자원 배분 메커
니즘의 변화(경제관리 개선조치), 자원 배분 우선순위의 변화(발전전략 수정),
대외개방 조치, 그리고 수입대체(산업정책)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개략적인 성
과를 검토해본다.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김정은 정권의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불린
다. 이 개혁은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28일 김정은이 경제 담당 간
부들에게 경제관리 개선방안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16) 이에 따라 2012년
1월 내각에 개혁 상무조(TF)가 설치되어 9월까지 개혁 초안을 작성, 김정은의
비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
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담화(이른바 ‘6.28 방침’)를 발표하는데,17) 여기
에는 기업, 농업, 상업 부문 개혁 조치와 경제관리에서 내각의 권한 강화조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내각 상무조 초안을 바탕으로 2012년 9월부터 일부 조치가 시범적으로 실
시되었고, 특히 상업 부문 경우 초안이 그대로 실시되었다. 2013년 들어서는

16)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 개혁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이석기 외( 2018), pp. 14~15,
pp. 51~56.
17) 뺷노동신문뺸(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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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 관련 주요 법령 제ㆍ개정 현황
구분

법령

2012

2013

2014

비고

무역법

4.3

개정

농장법

11.20

개정

지방예산법

12.19

제정

경제개발구법

5.29

제정

농장법

7.24

개정

기업소법

11월

개정

농장법

12.23

개정

편의봉사법

12.24

제정

종합무역장관리법

12.24

제정

재정법

4.8

개정

회계법

4.8

개정

기업소법

5.21

개정

농장법

6.25

개정

인민경제계획법

6.25

개정

상업은행법

7.22

개정

무역법

12.23

개정

헌법(13조, 19~38조)

4월

개정

2015

2019

시기

자료: 이석기 외(2018), p. 59.

중국의 가족영농제와 유사한 ‘포전담당제’가 도입되는 등 농업 부문 개혁이 시
작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기업 부문(기업책임관리제)을 비롯한 여
타 부문 개혁은 2014년 5월 김정은의 ‘5.30 담화(‘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
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를 계기로 본격 도입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개혁 조치는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ㆍ개정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 개혁 조치를 간략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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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 개혁
북한은 2012~15년 ｢농장법｣｣18)을 개정, ‘농장책임관리제’를 법적으로 뒷
받침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것이 포전담당제(포전담당 책임제)의 도입이다.19)
포전담당제는 2002년 7.1 조치 당시 시범 도입된 적이 있으나,20) 이후 사라졌
다가 2013년 다시 시범 도입된 후 전국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 오해
와 달리 북한의 포전담당제는 중국의 호별생산책임제(가정연산승포책임제)인
포산도호나 포간도호와 다르며, 그렇다고 포산도조와도 다른 제도이다. 즉 포
간도호나 포산도호처럼 가구가 협동농장(중국의 인민공사. 포간도호의 경우)
이나 작업반(중국의 생산대. 포산도호의 경우)으로부터 직접 경영이나(포간도
호의 경우) 생산(포산도호의 경우)을 할당받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의 하부 단
위인 분조(중국의 경우 작업조)로부터 할당받아 생산을 진행한다. 즉 북한의 포
전담당제는 ‘분조 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제’로서, 중국의 포산도조와 포산
도호ㆍ포간도호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제도이다.21) 분조 관리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 분조 내에서 소단위를 도입하여 사실상 가족 단위로 영
농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포전담당제이다.22)
18) ｢농장법｣(2009. 12. 10 제정, 2013. 7. 24 개정, 2014. 12. 23 개정, 2015. 6. 25 개정).
19) 포전담당제는 2013년 농장법 개정 당시 m2당 관리제, 도급제, 유상유벌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그러다
2015년 개정에서는 포전담당 책임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2013년 도입된 m2당 관리제와 도급제
는 삭제됐다.
20) 2004년 12월 13일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은 “분조를 더 작은 단위로 할 수 있는 권한을(협동농장
에) 부여했다. 더 적은 인원으로 포전을 담당하는 포전담당제가 도입됐다”며 포전담당제를 시범도입
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 포전담당제에 대한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 7.1 조치
당시에는 시범 도입됐다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2005), 뺷농촌경제뺸,
28권 1호(2005 봄), pp. 31~32 재인용.
21) 포산도조는 생산대가 생산임무를 작업조(북한의 분조)에 주고 생산량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계산하는
형태로서, 북한의 분조관리제와 유사하다. 포산도호는 생산대가 통일적인 지도와 분배, 채산을 한다
는 전제하에 농가에 토지를 분배하며, 농가에 생산량과 생산비를 청부하는 제도이다. 채산의 단위는
생산대이다. 포간도호는 농가가 인민공사와 계약하여 경영권을 청부받은 후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수행하고 잉여농산물은 농가가 소유하는 제도이다. 조동호, 박지연, 임채환(2016), p. 58.
22) 분조의 상위 조직인 작업반 및 작업반 우대제 역시 유지되고 있다. 즉 중국과 달리 북한의 농업 개혁은
포전담당제를 도입하여 개인주의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분조 관리제 및 작업반 우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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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권화의 일환으로 농장지표를 도입하였다. 이는 나라에서 하달되는
중앙지표(농업생산계획, 국가 수매량)와 달리 농장이 자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
는 지표이다. 이외에도 부업 생산 단위를 자체로 조직할 수 있게 했으며, 농장
지표와 부업 생산물은 농장 자체로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직
종별 노동력 배치에서도 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농장의 현금 보유를 허용하고, 농장지표를 통해 획득한 자금은 경영활
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농장이 주민의 유휴 화폐자금을 동
원ㆍ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집단농장에 대한 ‘돈주’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수확물은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표로 하달된 국가 수매량을 제외한 생산물은 농장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시장을 통한 판매만이 아니라
기관ㆍ기업소에 대한 직접 판매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포전담당제 도입 이후 북한의 쌀 생산량과 식량
(쌀 포함) 생산량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쌀 및
식량 생산량은 모두 포전담당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지속되다가 2017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은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적 생산량 하락
이다. 또한 2017년부터의 하락세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
업 개혁의 성과를 살펴보려면 이 기간은 분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12~16년의 쌀과 식량 생산량 추세는 북한의 농업 개혁이 성과
를 내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2012~16년까
지 북한의 쌀과 식량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8%와 0.6%에 불과하
다. 더욱이 이 기간 쌀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12년까지의 3.3%에도
크게 미달한다.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01년에 큰 폭으로 늘어났으므로, 기간을
2001~12년으로 잡더라도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포전담당제 도입 이전과
를 유지함으로써 집단주의적 인센티브도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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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쌀 생산량 추세
(단위: 만 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0. 8).

그림 2-2. 식량 생산량 추세
(단위: 만 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19. 10. 8).

거의 동일하다. 이 기간 식량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1.5%로 2012~16
년의 기간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는 모르나, 북한은 201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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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농업 부문 관리제도인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삭제하면서도 이를 대체
하는 농장책임관리제(포전담당제 등)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공업 부문에
서는 대안의 사업체계 대신 기업책임관리제를 포함시킨 것과 대비된다. 그렇다
면, 북한의 농업 개혁은 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세 가지
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농업 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개 시설과 같은 농업 인프라, 비
료나 트랙터와 같은 농업 자재ㆍ기기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 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수매량을 줄
여 생산 단위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비율을 크게 높여줘야 하는데 그렇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애초 포전담당제는 생산량
의 30%만 국가가 수매하고, 나머지는 모두 농민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수매량이나 각종 징발 물자가 늘어나 취지
가 무색해졌다고 한다. 셋째, 포전담당제는 중국식 가족 영농제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포전담당제에서도 생산은 가족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산물의 분배는 ‘분조 관리제에서의 포전담당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분조 기준과 가족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에 비해 제도적
으로 취약한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나. 기업 개혁
북한에서 기업 개혁과 관련된 법률은 ｢인민경제계획법｣, ｢기업소법｣, ｢무역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은 2015년 ｢인민경제계획법｣23)을 개정, 계획
의 분권화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계획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로 구분하고, 중앙에서 하달하는 중앙지표나 지방정부에서 하달하는 지방지표
23) ｢인민경제계획법｣(1999. 4. 9 제정, 2001. 5. 17 개정, 2009. 8. 4 개정, 2010. 4. 6 개정, 2015. 6.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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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대신 기업소지표의 비중을 크게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
라 현재 전체 계획지표에서 기업소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중앙지표는 전략지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표 약
1,100여 개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24)
물론 기업소지표는 매년 인민경제계획 작성 시에 당국에 미리 통보되어야 한
다. 기업소지표를 정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계획 당국이 경제 전반의 물자 흐름
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업소지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각 기
업의 생산목표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기업소지표에 대한 통제는 느슨
해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
능하며 주문계약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연간 작성되는 인민경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인민경제계획법｣ 개정과 함께 북한은 2014~15년 ｢기업소법｣25)을 개정,
기업책임관리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기업소
지표는 현물지표가 아닌 화폐지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자신에
게 할당되는 일부 현물지표만 충족하면, 각 기업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기업소지표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은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는
데, 이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것이므로 이
는 제품 가격 결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본격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
업소지표로 생산된 제품은 기존의 종합시장만이 아니라 도소매기관이나 주문
자에게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국가 납부금이나 세금을 내고 남는 이윤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
도록 한 것도 주목된다. 특히 기업이 보유이윤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할 수 있
도록 했는데, 이렇게 형성된 고정재산은 다른 기업에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도
24) 이석기 외(2018), p. 265.
25) ｢기업소법｣(2010. 11. 11 제정, 2014. 11. 5 개정, 2015. 5.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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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즉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이는
사회주의 소유권 개혁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협동농
장과 마찬가지로 주민 유휴 화폐자금을 동원ㆍ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돈주’의 국영기업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북한에서 ‘사
실상의 사유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볼 수 있다.
기업소에 노동력 조절권을 부여한 것도 주목되는데, 이는 자본주의 기업과
유사하게 각 기업이 노동력 채용이나 해고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에서는 채용이나 해고라는 표현 대신 ‘노력 재배치’라는 표
현을 사용한다. 즉 노력 재배치는 해고와는 다르며, 기업끼리 서로 남아돌거나
부족한 인력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은행에 현금을 입금해놓고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보조계좌
제도도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기업의 현금거래는 임금 지급이나 운영물자 구입
등의 목적을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되었고, 필요한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
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현금거래는
당국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이를 위해 계좌에 돈을 입
금하는 대신 금고 등에 현금을 넣어두고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에 유통되
는 현금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 보조계좌 제도는 기업
의 현금거래를 합법화함으로써 시장의 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조치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화폐개혁의 경험이 있는 북한 기업들이 실제 얼마나
은행제도를 이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무역 분권화 역시 기업 개혁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2~15년
｢무역법｣26)을 개정, 무역 권한의 분권화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우
선 무역 권한을 기존 무역회사에서 기관ㆍ기업소ㆍ단체로 확대했다. 또한 기
존에는 무역을 하려면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승인ㆍ등록ㆍ영업허가를 받아야
26) ｢무역법｣(1997. 12. 10 제정, 1999. 2. 26 개정, 2004. 12. 7 개정, 2007. 3. 27 개정, 2009. 7. 21
개정, 2011. 12. 21 개정, 2012. 4. 3 개정, 2015.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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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어떤 단위든 영업허가만 받으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역 단위의 영업허가 철회 요건을 1년간 수출 실적이 없
는 경우에서 3년간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로 완화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계획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지표만 현물지표로 계
획하고, 기타 지표는 무역 거래 당사자가 화폐지표로 자체 계획할 수 있도록 했
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내린 (현물)지표의 무역가격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
나, 기타 지표는 무역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무역가격을 중앙이 결정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국내외 시세 변화에 민감
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영기업 개혁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
게도 이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201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적인 공업 부문 기
업관리제도로 채택한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
다. 또한 과거 북한 시장에서 팔리는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산이었으나, 탈북
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최근에는 국산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공 식료품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 역시 기업책임관리
제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재정 및 금융 개혁
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혁은 미시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재정이나 금융 등
거시 부문 개혁은 미진하다. 다만 미시 부문 개혁을 뒷받침하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제한적 개혁 조치는 추진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2015년 ｢재정법｣27)을 개정, 기업 과세 표준을 순소득에서 소
27) ｢재정법｣(1995. 8. 30 제정, 1999. 2. 26 개정, 2002. 5. 9 개정, 2004. 4. 22 개정, 2006. 1. 24 개정,
2007. 3. 27 개정, 2008. 2. 26 개정, 2009. 11. 3 개정, 2011. 4. 12 개정, 2011.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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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과거 폐지했던 거래수입금도 부활시켰다. 그리고 중
앙지표만이 아니라 기업소지표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
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원천이 대폭 확장된 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즉 기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국가이득금(법인세) 및 거래
수입금(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
킬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기업에 원가 절감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28)
다음으로 북한은 2015년 ｢중앙은행법｣29)을 개정,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게 화폐발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기존의 화
폐유통 조절 기능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억제 기능을 포함시켰다. 나아가 기존
에는 중앙은행이 기준 이자율 제정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준 이자율 및
기준 환율을 제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2015년 ｢상업은행법｣30)을 개정, 상업은행의 업무에 은
행카드 업무를 도입하고, 개인별 예금계좌를 1개 은행 1개 계좌에서 1개 은행
복수 계좌로 변경하였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북한의 재정 현황을 파악할 방법은 없다. 북한 역시 매년
예결산을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 수치가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감률만 발표하
고 있고, 그나마 매년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신뢰 하기
가 어렵다. 즉 대북제재로 인해 매년 4%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을 감안할 때, 매년 예산 수입과 지출이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기업이나 주민의 조세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2015. 4. 8 개정).
28) 자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 이석기 외(2018), pp. 263~274.
29) ｢중앙은행법｣(2004. 9. 29 제정, 2015. 7. 22 개정).
30) ｢상업은행법｣(2006. 1. 25 제정, 2015. 7.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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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화폐개혁 이후 북한 시장 환율의 장기 추세
(단위: 북한원/달러)

주: 평양, 신의주, 혜산의 환율을 단순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지역별 환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데일리 NK｣, 시장 환율,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4. 5).

한편 북한 중앙은행의 화폐유통 조절이나 인플레이션 억제가 얼마나 효과
를 발휘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다만 2013년 3/4분기 이후 북한의 시장
물가와 시장환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렇다면 이는 북한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북한의 환율 안정성은 화폐개혁 이후 심화된 달러라이제이션 효과
로 설명되고 있다. 물가의 경우 김정은 집권 이후 통화 남발을 하지 않는 것, 혹
은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인해 통화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고 해석된다. 다만 최근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 시장에서 외화가 고갈되고 이에
따라 역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환율이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즉 역달러라이제이션 상황에서도 환율과 물가
가 안정적인 것은 북한의 금융개혁과 통화량 조절 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
설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관
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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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제 정책 변화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자원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 조짐이
다. 북한에서 자원 배분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차
례 있었지만, 자원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개혁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전에는 시
도조차 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1990년대 초반 ‘혁명적 경제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잠시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곧바로 김일성이 사망
하고 경제적 붕괴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31) 이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이 경제 정책에
서의 ‘양적 변화’라면,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질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선군 경제노선
북한의 전통적 발전전략은 중공업 우선주의(중공업 우선 발전, 농업ㆍ경공
업 동시 발전)이다. 이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 관료적 경제관리체제(중앙 계획
시스템)와 함께 북한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요소의 하나이다. 이 3대
요소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걸쳐 형성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본적 수정 없이 추진되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31) 혁명적 경제전략은 기존의 중공업, 특히 군수공업 중심 발전전략을 수정하여 이른바 3대 제일주의, 즉
경공업, 농업, 무역을 우선시하자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것이 발전전략의 수정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붕괴 직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른바 ‘완충기(과도기)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가 없다. 또한 혁명적 경제전략은 1992~93년경 제시되었는데, 다음 해 바로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개혁 추진의 정치적 동력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아가 정치적 위기에 더해 연이은 자연재해와 대
량 아사사태 등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개혁은 시작되지도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 내에서는 다시 중공업 우선주의가 대두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방공업 우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것이 2002년 9월 선군 경제노선으로 정식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임수호,
최유정, 홍석기(2015), pp.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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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 아래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
제라는 틀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자원 배분 우선순위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공업 우선주의 발전전략 자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평
가할 여지는 아직 없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원 배분 우선순위의 개혁 조짐은 중
공업 우선주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왜곡된 형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중공업 우선주의의 기반 위에 1960년대 후반 도입된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그것을 더욱 극단화한 2000년대의 선군 경제노선에 대한 수정 움
직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발전전략과 관련한 김정은 정권의 개혁은 만일 그
것이 사실이라면, 발전전략의 ‘전환’이라기보다 발전전략의 ‘정상화’에 가깝
다. 물론 여기서 정상화의 준거점은 변질되기 이전의 중공업 우선주의이다.
북한이 1960년대 후반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은 안보적 필요성
이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이 본
격화되는 신호탄은 1966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이다. 여기서 김일성은 한국에서의 군사정권 수립, 베트남 전쟁의 확전 등 안보
환경의 악화를 거론하며 “인민경제(민수경제)의 발전 속도를 좀 조절하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더 큰 힘을 돌릴 것”을 지시하였다.32) 이에 따라 북한의
국방비는 1967년부터 기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기조
가 유지되고 있다.33)
특기할 만한 것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이라는 초불균형 정책과 거의 동시에
계획의 일원화-세부화(1965년)라는 초계획화 조치가 채택되었다는 점이다.34)
32) 김일성(1979~97), p. 414, p. 418.
33) 물론 북한의 공식 국방비는 1972년부터 다시 이전 수준(1966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
어졌다. 하지만 이는 무기 개발비, 무기 획득비를 제외한 통상적인 운영 유지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
설이다. 북한은 1972년 제2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무기 개발 및 획득 관련 사업을 전담시키고 있다.
이 예산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즉 1972년 이후 북한이 발표하는 공식 국방비에는 제2경제위원
회 예산이 제외되어 있다. 성채기 외(2006); 이달희(2007).
34)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란 국가계획위원회가 생산ㆍ유통의 최말단 단위까지 현물지표를 하달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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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나 중국에서 추진되던 분권화 개혁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당시 북한이 시대적 조류와 정반대로 초계획화 노선을
채택한 것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이 초래한 극심한 자원 제약하에서 자원 배
분을 극도로 조직화함으로써 최대한 경제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였다고 보인
다. 이는 자원 배분 우선순위의 변화가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으로 자원이 군수산업 및 군수산업과 연관된 중공업에
집중 투자되는 상황에서 여타 인민경제(민수경제) 부문은 ‘자력갱생’을 요구받
았다. 물론 북한 당국은 주기적으로 경공업 발전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임기응
변에 그칠 뿐 투자 비중 조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컨대 북한은
1985년 ‘경공업 혁명’을 내세웠지만, 그 수단은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가 아니라 해당 부문에서 낭비를 줄이고 유휴 노동력이나 자재 등 이른바 ‘내부
예비’를 동원하는 방식이었다. 김정일이 발기한 ‘8.3 인민 소비품 생산운동’이
대표적이다.35)
김정일 정권의 선군 경제노선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을 더욱 극단화시킨 정
책이다.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은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가 민수경제의 발전
을 제한한다는 현실 인식 위에 서 있다. 따라서 군수 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자제되어야 하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선군 경제노선은 군수산업 발
전이 민수경제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논리 위에 서 있다. 따라서 모든 자원은 군
수 부문에 집중되어야 하며,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어디
까지 군수산업과 연관된 중공업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군수산업
이 먼저 발전하게 되면 일종의 ‘낙수효과’에 따라 중공업이나 경공업 등 민수경
제도 뒤따라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36) 따라서 이러한 논리구조에서는 군수
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계획되어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초계
획화 시스템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철(2002), pp. 67~73.
35) 임수호(2008), p. 46.
36) 임수호(2009), pp.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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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자제시킬 논리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기할 것은 선군 경제노선(2002. 9)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2002. 7)
와 거의 동시에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2001년 10월 3일의 담화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37) 즉 경제난으로 투자 재원이 극히 부
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전략 부문(군수산업 및 기간산업)에 집중시키고, 여타 비
전략 부문은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략 부문에서의 자율성 허용 조치가 바로 7.1 조치였던 것이다. 이 역시 자
원 배분 우선순위의 변화가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 변수
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나. 경제ㆍ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두 번의 발전전략 전환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는 2013년 3월 채택된 경제ㆍ핵 병진노선이고, 두 번째는 2018년 4월 채택된
경제 집중노선이다.
통상적으로 경제ㆍ핵 병진노선은 ‘핵 개발 올인(all-in)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는 결과론적 해석일 뿐 애초 북한 당국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김정은은 경제ㆍ핵 병진노선에 대해 핵 억지력을 기초로 경제건설
과 인민생활 향상, 즉 민수경제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38) 북한 선전 매체 역시 이 노선이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전
쟁 억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
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9) 즉 경제ㆍ핵 병진노선은 군수 분야 투자를 재
래식 전력에 비해 ‘값싼 억지력’인 핵개발로 국한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군수 분

37) 김정일 담화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2001. 10. 3)｣.
38) 뺷노동신문뺸(2013. 4. 2).
39) 뺷노동신문뺸(201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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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투자를 동결 내지는 축소하고, 그 여력을 민수 분야로 돌린다는 구상인 것이다.
문제는 이 구상이 가진 비현실성이다. 이론적으로 핵무기가 재래식 전력에
비해 ‘값싼 억지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핵전력(nuclear force)이 미국
의 핵전력을 상대로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무수히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충분한 핵 억
지력을 확보하더라도 재래식 전력(conventional force)의 현대화는 지속적으
로 요구된다. 핵 억지력은 전면 전쟁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가지지만, 핵 억지하
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서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재래식 전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ㆍ핵 병진노선이 염두에 둔 경제적 구상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
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현 수준의 핵 보유를 용인한 상태에서 대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가능
성은 전무하다. 특히 당시 미국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기조에
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따른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체의 협상을 거
부하는 대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에서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제ㆍ핵 병진노선은 핵 개발 올인 정책으로 귀착되고 말았던 것이
다. 이것은 경제ㆍ핵 병진노선 자체의 논리적 딜레마라기보다 논리와 현실 사
이의 부적합성이 빚어낸 딜레마였다.
김정은은 경제ㆍ핵 병진노선 채택 이후 네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빈
번하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는 강화된 제재로 맞섰다. 기존 대북제재가 대량살상무기의 대북 이전 통제에
초점을 둔 스마트 제재였다면,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경제 일
반을 타격하는 포괄적 제재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특히 2016년 11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 2321호부터는 그간 대북제재에서 ‘구멍’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제재 이행에 실질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되었다. 미국 트럼프 행
정부 역시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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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하고, 경제제재에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포함하는 한편 군사
제재에 준하는 수준까지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40)
북한의 태도 변화는 2017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연이어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남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개선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
로 대남 관계 및 대미 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틀어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6
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둘러싸고, 핵 무력 완성으로 경제ㆍ핵 병진 노선의 핵 무
력 부분이 완성되었으므로 다른 부분, 즉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려는 전략이
라는 해석, 이른바 ‘전략적 노선 선회’라는 해석과 경제제재를 모면하려는 ‘전술
적 후퇴’라는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41)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첫째, 경제ㆍ핵 병진노선은 경제와 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
한 것이라고 볼 때, 핵 무력이 완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관
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전
략적 노선 선회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맞으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성된 핵 무력’을 용인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메커니즘이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언술은 레토릭에 불과하게 된다.
둘째,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제사회는 아직
ICBM의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과 탄두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 충분한 억지력
을 확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은 ‘때 이른’ 것
이며, 그것은 결국 경제제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핵우산 폐지 대신 한미연합훈련

40) 유엔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임수호(2018b),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남북
경협 추진방향｣; 임수호(2018c), ｢미국 대북제재의 체계와 해제 요건｣.
4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임수호(2018d), ｢대북 경제제재: 어떻게 풀릴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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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략자산 전개 중지로 목표를 낮춘 것은 제재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전술적 후퇴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물리적 담보가 없는 한 해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이전의 대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한 비핵화 메커니즘을 받아들이는
전략적 노선 선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2018년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는 아직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
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2018년 4월 채택한 경제 집중노선 역시 경제ㆍ핵 병진
노선, 나아가 선군 경제노선,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의 폐기 내지는 수정인지 여
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발전전략의 수정이라는 해석이 사실이라
면, 혹은 국제사회가 그렇게 유도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북한의 경제 정책에
가지는 함의는 지대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개혁ㆍ개방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개혁을 중앙 당국이
경제적 혹은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수동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개혁
개방 초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석이 옳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자원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개혁, 즉 중공
업 우선주의에 대한 수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42) 물론 여기에는 미중수교를
통해 확보된 안보환경의 개선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아래로부터이든 위로부터이든 자원 배분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이 경제적 성
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혁 혹은 개방으로 만들어진 자본이 해당 민수 부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ㆍ국방 병진노선이나 선군 경제노선
은 이러한 축적을 방해한다. 축적된 자본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재투자되는 것
이 아니라 안보적 논리에 따라 전략 부문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추진된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은 이미 개혁 초기 중
국의 수준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넘어선 상태이다. 문제는 자원 배분 우선순위
의 개혁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개혁이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42) 린이푸(2001), pp. 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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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북한경제 개혁의 성패는 발전전략 수정에 있고, 그
것은 다시 안보환경의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다. 발전전략 수정의 증거는 있는가?
북한이 발전전략을 실제로 수정하였다면, 그것은 군수 분야와 민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의 조정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치
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북한은 매년 국방비를 발표하고 있지만(물론
수치가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율 형태로),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비는 내각 국방
비로서 군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예산만 포함된다. 실제 국방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군수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알 수 있는 군수 개발 및 조달비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72년 제2경제위원회를 만들면서 군수 개발
및 조달 예산은 내각이 아닌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민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있는가? 민수 분
야 예결산, 즉 내각 예결산 역시 전년대비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민수 분야 투자 증가 여부를 논의하기 어렵
다. 다만 북한은 경제 집중노선 채택을 전후한 시점부터 군수 공장에서 민수품
을 생산한다거나 군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수 분야로 확산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성과를 자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가 사
실이라도 이것을 투자 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경제 집중노선 채택 이후에도 북한은 재래식 무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핵ㆍ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형 잠수함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군수 분야 투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해
석도 있다. 다만 발전전략은 장기 정책이고, 대외 안보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 현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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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개방 조치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경제개발
구 설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특구는 중
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8개 등 총 27
개에 이른다. 북한이 기존에 발표한 5개의 경제특구(나선 경제특구, 황금평ㆍ
위화도 경제특구, 개성 공업지구, 원산ㆍ금강산 관광지구, 신의주 국제무역지
대)를 제외하더라도 김정은 정권 들어 새롭게 지정한 경제 특구ㆍ개발구만 22
개나 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대외관계, 특히 對중국 관계가 악화
되어 신규 특구ㆍ개발구는 아직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ㆍ개발구 정책이 특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저개발국이 외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
그림 2-4. 북한의 경제 특구ㆍ개발구 현황

자료: ｢북한 27개 경제지대 현황｣(2018. 12.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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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북한 지역별 경제개발구의 주력 부문
경제개발구

주력 부문

경제개발구

주력 부문

신의주

경공업, 건설, 서비스

와우도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

압록강

서비스

진도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

청수

서비스

송림

광업, 중공업

위원

광업

강령

서비스

만포

서비스

청진

중공업

혜산

경공업, 서비스

어랑

농림어업

온성섬

서비스

북천

농림어업

은정

서비스

흥남

경공업, 중공업

청남

경공업

현동

경공업, 서비스

숙천

농림어업

신평

서비스

자료: 이종규(2018), p. 24.

이다. 또한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는 김일성의 유훈이자 김정일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의 비교 우위 요소에 특화된 지
방급 개발구를 다수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다른 점이다. 또한 과거 ‘모
기장식 개방’과 달리 국내 기업과 특구ㆍ개발구에 진출한 외국 기업 간 연계를
허용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의 특구ㆍ개발구 진출도 허용한 점 역시 진일보한
요소로 평가된다.
통상 북한의 경제 특구정책은 중국의 개방 모델을 모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베트남 개방 모델과의 유사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인다.
중국의 경제개발에서 중심을 차지한 것은 특구로 유입된 외자가 아니라 개
혁을 통해 축적된 내부자본이었다. 물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였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경제규모상 충분한 내부자본 축적이 어려워 주
로 특구로 유입된 외자에 의존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는 경제특구의
분포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경제특구는 일부 해안지역에
국한되었으나, 베트남의 경우 전국에 산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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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경제규모로 볼 때 내부자본보다는 외자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
할 수밖에 없다. 협소한 국토의 크기에 비해 다수의 특구ㆍ개발구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개
발을 도모하려면 수출지향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은 북한이 ‘자립적 민
족경제 건설노선’이라는 극단적 수입대체 정책에서 벗어났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발전 이데올로기를 바꾸지 않는
한 특구를 통한 외자유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4. 수입대체 정책
김정일 시대에 비교하여 김정은 시대 들어 두드러지는 경제 정책 중 하나가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정책이다. 긴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 정
책 전체는 일종의 극단적 수입대체 이데올로기인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에 기반하고 있다. 이 노선은 북한 내부에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연관체계를 구
축하여 외부로부터의 의존성을 최소화한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석유나 코크
스(cokes) 등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수입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산
업 소재, 설비, 나아가 최종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북한 내부에 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었다. 북한과 같은 소규모 경제가 경공업이 아닌 중화학공
업 우선의 발전전략을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립적 경제노선은 김일성 시대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김일성 시대에 구축된 산업기반
은 크게 훼손되었고 산업연관체계는 붕괴되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의 산업정
책은 우선 파괴된 산업기반을 복구하고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
는데, 이를 위해 광물 등을 수출하여 산업 복구에 필요한 설비와 부품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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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북한의 제조업(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증감률 추세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19. 10. 8).

입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북
광물수요가 폭증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은 시대의 산업정책은 이러한 김정일 시대의 성과에 기반하여 부분적이나마
다시 김일성 시대와 같은 자립적 산업연관체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를 위해 강조되는 것이 수입대체 정책이다.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채택
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수입병 근절’을 모토로 수입대체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1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입대체 정책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
가? 대체적으로 소비재와 일부 설비를 제외하면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다.43) 또한 대북제재의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규모 투자와 선진 기술이 요구되는 소재산업, 즉 원료ㆍ연료ㆍ자재
부문의 경우 제한적인 성과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속 부문에서는 석탄가스
화 고온공기연소기술 도입, 주체철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크
43) 이하 국산화 성과에 대해서는 이유진(2017)과 이석기 외(2018), pp. 58~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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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어렵다.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주체철 공법(산소
열법용광로)의 경우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등에 산업 스케일로 적용되었으
나, 아직 기술수준이 낮아 저급 선철만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중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압연강재 생산공정 등에서 중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
해 도입된 석탄가스화 고온공기연소기술은 김책제철소 등 대부분의 제철ㆍ제
강 공정에 적용되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 부문에서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
연합기업소 등 기존 대규모 석탄화학공장을 개건ㆍ확장하여 화학 중간재 생산
을 늘리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는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주지
하듯이 북한의 화학산업은 석유화학이 아닌 석탄화학산업이 주력이다. 이는 자
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따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석유가 아닌 국내에 풍
부하게 존재하는 석탄을 기초로 화학산업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정은 정권은 대규모 석탄화학공장들에 석탄가스화공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 비료나 섬유류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북한은 탄소하나화학공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석탄가스화
메탄올 생산공정을 건설하고 있다. 이는 석탄에서 메탄올을 추출하여 화학제품
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기존 석탄화학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다
만 석탄가스화 메탄올 생산공정은 아직 건설 단계로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현
재 이 공정은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 건설되고 있다.
둘째, 소재산업과 다리 설비 국산화의 경우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진다. 설비의 국산화란 국산 설비에 의한 설비 현대화, 새로운 설비 및 기계 개
발, 부품 국산화 등을 의미한다. 이 중 국산 설비에 의한 설비 현대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소비재 생산 공장44)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설비 개
44) 평양어린이식품공장, 평양곡산공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담배연합기
업소,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류경김치공장 등.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 51

발과 관련해서는 트랙터, 화물차, 버스, 화차, 변압기, 전동기, 지열 설비, 풍력
발전기, 탄광 전차, 적재기, 착암기, 권양기, 굴착기, 펌프, 변성기, 압축기, 타
이어 등에서 성과가 보도되고 있다. 또한 기계ㆍ설비의 부품도 국산화율이 높
아졌다고 보도되고 있다.
셋째, 소비재의 경우 국산화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공 식료품
의 경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중국산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국산화가 큰 성
과를 보이고 있다. 여타 공업품 소비재, 예를 들어 의류나 신발의 경우에도 중
국산 비율이 줄어들고 국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르겠으나 의복
이나 신발의 경우 북한산 비율은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소비재 공업품들은 국영기업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다양한 형태의 개인공장에
서도 만들어져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북한에서 소비재 공업품 생산의 메카
는 평성이다. 한편 중국 등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가공하여 판
매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다. 이 역시 완제품을 수입하던 과거에 비해 수입대
체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징표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소비재의 경우 수입대체에서 큰 성과를 보고 있으나, 원료 등 소재
산업은 아직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비 국산화의 경우 그 중간 수준
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비 국산화의 경우, 대규모 자
본과 선진기술이 필요한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에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런데 현재 고강도의 대북 수출제재와 생산재 수입제재가 적용되어
북한의 대규모 투자 재원은 고갈되고, 해외로부터의 설비 및 기술 도입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화학공업의 설비 국산화는
성과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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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 대비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첫째, 김정일 정권이 시장화와 관련하여 개혁과 반개혁을 오락가락하
는 행보를 보였던 것과 달리 김정은 정권은 일관된 개혁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에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정책을 추진했
다면, 김정은 정권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이 시장을 공식경제 내부로 인입하면서도 시장영역과 계획영역을
엄격하게 구획하고(compartmentalization) 상호작용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
과 달리, 김정은 정권은 시장영역과 계획영역이 공식경제 내부에서 상호작용하
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둘째, 김정일 정권과 달리 김정은 정권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개혁 조치를 하
달하고 있고, 이를 법률 개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하부 집행단위의 자의
성을 방지하여 개혁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개혁 조치를 법
으로 뒷받침하여 경제 주체들에게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미시 부문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거시 부문 개
혁을 점진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7.1 조치는
거시 부문과 미시 부문을 동시 개혁하는 충격 요법(shock therapy)에 가까웠
다. 예컨대 기업 및 농업 부문 개혁과 가격 및 유통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
식이었다. 하지만 미시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거시
부문 개혁은 오히려 물가 폭등 등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말았다. 특히
7.1 조치의 핵심 목표는 비공식 경제를 근절하는 것이었는데, 시장 물가가 폭
등하면서 공식 부문에서 생산된 자재와 상품이 가격 시그널을 따라 비공식 경
제로 흘러들어가는 역효과가 초래되었다. 7.1 조치가 실패한 직접적 원인도 여
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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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김정은 정권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미시 부문 개혁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우선 추진하면서 거시 부문 개혁은 그 성과에 연동하는 점진주의 방식
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개혁이 7.1 조치의 실패를
성찰한 데 기초한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경제 개혁이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자원 배분 우선
순위의 개혁으로까지 나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경우 자원 배
분 우선순위 정책은 오히려 개악되었으며, 개악된 자원 배분 우선순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선조치를 추진하였다. 반면 김정은 정
권은 그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집권 초기부터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수정을 시
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자원 배분 우선순위의 개혁과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개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
의 개혁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
다섯째, 김정일 시대에 비해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
구ㆍ개발구 숫자의 폭발적 증가, 외자유치에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특
구ㆍ개발구 내부와 외부의 연계에서 잘 드러난다. 다만 특구ㆍ개발구를 통한
외자유치가 성공하려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극단적 수입대체 정책)’이
라는 발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베트남과 같은 수출지향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
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김정은 정권은 수입대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소비재와
경공업 설비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다. 다만 소재산업이나 중화학공
업 설비 부문은 아직 성과가 낮다고 보인다. 또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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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2장에서는 자원 배분 매커니즘의 개혁(‘우리식 경제관리방법’조치), 자원
배분 우선순위의 개혁(‘경제 집중노선’ 채택), 대외개방 조치(22개 특구 추가지
정), 수입대체 정책(‘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의 연장) 등 김정은 시기의 전반
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연 김정은 정권의 경
제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치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과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북한경제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북한의 수입통계에 집중하여 김정은 집권기의 경
제정책이 해당 통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45) 이를 위해
북한의 수입통계를 산업별, 사용목적별, 기술수준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시기에는 남북교류 전면중단, UN제재 등 북한의
수입에 두 차례에 걸쳐 거시경제적 충격이 가해졌다. 이 같은 충격이 김정은 집
권기 경제정책 혹은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
인해보았다.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북한경제 상황과 경제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추정
한 연구는 Eberstadt(1998), 김석진(2007), 김석진(2013)과 최장호 외(2017)
등이 있다. 해당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Eberstadt(1998)는 1970~95년 동안 북한의 자본재 수입을 분석하여
북한의 대외관계와 산업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김석진(2007)은 북한의 대외무
역 통계를 통해 2000년대 북한의 산업재건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Eberstadt(1998)는 북한의 자본재 수입은 하락세를 보이다 1991년부터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자본재 해외 도입을 지양하는 자력갱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회
45) 수입통계와 함께 수출통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보다 입체적인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나 연구 역량의
한계로 함께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함께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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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어려운 수준으로 경제난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김석진
(2007)은 북한이 자본재를 얼마만큼 수입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자본ㆍ기술집
약적 품목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일정 기간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자본재를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수입경향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중국, 베트남 등 다른 국가와
의 자본재 수입량 비교를 통해 북한의 위치를 횡단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공
산품 수출 증가를 파악하여 2000년대 북한의 공산품 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확충
되었는가도 확인하였다.
김석진(2013)은 산업적 관점에서 북중무역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2) 및 OECD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분류법을 참고
하여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상품을 3개 대분류(1차 산품, 공산품, 기타), 9개
중분류(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저위기술 공산품, 중저위기술 공산품,
중고위기술 공산품, 고위기술 공산품, 기타), 27개 세분류로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 그 결과 동 기간 북한은 제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지만 제
조업 외에 나머지 산업 즉 광업, 건설, 전력, 운수 등의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이
는 모습을 북중 간 무역통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근래의 연구인 최창호 외(2017)에서는 북한의 수출입 품목을 산업별,
사용목적별, 기술수준별로 분석하여 북한의 산업정책이 수출입에 어느 정도 반
영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김정은 집권기의 산업정책을 분석하여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을 추려낸 후 수출입 통계와 비
교하여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는 2005년,
2010년, 2015년을 기준으로 산업별 각 품목의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사용목
적별, 기술수준별 분석의 경우 동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2004~15년간의 추
이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이 같은 선행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연구로 크게 두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2절)은 북한의 수입통계가 분석대상이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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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
은 집권기 수입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서는 연구가 진행된 시점, 통계자료의 미비 등의 사유로 두 정권의 시기를 포괄
적으로 포함하는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장기 시계열
(김정일 정권 14년, 김정은 정권 8년간)46)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두 정권 사이
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수입품목을 산업별로 분류하여 경제정책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
다. 특히 김정은 집권기 경제정책과 수입통계 변화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최장호 외(2017)는 북한의 수출입 품목을 산업별, 사
용목적별, 기술수준별로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정책과 수출입 간의 연관성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하되 각 산업별로 분류된 수입
통계의 양적ㆍ질적 변화를 평가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품목별로 세분화한 분
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
거에는 주로 양적인 관점에서 대북제재가 북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 사용목적별, 기술수준별로 분류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
였다. 즉 질적인 분석을 통해 2016~17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강력한 대북
제재(개성공단 폐쇄, UN 대북제재)가 김정은 집권기 경제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장의 두 번째 부분(3절)에서는 북한의 중간재 수입통계를 통해
기업가동 현황과 그로 인한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였다. 자체적인 물품생산 역
량이 부족한 북한은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재를 생산하거나 위탁가공무역을 통
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기업의 주요활동 중 하나이다. 3절에서는 북
46) 김정일 집권기의 시작은 1994년부터이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종료(1997년) 이후인
1998년부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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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중간재 수입이 북한 기업의 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북한 전체의 명목 GNI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매년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지표 중 가장 거시적
인 지표로 기업이라는 북한 내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북
한은 과거와 달리, 기업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여 기업을 시장화, 자율
화, 분권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북한경제 전반과 기업 부문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 북한의 중간재 수입액 규모가 해당
연도의 기업의 가동 현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한다면,
이는 북한의 경제에서 기업이라는 미시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GNI를 보완하여 북한경제
의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고안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지역별 경제격차를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북한의 행
정구역 단위별 경제규모, 즉 GRDP는 추정하고 있지 않으며 어디에서도 알려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산업, 인구,
기타 경제적 요소의 구성이 다르므로 GRDP 규모와 지역별 경제성장률이 다르
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지역별 현황을 확인할 만한 데이
터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3절에서는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데이터
와 지역별 기업데이터를 매칭하여 북한의 지역별 경제 격차를 초보적인 수준에
서 추정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 사용된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는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세계 각국 무역통계의 거울통계(1998~2017년)이
다. 다음으로 KITA의 무역통계(2018~19년)를 활용하였다. 2018년과 2019
년 무역통계는 아직 UN Comtrade에서 제공하지 않아 KITA에서 제공하는
2018년과 2019년의 북중무역 통계를 활용하였다.47) 마지막으로 남북교역 자
47) 2018년 기준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넘어 북중무역 통계가 북한의 교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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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KITA에서 제공하는 통계(1998~2016년)를 활용하였다. 3장에서는 상품
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 세 가지(HS code, BEC code, SITC code)48)
상품 분류 코드를 활용하였다. HS code, BEC code, SITC code 간 변환은 UN
Trade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HS, SITC and BEC conversion and corre
spondence tables(https://unstats.un.org/unsd/trade/classifications/
correspondence-tables.asp)를 활용하였다.

2. 경제 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가. 북한 수입액의 전반적 추이49)
본 절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 두 집권기, 북한 수입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김정일 집권기를 살펴보면 북한 수
입의 양적인 부분에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집권기
연평균 12.6% 성장) 반면 김정은 집권기에는 대외환경 악화에 따라 2014년 정
점을 찍은 이후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집권기 연평균 –3.4% 감소).
김정일 집권기에는 대내적으로 1990년대 파괴된 산업기반을 재건하는 데
부분을 설명한다고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 중에 2019년 12월 북중 무역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2019년 12월 북중 무역 통계가 2019년 11월 북중 무역 통계와 동일하다고 간
주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48) BEC code는 상품을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SITC code는 상품을 기술
수준별로 5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1차 생산물은 가공되기 전의 식품, 천연자원 등을 포함
한다. 저위기술가공품은 가공된 식품이나 피혁과 같은 단순 노동집약적인 가공품들을 포함한다. 중저
위수준의 기술가공품은 경공업 제품을 대부분 포함한다. 중고위기술 가공품들은 자본재 및 중간재 중
기술집약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구성된다. 첨단기술 가공품들
은 첨단기술, R&D 투자와 제품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다. 최장호 외(2017), p. 89.
49) 3장에서 사용되는 수입액 통계를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수입액 통계는 물품이 국
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실제 외화가 오고갔는지는 확
인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의 이동보다는 실물적인 관점에서 해당 물품이 북한 내 반입되었
다는 것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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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김정일(1998~2011년)과 김정은(2012~19년) 집권기 북한의 국가별 수입액 및 경제성장률, 수입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초점을 맞추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 광물 수출을 확대하
였다. 이 전략은 중국의 광물수요 폭등과 맞물려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
다.50) 대외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북중 간 정치적 관계가 복원되어 경협이
확대되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아울
러 2002년 7.1 조치 이후 시장화의 진전은 북중경협을 가속화시켰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과 2005년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교류의 확대는 김정일 집권기의
수입 증가를 주도하였다.51)
반면 김정은 집권기에는 대내적인 정책과 대외적인 환경이 맞물려 이 같은
수입액의 성장세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
과 2014년 최고 61억 8,000만 달러에 달하였던 북한의 수입액은 2019년 29
억 2,000만 달러로 약 53% 감소하였다. 먼저 대내적으로 김정은 집권기에는 김
정일 시대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시 김일성 시대와 같은 자립적 산업연관체계를
복원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연

50) 본 보고서 제2장 4. 수입대체 부문 참고.
51) 2009년의 수입 감소는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남한의 5.24 조
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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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상에 있는 수입대체 정책을 강조하여 왔다.52) 그 선택의 결과로 판단하기에
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부터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인 2015년까지 4년간 수입의 성장추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2016년 개성공단 가
동 전면중단, 2017년 UN제재 UNSCR 2375과 2397에 의해 산업용기계ㆍ전
자기기, 운송수단, 원유ㆍ정유 제품 등 특정 품목에 한해 대북수출 금지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북한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 결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과의 교역도 크게 감소한 것을 [그림 3-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같은 교역 상대국의 감소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북한 교역의 질
적인 측면에서도 악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북제재는 북한 교역
의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3)
[그림 3-2]와 [그림 3-3]에서 수입품목을 사용목적별, 기술수준별로 분류하
여 살펴볼 경우 시기별 북한 수입의 질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입
을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등 사용목적별로 나누어볼 경우 김정일 집권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중간재 수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김정일 집권기 초기 7
억 8,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중간재 수입은 2011년 기준 30억 8,0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재는 3절과 4절에서 보
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으나 산업원료의 수입을 활용한 기업의 가동이 크게 늘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BEC code 22)가 1998~2019년
중간재 총 수입액 대비 55.3%를 차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김정
은 집권기에는 중간재 수입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EC 코드별로 나누어 볼 경우 중간재 수입의 증가세가 정
52) 본 보고서 2장 4. 수입대체 부문 참고.
53) 교역상대국의 다양성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나, 수입국의 다변화는 선진기술의
유입을 확대하여 해당 국가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태기, 박구승(2006), p.
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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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사용목적별 수입액과 비중 추이(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하))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체되는 시기는 연료 및 윤활유(BEC code 31) 수입액의 감소와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이는 데 이는 유가의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부터는 앞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BEC code 22)가
크게 감소하며 김정은 집권기 중간재 수입액 감소를 이끌었다.
반면 자본재의 경우 중간재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수입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본재 수입은 매년 총수입액에서 많게는 10% 초반에서
적게는 한 자릿 수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 집권기에는 산업 재건을 강
조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수입 우선순위에서 있어 중간재, 소비재에 비해
밀린 것을 볼 수 있다.54) 김정일 집권기에 산업 재건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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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기업의 근본적인 생산력 향상보다는 중간재 수입을 통한 단순 가공 그
리고 당장의 생활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식량과 생필품 등 소비
재 위주로 수입한 전략의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절대적인 측면에서 자본재 수입을 살펴볼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일
정 정도 증가하기 시작하여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김정은 집권기
초기에는 10%대 후반까지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55) 이는 다소
안정된 북한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수입대체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UN의 대북제재 부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즉 산업의
생산력을 근본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의 수입이 막히게 되었으
며 그 결과 자체적인 자본재 생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북한은 생산력 증강
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김정은 집권기 사용목적별 수입
의 구조적인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가 가능하다.
소비재 수입액은 전 기간에 걸쳐 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 김정은 집권기에는 절대액 측면에서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심화된 무역의 분권화, 공식시장 개수의 확대 그리고 북한의 소득수
준 향상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 당국은 2003년 종합시장
개혁을 통해 시장참여의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시켰다. 그 결과 무역
회사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56)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상품공급에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식시장도 2016년 기준 404
개로 증가하였다.57) 소비재에서는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BEC code 122)이
1998~2019년 소비재 수입 총액 대비 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54) 김석진(2007), p. 36.
55) 1998~2019년 자본재 총 수입액 대비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BEC code 42) 가 76.2%, 산업용
운송장비(BEC code 521) 가 23.8%를 차지한다.
56) 박영자 외(2018), p. 71.
57) 홍 민 외(201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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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술수준별 수입액과 비중 추이(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하))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으며 다음으로 비내구성 소비재(BEC code 63), 반내구성 소비재(BEC code
62)가 각각 23.6%, 21.6%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입품목을 기술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김정일 집권기에는
전 시기에 걸쳐 모든 기술수준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58) 한편, 김정은 집권기에는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
저 수입물품 중 가장 기술수준이 낮은 1차 생산물을 보면 금액 측면에서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저위기술 품목은 증가폭이 둔화된 후 감소하고
58) 2001년 1차 생산물 수입액의 급증은 쌀(SITC 코드 042), 2007~2008년 저위기술 수입액의 급증은
정제된 석유제품(SITC 코드 334)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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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9) 제재 이후로는 높은 기술수준 품목들의 상대적으로 더 큰 수입 감소로
인해 비중 측면에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특기할 만한
점은 2011년부터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한 단계 낮은 기술
수준인 저위기술 품목보다 더 많은 수입을 하며 앞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기술 품목의 수입도 김정은 집권기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나 제재 이
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수준별 수입품목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재 직전까지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경공업
중 식품가공업을 집중적으로 복구 및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회복되는 추세가 빨라진 것으로 평가된다.60) 최근 북한의 과
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인민생활 분야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기호
품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의
결과 북한이 자체적으로 저위기술 제품의 생산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 저위기술 품목의 수입 증가세가 줄었다면 정책적으로는 의미 있는 성
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과학기술을 강조하여 왔는데 경제발전에 필
요한 요소들이 부족하므로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해왔다. 김
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모두 이러한 특징이 관찰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김
정일 시대에는 군수산업 중심의 과학기술 발전이 은밀히 추진되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 전반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겉으로
크게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61)
구체적으로 김정은 집권기에는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
59) 저위기술 수입액의 30%를 차지하는 정제된 석유제품(SITC 코드 334)을 제외하여도 추세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60) 박영자 외(2018), pp. 85~86.
61) 박영자 외(2018),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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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 보
급망 구축, 원격교육 확산,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정책
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2) 기술수준별 수입액의 변화는 이 같
은 정책과 일정 정도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역에
있어 고부가가치화의 성과가 어느 정도 관찰되고 있다. 가장 높은 기술수준인
첨단기술 품목도 전체 비중에 있어서는 10% 내외이나 제재 직전까지 수입액이
상당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입을 통해서 선진
기술을 학습하고 이것이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술수준별 분석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고도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N제재로 인해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인 첨단기술 품목과 다음으로 높은 기술수준인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비
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UN제재로 인해 저위기술과
중저위기술 품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북한경제의 질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수입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김정은 집권기에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을 추진이 대북제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산업별 수입 분석63)
다음으로 수입품목을 산업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HS코
드를 기준으로 산업을 총 12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표 3-1]에는 각각의 산업
별로 어떤 HS코드의 품목이 포함되고 있는지 나타나 있다.64) 또한 [표 3-1]에
는 산업분류별로 UN제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으

62) 이석기, 변학문, 나혜선(2018), p. 10.
63) 본문에서 언급되는 SITC 코드별 수입액은 부록에 따로 정리하였다.
64) 플라스틱/고무 부문도 화학 산업의 일종이나 본 연구에서는 화학 부문과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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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수입의 산업별 분류(HS 코드)와 산업별 제재 현황
산업분류

포함된 HS 코드 4단위 범위

UN제재

개성공단 폐쇄

전자

85

HS 85 수입 전면 금지

54.9%(435.0)

의류

14, 41~43, 50~67

섬유·의류(HS50~63) 수출 금지

41.7%(479.0)

기계

84

HS 84 수입 전면 금지

15.7%(50.5)

광물

25~27, 68

원유ㆍ정유제품 일부 수입상한
(HS2709, 2710, 2712, 2713)

11.4%(37.6)

금속

72~83

HS 72~83 수입 전면 금지

9.4%(29.7)

운송기기

86~89

HS 86~89 수입 전면 금지

3.9%(9.3)

목재

44~49, 94

해당 없음

42.1%(98.7)

플라스틱/고무

39~40

해당 없음

12.2%(36.8)

화학

28~38

해당 없음

9.9%(22.8)

기타

69~71, 90~93, 95~99

해당 없음

7.9%(18.2)

농업

01~02, 04~13, 15,
1601~1602, 17~24

해당 없음

4.9%(22.2)

수산업

03, 1603~1605

수산물(HS03, 1603~1605)
수출 금지

0.9%(0.9)

주: 개성공단 폐쇄에서 각 산업별 비중(%)은 2015년 수입액 총액 대비 남한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 괄호 안은
2015년 남한으로부터의 수입액(단위: 백만 달러)임.
자료: 산업분류는 최장호 외(2017) 참고, 수입통계는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로 전자, 기계, 광물, 금속, 운송기기 부문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
며 의류, 수산물 부문은 수출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가 각 산업분류별로 북한의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기준 남한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당해 연도 전
자, 의류, 목재 부문에서 40~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해당 부문의 수입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10% 내외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성공단 중단
이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분류별 수입액의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집권기별로 평균적인
산업별 수입액의 순위를 살펴보았다(표 3-2 참고). 정권별 분류는 김정일 집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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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김정일(1998~2011년)과 김정은(2012~18년) 집권기 산업별 북한의 연평균 수입액과 비중

순위

김정일
집권기(1998~2011)

김정은 집권기
(2012~15)
(개성공단 폐쇄 불포함,
UN제재 불포함)

김정은 집권기
(2012~17)
(개성공단 폐쇄 포함,
UN제재 불포함)

김정은 집권기
(2012~19)
(개성공단 폐쇄 포함,
UN제재 포함)

순위

1

광물
의류
의류
의류
3(↑2)
(827.3백만 달러, 26.7%) (1099.1백만 달러, 21.3%) (1007.1백만 달러, 21.7%) (1,063.0백만 달러, 22.4%)

2

농업
광물
광물
광물
1(↓1)
(482.6백만 달러, 15.6%) (839.8백만 달러, 16.3%) (713.0백만 달러, 15.4%) (712.4백만 달러, 15.0%)

3

의류
전자
전자
농업
2(↓1)
(397.4백만 달러, 12.8%) (646.6백만 달러, 12.5%) (546.1백만 달러, 11.8%) (626.0백만 달러, 13.2%)

4

화학
농업
농업
전자
7(↑3)
(261.6백만 달러, 8.4%) (564.5백만 달러, 10.9%) (516.1백만 달러, 11.1%) (469.6백만 달러, 9.9%)

5

금속
기계
기계
플라스틱/고무
10(↑5)
(218.5백만 달러, 7.1%) (354.6백만 달러, 6.9%) (321.2백만 달러, 6.9%) (348.4백만 달러, 6.9%)

6

기계
금속
플라스틱/고무
기계
(211.2백만 달러, 6.8%) (317.9백만 달러, 6.2%) (302.9백만 달러, 6.5%) (276.4백만 달러, 5.8%)

7

전자
플라스틱/고무
금속
금속
5(↓2)
(210.6백만 달러, 6.8%) (314.3백만 달러, 6.1%) (288.3백만 달러, 6.2%) (247.4백만 달러, 5.2%)

8

기타
화학
운송기기
화학
4(↓4)
(134.6백만 달러, 4.3%) (277.6백만 달러, 5.4%) (261.9백만 달러, 5.6%) (280.6백만 달러, 5.9%)

9

운송기기
운송기기
화학
운송기기
(125.7백만 달러, 4.1%) (275.5백만 달러, 5.3%) (242.2백만 달러, 5.2%) (224.8백만 달러, 4.7%)

10

플라스틱/고무
기타
기타
기타
8(↓2)
(117.9백만 달러, 3.8%) (197.5백만 달러, 3.8%) (185.4백만 달러, 4.0%) (221.0백만 달러, 4.6%)

11

목재
목재
목재
목재
11(-)
(75.2백만 달러, 2.4%) (184.7백만 달러, 3.6%) (170.7백만 달러, 3.7%) (192.3백만 달러, 4.0%)

12

수산업
수산업
수산업
수산업
(36.1백만 달러, 1.2%) (84.5백만 달러, 1.6%) (88.1백만 달러, 1.9%) (93.8백만 달러, 2.0%)

6(-)

9(-)

1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연평균 수입액과 비중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1998~2011년), 개성공단 폐쇄 이전의 김정은 집권기(2012~15년), UN제재 이
전의 김정은 집권기(2012~17년), 김정은 집권기(2012~19년)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김정은 집권기를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개성공단 폐쇄, UN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이 같은 제재가 산
업별로 분류된 수입에 어떤 영향을 파악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김정일 집권기
전반(1998~2011년)과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김정은 집권기 전반
(2012~19년)을 기본으로 비교하되 김정은 집권기의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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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산업별 비중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함께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눈에 띄는 산업별 수입 부문은 의류 부문으로 비중과 연평균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김정은 집권기에 비중 1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재를 고려하
여도 순위에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류 부문이 직간접적으로 제재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문이 제재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커 오
히려 의류 부문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자 부
문과 플라스틱/고무 부문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전자 부문은 3단계, 플라스틱
/고무 부문은 5단계 상승하였다. 다만 UN제재로 인해 전자 부문은 제재 전 김정은
집권기에 비해 한 단계 순위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제재에 해당
하지 않은 플라스틱/고무 부문은 제재를 감안할 경우 비중의 순위가 1~2단계 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 부문과 금속 부문은 비중의 순위가 크게 하락한 품목들이다. 화학 부문
은 4단계 하락했는데 연평균 수입액은 증가하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속 부문도 비중의 순위가 2단계 하락하는데 제재 대상에 포함되
며 순위가 한 단계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3위에 있어서는 광물, 농업, 의류 세 부문이 집권기에 상관없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 세 가지 부문의 비중이 김정일 집권기와 김
정은 집권기에 각각 55.1%, 49.4%에 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순위
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광물과 농업이 한 단계씩 하락하고 의류가 1순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광물, 농업 부문이 한 단계씩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계, 운송기기, 목재, 수산업 부문은
순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수입품목을 산업별로 분류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경제정책과
의 연관성을 분석해본다. 산업별로 분류된 수입품목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
면을 평가하기 위해 산업별로 분류된 품목의 수입액과 전체 총수입액 대비 비중
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산업 품목의 사용목적별 분류,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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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자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전자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전자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을 다시 각각 기술수준별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능한 범위 안에
서 SITC 코드별로 세부적인 품목의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자 부문은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 플라스틱/고무 부문과 함께 수입 비중의
순위가 가장 크게(3단계) 상승한 부문이다. 연평균 수입액에서 비중은 6.8%에
서 9.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수입액도 약 2억 6,000만 달러 증가하였
다. 이 같은 추세는 개성공단 가동과 함께 김정일 집권기인 2000년 중반부터 급
격한 증가세가 시작되는데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중간재 수
입의 급격한 증가가 흐름을 이끌고 있다. 전자 부문 수입에서 남북교역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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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전자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가동되는 기간에는 40~50%에
달하는데 특히나 중간재만을 놓고 볼 경우 2015년 기준 77%을 차지한다.65)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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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전자 부문의 수입은 남북관계 등 대외정책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
가 가능하다.
한편, 소비재와 자본재를 살펴볼 경우 대내정책도 전자 부문 수입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재에서 가장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텔레비전 수
신기(SITC 코드 761)로 전체 소비재 수입 총액에서 비중이 47%에 달한다. 텔
레비전 수신기 수입의 증가는 김정은 정권 들어 도입된 디지털방송 전환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
며 디지털 TV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생활 향상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다음으로 자본재에서 가장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통신기기(SITC 코드
764)로 전체 자본재 수입 총액에서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7) 통신기기
대부분은 휴대폰으로 2008년부터 급격하게 수입액이 증가한다. 이집트의 통신
회사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2008년 5월 이동통신망 시험에 성공했고, 그해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과학기술 홍보영상에서 ‘이동통신은 미래통신의 주류이며 통신에서 이동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진다’라고 언급하는 등 등 김정은 위원장 집권기에도 정
보통신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8)
전자 부문의 수입액은 외화획득을 위한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대외정책과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한 ICT정책 등이 결합하며 김정일 집권기와 김
정은 집권기 모두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자 부문의 품목들은 개성공
단 가동중단과 UN제재로 인해 2018년부터 수입이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급감하

65) 수입액 그래프에서 남한의 비중은 나타나있지 않으며 저자가 따로 계산하여 인용하였다.
66) ｢북한, 중국산 디지털 TV 수입 급증｣(2014. 5.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5); 북한은 2011년
2월 유엔 산하 전기·통신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디지털 방송 전환을 지원해 달라고 요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北, 작년 디지털TV 시험방송 시작”｣(2013. 3.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5).
67) 통신기기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면 자본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면 소비재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재로 분류하였다.
68) 서소영(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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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자 부문의 수입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모두
중고위기술과 첨단기술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자 부문은 북
한 수입의 고부가가치화에 큰 기여를 한 산업 부문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북제재
로 인해 구조적인 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류 부문은 산업별로 구분된 수입 품목에서 가장 극적으로 증가한 부문이다.
[그림 3-6]을 보면 1990년대 말 10% 수준에 불과했던 의류 부문의 수입비중은
김정은 집권기 후반 약 30%까지 증가하였다. 두 정권을 나누어볼 경우 김정은 집
권기 연평균 수입액이 약 6억 6,60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순위도 3위에서 1위로

그림 3-6. 의류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의류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의류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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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의류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입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김정일 집권기인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김정은 집권기인 2010년대 중반 최고 수
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이후 일
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류 부문은 대내적인 수요 목적의 수입보다는 낮은 북한의 임금을 활용한 경
제협력 목적의 교역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외화획득의 목적이 강한
산업 부문으로 분류된다. 의류 부문은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전부터 남북경협의
주요 대상이었는데 2010년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개성공단 가동을 통해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 75

상당한 수준의 교역이 유지되었다.69) 의류 부문 수입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30~50%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그 결과 2017년 남한과의
교역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해당 비중만큼 수입액이 급감하였다.
한편, 남북교역과 더불어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의 의류 부문 경협(위탁가
공)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의류 부문 수입액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교
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인데 이를 사용목적별로 분
류하여볼 경우 중간재가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0) UN제
재가 시행되기 전까지 의류 부문의 대중수출이 수입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과 북한이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 의류를 수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을 감안할 때71) 수입의 상당부분이 중국과의 경협목적(위탁가공)이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72)
한편, UN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다소 간의 관찰의 시간이 더 필
요할 전망이다. 왜냐하면 2018년에 수입액이 잠깐 감소하나 2019년 다시 대북
제재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73) 일단 현상
만 놓고 보자면 UN제재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수입에서 위탁가
공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면 수출제재로 인해 수입이 크게 감소해야 한다.74) 그렇
다고 이전까지 수입하던 의류가 전부 내수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나 2018년
부터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로 외화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할
69) 남북 위탁가공교역에서 섬유 부문이 2003년 기준 약 80%를 차지하였다. 김영윤(2004), p. 19.
70) 수입 상위품목은 중간재에서 섬유제품(SITC 코드 653, 657)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에서는
속옷, 신발, 외투, 옷 장식물(SITC 코드 845~7, 851) 등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재로 분류되나
일부는 중간재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0년 이후로 의류 부문의 남북교역은 개성공단
가동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인데 소비재도 교역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의 소비
재 수입에서도 위탁가공 목적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71) [그림 3-7]을 통해서도 중간재 의류 품목의 기술수준이 중간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2) KOTRA 북한정보 ｢북·중 간 의류 위탁가공교역 동향｣(2018. 8.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8).
73) 동 기간 제재품목인 북한의 의류 부문 대중수출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최장호 외(2019),
p. 19.
74) UN에서 다른 품목과 같은 방식으로 의류의 대북수출을 제재하지 않은 이유는 민생용도의 수입은 허용
하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외화획득용 수입만을 막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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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19년 기준 8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전부 내수용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75) 따라서 UN제재가 의류 부문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실하
게 평가하기 이르다.
기계 부문은 대내 정책과 국내 수요가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품목인
것으로 보인다. 두 집권기 모두 연평균 수입액의 순위가 6위로 동일한데 집권
기에 상관없이 비교적 연평균 수입액이 균등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8]을 보면 총 수입액 대비 기계 부문의 비중이 5~8%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그림 3-8. 기계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기계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기계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75) 일부 언론에 따르면 북중 간 위탁가공이 UN의 대북제재 실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중국 간 섬유·의류 밀거래 지속”…대북제재 구멍?｣(2019. 3.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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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기계 부문이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되기 힘
든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외부로부터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김정일 집권기 초기부터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입액의 증가는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그
래프를 보면 자본재 수입의 증가가 이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6) 기계
부문은 다른 부문과 달리 자본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북한 전체 자본재
수입에서도 연평균 43%의 비중을 차지하며 북한 자본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자본재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데이터처리
장치(SITC 코드 752)인데(총액 대비 20.9%) 해당 코드에는 컴퓨터, 휴대용 컴
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77) 이는 북한 주민 생활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북한의
생산정책에서 중요시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와도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78)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품목은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SITC 코드 728)인데
(총액 대비 11.8%) 해당 코드에는 광업용 기계류가 포함되어 있다. 광업용 기
계류 수입은 김정일 집권기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광업용 기계류 수입의 상당 부분은 중국
의 북한 석탄에 대한 설비제공형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9)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이 2013년까지 증가한 이후 정체된 후 2017년부터
76) 한편, 자본재 수입은 2010년부터 정체되는데 이 시기 남한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이 급감하는바
5·24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7)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 휴대용 컴퓨터(HS 847130) 즉 노트북, 태블릿PC의 수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하
는데 북한에서 컴퓨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용이 편리한 노트북이나 태블릿PC에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서도 데스크톱보다 노트북ㆍ태블릿PC 인기｣(2017. 7. 2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11. 15).
78) CNC화는 2009년 언급된 이후로 북한의 ‘새 세기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다. 북한은 CNC 기
술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대화, 자동화, 무인화를 강조하고 있다. 박영자 외(2018), p. 143.
79) 1997년 고난의 행군 이후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설비는 상당 부분 중국기업·무역회사의 투자의
의해 조달되었다. 특히나 외화벌이용 관산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측의 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임수호,
양문수, 이정균(2017),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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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기계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제재로 크게 감소하는데 투자가 생산보다 선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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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품목은 기계식 처리장치(SITC 코드 744)로(총액
대비 10.6%) 건설용 기계류인 트럭, 포크레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용 기
계류는 북한 내 건설사업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김정은
집권기 건설정책은 김정일 시기부터 이어져온 건설사업이 지속된 것과 평양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입액 추이를 살펴볼 경우 2000
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던 건설용 기계류 수입액이 2014년부터 다시 크게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는데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기존에 추진되던 주택건
설 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80)
소비재 부문은 사용목적별 분류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부문이다. 가열기·냉
각기(SITC 코드 741), 가정용 기기(SITC 코드 775)가 소비재 수입의 대부분
(약 80%)을 차지하는데 전자는 가열조리장치, 에어컨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세
탁기, 냉장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기계 부문
소비재 수입에서 북한 상류층의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
해볼 수 있다. 한편, 중간재 수입의 주요 품목은 내연기관(SITC 코드 713), 펌
프·컴프레서(SITC 코드 743), 기계류의 비전자식 부품(SITC 코드 749), 자동
데이터처리장치 부품(SITC 코드 759) 등으로 총 중간재 수입액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 부문의 수입은 UN 대북제재에 의해 2018년부터 전무한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기계 부문에서 제재의 강화는 북한 자본재 수입 전체에서 양적인 악
화와 더불어 수입, 생산 부문에서 기술수준의 악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광업부문, 건설부문에서도 기계 부문 수입에 의한 의존도가 크
므로 해당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비록 북한 상류층에 해당되
는 영향일 수 있으나 소비재 수입 감소는 주민생활에서 질적인 저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광물 부문 수입액은 북한의 전체 수입액에서 비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80) 이석기, 변학문, 나혜선(2018),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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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광물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광물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광물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김정일 집권기 연평균 수입액 8억 2,730만 달러, 비중 26.7%를 차지했던 광물
수입은 김정은 집권기 7억 1,240만 달러, 비중은 15.0%로 다소 감소하였
다.81) 광물 부문에서는 중간재의 비중이 99.9%를 차지하며 북한 전체 중간재
수입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연평균 33% 차지). 전체적인 추이를 살

81) 중국 측에서 2014년부터 원유의 대북 수출액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UN Comtrade 자료에도
2014년부터 원유수출액이 제외되고 있다. 한편 중국이 매년 제공하던 원유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에도 대북 원유수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하여
통계에 원유 수입액을 산입하였다. 원유 수입액은 KOTRA에서 제공하는 추정 금액을 이용하였다.
또한 추정액이 없는 2019년은 2018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였다. KOTRA(2014~18),
뺷북한 대외무역 동향뺸 참고.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 81

그림 3-11. 광물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펴보면 2008년까지 수입액이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데 이는 국제 원유가
격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원유(SITC 코드 333)와 석유제품(SITC 코드 334),
기타 석유제품(SITC 코드 335), 가스(SITC 코드 341) 등이 광물 부문 수입액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8~2019년까지 총액 기준 각각 44.6%,
30.4%, 2.7%, 1.9%를 차지하고 있다. 즉 네 품목이 광물 부문 총 수입액에서
79.6%를 차지한다. 원유 수입의 경우 다른 품목과 달리 북한의 경제정책이 반
영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1998년도부터 큰 변동 없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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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50만 톤 내외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82) 외화수급 사정이 절대적으
로 열악한 상황에서 원유의 수입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의 원조에만 기대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83) 따라서 원유 수입액의 변화는 단순히 국제시세의 변동
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정책적 여지가 개입할 부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제품 수입액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크게 증가한 이후 2011
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시기의 수입액 증가는 인도로부터 석유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것에 기인한다.84)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을 제외할 경
우 수입액은 2014년부터 감소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물량은 2017년부터 감
소한다. 이 같은 석유제품 수입의 감소는 석유제품 수입에 필요한 외화의 감소,
석유제품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85)
다음으로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총 수입액에서 6.3%를 차지하는 철광석
(SITC 코드 281)이나 2012년 이후 수입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은 5.4%를 차지하는 석탄(SITC 코드 322)이다. 북한으로 수입되는 석탄
의 대부분은 유연탄으로 북한에는 유연탄(역청탄)이 부존하고 있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86) 수입 유연탄은 철강산업용 코크스를 제조하는 데 사
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87)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유연탄의 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 수입액에서 2.1%를 차지하는 석회·시멘
트류(SITC 코드 661)의 경우 2015년까지 상당량 수입되어 왔으나 2015년을
82) 2009년 이후로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서 원유를 수입한 액수는 거의 전무하다.
83)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으로부터 50만 톤 내외의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권태진,
김경술, 조남훈(2013), p. 226 참고.
84)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은 인도로부터 석유제품을 총 17억 8,000만 달러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 다른 연도에도 꽤나 큰 수입액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KOTRA의 뺷북한 대외무역 동향뺸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인도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KOTRA가 각국의 무역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임을 감안할 때 인도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 통계는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85) 밀수를 통해 석유제품이 상당량이 수입된다고 추정하는 연구도 있다. 석유제품 밀수에 관한 내용은
김경술(2016), p. 14 참고; 대북제재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량은 대북제재의
쿼터 이하에서 현재 수입되고 있다.
86) 임수호, 양문수, 이정균(2017), p. 62.
87) 권태진, 김경술, 조남훈(2013),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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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건설용 기계류의 수입
이 2014년부터 감소하는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보인다.
금속 부문은 비록 산업별 연평균 수입액에서 비중의 순위는 2단계 하락하였
으나 연평균 수입액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6~10%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북제
재에 금속 부문 전부가 포함된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속 부문
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해볼 경우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 전체 중간재 수입에서 지속적으로 1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금속 부문은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 중 하나로 북한
그림 3-12. 금속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금속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금속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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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금속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에서 핵심적인공업 분야로 강조되어 왔다. 1990년대 전력 및 철광석 공급의 감
소로 금속 공업 가동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2000년대부터 회복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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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왔으나 생산의 회복 속도가 가장 더딘 분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도 여
전히 금속소재 공급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집권기에도 생산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
다.88) 금속 부문의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국내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의 증거일 수 있다.
기술수준별 분류를 통해 수입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중간재에서 중저위
기술과 중고위기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품목은
철강판(SITC 코드 674), 철강관(SITC 코드 673), 철강 구조물(SITC 코드
691) 등으로 각각 중간재 수입액의 17.5%, 9.8%, 9.4%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같은 기간 중국에 선철을 상당량 수출해왔는데 가공수준이 높은
제품들을 수입하고 저급제품을 수출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철강 생산 수준이 아
직 높지 않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89)
양적인 측면에서 생산의 회복이 부족하다는 점과 높은 수준의 철강제품을 생
산할 능력이 부재하다는 조건 하에서 대북제재는 북한 제조업 분야에 기초가 되
는 금속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북한은 제재를 받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금속 부문 수입이 전무하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가정용 기기(SITC 코드 697)의 수입이 크게 늘어왔는데 제재로 인한 소비재 수
입 감소는 북한 주민의 생활 부문에서도 질적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운송기기 부문은 두 집권기에 걸쳐 비중이 9위에 고정되어 있으나 연평균 수
입액은 약 1억 달러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대체로 일정한 수입 규모를 유지하던 운송기기 부문은 2000년
대 후반 급격하게 수입액이 증가한 이후 대북제재로 인해 급감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운송기기 부문은 사용목적별로 품목을 분류해볼 경우 자본재의 비

88) 이석기, 변학문, 나혜선(2018) 주요 산업 동향 제절·제강 부문을 참고.
89) 김석진(2013), p. 192 참고; 북한의 철강산업은 남한의 철강산업의 1970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석기, 김창도(201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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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운송기기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운송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운속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북한 자본재 총 수입액의 23%라는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 부문과 합칠 경우 66%로 두 부문이 북한 자본재 수
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자본재를 기술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고위기술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화물자
동차(SITC 코드 782)로 총 수입액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의
수입 증가는 국내ㆍ외 간, 국내 지역 간 물류와 사람이동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으로 보인다. 북중무역 현황을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철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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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운송기기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다 도로를 통한 물동량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0) 또한 북한
내에서도 시장화가 진행되며 ‘써비차’로 불리는 화물차량이 북한 내 화물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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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을 수송해주는 목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91) 이 같은 화물
이동은 무역회사 외에도 개인들이 개인 운수업을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된 것으
로 보인다.92)
중간재 품목 수입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것은 차량용 부품(SITC 코드
784)이다. 북한의 수송기계 산업 부문은 1990년대 이전에도 북한에서 상대적
으로 낙후된 부문으로 그 이후에도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93) 최근에도 생산 능력의 증가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수요 증가에 대
응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반제품 수입(SKD) 또는 완전분해 수입(CKD) 후 재
조립 과정을 거쳐 판매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94) 또한 자전거·오토바이 부품
(SITC 코드 785)의 수입도 2000년도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총 중간
재 수입액 대비 약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승용차(SITC 코드 781)가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일시적으로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입액을
보이고 있다.95) 승용차는 북한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최고급 사치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승용차 수입이 크게 늘어가는 것은 북한당국 및 상류층의
상당한 경제적 여유를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평양에 최대 6,000대
의 택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승용차를 자본재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96) 오토바이의 경우 생계에 활용하려는 주민들이 많아
지고 있으며 특히나 김정은 집권기 개인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97)
90) 김병연, 정승호(2015), p. 20.
91) 안병민(2014), p. 47.
92) ｢잘나가던 북 써비차 공급과잉에 ‘울상’｣(2015. 8.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9).
93) 이석기, 변학문, 나혜선(2018), p. 136.
94) KOTRA, 북한 자동차 시장 동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95) 2000년대 초반 높은 수입액은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며 이후 일본과의 교역이 감소하면서 2000년대
중반 수입액이 감소한다.
96) ｢시장화 바람 타고…평양에 택시·‘써비차’ 달린다｣(2019. 4.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9).
97) ｢北 오토바이 개인등록 허용 의미는?… “김정은 개혁의지 가늠자”｣(2019. 9.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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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목재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목재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목재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운송기기 부문의 수입은 UN 대북제재에 의해 2018년부터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기계 부문과 마찬가지로 제재의 강화는 북한 자본재 수입에서 절
대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높은 기술수준의 품목이 대부분
인 만큼 수입과 생산, 소비 부문에서 기술수준의 악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 물류, 여객의 이동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시
장화의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인민생활에서 질적인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목재 부문 수입을 살펴보면 두 기간 모두 수입 비중이 11위로 산업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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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목재 부문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수입액의 순위는 높지 않으나 김정일 집권기와 비교하여 김정은 집권기에 연평
균 수입액이 약 1억 2,000만 달러 증가하였다. 전 기간에 걸쳐 살펴보면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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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집권기 수입 비중이 2% 안팎이나 김정은 집권 이후 6%까지 지속적으로 비
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재 부문은 다양한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데 주로 내부적으로는 건설정책, 제지공업 정책, 대외적으로는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목적별로 품목을 살펴보면 목재 부문은 중간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이상자류가
포함된 종이·판지류(SITC 코드 642)로 기술수준 분류로는 중저위기술 품목에
해당한다. 종이·판지류(SITC 코드 642)는 전체 중간재 수입액의 31.9%를 차
지하는데 개성공단 가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98)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이·판지(SITC 코드 641)로 전체 중간재 수입액의 20.0%를
차지한다. 종이·판지(SITC 코드 641)는 저위기술 품목으로 전 기간에 걸쳐 수
입액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북한은 풍부한 임산자원에 비해 제지공업
생산성이 낮아 지류생산 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99)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비재로 가구류(SITC 코드 821)가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류 수입은 김정일 집권기부터 김정은 집권
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같은 소비재 수입은 개인들의 소비성향과 더
불어 김정은 집권기 주택건설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
권기 추진된 주택건설 사업은 은하과학자거리(2013년), 위성과학자거리
(2014년), 김책공업대학 교육자 아파트(2014년),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2016년), 려명거리(2016~17년) 건설사업 등이 있다.100)
종합하여보면 목재 부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함께 수입액이 일부 감소
하였으나 남북교역액을 제외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
98)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한 종이·판지류(SITC 코드 642)의 수입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9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제지 공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
100) 이석기, 변학문, 나혜선(2018), pp. 103~105, 건설 정책 부문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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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화학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화학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화학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문이다. UN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이므로 2017년 이후에도 수입액이 증
가하고 있다. 목재 부문은 대체적으로 중저위기술, 저위기술 품목으로 구성되
어 있어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능력이 필요하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수요
를 충족시킬 생산능력이 아직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주민들의 소
득 수준의 향상, 김정은 집권기 인민생활 향상 추구(주택건설 정책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입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학 부문은 산업별 연평균 수입액의 비중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부문으
로 김정일 집권기에 4위에서 김정은 집권기 8위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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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화학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균 수입액이 2,000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폭이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한때 비중이 15%를
초과하였던 화학 부문은 2003년을 기점으로 비중이 점차 하락하여 김정은 집
권기에는 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재가 본격화
된 2018년부터는 수입액 증가와 더불어 비중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화학 산업은 1990년대 전력난이 심각해지자 설비가동률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그 결과 여타 산업에 비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01) 이후 2000년대 후반 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재개하였지만 비료
101) 이석기, 변학문, 나혜선(2018),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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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화학공업의 소재공급 기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기에는 생산 공정의 확충 및 현대화라
는 형태로 기존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생산 안정화에 주력하였다.102)
화학 부문 수입품목을 사용목적별로 나눠보면 소비재와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재 수입에서 전 기간에 걸쳐
상당한 비중(총 중간재 수입액 대비 30.5% 차지)을 차지하는 품목은 비료(SITC
코드 562)인데 김정은 집권기 들어 비료 수입의 감소가 관찰되고 있다. 앞서 비
료 생산 부문에서 개선이 관찰된다는 연구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알코올·페놀(SITC 코드 512), 유기화학물
(SITC 코드 511) 등이 총 중간재 수입액의 10% 내외를 차지하는데 특별한 패
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기술수준별로 살펴볼 경우 중고위기술과 저위기술 품
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시기별로 등락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재 부문을 살펴보면 중간재와 달리 지속적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첨단기술 수준에 해당하는 의
약품(SITC 코드 541)으로 총 소비재 수입액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에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화학공
업으로부터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제약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
로 보인다. 그 결과 수입을 통해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는 품목은 비누·세정제(SITC 코드
554), 향료·화장품(SITC 코드 553)으로 중고위기술 품목에 해당하며 주민들
의 소득수준 증가, 시장화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틀 하에서 화학 산업에 포함되는 플라스틱/고무 부문은 앞서 살펴본 화학
부문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플라스틱/고무
부문은 전 산업에서 연평균 수입액의 비중의 순위가 가장 높게 올라간 부문이
다. 김정일 집권기 10위였던 산업 비중은 김정은 집권기 5위로 증가하였으며
102) 이석기, 변학문, 나혜선(2018),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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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플라스틱/고무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플라스틱/고무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플라스틱/고무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연평균 수입액은 2억 3,000만 달러 증가하였다. 총 수입액에서의 비중도
1998년 4% 수준에서 2019년 14%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목
적별로 구분해볼 경우 중간재와 소비재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간재 품목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재 부문에서는 중저위기술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제품(SITC 코드
893)이 89.0%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에는 각종 플라스틱 재질의 소
비재가 포함되는데 김정일 집권기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수입액이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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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플라스틱/고무 부문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면 북한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화학공업의 정상화가 지
체되며 북한 자체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부재함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103)
다음으로 중간재 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고위
품목으로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품목에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이 포함된 중합·복합화 제품(SITC 코드 583), 중
첨가·중축합 제품(SITC 코드 582)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32.8%, 11.6%
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저위기술 수준에 해당하는 고
103) KOTRA, 단동, 대북한 플라스틱 가공제품 수출 활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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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타이어 제품(SITC 코드 625)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재에서
와 마찬가지로 중간재 품목에도 플라스틱 제품(SITC 코드 893)이 포함되어 있
으며 14.1%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비록 플라스틱/고무 부문과 화학 부문을 구분하
였으나 실제 북한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화학공업의 큰 틀에서 플라스틱/고무
부문 정책도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화학공업은 핵심적인 소재공급
부문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산업 회복과정
에서 회복속도가 더딘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104) 화학과 플라스틱/고무 두
부문 모두 수입액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거나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
공업에서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아직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업 부문을 살펴보면 비록 연평균 수입액 순위가 김정일 집권기에 2순위에
서 김정은 집권기에 3순위로 하락하나 연평균 수입액은 약 1억 4,0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높아졌던 비중이 점차 하향세를 띄며 10%대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금액의 증가와 더불어 다른 품목의 수입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품목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했을 때에는 소비재와 중간재만 존재하는데
소비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간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증가한 이후 2012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105)
먼저 소비재 부문을 살펴보면 2000년대 크게 증가한 1차 생산물 수입이
2008년을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생산물에는 쌀(SITC
104) 이석기, 변학문, 나혜선(2018), p. 120.
105) 2001년 북한은 최악의 가뭄을 겪었으며 UN comtrade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약 9억 달러에 이르는 현미(HS 100620)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온다. KOTRA의 뺷북한 대외무역 동향뺸
에 따르면 2001년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50만 톤의 쌀 지원을 받으나 금액은 1억 600만 달러에 불과
하다. 따라서 UN comtrade 통계에 따른 2001년 중간재 수입액 수치는 과다하게 보고된 것일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UN Trade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HS and BEC conversion and
correspondence tables에 따르면 현미(HS 100620)를 중간재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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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농업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농업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농업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KOTRA, ｢단동, 대북한 플라스틱 가공제품 수출 활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코드 042), 육류(SITC 코드 011)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총 소비재 수입액
에서 23.4%와 1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입액 변화는 북한 내 식량사
정 개선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쌀 생산량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백만 톤 이하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2백만 톤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6) 이 같은 점은 ‘고난의 행군’ 이후 전반적으
로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김정은 집권기에 주목할 만한 소비재 품목은 과실(SITC 코드

106)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주요 식량작물 생산량｣,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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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농업 부문 소비재, 중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 중간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057), 유지(SITC 코드 431)인데 두 품목 모두 2011년을 기점으로 수입액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주류(SITC 코드 112) 품목도 수입액이 증가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중간재의 경우 옥수수(SITC 코드 044), 밀(SITC 코드 046),
사료((SITC 코드 081) 등이 주요 수입 품목이나 비중 측면에서 10% 초반을 유
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107)
농업 부문의 수입을 종합하면 두 집권기에 걸쳐 질적인 측면에서 결이 달라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극적으로 두 시기가 나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김정일
107)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간재에서 1차 생산물인 현미 수입이 2001년에 크게 증가하나 통계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되어 해석이 불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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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수산물 부문 총수입액과 사용목적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만 달러(하))

주: 비중은 총 수입액에서 수산업 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래 그래프는 수산업 부문의 수입액을 사용목적별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집권기에는 식량사정 해결을 목적으로 수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김정
은 집권기에는 식량사정 개선과 함께 기호식품으로 수입 품목이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수준별로 품목을 분류하였을 때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농업 부문은 소비재에서 1차 생산물과 저위기술 품목만이 수입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차 생산물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김
정은 집권기에는 저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부문은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 모두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산업 자체만 두고 볼 때에는 양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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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수산물 부문 소비재의 기술수준별 수입액(1998~2019년)
(단위: 만 달러)

주: 각각의 그래프는 사용목적별로 분류된 소비재의 수입액을 기술수준별로 다시 분류한 것임.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걸쳐 수입액이 크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이다. 1998년 0.2%에 불과하였던
수산 부문 수입은 2018년 3.3%까지 증가하였다. 두 집권기를 나눠 비교해볼
때 연평균 수입액의 비중은 1.2%에서 2.0%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수입액
도 약 5,000만 달러 증가하였다.
수산물 부문은 사용목적별로 구분할 경우 소비재만 포함되어 있다. 수입액
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세 번의 등락을 거쳐 수입액이 상승하며 UN대북
제재가 부과된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등락은 기술
수준별로 품목을 나누어서 보면 어떤 품목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와 2000년대 중반에 총 수입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품목은 저위
기술 품목이다. 저위기술 품목은 SITC 코드로 35번과 36번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는 건조어류나 염장된 수산물에 해당한다. 한편 2010년대에 수
입액이 크게 상승하는 1차 생산물은 SITC 코드로 34번이 해당하며 냉동어류
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북한의 수산물 수입 증가는 북한 내 내수 증가에 상응하는 결과일 것
으로 추정된다. UN제재가 부과된 이후로 수산물 수입액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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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수산물 수입이 중국과의 경협목적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중국에 수출해온 수산물은 수입하는 품목과 다
르게 게, 오징어 등 갑각류와 연체동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무역을 위해 북한이 수산물을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108) 육류의
생산이 부족한 북한은 오래전부터 수산물을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겨왔
다. 김정은 집권기에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친인민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109) 그 결과 실제로 북한 내에서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해왔는데
수산물 수입 증가는 이 같은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110)

3. 북한의 중간재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한 분석
본 절에서는 연도별 북한의 중간재 수입액 규모가 기업의 가동 현황과 밀접
한 연관이 있으며 더불어 이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 판단하
고 분석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수입 품목 중 중간재로 분류되는 품목들은 기
업의 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저개발국이며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경제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중
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하거나 가공무역을 통해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
는 것이 기업의 주요 활동이 된다. 따라서 북한의 중간재 수입 추이는 북한경제
내에서도 기업의 가동 현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108) 중국이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북한 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1차 가공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에서 1차 가공 후 중국 내에서 2차 가공을 거쳐 판매되는 것
으로 보인다. KOTRA,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수산물 분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109) 이유진(2015), p. 91.
110)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수산물 어획량 참고. http://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
Index.do?menuId=M_01_01_01&vwcd=MT_BUKHAN&rootId=101_101BUKHANB01&
parmTabId=M_01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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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 정확
하게 말하면 북한경제의 상황을 동시적, 현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의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수
정 움직임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공식 수
정되며 북한의 기업들에 확대된 계획권, 재정권, 가격제정권 및 판매권 등이 부
여되었다.111) 즉 과거 중앙에 의해 일정수준 가동 규모를 유지하도록 보장받았
던 시대와 달리 북한의 기업들이 시장화, 자율화, 분권화하며 북한경제 및 대외
경제의 등락과 밀접히 연관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북한의 연도별 중간재 수입액을 활용하여 두 가지 방향의 분석
을 시도한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북한 GDP 증감률을 보완하는 지표로써 중간
재 수입증감률을 활용하고 북한 GDP 증감률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추정하는 북한 GDP는 북한경제의 총체적인 모습을 조
망하도록 도와주며 증감률을 통해 매년 북한경제의 추이를 파악하도록 돕고 있
다. 이는 가장 거시적인 분석에 해당한다. 한편 북한의 통계자료 미비로 인해 북
한의 각 경제주체별, 즉 개인,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상황을 각각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즉 수치를 통한 미시적 분석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중간재 수입 분석 결과를 기존의 북한
GDP 증감률과 비교하거나 중간재를 기술수준별로 구분하여 기업 활동의 질적
인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각 지역의
GRDP 증감률과 각 지역별 수입액 증감률을 비교하여본다. 경제 전반의 비교에
서 나아가 각 지역별 비교를 시도해본다. 즉 첫 번째 분석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대북 통계자료와 본 보고서에서 도출한 중간재 수입액 통계의 비교분석을 중점
적으로 시도한다.
두 번째 부분은 중간재, 자본재 수입액을 북한 각 지역에 기업 수대로 할당하
여 각 지역 간 기업 활동을 통한 경제 활성 및 지역별 경제재건 정도를 파악해
111) 이석기 외(2018),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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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112) 즉 북한 내 지역 간 비교를 시도한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북한 내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행정구역 단위별 경제활동 규모나
추이는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의 각 행정구역별 중간재 수입액을 유량
(Flow), 저량(Stock), 1인당 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구축한 후 북한의 각 지역
간 경제격차 정도와 변화 추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중간재 분석과 더불
어 자본재 수입액을 각 지역별로 배분하여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이뤄진 지역
별 경제재건 정도를 파악하여 본다.
즉 두 번째 분석은 각 지역 간 비교를 통해 기존 대북 통계의 부재로 인해 미
지의 영역에 가까웠던 지역별 경제재건 및 경제 활성화 정도를 기초적인 수준
에서 밝혀내고자 한다. 북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산업의 구
성이 다르고 기업의 분포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지역별 경제증감
률의 격차가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의 지역별 경제활동 추이를 초
보적인 수준에서나마 확인할 수 있다면 북한의 지역별 경제격차, 북한의 경제
정책에 따른 지역별 성장 추이, 남북경협 시 유망한 북한 내 지역 선정, 제재에
따른 지역별 영향 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주요 방법론
주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수입액을 북한 각 지역으로 배분하
여 지역별 수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행정구역별 수입통계를 구축하는 데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지역별 기업데이터이다.113)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나 북
112) 남한으로부터의 수입액(남북교역액)은 앞 절의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본 절에서는 제외하
였다. 그 이유는 각 지역별로 수입액을 배분할 때 사용하였던 지역별 기업데이터에 개성공단에 입주
한 기업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교역통계는 대부분 개성공단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본 절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13) 이용 가능한 행정구역별 통계자료로 2008년 UN이 시행한 북한 인구서베이가 존재하나 본 연구에
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별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08년 북한 인구서베이는 이후 1인당 경제지
표를 구하는 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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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이용 가능한 통계 중 산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기업데이터가 존재
한다.114) 해당 데이터는 북한의 공식 매체인 뺷노동신문뺸과 기타 문헌에서 언
급된 기업들을 집계한 것이다.115) 해당 기업데이터는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적
인데 기업의 숫자, 업종(산업)과 지역만 알 수 있을 뿐 연도별 기업 수, 기업 규
모, 매출액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한 북한 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현황 자료는 다음
과 같다. 정은이 외(2019년 발간 예정)에서는 기업 자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라 산업을 세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중 대분류와 중분
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3]은 중분류로 제공된 산업 분류 중 일부인 8개
산업의 기업데이터인데 선정 기준은 북한의 수입액을 배분하기에 적합한 산업
으로 선정하였다.116)
이에 해당하는 기업 수는 총 2,388개로 평양, 함경남도, 평안북도 순으로 기
업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산업의 구분이 2절과 달
라졌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절에서는 HS 코드를 12가지 산업으
로 분류하였는데 3절에서는 [표 3-3]과 같이 8가지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3절에서는 동일한 연도별 수입액 자료를 HS 코드 기반으로 현 기업데
이터 상황에 맞게 8가지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도별 GDP와 연도별 중간재
수입액을 각 지역에 할당하여 지역별 경제규모 혹은 기업의 가동 정도를 반영

114) 2016년 지역별, 산업별 기업데이터는 정은이 외(2019년 발간 예정)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산업연
구원 기업통계 자료를 참고하였다.
115) 각종 문헌에 언급된 기업들이 언급된 이후로 가동이 계속되고 있는지 혹은 중단되었는지는 알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방법론은 각 지역에 분포
된 기업들의 절대적인 숫자보다도 기업들이 지역별로 배분된 비율이 중요하다. 따라서 언급된 기업
들의 가동이 설사 중단되거나 폐쇄되더라도 그것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
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6) 산업별 대분류는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에너지산업, 농수축산임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총 7개
부문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대분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국내총생산액을 지
역별로 배분하는 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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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16년 북한의 지역별, 산업별 기업 수
(단위: 개)
지역합
(비중)

가구목재 및
음식료품 섬유의류
종이 및
및 담배 신발가방
잡제품

화학

건재

1차 금속 기계 및
수송기계
제조업 전기전자

평양직할시

430
(18.0%)

78

105

46

71

33

5

80

12

함경남도

265
(11.1%)

47

44

35

51

21

6

48

13

평안북도

262
(11.0%)

42

52

44

50

20

4

47

3

평안남도

253
(10.6%)

47

59

29

43

23

0

44

8

황해북도

252
(10.6%)

44

52

46

38

33

3

36

0

함경북도

179
(7.5%)

36

20

23

33

27

9

24

7

황해남도

169
(7.1%)

44

28

29

35

10

4

18

1

자강도

167
(7.0%)

37

25

32

24

21

4

24

0

강원도

128
(5.4%)

32

20

10

21

13

5

22

5

남포특별시

99
(4.1%)

15

22

8

12

10

6

22

4

지역 미상

91
(3.8%)

18

7

8

15

4

0

33

6

량강도

60
(2.5%)

15

6

14

9

6

2

7

1

라선특별시

33
(1.3%)

7

7

5

6

3

0

0

5

총합

2,388
(100%)

462

447

329

408

224

48

405

65

자료: 정은이 외(2019년 발간 예정).

하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즉 북한의 GRDP와 행정구역별 중간재 수입액을 계
산하였다. 계산에 앞서 먼저, 가장 기본은 산업별, 지역별로 각 기업의 규모가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즉 평안도에 있는 화학 부문의 기업과 황해도에 있는 화
학 부문의 기업은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에서 제
공하는 산업별 국내총생산액과 북한의 교역에서 추출한 중간재 수입액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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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북한의 지역별 수입액 추정 방법(4단계)

주: 북한의 산업이 화학, 기계 두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역이 평안도와 황해도 두 곳밖에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별, 지역별로 각 기업에게 동일하게 할당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20
18년도에 화학 부문 수입액이 100달러이고 평안도와 황해도에 화학 부문 기업
이 각각 4곳과 6곳이 있을 경우 평안도의 화학 부문 수입액은 40달러, 황해도
의 화학 부문 수입액은 60달러로 가정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각 연도별, 지역
별 수입액을 계산할 경우 각 지역별 경제증감률을 추정해낼 수 있다. [그림
3-26]은 본 보고서에서 각 지역별 경제증감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위 같은 방식으로 행정구역별 GRDP와 중간재 수입액을 도출하였으며 기본
적인 원칙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다만 두 경제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의 차이
점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국내총생산의 산업구분과 중간재 수입액의 산업구
분이 차이가 있으므로 산업연구원의 기업데이터 업종을 두 통계에 맞게 다른
분류를 사용하여 할당하였다는 점이다. 즉 산업별 국내총생산을 각 지역에 할
당 시 기업의 업종을 대분류하여 계산하였으며, 산업별 중간재 수입액을 각 지
역에 할당 시 기업의 업종을 중분류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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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결과
1) 기존 북한경제지표와 중간재 수입 분석 결과 비교
북한경제 전체를 대변하는 GDP 증감률과 기업의 가동정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중간재 수입액 증감률을 비교할 때 중간재 수입액 증감률
의 편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경제에서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는
경제 전반의 움직임에 비해 보다 역동적으로 가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17) 전
기간에 걸쳐 한 자릿수의 증감률(전 기간 연평균 0.9%)을 보인 북한 GDP와 달리
중간재 수입액은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감률(전 기간 연평균 10.5%)
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 두 시기를 비교하여보면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 중간재 수입액 증감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부분의 시기에 음(-)의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기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총 5번에 걸쳐 음(-)의 성장을 하
였다. 반면 김정일 집권기에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년 동안 단 4번
만 음(-)의 성장을 하였다. 중간재 수입액의 연평균 증감률이 김정일 집권기에
18.9%에 달하였으나 김정은 집권기에는 –5.8%로 급락하였다.
또한 대북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전인 2013년부터 중간재 수입이 음(-)
의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
다. 먼저 동 시기 대북 투자의 감소이다. 임수호, 김준영, 홍석기(2016)에 따르
면 대북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11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다. 북한의 중간재 수입은 중국과의 임가공무역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북 투자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영향을 받았을 가능
성이 있다. 다음으로 중간재의 북한 내 자체 생산의 증가이다. 뒤에 구체적으로
117) 중간재 수입액과 GDP는 엄연하게 다른 경제지표이고 산출방법이 다르므로 동일선상에서 두 지표의
변동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경제지표에 초점이 맞추
어지지 않고 해당 경제지표와 경제주체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경제주체의 활동을 비
교하는 것이 주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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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북한 GDP 성장률과 중간재 수입액 성장률 비교(1998~2018년)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살펴보겠으나 북한은 자본재 수입을 점차 증가시켜왔으며 김정은 집권기에 들
어 자본재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다. 즉 기업의 재건 활동이 증가한 것인데 이에
상응하여 중간재의 자체생산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가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
졌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품목 중 하나인 1차 생산물의 수입 감소
이다. 기술수준에 따른 중간재 수입 품목을 분석한 [그림 3-30] 그래프를 살펴
보면 1차 생산물의 수입이 김정은 집권기에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선 방법론에 의해 도출한 각 지역별 GRDP 증감률과 각 지역별 수입
액 증감률을 비교하여볼 경우 경제 전체의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북한 내 주요지역의 경우에도 중간재 수입액 증감률의 변동폭이 GRDP 증감률
의 변동폭보다 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변동폭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감
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중간재
수입액의 증감률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 내 각 지역별로 중간
재 수입액 증감률은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간재를 1차 산품, 반제품, 부품·부분품 세 범주로 나누어 가공단
계별 중간재 수입액의 추이를 살펴보았다.118)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은 반제품
으로 2010년도 중반까지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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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북한 주요지역 GRDP 성장률과 중간재 수입액 성장률 비교(1999~2018년)
(단위: %)

118) BEC 코드 기준 중간재로 분류된 상품을 1차 산품, 반제품, 부품·부분품으로 나누었다. 1차 산품에는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연료 및 윤활유, 반제품에는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자동차 차체,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부품·부분품에는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
본재의 것, 운송장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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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계속
(단위: %)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그림 3-29. 가공단계별 중간재 수입액과 비중(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하))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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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기술수준별 중간재 수입액과 비중(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상), %(하))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음은 1차 산품으로 반제품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규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
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품·부분품의 경우 세 단계별 품목 중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미미하게 나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중간재
수입액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반제품이 70%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
으며 2010년도 후반에는 80%에 상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1차
산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재에서도
1차 산품보다는 일정 정도 가공이 되어있는 품목의 수입이 지속된다는 것에서
북한이 아직 원자재를 직접 가공하여 생산하는 구조로 생산 능력이 향상되지
못한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부품·부분품도 비록 중간재이나 가공 수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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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당히 완료된 품목이라는 점에서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다음은 기업 가동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시계열 흐름에 따
라 북한경제 전체 혹은 지역별로 살펴본 북한의 중간재 수입을 품목에 적용된
기술수준별로 분류하여볼 경우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첨단 기술
이 적용된 중간재 품목의 수입은 아직은 전 기간에 걸쳐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첨단제품을 조립하거나 임가공무역을 하는 단계로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차 생산물 기술수준의 중간재 품목은 수입액이
점차 증가하다 김정은 집권기 들어 급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간기
술 수준인 저위기술, 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 품목은 수입액이 점차 증가한 이
후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
로 부과된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징적
인 부분은 김정은 집권기에 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액이 1차 생산
물, 저위기술 품목의 수입액보다 커진다는 것이다. 즉 비록 중간재 수입을 통한
조립생산일지라도 기업 생산의 기술적 고도화가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2) 북한의 각 지역 간 차이 분석
다음으로 중간재 수입액 분석을 통한 지역 간 비교이다. 전반적으로 각 지역
별 중간재 수입액 추이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절대적인 금액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기업 수 차
이에 기인한다. 전반적인 양상은 각 지역별로 유사하게 김정일 집권기에 걸쳐
중간재 수입액이 증가한 이후 김정은 집권기 들어 감소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각 지역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평
양직할시 한 지역으로 매년 가장 큰 중간재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중간 그룹으로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등 9개 지역이 속해
있으며 중간 수준의 중간재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은
하위 그룹으로 양강도, 나선특별시 2개 지역이 속해 있으며 가장 적은 중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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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북한 행정구역별 중간재 수입액(Flow)(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재 수입액의 지역별 차이는 누적액(Stock)을 보면 더 큰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119) 누적액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지역에 쌓여
온 기업의 가동 경험이 얼마만큼 차이나는지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평
양, 평안북도, 강원도, 양강도 네 지역을 선정하여 누적액을 구해 [그림 3-32]
와 같이 구성해보았다. 각 지역별 중간재 수입액 누적의 절대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평양의 중간재 누적 수입액
과 양강도의 중간재 누적 수입액의 차이는 53억 7,6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간재 수입이 기업의 가동으로 이어졌음을 가정할 때, 각
지역별로 기업의 절대적 가동 규모가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가동이 경제에 전후방 연쇄적인 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고 가정
할 때 지역 간 경제활성화의 격차는 더 클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19) 중간재와 자본재의 누적액을 보여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치가 특별한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기보다 각 지역별 격차가 있
음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본재를 누적할 때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지역별 격차를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므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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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북한 주요지역의 중간재 수입액과 1인당 수입액 누적(Stock)(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수입액)(상), 달러(1인당 수입액)(하))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한편 각 지역의 중간재 수입액을 각 지역의 인구로 나누어 1인당 중간재 수
입액의 누적을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보았다.120) 여전히 평양 지역의 1인당 중
간재 수입액의 누적이 크나 그 격차는 총액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121) 특히나 평양을 제외한 다른 세 지역의 1인당 누적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의 기업 수가 인구 수에 비례
120) 각 지역의 인구는 2008년에 시행한 UN의 인구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임을출, 이종운, 박수성
(2015), p. 57.
121) 2017년 기준 한국의 경우 1인당 GRDP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6,441만 원이고 가장 작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2,060만 5,000원이다. 약 3.12배의 차이가 가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은 상대적
으로 그 차이가 적다.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http://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65(검색일: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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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북한 주요지역의 1인당 중간재 수입액(Flow)(1998~2019년)
(단위: 달러)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로 자립
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기업 분포를 분산시켜놓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3-33]에서 북한 주요지역의 1인당 중간재 수입을 유량(Flow)으
로 확인하여 볼 경우 시기별로 지역 간 수입액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평양과 그 외의 지역 간 차이가 벌어지는데 김정일 집권기에는 1
인당 수입액이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그 차이
가 점차 벌어져 김정은 집권기에는 평양의 1인당 중간재 수입액과 타 지역의 1
인당 중간재 수입액의 격차가 상당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집권기
에는 평양 지역의 연평균 1인당 중간재 수입액이 양강도 지역에 비해 1.38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정은 집권기에는 이 수치가 1.64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자본재 수입 분석이다. 저개발국가의 경우 자체적인 자본재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자본재 수입을 통해 투자행위를 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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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북한 주요지역의 자본재 수입액(Flow)(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도 지난 시기 경험하였던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 산업을 재건하고 기업 투자 활
동을 지속하는 데 자본재 수입이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4]는 앞선 방법론을 좇아 자본재를 각 지역에 할당하여 분석한 결
과이다. 자본재 수입은 중간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김정일 집권기
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집권기에도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즉
김정일 집권기에는 연평균 13.0%, 김정은 집권기에는 연평균 10.3%의 자본재
수입액 성장을 하였는데 김정은 집권기에 음(-)의 성장을 하였던 중간재 수입
의 추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 3-35]에서 자본재 수입을 주요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중간재 수입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자본재 누적 수입액 격차가
커져 산업재건과 기업 투자 활동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했을 것임을 확인해볼
수 있다. 1인당 누적 수입액을 살펴볼 경우 마찬가지로 평양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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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북한 주요지역의 자본재 수입액(상)과 1인당 수입액 누적(Stock)(하)(1998~2019년)
(단위: 백만 달러(수입액)(상), 달러(1인당 수입액)(하))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4. 소결
먼저 2절에서 살펴본 북한 수입의 양적인 측면은 김정일 집권기에 들어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김정일 집권기에는 대외환경 악
화에 따라 2014년 정점을 찍은 이후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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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 김정은 집권기에는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포괄적 UN 수입제재
및 개성공단 폐쇄가 연달아 부과되며 이 같은 수입액의 성장추세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역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북한의 수입에서 중국
을 제외한 국가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구조적인 악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 수입의 질적인 변화도 살펴보았다. 김정일 집권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중간재 수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반면 자본재 수입은 중간재 수입
규모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근본적인 생산
력 향상보다는 중간재 수입을 통한 단순 가공생산과 당장의 생활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식량과 생필품 위주로 수입한 전략의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였다.
김정은 집권기에는 중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이 같은 흐름은 대북제재 시행 이전부터 나타났는데 아직 섣불리 판단
하기는 이르나 수입대체 정책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재 수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일정 부분 증가하기 시작하여 제재 시행 이전인 김정은 집
권기 초기 10%대 후반까지 비중이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김정은
집권기 수입대체 전략이 시행되며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자본재 수입을
늘리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UN제재로 인해 자
본재 수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며 차질이 생길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즉
사용목적별 수입구조의 질적인 악화가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수입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볼 경우, 수입물품 중 1차 생산물이 절대
적인 금액 측면이나 비중 측면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낮은 기술수준인 저위기술 품목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일 집권기와 더불어 김정은 시대에 과학
기술 중시 정책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추진한 결과, 소비와 생산 부
문에서 고도화가 일정 정도의 성취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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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산업별 특성 종합
산업

전반적 특성

품목별 특성

정책 및 제재와의 연관성

∙ 전반적으로 수입 비중이 증가하여
∙ 중간재 수입은 개성공단 가공과 큰 ∙ 남북교역과 같은 대외관계와 인민
김정은 집권기 산업 간 비중 순위가
연관이 있으며 2015년 기준 남북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 ICT정책
상승(7→4위)
교역액이 77% 차지
등이 수입에 큰 영향
전자 ∙ 중간재가 상당 비중을 차지
∙ 소비재, 자본재는 텔레비전 수신기 ∙ 개성공단 폐쇄, UN제재로 수입의
∙ 높은 기술수준 품목이 대부분을 차
(SITC 761), 통신기기(SITC 764) 고부가치화, 인민생활 향상에 큰
지하여 북한 수입의 고부가가치화
가 40% 이상 차지
차질 예상
에 기여
∙ 수입의 상당 부문이 외화획득 목
∙ 2000년대 후반부터 수입이 크게 ∙ 중간재 수입은 위탁가공교역과 큰 적을 위한 위탁가공교역일 것으로
증가하여 김정은 집권기 산업 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
추정됨
비중 순위가 상승(3→1위)
의류
∙ 소비재로 분류된 품목에서는 내수 ∙ 제재로 인해 의류 부문의 수입이
∙ 소비재와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과 위탁가공용이 섞여 있는 것으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중저위기술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 로 추정됨
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총수입액 대비 비중은 일정한 편이 ∙ 자본재에서 컴퓨터(SITC 761), 광 ∙ 대북제재는 북한 자본재 수입에 큰
나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업용 기계류(SITC 728), 건설용 타격을 미치며 수입의 고부가가치
∙ 산업 간 비중 순위가 6위로 불변 기계류(SITC 744) 등이 수입 상위 화에도 악영향
기계
∙ 북한 자본재 수입의 43%를 차지하 품목
∙ 광업, 건설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는 부문이며 첨단기술 품목과 중고 ∙ 소비재에서는 가전기기가 대부분 예상되며 첨단화, 디지털화에도 부
을 차지
위기술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
정적일 것으로 예상
∙ 원유(SITC 333)와 석유제품(SITC
334)이 광물 수입액에서 전체의 ∙ 원유의 경우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
75%를 차지
하는 상황임
∙ 전 기간에 걸쳐 전체 수입액에서
광물
∙ 다음으로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철 ∙ 제재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상
비중 1~2위를 차지
광석(SITC 281), 석탄(SITC 322)임 한이 있으나 영향을 받는지 확인이
∙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액은 물량 어려움
보다는 국제원유가에 따라 변하는 편
∙ 북한의 금속 부문 수입이 계속 유지
∙ 김정은 집권기 연평균 수입액 비중의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선철에 비
된다는 점에서 북한 내 금속 부문
순위는 하락하였으나 은 증가 총 해 상대적으로 가공수준이 높은 철
생산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수입액 대비 금속 부문의 비중을 강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으로 추정
금속
대체로 일정
∙ 수입 품목이 수출 제품에 비해 상대
∙ 금속 부문은 제조업의 기초가 된다
∙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으로 고급 제품인 점을 미루어볼
는 점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에 상당
중저위기술 품목 비중이 가장 높음 때 철강 생산능력은 아직 낮은 수준
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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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산업

전반적 특성

품목별 특성

정책 및 제재와의 연관성

∙ 자본재에서 화물자동차(SITC 782) ∙ 수송기계 부문은 북한 내 물류, 여객
∙ 산업별 수입액 비중이 9위로 고정
의 이동 증가에 자체적인 대응이
가 대부분을 차지
되어 있으나 연평균 수입액은 약
∙ 소비재에서 승용차(SITC 781)가 어려워 수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1억 달러 증가
운송
보임
대부분을 차지
기기 ∙ 자본재가 대부분이며 북한 자본재
∙ 중간재는 차량용 부품이 대부분 ∙ 제재로 인해 북한 내 물류, 여객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부문이며
인데 조립하여 판매하는 용도인 이동 증가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중고위기술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
것으로 추정
예상됨
∙ 산업별 수입액 비중이 11위로 고정
∙ 중간재 수입은 개성공단 가동, 제지
∙ 중간재에서 종이·판지(SITC 641
되어 있으나 연평균 수입액은 약
생산능력 미비에 기인
~2)가 대부분을 차지
9,000만 달러 증가
목재
∙ 목재 부문은 제재 대상이 아니며
∙ 소비재는 가구류(SITC 821)가 대
그 결과 김정은 집권 후기 상대적으
∙ 중간재가 대부분이며 저위, 중저위
부분을 차지
로 비중 증가
기술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

화
학

∙ 전반적으로 수입 비중이 하락하며
∙ 비료 생산 부문의 성과가 비료 수입
김정은 집권기 산업 간 비중 순위가
∙ 중간재에서 비료(SITC 562)가 약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
가장 크게 하락(4→8위)
30%를 차지하는데 김정은 집권기 ∙ 제약공장 운영에 차질이 의약품 수
∙ 소비재와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으
들어 수입이 감소
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
며 중간재가 대부분 차지
∙ 소비재에서는 의약품(SITC 541) ∙ 화학 부문은 제재 대상이 아니며
∙ 소비재는 중고위, 첨단기술 비중이
이 약 절반을 차지
그 결과 김정은 집권 후기 상대적으
높으며 중간재는 저위, 중저위기술
로 비중 증가
비중이 높음

∙ 전반적으로 수입 비중이 증가하며
∙ 수입액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김정은 집권기 산업 간 비중 순위가 ∙ 소비재는 플라스틱 제품(SITC 893)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를 충족시
가장 크게 상승(10→5위)
킬 정도의 생산 정상화는 이뤄지지
플라
이 약 90% 차지
스틱 ∙ 소비재와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으 ∙ 중간재는 중합·복합화, 중첨가·중 않은 것으로 판단
축합 제품, 고무타이어 제품 등이 ∙ 플라스틱/고무 부문은 제재 대상이
/고무 며 중간재가 대부분 차지
아니며 그 결과 김정은 집권 후기
∙ 소비재는 중저위기술 품목, 중간재 대부분을 차지
상대적으로 비중 증가
는 중고위기술 품목의 비중이 높음

농
업

∙ 김정은 집권기 산업 간 비중 순위가
∙ 곡물 수입 감소는 ‘고난의 행군’ 이
하락(2→3위)
∙ 곡물 등 1차 생산물 수입이 크게 후 전반적인 식량 사정의 안정화와
∙ 연평균 수입액 1.4억 증가
감소하고 김정은 집권기 과실, 음료ㆍ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재 기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주류 등 기호성 식품 수입 증가 ∙ 식량사정 개선, 시장화, 소득수준
수입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증가에 따라 기호성 식품 수입 증가

수
산
물

∙ 전반적으로 수입액과 비중이 증가
∙ 수산물의 수출입 품목이 전혀 다르
하나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
다는 점에서 수입 품목은 북중경협
∙ 저위기술 품목은 건조하거나 염장
은 낮음
목적이 아닌 내수용을 판단됨
된 수산물이며 1차 생산물은 냉동
∙ 소비재가 전부이며 저위기술 품목
∙ 수산물은 북한에서 주요 단백질 공
어류가 대부분을 차지
의 비중이 감소하고 1차 생산물 수
급원이며 김정은 집권기에도 친인
입이 크게 증가
민정책 실현 수단으로 이용

자료: 본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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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기술수준인 첨단기술 품목에 있어도 크지는 않으나 수입액의 증가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북한의 교역에서 고부가가치화가 발견되었다. 반면 제재가
북한경제의 고도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N
제재로 인해 가장 높은 기술수준인 첨단기술 품목과 다음으로 높은 기술수준인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김정은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수입 분석 결과 몇 가지 시사점 및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3-4 참고).
먼저 김정은 집권기 경제 정책의 성과가 수입통계에서 뚜렷한 결과로 나타
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았을 때 김정
은 집권을 전후로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통계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찾기
어려웠다. 주로 김정일 집권기 시작된 경제 정책과 수입 흐름에 기반하여 나타
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다만 일부 품목별 분석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이 통계상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김정은 집권기에서
경제 정책의 영향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계열이 짧은 결과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2017년 UN제재로 인해 김정은 집권기 수
입 부문에 있어 두 차례 거시적인 충격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기
중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 4년 동안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수입 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부재한 기간이었다. 그로 인해 김정은 집권 후기(2016~19년)
의 경제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기 어려웠다. 즉 외부적 요인 때문에 경제 정책의
결과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도 일부 김정은 시기 경제 정책의 성과를 사
라지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전자, 기계, 금속, 운송기기 등 UN제재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입 부문에서는 추후 정책 실행에 있어 매우 큰 장애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타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 123

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별 정책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
한이 자체적으로 완결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 따라서 수입을 통해 최종 소비재와 자본재를 조달하거나 중간재를 수입하
여 생산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 산업 구조에서는 제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당 산업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수입 품목의 기술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현대화 및 과학기술 중
시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바라는 북한으로서는 그 역시 차질이 빚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절은 분석에 있어 방법론상의 한계를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먼저 수치
의 변화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부족에 기
인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감소할 경우 순수하게 경제 정책의 결
과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지 해
석하기에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세부 품목별로 북한의 경제 정책이 알려
지고 있지 않아 두드러지는 변화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를 해석할 정책적 정
보 기반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3절의 결론 및 의의는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중간재, 자본재 수
입을 통해 엿본 북한의 기업 활동이 변동성이 크고 역동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수입액의 연도별 성장률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다. 즉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
입액 분석을 통해 북한의 기업이라는 미시적인 경제주체의 활동 및 가동 양상
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중간재 수입을 기술수준별로 구분할 경우 질적인 측
면에서 기업 가동의 변화 양상을 추적해볼 수 있었다.
둘째, 중간재, 자본재 누적 수입액의 지역별 격차가 커짐을 확인해볼 수 있었
다. 중간재, 자본재 수입에 따라 기업 가동, 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전후방 연쇄작용에 의한 경제유발효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컸을 것이라 예상
해볼 수 있었다. 즉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듣는 전언이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평양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수치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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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기존 대북통계를 보완하는 통
계지표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기존에 발표된 북한의 GDP 성장률과 중간재 수입 성장률의 격차는 상당한 것
으로 도출되었다. 중간재 수입 추이를 통해 살펴본 기업 부문의 가동 정도는 기
존 GDP 통계를 보완하여 미시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만약
소비 부문과 정부 부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해당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이 지표들을 종합하여 기존 GDP 통계를 보
완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3절의 분석은 동시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방법론의 가정과
필요한 데이터 확보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에서는 각 기업이 지역별로
동질하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다른 지역의 기업이더라도 동일한 업종일 경
우 기업별로 동일한 수입액을 할당하였다. 이것은 지역별 수입액의 추이를 파
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나 특정 연도의 절대액을 도
출된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으로 각 지역별로 기업의 수가 시간에 대해 고정적이라고 본 문제이다. 이것은
연도별 각 지역의 기업데이터가 부재하므로 부득이하게 가정한 부분이다. 이
부분도 만약 각 지역별 기업 수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상
정해본다면 지역별 수입액의 추이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절대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주
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중간재, 자본재 수입을 기업의 가동과 연관시키는 문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기업 가동 및 기업 투자와 상당히 밀접할 것으
로 가정하였다. 즉 기업의 특정 활동을 대리하는 변수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북
한에는 아직 국영기업의 비중이 상당하며 이들은 국가에 의해 자원을 공급받으
므로 모든 기업의 활동이 중간재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북한 내에서 필요한 품목이 자체 공급될 여지도 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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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력갱생을 목표로 하는 국가이며 이에 따라 자체적인 중간재, 자본재 공
급 비중이 어떠한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들의 비중에 따라 본 연구의
정확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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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소결

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한 경제 정책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
정은 위원장이 펼친 일부의 개혁 조치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보다 더욱 급진적
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분야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경제 정상화와 회복세의 자신감을 이어가면서 지
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개성공
단 폐쇄와 대북제재 등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경제
분야의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는 어려워진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
례를 살펴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경제의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대외관계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남북(3회), 북미(3회),122) 북중(4회) 등 연이어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북한의
대내 경제노선 전환과 함께 대외개방과 정상화 의지가 지속될 경우 향후 북한 대
외경제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를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유사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전망해 보았다.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저소득ㆍ개방경제에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는 대외관계 정상화의
영향을 받는다. 저소득 국가가 경제개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991년 사회주의 블록이 붕
122)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북미 정상회담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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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들만의 폐쇄적인 경제 협력과 지원만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구사회주의 국가
들은 정치적 민주화와는 별개로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함으로써 대외관계 정상
화를 이행하게 되었다. 시장경제 논리를 수용하는 것은 제2장에서도 살펴본 바
와 같이 대내경제 개혁의 성과를 좌우함과 동시에 대외경제 정상화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경제제재로 인해 외교적으로 고립된 국가의 경우 제재 해제와 미국을 포함
한 주요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 무역협정 체결, 주요 국제무역ㆍ금융기구 가
입을 통해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후
에도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 개혁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이외의 개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가 요구하는 개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 논리를 수용
하고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개혁개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상술한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먼저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해제와 국교 정상화, 국제기구 가입과 같은 대
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혁개방 정책은 다시 대외관
계 정상화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최근 북한이 핵문제 해
결,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대내 전략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도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 즉 북한이 어떠한 경제 개방 모델을 구상하고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다
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에 대한 예측은 향
후 남북 관계와 남북경협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과
제이다.
이하에서는 향후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모델을 유추하기 위해 체제전환 국가
들의 경험을 살펴본다. 체제전환 국가들이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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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외관계 개선과 대내외 경제 정책의 연관성

자료: 저자 작성.

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경제적 성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와 외교관계 변화를 평가하고 향후 북한 개혁
개방 진로와 새로운 남북경협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대상 국가는 베트남과 미얀마이다. 두 국가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진로에 대해 주는 시사점이 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 도입 이후 신속한 경
제성장과 발전 양상을 보이며 북한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얀마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고 5년 만에 제재 해제와 외교관계
정상화에 성공한 시나리오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성장 모
델로 중국의 사례가 많이 언급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국 사례는 다루지 않는
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북한은 소국개방(지향)경제라는 측면에
서 내수시장과 자본이 충분한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을 살펴본 후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의 현주소를 평가한다. 먼저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초기의 경험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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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들 국가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해당 정책들에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가
져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저소득ㆍ개방경제의 체제전환이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 어떠한 조건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평
가한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가져야 하는 청사진에 대해 유의미한 시
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성과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그림 4-2]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23) 먼저 1
단계는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단계이다. 계획경제체제에서 제한적인 시장 자
율성을 수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발적
인 체제전환 정책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단계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하는 단계이다.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① 생산수단의 사유화 ② 가격 자유
화 ③ 국영기업의 민영화 ④ 대외개방: 무역과 투자 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
의 계획이 마련된다. 3단계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북한과 베트남, 미얀마와 같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은 국가들
은 이 단계에서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제재가 완
화된 후 해외 민간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치되기 이전에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개발 지원이 이루어진다. 4단계는 시장경제체제 이행기이다. 이때는 경제제재
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대외무역과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국제무역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는 단계이며 보
123) 일반적으로 베트남 체제전환의 단계를 3~5단계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대외 요인 변화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였으나, 전문가들마다 2단계와 3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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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베트남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자료: 저자 작성.

통 WTO 가입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
에 걸친 개혁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국가에서 도입된 개혁개
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대외요인과의 갈등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체제전환 1단계는 신경제 정책(New Economy Policy) 수립 이
후 도이머이정책 도입 이전까지이다. 베트남은 1980년 신경제정책에서 시장
화를 계획경제 내에 수용하였다. 이 정책을 체제전환 정책으로 보기는 다소 어
려운데, 정책 목표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운용이라기보다 계획경제의 자
원 배분 메커니즘을 유지한 채 시장의 생산성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경
제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협동농장 규모 축소 계획 외 잉여 생산물의 처분권 부
여 ② 국영기업의 자율권 확대 ③ 실적에 기반한 임금제 도입과 임금 및 물가
인상 등이었다.124) 계획지표를 축소하고 잉여 생산물의 처분권을 농민과 기업
에게 부여하였다. 임금을 100% 인상하였으며, 실적에 따른 임금과 보너스, 현
물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신경제정책의 성과로 농업과 공업 생산이 증
124) 박형중(2005),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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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그 결과 1983년 베트남은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식량자급이 가
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은 부분적인 경제 개혁 조치였다. 배급제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는 유지되었으며, 국정가격ㆍ협의가격ㆍ시장가격의 3중 가
격제가 운용되었다. 기업이 원자재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판매가격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국가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국정가격을 따
랐다.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국영기업의 만성적인 적자는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 베트남 당국은 가격ㆍ임금ㆍ화폐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125) 이에 베트남 당국은 배
급제를 부활시키고 사적 경제활동을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통제 조치는 오히려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신경제정책의 실패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결
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 단계에서는 대외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하였다.
2단계는 시장경제체제 도입기이며, 베트남의 경우 도이머이 개혁의 초기 단
계이다. 1986년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건설을 목표로 전면적인 경제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정책을 실
시하였다. 공산당 지도부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선언하며, 과도한 중공
업 편중 정책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기업 경영 자율권의 중
요성을 피력하였다.126)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적극
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목표로 내세웠다.127)

125) 베트남 당국은 ① 현물 배급제를 폐지하고, ② 신임금체계 도입(임금 100% 이상), ③ 각 지방과 부문의
재정 자립, ④ 무역환율을 인하하였다. 결과적으로 노동자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는 공산품
가격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126) 대내적으로는 농업개혁과 함께 식량, 소비재, 수출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농업 집단화를 포기하고 협동농장을 사실상 해체하였다. 일부 분야를 제외한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였으며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기업은 정부 재정이 아닌 은행 융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조
달하였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되었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27) 박형중(200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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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머이정책은 ‘점진적이고 급진적인 개혁개방 모델’이다. 시장화를 제한
적으로 수용한 신경제정책과 달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점진적인 중국 모델과 달리 농업 개혁과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추진
하되 가격자유화와 대외개방은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차이는 중
국과 베트남의 개혁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도 기인하지만, 상이한 초
기 조건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국내 경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급진적
인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국제기구와 해외 자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베트남의 경우 보수적인 공산당 지도부들도 경제발전을 위한 외부 지
원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128) 이 때문에 중국은 개혁 초기부터 국제기구의 프로
그램 원조보다는 개별사업 중심의 프로젝트 원조에 비중을 두었고 민간차원의 외
자유치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129) 베트남은 체제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서 국제기구의 기술지원과 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중국은 충분한
내수시장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외개방 정책이 우선순위가 아
니었으나, 베트남은 농업 개혁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도 개발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하여 대외개방과 해외 재원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도이머이정책 도입 이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초기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그에 비해 해외 투자 유치 실적은 부진하였다(그림 4-5). 외
국인 투자 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개혁 초기 해외 투자가 기대만큼 신속하게
유입되지 않았다. 1987년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외국 기업의 소유권을 100% 인정하고, 법인세 감면, 과실송금 보장 등 외
국인 투자 유인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회사법｣과 ｢사기업법｣
을 제정하여 민간 기업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수출가공구 설치를
결정하였다.130) 그러나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로 인해 해외 원조가 중단됨에 따
128) 양운철(2011), p. 5.
129) 중국은 국제금융기관의 구조 조정 차관보다는 화교자본 유치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간
자본 조달을 위한 투자 여건 조성에 주력하였음.
130) 베트남 수출가공구 조성 관련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추후 보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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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1975~90년)
구분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구분

사회주의적
경제통제기
(1975~79년)

신경제정책 시기
(1980~82년)
재통제시기
(1983~85년)

도이머이 1단계
(1986~90년)

도이머이 2단계
(1991~95년)

도이머이 3단계
(1996∼2005년)

경제개발계획
남북통일
(1975년)
제2차
5개년 계획
(1976~80년)

제3차
5개년 계획
(1981~85년)

도이머이 4단계
(2006년~현재)

대외요인 변화 및 결과

∙ 제4차 당대회(1976)
∙ 캄보디아 침공(1978. 12)
∙ 남베트남의 사회주의 개조
∙ 중ㆍ월 분쟁(1979. 2)
∙ 중화학공업육성
∙ 남부사회주의 개조실패
∙ 농업의 집단화와 식량가격 통제 실시
∙ 협동농장 규모 축소
∙ 경작자율권 확대(최종생산물계약제)
∙ 국영기업의 자율권 확대
∙ 임금가격제도의 도입

∙ 식량자급, 생산성 증가
∙ 유통제도개선과 자유화
∙ 초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증대
∙ 신경제정책 실패로 재통제 강화

∙ 유통과 분배의 재통제
∙ 남부 농업집단화 재강화
∙ 상공업세법 수정

∙ 자유시장 제한
∙ 사적경제활동 억제
∙ 가격, 임금, 화폐 개혁(1985)

제4차
5개년 계획
(1986~90년)

∙ 농업개혁(가족단위 농업장려)
∙ 동구권, 소련의 원조중단
∙ 식량, 소비재, 수출산업 육성
∙ 식량증산, 쌀 수출 재개
∙ 금융개혁(중앙은행 상업은행 분리)
∙ 실업증가
∙ 외국인투자법 개정
∙ 수출가공구 설치 결정

제5차
5개년 계획
(1991~95년)

∙ 제7차 당대회(1991)
∙ 수출가공구 개발 시작(1991)
∙ 외자법 2차 개정(1992)
∙ 헌법 개정(1992년)
∙ 기업개혁위원회 설치(1993)
∙ 국영기업법 제정(1995)
∙ 은행 간 외환거래 허용(1994)
∙ WTO 가입 신청(1994.12)

∙ 다부문경제체제 수립
∙ 임시연락사무소 개설(1992)
∙ IMF 융자재개(1993)
∙ 미국의 엠바고 해제(1994)

∙ 외자법, 토지법 개정
∙ 파산법, 경쟁법 제정
∙ 국영기업법 제정
∙ 미국과의 수교 이후 시장개방과 외자
유치 확대
∙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로 대미우회수
출기지로 급부상

∙ 미ㆍ베트남 국교 수립(1995)
∙ ASEAN 가입(1995)
∙ APEC 가입(1998)
∙ 제9차 당 대회(2001)
∙ 미국의 NTR 지위 획득(1998)
∙ 미ㆍ베트남 무역협정 비준(2001)

∙ WTO 회원국으로서 개방정책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 노동법 4차 개정(2012. 6)
∙ 기업법 개정(2014)
∙ 투자법 개정(2014)
∙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미국
탈퇴로 제한적 효과

∙ 미국의 PNTR 지위 획득(2006)
∙ WTO 가입 승인(2006. 11)
∙ 중소득국 진입(2008)
∙ 일-ASEAN FTA(2008)
∙ 제11차 당대회(2011)
∙ 한-베트남 FTA(2015)
∙ EU-베트남 FTA(2015)
∙ 제12차 당대회(2016)
∙ APEC 정상회담 개최(2017)

제6차
5개년 계획
(1996~2000년)
제7차
5개년 계획
(2001~05년)
제8차
5개년 계획
(2006~10년)

5단계

주요 정책 및 조치

제9차
5개년 계획
(2011~15년)
제10차
5개년 계획
(2016~20년)

자료: 권 율, 김미림(2018), p. 6과 양운철(2011), pp. 7~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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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베트남은 초기 개발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해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남의 대외개방 정책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성과를 보이기 시
작하였다. 이 시기는 [그림 4-2]의 체제전환 3단계에 해당한다. 1991년 베트
남은 외환거래소를 설립하고, 1992년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였다. 해외 투
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정상화는 도이머이정책 지속과 대미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외교 전략과
같은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1991년 4월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1992년 미국과 베트
남의 임시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다(그림 4-3).
베트남은 미국이 국제기구의 원조를 허용하기 전까지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950~60년대
부터 IMF와 World Bank, ADB 등의 회원국이었으나,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
가들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 거부 정책 때문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림 4-3. 미국이 제시한 對베트남 관계 개선 로드맵과 실제 일정

자료: Ahearn and Sutter(1993), pp. 16-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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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베트남 개혁 초기 국제사회의 기술지원(1991~93년)
년도

1991

1992

1993

훈련 주제

훈련 부문 및 형태

지원 주체

국가경제관리 세미나

고위급관리 정책 세미나

World Bank

시장경제에 대한 훈련코스

경제 및 부문별 관리

World Bank

인플레이션과 공기업개혁에 대한
훈련코스

경제 및 부문별 관리

World Bank

국가경제관리에 대한 훈련코스

고위급 정책 세미나

World Bank

베트남에 적합한 시장경제

경제 및 부문별 관리

World Bank

거시경제관리 및 정책

고위급 정책세미나

World Bank

국가경제관리

훈련코스

World Bank

경제 개혁 프로그램: 국영회사법, 파산법,
토지법 자문

-

일본

정책 분석-베트남

훈련코스

World Bank

경제 정책 분석 및 관리에 대한 훈련코스

훈련코스

World Bank
World Bank

경제통합

훈련코스

거시경제관리 및 정책

고위급 정책세미나

World Bank

경제 정책 분석 및 관리

경제 및 부문별 관리

World Bank

국영회사법과 민영화 관련 입법 자문

-

UNDP

국가환경개선 계획(Actional
Environmental Action Plan) 개발

-

World Bank

자료: 장형수, 이창재, 박영곤(1998), pp. 92~93을 참고하여 저자 수정.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연체금과 대외 채무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아 융자 지원이 불가능했다.131) 대신 경제 개혁 초기인 1980년대 말부터
World Bank와 IMF를 중심으로 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졌다.132) 이에 주요 국
제금융기관에서 대표단이 파견되어 베트남 경제를 조사하고 경제 관리들을 교
육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받기 시작하
기 전까지 주로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위한 기술교육을 지원받았다(표 4-2 참
고). 국제기구의 기술지원을 통해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기 시작하
131) 1985년 1월 IMF 상임이사회는 베트남의 IMF 연체금이 지불되지 않아 베트남에 추가 대출이 불가
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132)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UNDP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는 베트남에 대한 기술
원조를 지속하는 한편 IMF와 World Bank가 베트남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장형수, 이창재, 박영곤(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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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초기에는 경제 관리들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업 추
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지원은 베트남으로 하여금 자생적인 경제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1993년 베트남의 미군 실종자 유해 송환을 계기로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의
對베트남 개발 지원을 허용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개발 재원 조달이 본격적
으로 가능해졌다. 프랑스와 일본을 포한한 선진국들의 무상지원과 국제상업은
행의 지원을 통해 베트남은 IMF 채무 및 다른 국제금융기구 연체금을 상환하
였다. 연체금이 해결되자 1993년 12월 파리클럽을 통해 베트남의 대외 채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1993년 World Bank와 UNDP가 주도하는 원조 회
의(donor conference)가 파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듬해인 1994년
World Bank가 주관하는 원조 자문 그룹(Consultative Group) 회의가 개최
되어 국제사회의 對베트남 원조ㆍ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
다. 그 결과 1993년 10월 고속도로 재개발 프로젝트와 초등교육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World Bank의 경제개발 융자 지원이 시작되었다.133) 이후 1994년
하노이에 World Bank 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이때부터 기초 경제 인프라 개
발을 위한 재원 조달이 본격화되었다.
[표 4-3]은 개혁 초기 베트남의 외자도입액 추이를 보여준다. 1993년 미국
표 4-3. 개혁 초기 베트남의 외자도입액 추이(1989~98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양자간 ODA

274.3

381.2

259.3

279.7

166.4

268.8

344.8

365.5

507.5

695.8

다자간 ODA

44.2

78.3

68.9

66.6

81.4

280.8

256.1

515.3

417.8

467.3

NGO 지원

9.5

7.0

8.0

8.2

10.5

8.2

9.8

9.7

13.3

15.2

ODA 총계

328.0

466.5

337.8

335.8

286.5

606.9

610.8

850.5

FDI 총계

100

120

165

333

923

1,631

2,236

1,838

938.6 1,178.3
800

700

자료: 권 율, 김미림(2018), p. 14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
133) World Bank가 베트남에 지원한 첫 프로젝트는 1978년 8월 승인된 다우 티엥 관개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1978년 이후 1993년 10월 고속도로 재개발 프로젝트와 초등교육 프로젝트가 승인받기 전까지
다른 지원 실적은 없었다. World Bank, Projects in Vietn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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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대외관계 정상화와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orld Bank, WDI Database(검색일: 2019. 10.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국제금융기구의 對베트남 지원을 허용한 이후 베트남이 지원받은 ODA 자
금 총계는 전년동기대비 110% 이상 증가하여 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3년
FDI 총계 또한 전년동기대비 76.7% 증가하여 16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
을 볼 수 있다.
1994년 경제제재 해제와 1995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는 베트남 체제전환
의 새로운 도약점이 되었다(체제전환 4단계 시작).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법｣과
｢토지법｣을 개정하며 개혁정책을 지속하였다(표 4-1). 특히 1994년 WTO 가
입 신청 이후 WTO 작업반과의 협상에 따라 경제 전반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
되었다. 1996년에는 국가증권위원회를 설립하고, 2000년 호치민 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였다. 1998년에는 미국으로부터 NTR(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획득하고, 2001년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대미
우회수출기지로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림 4-4]에 따르면
체제전환 4단계에서 베트남의 무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WTO 가입 협상과 미국과의 정상무역관계 지위 획득은 외국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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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GDP 성장률 통계와 FDI 통계가 모두 하락세를 보인다(그림 4-5).
베트남 체제전환의 마지막 단계(체제전환 5단계)는 미국으로부터의 PNTR
(항구적 교역관계) 지위 확보와 WTO 가입이다. 2007년 베트남은 WTO 가입
으로 국제경제에 편입되면서 개방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베트
남이 미국으로부터 PNTR 지위를 획득하고 이듬해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베트남은 150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 WTO 가입 이후 베트남
의 FDI 유치 실적은 두 번째 도약기를 맞이하고,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다(그림
4-5). 체제전환 4단계에서 베트남의 FDI 평균 성장률은 10.4% 수준이었으나,
2007년 WTO 가입부터 10년 동안 FDI 평균 성장률은 25.7%를 기록하였다.
이는 WTO 가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 시기 베트남의 대외무역 규모 성장세 또한 체제전환 4단계에 비해 확대되었
다(그림 4-4). 베트남의 WTO 가입년도인 2007년 1,500달러를 기록한 베트

그림 4-5. 대외관계 정상화와 베트남의 GDP와 FDI 추이
(단위: 1인당 GDP: 달러(좌), GDP 성장률: %(우), FDI: 백만 달러)

자료: World Bank, WDI Database(검색일: 2019. 10.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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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대외무역 총액은 2016년 10년 만에 3,700달러를 기록하여 2007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베트남의 WTO 가입에는 미국으로부터의 PNTR 지위 획득이 주요한 과제
였다. WTO 가입국은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지위
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기존의 회원국들로부터 최혜국 대우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WTO 회원국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NTR 지위 국
가에도 최혜국 대우를 해주지만, NTR 지위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므로 실질적
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PNTR, 즉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 획득이 WTO
가입의 마지막 관문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PNTR 지위 부
여를 놓고 정치ㆍ경제적인 압박을 해왔다. 따라서 당사국의 정치ㆍ경제적인
개혁 정책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없이는 PNTR 지위 획득이 어렵다. 한편 유럽
을 포함한 선진 무역 대상국으로부터 일반관세특혜 제도 수혜 혜택을 받은 것
도 베트남의 대외무역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134)

나. 미얀마의 체제전환과 성과
미얀마는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전환을 함께 이행한 사례이다. 물론
지금도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는 여전히 군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평가되지
만,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 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베트남과는 다르다.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그림 4-6]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35) 먼저
1단계는 정치ㆍ경제적 체제전환 선언기이다. 1단계 초기에는 국가법질서회복
위원회(SLORC) 주도의 쿠데타를 계기로 군사 정부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

134) 단 미국과 호주는 아직까지도 베트남을 시장경제지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베트남은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일반관세 혜택을 부여받지 못했다.
135) 베트남의 경우 도이머이 개혁 정책 또는 대외환경의 상당한 전환에 따라 체제전환의 단계를 구분한다. 한
편 미얀마는 정치적 체제전환과 경제적 체제전환이 혼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체제전환의 단계
를 정치ㆍ경제적으로 상당한 전환을 가져온 사건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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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isak 군사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장경제체제전환
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총선 결과에 불복하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가택연금하거나,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개혁과 반개혁 정치를 동시에 자행하였다. 경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1988년 시장경제체제전환 선언과 함께 ｢외국인투자법｣
이 제정되었으며, 민영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접경지역에서의 국경무역을 법제화하고, 쌀을 포함한 상업 작물의 민간
수출을 자유화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은 형식적인 민
주화 조치와 반민주주적인 행위로 인해 경제제재가 시작ㆍ강화됨에 따라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했다.136) ｢외국인투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나, FDI 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2단계는 정치적 민주화 도입기로서 2008년 신헌법이 채택되고 첫 번째 민
간 정부인 테인 세인(대통령) 정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체제전환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한다. 먼저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난이 가속화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터
져나왔다. 특히 2007년 승려들이 주도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샤프란 혁명)’을
계기로 민주화에 대한 내부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
인 미얀마에서 승려들의 민주화 시위는 군부 지도자들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압
박으로 작용하였다. 그 와중에 그동안 미얀마의 배후자 역할을 해주었던 중국
과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137) 이에 미얀
마는 정치 개혁을 통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3년 통과된 민주화 로드맵에 따라 미얀마는 국민회의 개최하고 이
136) 국제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장호 외(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
137) 그동안 미얀마가 UN 차원의 경제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은 중국의 역할이 컸다. 중국이 미얀마에
대한 UN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對미얀마 제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미얀마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국가들 또한 군부 정권이 아웅산 수지를 수차례 가택연금하는 것과 같은 인권유린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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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1988~2018년)
구분

시기 구분

경제개발계획

주요 정책 및 조치
[반개혁 조치]
∙ SLORC 군사정부 등장
∙ 민주화시위 무력진압(1988, 2007)
∙ 아웅산 수지 가택연금
(1989, 2000, 2003)
∙ 야당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군부 정권
이양 거부(1990)
∙ 샤프란 혁명과 무력진압(2007)

대외요인 변화 및 결과

1
단
계

군부
사회주의
체제전환
선언기
(1988
~2007)

제1차
4개년 계획
(1992/93
~1995/96)
ㆍ
제2차
5개년 계획
(1996/97
~2000/01)
ㆍ
제3차
5개년 계획
(2001/02
~2005/06)

2
단
계

정치적
민주화
도입기
(2008~10)

제4차
5개년 계획
(2006/07
~2010/11)

∙ 신헌법 국민투표 실시 및 채택(2008)
∙ 아웅산 수지 가택연금해제(2010)
∙ 정치범 석방

∙ 경제제재 강화

국가종합
개발계획
(2011~30)
ㆍ
제5차
5개년 계획
(2011/12
~2015/16)

∙ 첫 번째 민간정부 출범(테인 세인 대통령)
∙ 국가종합개발계획(NCDP) 발표
- 6대 목표: 전체국민생활수준 향상/1인당
GDP 증가/공공서비스와 사회분야 개발 추
진/일자리 창출/천연자원 보존/MDG 달
성 및 ASEAN 경제통합
∙ 경제특구(SEZ)법 제정
∙ 특구 지정(다웨이, 필라와, 짜욱퓨)
∙ 산업개발위원회 출범(IDC)
∙ 대외무역제도 개선(상업세 인하, 무역위원회
폐지, 수출보증금 폐지)
∙ 투자위원회 개편
∙ 신투자법 발효(2012)
∙ 은행금리자유화
∙ 달러계좌 개설과 외화환전 허용
∙ 관리변동환율제 도입(2012)
∙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발표(2012)

∙ 민족연합과 정전협정 서명
∙ 대미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2011)
∙ 밋송댐 프로젝트 중단 발표(2011.9)
∙ IMF 시찰단 방문(ADB, World Bank포함,
2011)
∙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해제(2012~2016)
∙ 파리클럽 대외부채 탕감(2013)
∙ 유럽의 GSP 혜택 부여

제6차
5개년 계획
(2016/17
~2020/21)

∙ 두 번째 민간정부 출범(틴 초 대통령)
∙ 민족화합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경제성장
을 목표
∙ 국영기업 민영화/투명한 재정 운영/인적자
원 개발/FDI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수 ∙ 경제제재 종료(2016)
출 산업 육성/ASEAN 및 역외 국가와의 교류 ∙ 미국 GSP 지위 부여(2016)
확대 등
∙ 신회사법 공포(2017)
∙ 신투자법(개정) 발효(2017)
∙ 지속가능발전계획(MSDP) 발표(2018. 9)

3
단
계

4
단
계

민간정부 출범
및
대외관계
정상화
(2011~15)

경제제재 해제
이후
(2016
~현재)

[개혁 조치]
∙ 시장경제체제전환 선언(1988)
∙ 민영화위원회 설립(1995)
∙ 외국인투자법 제정(1988)
∙ 국경무역 법제화(1989)
∙ 민주화 로드맵 7단계 발표(2003)
∙ 쌀 수출 민간 허용(2003)
∙ 상업 작물 민간 수출 자유화(2004)

∙ ASEAN 가입(1997)
∙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자료: 본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 143

그림 4-6. 미얀마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 요인

자료: 저자 작성.

를 통해 마련한 신헌법이 2008년 채택되었다.
미얀마 경제 체제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은 첫 번째 민간정
부가 출범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 체제전환 3단계 기간 동안이
다. 2011년 집권한 테인 세인 대통령은 국가종합개발계획(NCDP)를 발표하고
① 전체국민 생활 수준 향상 ② 1인당 GDP 증가 ③ 공공서비스와 사회분야 개
발 추진 ④ 일자리 창출 ⑤ 천연자원 보존 ⑥ MDG 달성 및 ASEAN 경제통합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다웨이
(Dawei), 띨라와(Thilawa), 짜욱퓨(Kyaukphyu)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
정하였다. 또한 산업개발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외무역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투
자위원회를 개편하고 신투자법을 발효하였다. 2012년에는 IMF의 기술지원을
통해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환율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미얀마는 경제제재의 배경이 되었던 민족 간 갈등과 인권 문제를 적
극적으로 해결하고,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미국과의 단계적이지만
신속한 관계 정상화를 이룩했다. 미얀마는 2011년 국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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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치범을 수차례 석방하였다. 2012년에는 소수 민족들과의 정전 협정에 서
명하였다. 이에 미국은 2011년 미얀마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2012
년부터 원조 금지, 금융ㆍ투자 제재, 무역 제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
다. EU 또한 2012~13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신속하게 해제하였으며,
2013년부터 일반특혜관세(GSP) 자격을 부여하였다.138)
20016년 두 번째 민간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종료를 기
점으로 미얀마는 현재 체제전환 4단계에 접어들었다. 틴 초 대통령이 취임하고
아웅산 수지가 국가 자문역을 맡음으로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민간 정부가 출
범한 것으로 평가된다.139) 신정부는 제6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영기업
민영화 및 FDI 환경 개선 및 외국과 경제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 12대 정책 어
젠다를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140)
체제전환기 동안의 미얀마의 GDP 규모와 성장률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의 절대적인 수치는 5%로 미얀마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격
적인 대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 체제전환 3단계에 비해, 체제전환 2단계에
서의 경제성장률이 미세하게 높다. 이는 대외관계 정상화가 GDP 성장률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을 가져온다. 특히 미얀마의 경제규모가 최
빈 개발도상국의 수준인데, 개혁개방과 대외관계 정상화, 경제제재 해제라는
긍정적인 대외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대외개방과 정상화 이전에 비
해 크게 다른 수준이 아닌 점은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치는 성과이다. 이는 對
미얀마 경제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지 이제 4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심지어 이듬
해인 2017년부터 다시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외 여건이 악화
138) 미얀마 경제제재 주용 내용과 해제 과정에 대해서는 최장호 외(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
139) 테인 세인 대통령의 집권은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여전히 군부에
서 행사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민간 정부’로 평가받는다. 아웅산 수지는 2008년 통과된 신헌법 제
59조에 의해 배우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얀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지만, 신정부에서 국가 자문역을 맡음에 따라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
을 분담하게 되었다.
140) 조대현(201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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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대외관계 정상화와 미얀마의 GDP 추이
(단위: 십억 달러(좌), %(우))

자료: World Bank, WDI Database(검색일: 2019. 10.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대외경제지표인 무역은 체제전환 단계가 개선될수록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
준다. 미얀마의 대외무역 총액은 체제전환 2→3단계, 3→4단계로 접어든 변곡
그림 4-8. 대외관계 정상화와 미얀마의 수출입,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수출입 통계는 IMF DOTS Database(검색일: 2019. 10. 28), FDI 통계는 UNCTAD Database(검색일: 2019. 11. 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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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주요 국가에 대한 미얀마의 수출 금액과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IMF DOTS Database(검색일: 2019. 10. 2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점을 기준으로 전 단계보다 미세하지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
출보다는 수입이 대외무역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
약한 상황에서 산업용 기계ㆍ자본재ㆍ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무역적자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FDI의 경우 체제전환 3단
계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경제제재가 해제된 2016년을 기점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미얀마의 대외경제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미국
과 중국에서의 균형외교를 펼치고자 했던 미얀마 대외관계 정상화의 소기 목적과
는 다른 추세이다. 대외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 현재 중국이 미얀마의 1위 수출입 국가로 부상하였고, 미국과 EU의 對미
얀마 수출 비중은 중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141) 미얀마의 對중국 수출은
미얀마 대외수출 총액의 35~40% 수준이다. FDI 점유율 역시 싱가포르와 중국 자
본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2%대에 머물러 있다.142) 이는 미얀마의 로
141) 최장호 외(2019), p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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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미얀마의 ODA 유입 주체별(좌)ㆍ종류별(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DAC Database(검색일: 2019. 11. 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힝야민족 인권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미얀마와 미국ㆍ유럽 등 서양국가와의 경제
협력은 지지부진한 반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의 기술지원은 미얀마의 초기 개혁 정책 수립
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미얀마는 대외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도 국제기구와
꾸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UN은 미얀마에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
였고, 미얀마는 World Bank와 ADB 같은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었
다. 2012년부터 World Bank는 정상적인 국가파트너십 전략계획 작성을 재
개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미얀마가 독점적 군사체제에서 민주적 통치로의
전환, 중앙 감독 경제에서 시장 중심으로의 개혁, 국경에서의 갈등 해소 등이
다. 2012년 이후 World Bank가 추진 중인 미얀마 지원 프로젝트는 모두 21
개이며, 이 중에서 2019년 현재 3건이 완료되었다. 3건 모두 통계 작성, 경제
개혁 정책 수립 등과 같은 기술지원이다.
142) 미얀마는 금융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시스템이 미비하고, 자금세탁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자본의 흐름이 많다. 해당 자본의 출처와 투자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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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미얀마: 대내외 경제로부터의 경제 재원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DP, Development Finance Assessment Snapshot: Myanmar, p. 1.

2012년 미국의 원조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공적
자금 지원 또한 증가하였다. 2013년 유상 원조 금액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본
과 파리클럽의 미얀마 대외 채무 탕감 실적을 반영한다. 미얀마는 군부 정권기
간 동안 축적된 대외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채무탕감을 제외한 순
수 ODA 재원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원조 또한 증가하였는데, 일본이 62%
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143)
하지만 개혁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미얀마의 경제성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재원은 미얀마 정부 재정이다. 이는 베트남의 개혁 초기 사례와는 상
이한 점이다. 이는 공적자금과 FDI 재원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개혁의 결과 정부 재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
고 CLMV 국가와 같은 다른 체제전환국과 비교했을 때 미얀마의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도 아니다.144) 한편 정부 재정을 제외하고 공적자금과 FDI의
143) 최장호 외(2019), p. 147.
144) 베트남의 체제전환 3단계 중 1995년(미국 베트남 국교 수립) 베트남의 정부 재정규모는 GDP의
23.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얀마의 체제전환 3단계 중 2012년(미국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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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값을 비교하면, 베트남의 경우 개혁 초기에는 공적자금의 역할이 더 컸던
반면 미얀마의 경우 2013년을 제외하고 FDI를 통한 재원 조달이 공적자금에
비해 크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된 1990년대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7개 국가에서 해외에서 조달되는 재원에서 ODA 재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1년 현재 해당 지역에서 오직 9개 국가만이 ODA 재원이
다른 해외 재원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5)
이러한 재원 분포는 ① 대외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인권 문제가 재점화됨에 따
른 서양국가와의 경제ㆍ외교적 갈등 ②1990년대와는 다른 중국 경제의 성장과
일대일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베트남과 미얀마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체제전환을 위한 ① 자체
적인 개혁개방 정책 수립 ② 경제제재 해제와 대외관계 정상화 ③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등의 필요성 ④ 국제 사회 환경 변화와 해외 재원의 역할 변화(ODA,
FDI)로 간추릴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전환을 선언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베트남과 미얀마의 경우 공통적으로 거시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외부 경제(베트남:
코메콘 체제, 미얀마: 중국)의 붕괴 또는 전략적 이해관계 변화에서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북한의 경우 경제난이 가중되면 비핵화 의지가 강화되고

해) 미얀마의 정부 재정규모는 GDP의 19.9%를 차지한다. 2011년 대신 2012년 통계를 살펴본 이
유는 IMF에서 미얀마의 재정 통계를 2012년부터 제공하기 때문이다. World Bank, WDI
Database(검색일: 2019. 11. 8).
145) UNDP, Overview Report of Development Finance in Myanmar,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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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성격이
변화된 상태이다.
소규모 저소득 국가의 경우 개방 정책 수립과 대외관계 정상화를 통해 다양
한 해외 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도 대규모 내수시장
을 가진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이나 미얀마와 같이 해외로부터 재원조달이 불가
피할 것이다. 베트남과 미얀마는 국제 원조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대외 부
채 탕감과 공적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긴급 재원이 마련되었다. 나머지 제재 조
치들이 완화ㆍ해제를 겪으면서 FDI와 같은 민간 재원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체제전환국은 개혁개방 초기 FDI 약정 금액이 증가하나, 초
기 인프라 미비로 실제 FDI 집행 금액은 적은 경우가 많고, 베트남도 투자 지체
가 심한 편이었다. 이 때문에 개혁 초기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자금 지원이 긴요
할 것이다. 다만 미얀마의 경우 아직까지 공적자금과 FDI 실적이 모두 기대만
큼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경제성장에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아직까지 주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얀마는 경제제재 해제 이후에도 제재의 배경이 되었던
민족 갈등과 인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국제사회의 원조가 유
입되는 것을 방해하였고, 경제 제도 개혁이 지체되면서 민간 자본의 투자 유입
또한 지체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북핵 문제, 인권
문제, 민간 투자 여건 개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얀마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비교적 최근 체제전환을 경험한 미얀마의 대외경제 구조 변화가 주는
시사점은 중국의 성장과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한 중국발 투자 재원 유입이다.
대외경제 통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중국은 미얀마의 대외무역과 FDI에서 상
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미얀마
짜욱퓨항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미얀마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얀마 정부와 주
민들이 프로젝트로 인한 대외 채무 위기에 대하여 가진 두려움이 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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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반중시위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미얀마로서는 중국
이외의 별다른 선택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로힝야민족 이슈가 지속되면서 더
더욱 미얀마는 중국 외의 외교적 선택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중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경우 미얀마의 행로를
따를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북한의 경우 중국발 대규모 자본에 잠식되지 않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 역시 한반도 경제성장에서 우리의 정치ㆍ
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베트남 또한 해외 재원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기는 하였지만, 경제의 FDI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자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자 기업과 내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개혁 초기와 관계 정상화의 과정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을 활
용하여 효과적인 체제전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의 프로젝트
원조를 통해 개혁 개방 정책을 선진화하고, 체제전환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서 또 한 가지 이슈는 미국과
EU 같은 선진 무역 대상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베트남의 대외무역은 유럽을 포함
한 선진 국가들로부터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으
로 개발도상국에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국가는 37개국인데, 그중에서 미국
과 호주만이 아직까지도 베트남에게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주
된 이유는 베트남을 시장경제지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WTO에서는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일관된 규정이 없고,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장경제지
위 국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자국 내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그러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경험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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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였을 때 미국은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사회주의 PNTR 지위와 일반
특혜관세 수혜국 지위를 활용하여 경제 협력 관련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장해왔다.

4. 소결
북한은 베트남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현재 ‘신경제정책’에서 ‘도이머이정책’
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4-12).
2000년대 북한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시장화 재통제 시기를 겪었다.
2002년 북한은 7.1 조치를 통해 시장화를 계획경제 내에 수용하였다. 이에 따
라 종합시장(소비재 시장)과 생산물자교류시장, 수입물자시장(생산재시장)이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비공식 경제부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화가 확산되자 2005년 7.1 조치를 중단하고 시장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하
였다.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위해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이는 결과
적으로 베트남과 같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이미 북한경제는 ‘계
그림 4-12. 북한 개혁개방 과제와 현황: 베트남과 비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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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주요 내용
분야

농업

내용
∙ 분조별 토지분배. 작업분조 10~25명에서 4~6명으로 축소(포전담당제)
∙ 국가가 생산비용 선지급. 국가와 분조가 생산물을 일정 비율(7:3)로 분배
∙ 생산비와 생산물에 시장가격 반영
∙ 계획초과 생산량 분조 자체 처분 가능

∙ 국가가 생산비용 선지급. 국가와 기업소가 판매수입을 일정 비율로 분배
∙ 기업ㆍ공장소가 원ㆍ부자재와 설비를 자체적으로 해결
∙ 계획 외 생산에 한해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품목 결정
공장ㆍ기업소
∙ 수익분배 자체 결정(‘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 판매가격에 시장가격 반영
∙ 제품개발권ㆍ품질관리권ㆍ인재관리권 부여
서비스

∙ 개인의 운송ㆍ상점ㆍ편의봉사ㆍ식당투자 등 투자ㆍ고용ㆍ경영참여 허용
∙ 단 이윤의 10~20% 국가납부
∙ 또한 피고용자는 투자자와 같은 기관 소속이어야 함

자료: 임수호, 최유정, 홍석기(2015), p. 69.

획과 시장의 공존’ 상태가 구축되었으며 계획경제 또한 비공식 시장부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시장화를 묵인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국가사업에 돈주들이 자
금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재 생산ㆍ판매를 촉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대
형 상점을 건립하고 있다. 2013년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5.30 조치’를
통해 생산 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①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제, ②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146) ③ 서비스업 운
영 자율권 확대 등 농업, 공장ㆍ기업소,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개혁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표 4-5).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의 분조 규모를 4~6명으로
축소하였으며 계획 초과분에 대한 처분권을 농민들에게 부여하였다. 공장ㆍ기
업소들도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생산 품목 결정, 인재관리, 수익 분배 부문에서
자유로운 경영권을 부여받았다. 판매가격에서도 시장가격이 반영되었다. 상

146) 북한은 2019년 4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제’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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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식당, 운송, 편의 봉사 등 서비스 부문에서는 개인 자영업을 허용하기 시작
하였다. 단 이윤의 10~2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북한이 최근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개혁 조치에 더 많은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북한경제개혁은 대외경제 부문에서 베트남의 신경제정책보다는 발전
된 양상을 보인다. 베트남의 도이머이정책이 신경제정책과 다른 점은 시장경제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체제전환과 전면적인 경제 개방 정책에 대한 의지는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제한적인 지역에서의 개방 정책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4대 특구와 함께 13개 경제개
발구를 각 지방에 설치하였다. 2019년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5대 경
제특구와 23개 경제개발구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각 지
방의 경제 여건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북한은 경
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관련 법제에 따르면 북한은 특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과
토지임대료 감면과 같은 각종 우대조치를 제공한다. 또한 특구 내 기업과 특구
밖 지역 간의 생산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지역 전반에 파급 효과를 기대하
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ㆍ개발구 내에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 절
차 신속ㆍ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7)
북한의 경제특구ㆍ개발구를 통한 해외 재원 조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다. 이는 첫째 지
금과 같이 북한의 신규 투자, 합영ㆍ합작이 완전히 금지된 상황에서는 대북 투
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둘째 관련 경제제재가 부분적으로 해제된다 하더라도
해외 개발자원이 충분히 유입되기 전까지 특구와 개발구에 지속가능성 있는 해
147) 전은주(2019),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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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북한 개혁개방 과제와 현황: 미얀마와 비교

자료: 저자 작성.

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혹은 남
한과의 양자간 경제협력을 통해 일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나, 남한의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 이전에 본격적인 대북경협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어렵다. 중
국의 경우에는 충분한 의지와 자본력이 있지만 중국 일변도의 경제 개방과 개
발 지원은 북한도 달가워하지 않는 방식이다.
한편 북한을 미얀마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현재 미얀마 체제전환의 3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4-13). 베트남의 사례와 다른 점은 베트남의 체제전
환 단계와 견주었을 때 북한은 베트남의 체제전환 1단계를 이미 지나온 상황이
었는데, 미얀마 체제전환 단계와 견주었을 때는 미얀마의 체제전환 1, 2단계를
경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대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측면에서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미얀마가 2011년부터 미국과 경제제재 완화
와 해제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때처럼 북한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
북, 북미,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대외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북한과 남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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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주요 일지
일자

사건

2017. 9. 3

북한 6차 핵실험 단행

2017. 11. 20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2017. 11. 29

주요 내용과 결과
∙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017. 12. 22) 통과

2397호

∙ 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북, ‘화성-15형 발사 성공, 국가핵무력 완성’ 성명
발표
핵무력 완성 선언

2018. 1. 1

북한 신년사 발표

∙ 북, 평창동계올림픽 파견 및 남북대화 의지 표명

2018. 2. 9~25

평창동계올림픽

∙ 북, 예술단 공연(2.11) 및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2018. 3. 25~28

북중 정상회담(1차)

2018. 3. 31~4. 1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1차)

2018. 4. 1

남한예술단 평양단독공연

∙ 평양에서 ‘봄이 온다’ 개최. 김정은ㆍ리설주 관람

2018. 4. 27

남북 정상회담(1차)

∙ 4.27 판문점 선언 합의(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
적 해소,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2018. 5. 7~8

북중 정상회담(2차)

∙ 한반도 비핵화 및 영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

2018. 5. 9~10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2차)

∙ 김정은 위원장 접견,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귀환

2018. 5. 24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한국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영국 등 기자단 초청

2018. 5. 26

남북 정상회담(2차)

∙ 판문점 선언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추진

2018. 6. 12

북미 정상회담(1차)

∙ 공동합의문 발표(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공동 노력,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미국 전쟁포로ㆍ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

2018. 6. 19

북중 정상회담(3차)

∙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지역평화
안정 촉진
∙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 지지

2018. 7. 6~7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3차)

∙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및 미사일 엔진시설 논의

2018. 7. 23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

2018. 7. 27

미군 유해 송환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
∙ 북한 6자회담 복귀 의사 밝힘
∙ 비핵화 문제 사전 조율 추정

∙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 개시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 미군 유해 55구 송환(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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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일자

사건

주요 내용과 결과

2018. 8. 20~26

남북 이산가족 상봉

∙ 8. 20~22(1회), 8. 24~26(2회), 총 170가족
833명 상봉

2018. 9. 14

연락사무소 개소

2018. 9. 18~20

남북 정상회담(3차)

2018. 11. 16

억류된 미국 국적자 추방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 평양 공동 선언 채택
∙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재확인
∙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 증진 합의
∙ 문재인 대통령, 5.1 평양 주민 대상 연설
∙ 북한, 미국인 억류자 추방
∙ 남북,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
개시(11. 5)
∙ 남북 GP 시설물 완전 파괴(11. 30)
∙ 남북, 동해선 철도/도로 현지조사(12. 8~23)
∙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12. 26)

2018. 11~12

남북 합의 부분 이행

2019. 1. 8

북중 정상회담(4차)

∙ 베이징에서 개최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재확인

2019. 2. 27~28

북미 정상회담(2차)

∙ 하노이에서 개최
∙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입장 차이 확인,
노딜(No Deal)로 종료

2019. 4. 25

북러 정상회담(1차)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 북러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 의지 피력

2019. 6. 20~21

북중 정상회담(5차)

∙ 북중 우호 협력관계 확인
∙ 북중 교류와 협력 증진 합의

2019. 7. 1

남북미 정상 회동

∙ 판문점 회동

자료: 이형근, 최유정(2018), p. 6을 참고하여 저자 업데이트.

관계는 2018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7월에는 미사일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고, 미
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다. 먼저 미얀마
의 경제제재는 인권 문제에서 기인하였고, 북한의 경제제재는 핵문제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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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체제전환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현황과 북한
IMF
가입
조건

World Bank(IBRD, IDA)

ADB

∙ 특별한 가입 제한 조건은 없음
∙ IMF 회원국으로 가입이 제한
∙ 단 회원국은 안정적인 환율제
∙ UN ESCAP, UN 혹은 UN
∙ IDA 가입자격은 IBRD 회원국
도 유지,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전문기구 회원국으로 제한
에게만 부여
철폐 등의 의무를 가짐

베트남 1956년(가입), 1993년(재개)

1956년(가입), 1993년(재개)

1966년(가입), 1993년(재개)

미얀마 1952년(가입), 2011년(재개)

1952년(가입), 2012년(재개)

1973년(가입), 2013년(재개)

북한

∙ 1998년 세계은행 조사단 방문
가입 시도
∙ 1997년 IMF 조사단 평양 방문 ∙ 1999년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1993년, 1997년, 2000년)
위한 자문관 파견

자료: 최장호, 최유정(2018), p. 77을 참고하여 수정보완.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나아갈 길이 더욱 험난하고 멀다. 또한 미얀마는 UN 차
원의 경제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북한은 UN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 전반
을 통제하고 있어 북한의 정치ㆍ경제적으로 받는 압박의 수준이 높다. 이에 대
해 제재가 북한의 경제난을 악화시키고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여
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정치ㆍ경제적인 붕괴로 이루어지
는 체제전환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 배제되어 있다. 포괄적 경제제재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본주의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고, 이는 체제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
서 베트남과 같은 관계 정상화 로드맵이 제시되고, 이 로드맵에 따라 미얀마와
같이 북미 양자간의 단계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북한이 체제전환을 시도한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기구의 기술지원을 활
용하여 국가 경제 비전과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
기구 가입이 필요하다. 베트남과 미얀마와 같은 경우 대외관계 경색 국면에서
도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체제전환 의지만으
로도 이들 기관의 기술지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IMF, World Bank, A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회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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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1990년대 이들 국제기구에 가입을 시도한 바 있으
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
한 규모를 알기 어렵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① 북한 또는 상
대국에서 채무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②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소위 말하는 ‘채
무 탕감 외교’를 펼치는 경우가 있고 ③ 원금에 이자가 축적되어 계속 증가해왔
기 때문이다.148) 양문수149)는 북한의 대외 채무에 대한 다양한 추정치를 제공
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00년 현재 북한의 대외 채무를 약 124억
6,000만 달러, OECD는 1998년 현재 74억 3,0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어 격
차가 매우 크다. 미국 CIA는 2000년 현재 북한의 대외 채무를 약 120억 달러,
2013년 현재 대외채무를 약 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150) 이러한 다양한 추
정치가 존재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2014년 소련 시절에 발생한 북한의 채
무 11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것151)으로 알려진 반면
북한이 유럽 국가들에게 진 채무는 이자 축적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베트남과 미얀마의 사례와 달리 선진 공여국들이 남한이 북한의 채
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
외 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남한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에

148) 북한의 대외 채무는 장기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금보다 이자 규모가 커진 악성 채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149) 양문수(2012), pp. 18~37.
150) CIA(2019), The World Factboo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5).
151) ｢[이슈&한반도] “러시아, 북한 부채 탕감… 북한식 ‘채무 외교’”｣(2014. 5.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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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국제기구 가입과 체제전환 대신에 중국과 남한을 통한 재원 조
달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하고, 나아가 체
제전환을 시도하는 데에 있어 관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지속과 체제 유지
재원 제공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미 관계 만큼이나 남북중 관
계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는 북한의 정상 국가화(비핵
화 논의를 차치하더라도)를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비핵화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고, 북미 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베트남은 시장경제로의 체
제전환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의 국교 수립에 10년, WTO에 가입하여 국제무
역체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데까지 20여 년이 소요되었다. 미얀마 또한 시장경
제로의 체제전환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의 국교 수립에 20여 년이 걸렸다.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5년 만에 모든 경제제재가 해제되었지만,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도 경제 개혁 조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가
자리 잡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 161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북제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
친 악영향은 ‘발전’ 자체와 ‘변화’를 막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제기
한 경제 정책은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효과를 야기하지 못한 채 대대적인 선언
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
고 현 수준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경제가 생산
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지 못하고 제재를 버텨내는 고비용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
화될 경우, 경제 전체가 고비용의 수탈경제 형태로 변해가면서 성장 동력 자체
를 상실할 개연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
해 하부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였고, ‘사회주의경제건
설 총집중노선’ 채택을 통해 식료품, 의류 등 인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
는 부분에 자원(노동과 자본)을 집중시키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산화
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대체하고자 하였다. 대외개방과 대외관
계 정상화 시도도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특구 지정을 통한 외자유치의 노
력이다.
그러나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제재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추
진하는 정책과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베트남과 미얀마는 경제제재하에
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재가 미친 악영향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치 또는 경제 제도 자체를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반면 북한경제는 베트남이나 미얀마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경
제의 변화는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북한은 거듭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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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한, 베트남의 인당 GDP 비교
(단위: 미국 달러)

주: 인당 실질 GDP(미국 달러, 2015년 기준).
자료: Oxford Economic Database(검색일: 2019. 10.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변화를 시도하나 다른 나라의 변화 속도와 비교할 때 속도가 매우 느리다. 북한
의 인당 실질 GDP를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과 비교하면 북한의 인당 실질 GDP가 2008년을 계기로 미얀마보다 낮아졌으
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1).
북한의 변화 속도가 느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제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 개혁ㆍ개선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투자 자본이 충
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부족한 투자 재원을 해외에서 유치하여 조달하
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외국인 투자 관련 법ㆍ제도를 선제적으로
수정하면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북한경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기업인과 노동자들도 외국인 투자가 야기하는 경제 활성
화와 선진 기술 전수, 규제 해제 요구 등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기에 변화보다는
관행적인 경제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에 변화 동력이 충
분하지 않으며, 대북제재가 이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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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제재와 비핵화 협상이라는 큰 장벽이 북
한경제의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고, 북한의 체제전환 정도는 베트남이 도이머이
를 막 선언했던 1986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
한은 일정 정도의 체제전환을 통해 경제를 개혁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다.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와 같은 경제 체제를 유지한다면 [그림 5-1]에
서 동남아 최빈국으로 불리는 미얀마, 캄보디아보다 경제규모가 작아질 것이
며, 이는 정권의 안정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의 접경국은
미얀마, 캄보디아보다 경제 수준이 월등하게 좋은 한국, 중국, 극동러시아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 북한의 체제전환은 정권 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체제전환 속도가 동남아 체제전환국 중 가
장 느리다고 평가받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거나 더 느릴 것으로 판단된다. 정
권 안정을 위해 시장경제 제도를 선별적으로 채택하고 운용하여 사회경제의 효
율성이 저하되고 혼란이 발생하며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개방 초기에 외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제
기구의 지원 자금을 유치해야 하나 급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수용하기도 어려
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법ㆍ제도와 관행의 격차가 클 것이며, 상호 모순적인 시장경제 법ㆍ제도가 혼
재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남한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북
한이 체제전환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느린 체제전환 속도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많은 투자 유
인을 가지고 있다. 북한경제는 마지막 미개발 지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저렴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에 한국, 중국, 일본 등 거
대한 소비시장이 존재하기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북한은 느린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외국인으로
부터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 외국인의 투자 권한을 보장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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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안정과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 방지, 자국 기업의
우선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과 베트남식 개혁개방의 중간 형태인 ‘우리식 개혁
개방(개방형 사회주의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우
리식 개혁개방은 궁극적으로 중국식 개방 모형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
국식 개혁개방이란 점진적인 체제전환으로 특구에 한해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
한 뒤, 안정성이 확인되면 이를 중국 본토에 도입하는 체제전환 방식이다. 외국
인은 높은 진입장벽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
다. 중국은 성장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통해 경제개발 비용(저축)을 조달하
고, 내수시장 선점을 유인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급진적인 체제전
환을 요구하는 국제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그
러나 북한은 중국과 달리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에 중국식으로 ‘점→선→면’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하되, 외국인 투자 주도형의 수출 정책을 펼기 위하여 적극
적으로 외국인 투자 장벽과 규제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 논의한 ‘베트남과 미얀마’사례를 참고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
오와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전망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이 개
혁개방 시나리오는 북한경제가 급격하게 붕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다.
주요국의 대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가 부족한 투자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
다. 외국인 투자의 확대 없이는 북한의 경제 개방은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
현재는 대북제재로 외국인의 대북 투자가 불가능하여 북한이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북한은 점진적으로 생산 하부 단위, 즉 기업
과 가계의 재량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로 실질적인 외국인 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등 경제 개방과 관
련된 법ㆍ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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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대북 투자는 5.24 조치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나, 제재와 무관한 농
업, 산림, 여성,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2019년은 북한이 봄 가뭄과 태풍 피해를 많이 입어 쌀 등 곡물 생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152)
인프라의 경우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초국경 인프라 건설이나 북한 내 인프
라 건설이 어려운 가운데, 예외적으로 중국과 초국경 인프라는 합작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중국 투먼과 북한 남양시를 잇는 신두만강대
교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민간 투자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한해 합작방식의 현물 투자가 허용
되고 있다. 제조업은 주로 의류와 식료품, 건설자재 부문이며, 서비스업은 택
시, 택배 등의 운송업이다. 특구에는 외국인 단독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
분 중국계이며 제재로 인해 투자 규모도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제4장의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를 따라 개방 초기는 대북제재가 부분 해제되
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대북제재의 부분 해제란 2016~17년 동안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 5개가 해제되거나, 대북제재는 해제하지
않더라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수준
으로 국제사회에서 합의하는 상황을 말한다. 2019년 8월 현재 총 10개의 경제
관련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으며, 이 중 UNSCR(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2016. 3. 2), UNSCR 2321(2016. 11. 30), UNSCR 2371(2017. 8. 5),
UNSCR 2375(2017. 9. 11), UNSCR 2397(2017. 9. 11) 등 총 5개의 결의안
이 2016년 이후 통과되었다.
남한의 대북 투자는 대북제재가 부분 해제될 경우, 남북경협은 최소한 금강

152) ｢미 농무부 “北 올해 쌀 예상 수확량 136만t...10년 사이 최저 수준”｣(2019. 7. 2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10. 5); ｢FAO “北 올가을 식량 수확량 5년 사이 최저”｣(2019. 9. 2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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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현재

개혁의
방향성

남한의
대북
투자
주
요
국
의
대
북
경
제
협
력

개방 초기

개방 중기

개방 후기

생산 하부
∙ 대북제재 전면 해제
단위(기업, 가계)의
∙ 대북제재 부분 해제 ∙ 법ㆍ제도 개선으로
∙ 적극적인 외국인
재량 확대,
부분적인 국유기업
∙ 남북 간에 체결된
투자 주도형 수출
외국인 투자 제도
∙ 기존 합의의 유효성 민영화, 가격자유화,
정책 장려
등 경제 개방 관련
이용권 사유화, 금
재확인
법ㆍ제도의
융시장 도입 추진
제정/개정
5.24 조치로
대북 투자 불가
대북 인도적 지원
(농업, 산림, 여성,
보건, 의료 등)

∙ 금강산관광과 개성 ∙ 추가 산업단지 건설 ∙ 남북경협의 전면적
∙ 특정 분야에 한해 인 확대
공단 재개
남북 합작 기업의 ∙ 남북 합작 기업의
∙ 철도 시범운송
∙ 일부 제조업의 남북 북한 내수시장 제한 북한 내수시장 제
적 진출 허용
한적 진출 허용
합작 투자 허용

∙ 북한 내 인프라 현
∙ 중국과 러시아의 초
대화에 외국인 투자
대북제재로 관련
국경 인프라 건설을
허용
사업이 대부분 중단
북한과 합작 형태로
∙ 해외 민간 기업의
(예외적으로 중국의
∙ 국제기구의 지원과
허용
인프라 건설 시장
인프라
초국경 인프라는
차관 확보를 통한
진출 허용
∙ 남북 접경지역 철도
북한과 합작
인프라 건설 추진
ㆍ도로 현대화에 남
방식으로 건설)
∙ 남북 합작 형태로
북 합작 건설 허용
인프라 건설 허용

민간
투자

∙ 제조업과 서비스업
∙ 제조업과 서비스업 ∙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로 운수업)에 한
제조업과
에 한해 외국인과의 에 한해 외국인과
해 외국인과의 합작
서비스업에 한해
합작 투자 장려
의 합작 투자 장려
투자를 장려하되 내
합작방식의 현물
∙ 특정 분야에 한해 ∙ 특정 분야에 대해
수시장 진출은 가급
투자 허용
외자 기업의 북한 외자 기업의 내수시
특구 지역에 외국인 적 불허
내수시장 진출 허용 장 진출 허용
단독 투자 허용
∙ 특구는 외국인 단독
(Positive 방식)
(Negative 방식)
투자 허용

자료: 저자 작성.

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능할 경우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되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이외 지역에서 남북경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남북경협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
로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북중러 철도 시범운송 또는 철도 연결이 초기단
계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개발의 경우, 북한은 원칙적으로 기간시설(공항, 철도, 항만,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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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에 대해서 외국 자본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나, 초국경 인프라(신압록
강대교, 신두만강대교, 압록강 수풍 수력발전댐 등)에 한해 북한과 합작 건설을
허용하고 있다. 개방 초기에는 북한 측 국경의 세관 시설, 북중 호시무역구 등
의 상업 시설, 철도ㆍ도로 등의 물류 시설에 대한 북중 합작 건설을 시도할 것
으로 전망된다.
민간 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주로 운수업)에 대해 합작 방식의 현물 투자
를 허용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내륙 지역에 대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의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오라스콤이
투자하여 건설한 북한의 휴대폰 사업이었다. 외국인 단독 투자는 특구 지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특구 지역은 북한 내륙지역과 검역ㆍ통관 등의 측면에
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개방 중기는 대북제재가 전면 해제되고 부분적으로 경제 관련 법ㆍ제도가
개선되면서 남북경협과 대북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나, 경제 개방이 북한 사
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정권 안정에 대한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을 가
정하였다.
남북경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2008~09년 수준 이상으로 남북경협
이 활성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 기본 합의서’ 등
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의 2ㆍ3단계 확장이 진행되며, 금강산 외
에 백두산, 칠보산, 개성 등의 관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접경지역
을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교량 등이 건설되고, 남북 철도ㆍ도로의 연결이 이루
어져 중국ㆍ러시아와 연계될 것이다. 북한 지역 발전 및 항만 시설에 대한 남한
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의 경우 북중, 북러 접경지역에 초국경 인프라가 건설되나, 일부 인프
라의 경우 접경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지원자
금을 유치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초국경 인프라는 접경지역의 세관,
교량, 배후 산업단지, 항만, 철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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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한하여 외국인과의 합작 투자를 장
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Positive 방식으로 특정 분야(이동통신, 물류, 숙
박,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에 한해 외자 기업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 후기는 적극적인 외자주도형 수출 정책을 펴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북
한이 체제전환의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미
얀마나 라오스 수준으로 경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법ㆍ제도와
현실의 거래 관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시기로 보인다.
남한의 대북 투자는 상당히 활발해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H’구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단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합작 기업의 북한 내수시장 진
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이 전면적으로 확대될수록 남
북이 경제통합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보다 효율적
일 것으로 예상한다.
인프라의 경우, 내륙 지역에 대해서도 민관합작투자(PPP)방식의 외국인 투
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투자의 경우, 특정 분야(이동통신, 물류,
숙박,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자기업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도 취약한 분야나 핵심 산
업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남한의 대북 정책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우위를 바
탕으로 공세적인 대북 정책을 펴왔다. 남한의 대북 정책은 정권에 따라 관여정
책을 특징으로 하는 ‘안정적인 변화(gradual and steady change)’ 전략과 북
한 붕괴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압박ㆍ봉쇄’ 전략을 추진해왔다.153)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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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전략은 급격한 통일이 남북 양측에 주는 경제적 충격이 크기에 적극적인
남북 사회ㆍ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2정부2체제
시간을 거친 이후에 양측의 사회ㆍ경제적 격차가 줄어들면 통일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전략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되었으나, 대
북 퍼주기와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압박ㆍ봉쇄 전략은
북한이 대화 의지 없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보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방식을 말한
다. 이 전략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주요하게 추진되었으나, 남북의 반
목 심화,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대
북정책을 펼 때마다 비판과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남한의 대북 전략은 공세적
인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은 공세적인 전략에서 수세적인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통일 담론이 통일국가 지향에서 ‘사회
주의 북한’의 길 강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154) 남한이 북한에
게는 잠재적 체제의 위협인 상황에서 남북 경제 격차가 커지고 대북제재 등 대
외여건이 악화되면서 북한이 공세적인 통일 전략보다는 북한 체제 안정과 경제
개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남한이 제안하
는 경제협력 사업을 승인해가거나 남한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경제협력이 추진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남한의 협력사업 제안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여
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니 시행할 수 없다고 하거나, 대북제재 등으로 국제 사회
의 공조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협을 추진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남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의 공조 없이 남북경협을 추진하기는 어
렵다고 응답해왔다. 이를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남한경제가 이미 국제화되었기
153) 조성렬(2017), p. 3.
154) 이종석(201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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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제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남북경협은 북한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현
재(2019년 말)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협조가 부
족하기 때문이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이 여기에 얼마만큼 호응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이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 정착,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민족 동질성 회
복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북한이 남한의 경제협력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 경색은 지
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
나, 이는 많은 제약과 한계 가운데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
책하에서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주변국과 초국경 인프라 건설을 추
진하면서 사회ㆍ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갈수록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중
국의 법, 정치, 사회문화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극동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나 극동러시아 역시 투자 재원 부족, 인구유출 등으
로 곤란을 겪고 있어 북한에 대한 투자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배제 정책을 견지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
지는 상황에서 북한경제는 점진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경제
의 국제사회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경협 제안에 호응한다면 남한의 역할은 다양할 것으로 전망
된다. 첫째, 무엇보다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
교역을 매개로 남한이 북한에 대한 반입을 늘려갈수록 북한 기업과 공장의 가
동률은 올라갈 것이며 이는 북한 산업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다. 200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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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남한이 북한에 제공했던 비료는 농업생산력을 올리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
였다. 둘째, 경제성장 초기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개성공단 조성으로 북한 개성시에 상수도와 전력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개성공
단 노동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개성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마지
막으로 북한의 압축 성장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은 ‘단번도약’
론으로 경제성장의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술사회로 곧바로 진입하는 압축
성장을 선호한다. 남한은 빠른 경제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충분하
게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인력의 기술교육과 법ㆍ제도 개편을 도울 수 있는 충
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남북경협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접경지역 협력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도울 수 있는 전방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사회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경제를 개방하는 형태로 변해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 최소한의 평
화가 자리하여야 하며, 그 평화를 기반으로 남북 양측이 상호 신뢰의 바탕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가.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 조성: 남북 CEPA 체결
제4장에서는 북한이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를 따라 개혁개방의 길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
남한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제도적 보장을 북한에게도 요구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남한은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경협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고, 북한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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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남북한의 법과 남북합의서의 역할

자료: 저자 작성.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제도적 보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법⋅
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
준의 법⋅제도 개선이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제도 안정장치로 남북한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제안한다.
남북한의 법은 독자적인 법 주권 지역이 있으며,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남북합의서이다. 남북한 헌법 모두 남북한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
고 있으나 남한법의 실효적 영역은 남한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북한법의 실효
적 영역은 북한 지역에 머물고 있다. 남북경협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질
적인 남한법과 북한법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남북
합의서이다(그림 5-2).
상술한 것처럼 북한이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려
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기존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의 유효성
을 재확인하는 일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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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천안함 피격 사건(2010. 3), 남한의 5.24 조치, 연평도 포격(2010.
11), 개성공단 가동 중단(2016. 2) 등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기
존 남북합의서를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없어졌다. 2019년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1년,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경과되는 해이다. 언제
남북경협이 재개될지 짐작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된다면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남북합의서의 유효성 여부이다. 만
약 기존 남북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새로운 형태의 남북합의서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남북합의서를 개정하는 일이다. 남한 입장에서 기
존 남북합의서는 남한경제가 국제화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때문에 남북합의
서의 몇몇 조항은 현재 남한의 경제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며, 중장기적으로 통
상 분재의 소지도 있다. 남한경제는 한-미 FTA 체결(2007. 4)과 한-EU FTA
체결(2010. 10)을 기점으로 경제 관련 법ㆍ제도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정ㆍ
개정되면서 국제화되었다. 앞으로의 남북합의서는 국제화된 남한의 경제 현실
을 반영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합의서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면 제안할 수 있는 것이 ‘경제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남북 CEPA 체결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로는 임수호, 동용승(2007), 임수호, 김준영, 홍석기(2016), 최
장호 외(2018)를 꼽을 수 있다. CEPA의 정의는 다양한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경제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CEPA)는 ① 남과 북이 통
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② 공동번영과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를 건설하기 위하여 상품교역과 노동, 자본(투자), 서비스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③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합의
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법적 구속력과 보장성을 높이며 ④ 남북 관계
의 특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남과 북 사
이의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약정이다.” 남북 CEPA 체결은 남한법과 북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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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남북 CEPA의 역할

자료: 저자 작성.

국제법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3).
CEPA는 북한의 경제 관련 법ㆍ제도의 개정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guide
line)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로 빠르게 ｢외국
인 투자법｣, ｢대외무역법｣ 등의 경제 관련 법ㆍ제도를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고는 하나,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북한이 단기
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경제 관련 법ㆍ제도의 개정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빠르
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이드해줄 수 있는 것
이 남북 간에 체결된 CEPA이다. CEPA는 정의 ④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국제
적인 수준에 준하여 체결될 것이며,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의 경제 관련
법ㆍ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의 CEPA 체결은
[표 5-1]의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중 초기와 중기에 추진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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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 분업 구조 형성
북한경제가 단기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북 분업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한과 분업 구조를 형성한다면, 제4장에서 소개한 베트남이나
미얀마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분업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국제가치사슬에서 북한이 노동집약적인 공정을
담당하고 남한이 기술과 자본, 시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
회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져왔다. 실제로 제4장
에서 소개한 베트남과 미얀마 모두 국제사회에서 노동집약적인 공정에 비교우
위를 보이면서 성장해왔다. 두 번째 방법은 북한의 낮은 규제와 낮은 산업 발달
단계를 이용하여 최첨단 산업 분야를 북한에 도입하여 빠른 기술 성장을 도모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4차 산업이나 IT의료분야 등 첨단 산업의 테
스트 베드(test bed)와 제조 역할을 하고 남한이 이에 대한 시장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보면, 남한의 한계 산업 중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북한으
로 이전하여 남북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계 산업을
북한에 이전하여 투자할 때, 외국인 기업과 합작ㆍ합영 방식으로 진출하는 방
안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차(예를 들어 KIA 모닝, 한국 지엠 라보, 다마스 등)
는 한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분야를 북한 지역에서 생산하고 주변
지역에 판매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다른 예로 단순 노동집약적인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의 일부를 북한 지역에
서 생산하고, 이를 남한에 반입하여 조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해 외국인 기업이 진출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 기업과 연계하도록 하
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U턴 기업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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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나,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U턴 기업은
대부분 국내에 복귀하면서 무인화ㆍ자동화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북한에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U턴 기업을 북한에 유치하기보다는 해외
생산기지에 의존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분야를 북한에 유치하거나, 인건비 등
을 이유로 남한에서 해외로 이전 검토 중인 한계 분야를 북한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남한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조선업ㆍ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
쟁구조가 격화되면서 남한의 조선, 자동차, 기계 부문에 시장구조변화가 일어
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한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기계장비나 생산설비가 북한에서 활용된다
면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분야를 해외로
이전하기보다는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남북 분업 구조를 형성하고 한반도 경
제권을 형성해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조선업은 남한이 고부가가치 분야를 북한이 생산 기술력 부담이 적은 분야
로 분업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소비는 꾸준하나 생산 기술력 부담
이 적고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 선박과 중소형 선박, 선체 블록을 생산하는 조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남한은 기술수준이 높은 고부가가치 분
야에 주력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남북이 조선 분야에서 분업 구조를 형성하
여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북한의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남한에서 경쟁력이 약한 분야를 북한이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
다. 수입에 의존하거나 주문자 생산을 하고 있는 경차ㆍ소형차 생산을 북한이 담
당하게 하여 신규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모색할 수 있다. 소형 상용차 모델은
동남아 등 신흥개도국에서 생산을 추진 중인 저가 단순 조립 모델을 고려하여 북
한에서 해당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남한 유휴 인
력은 북한 지역에 기술교육 업무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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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을 보면, 북한이 첨단 산업의 테스트 베드와 제조 역할
을 하고 남한이 이에 대한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꼽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와 스마트시티의 경우, 남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최신식 인프라를 갖
추고 있는 데 반해 인구 밀도가 낮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실험을 하고 있으며, 새로 건설될 아파트 단지에서는 스마트시티 운용을 실험
하고 있다. 북한이 초기 경제성장을 하는 경우, 남한의 세종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를 북한의 신도시에 적용해보고 관련 데
이터를 수집하여 남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 표준을 정하여 이를 남
북한 모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IT의료분야, 예를 들어
원격진료의 경우 남한은 관련 규제가 많아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북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므로 초기 투입 비용과 인원이 저렴한 원격진
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경
우 남한이 관련 기술과 건설, 운영을 담당하고 북한이 시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북 연계 확대
제4장의 베트남, 미얀마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개혁⋅개선 조치
이후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계 기업은 북한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투자 유인으로 보고 있
다. 외국인 투자 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가 가능하
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20위권 이내의 경제력을 지닌 한국, 중국, 일본
에 접경해 있어 개방을 하여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질 경우 내수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국 시장 진출도 용이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 수준이 높
지 않아 대북 투자 시 내수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이집트계인 오라스콤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에 투자(고려링크의 지분 75% 소유)하여 2008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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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까지 약 7년 동안 독점권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25년 동안 북한에
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외국인 기업은 세 가지 방법으로 대북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남한에 외국인 투자를
한 뒤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을 활용하여 다시 북한에 투자하고 남한이 제공하는
대북경협에 대한 지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제3국(예:
중국)에 투자한 뒤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을 활용하여 다시 북한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남한이나 제3국을 경유하여 대북 투자를 하는 것은 △북한의
부족한 사회ㆍ경제 인프라를 제3국 경유를 통해 보완하거나 △제3국에서 제
공하는 대북 투자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제3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는 북한경제개발은 물론 남북한경제통합에 대
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는 북한 체제에 대한 간접적인 보장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이 북한에 투
자할 경우, 북한에 대한 물리적 타격을 방지하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 국제
사회와 한반도 개발의 이익을 공유하여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수도
있으며, 다자가 북한 개발에 참여하고 북한이 빠른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정
치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는 유인이 감소한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북한 개발로
경제 개방 유도 및 시장경제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을 추
가로 확보할 수 있다.
대북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표 5-1]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시나리
오와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남한과 연계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은 물론, 한반도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북한은 제도적ㆍ경제적으로 기반이 취약하여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이 이를 보완하여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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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윤을 주는 상호호혜적(win-win) 구도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이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를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외국 기
업의 대북 투자와 남북경협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 모
색이 필요하다. 대북 외국인 투자가 남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 기
업은 물론 남북 모두 이익을 보는 관계 수립이 가능하며 남북 상생협력의 상징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 기업은 대북 투자 시 남한의 선진화된 투자 인프라
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대북 투자 유인과 투자 안정성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남한은 대북 투자 외국인 기업을 남한에 유치하여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개발을 주도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를 활용하
여 한반도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남한이 가
진 사회ㆍ경제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판로와 계약관계를 유지
하며, 외국인 투자자금은 물론 남한의 투자자금도 병행하여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와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법은 북
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남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외국(해외동포)과 남한을 구분하고 있는데, 외국인
과 남한 주민의 대북 투자에 대한 대우가 상이한 상황이다. 2010년대에 접어들
면서 북한의 외국인(해외동포) 투자에 대한 법ㆍ제도는 빠르게 정비되고 있으
나, 남한과 관련된 법ㆍ제도는 2008년에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이 전부이
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남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남한 주민의 대북 투
자에 대한 대우가 외국인의 대북 투자에 대한 대우보다 우위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북한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되
남한을 연계한 투자를 하는 방안,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공
고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부상한 연구분야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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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남한의 역할 강화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이 국제사회의 지원(ODA)을 받기 위해서는 원
조 공여국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경제개발의 청사진과 원조의 효과성을
건설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열악한 인적 역량과 경험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원조 공여국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은 인적 역량 부족, 경험 부족 등으
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부적
절한 원조 예산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
이나 국가가 원조 공여국 회의를 주관 개최한다.
통상적으로 원조 공여국 회의는 IMF나 World Bank가 주관 개최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MF나 World Bank 가입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3~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까지 북한은 국제기구 가
입을 위한 경제 통계 공개에 거부감을 표시하며 IMF나 World Bank 가입에 소
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라오스의 경우, UNDP가 원조 공여국 회의를 주관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지
원을 획득하였다. 북한도 UNDP 회원국이므로 IMF나 World Bank 가입 이전
에 라오스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특유의 사정으로 지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UNDP마저 라오스 방식으로 북한 지원을 위한 원조 공여국 회의 주관에 소극
적일 개연성도 있다.
예외적으로 몽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일본이 원조 공여국 회의를 주관 개최한
사례가 있었다. 몽골과 캄보디아 방식을 참고하여 남한이 원조 공여국 회의를 주
관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만약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를 개최한다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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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 역시 후
속 연구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에
대한 원조국 회의 개최는 [표 5-1]의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중 중기에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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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Guidelines
to New Strategi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after
UNSCR since 2016
Jangho Choi, Yoojeong Choi, Bumhwan Kim, and Soo Ho Lim

This study identified trends and possibiliti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seeks new policy altern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irst, it analyzed the achievements of new economic
policies announced since Kim Jung-un took leadership and the effects
these are having withi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addition, it
evaluated the current level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based on the experience of various other transition economies.
Chapter 2 examined recen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ic
policies and institutions. Chairman Kim has worked to improve the
nation’s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and “priority of resource
allocation.” First of all,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strategy was applied to reform the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Second, the government shifted from its previous policy of parallel
development of the economy with nuclear weapons to a focus on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to reform resource allocation priorities, reducing
the share placed on heavy industries. The government appears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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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its investment in the military sector and increased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instead. Third, a total of 27 special economic zones
have been designated for external open measures to promote drastic
foreign investment. However, these measures have had almost no effect
due to economic sanctions. Forth, the government has strongly promoted
the import substitution policy, and achieved certain results in the
consumer goods and light industrial equipment sectors. This series of
measures is thought to be comparable to, or more advanced than,
early-stage Chinese reforms, bu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m
specificall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Chapter 3 attempted to quantitatively
analyze how the Kim Jung-un regime’s economic policies affected the
North Korean economy. Based on the time series data of North Korea’s
imports, this chapter examined four par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irst, it analyze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imports shown under Kim Jung-il and Kim Jung-un
leadership. There was no structural change in import between the two
periods. Second, coming into Kim Jung-un leadership, North Korea’s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its imports
of consumer goods increased significantly, mainly from a decrease in
investment by South Korea and China due to sanctions, while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has increasingly produced intermediate goods by
itself. Third, our analysis of technology levels of imported goods in North
Korea revealed a remarkable growth of “medium-low technology” and
“medium-high technology” items due to the influence of Chairman
Kim’s policy to promote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The policy,
however, has been adversely affected due to various sanctions ca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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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line in imports of medium-low and medium-high technology
items. Fourth, the results of our analysis of North Korea’s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firms in North Korea
confirm that the economic concentration in Pyongyang has increased
since Kim Jung-un leadership.
Chapter 4 conducted a case study of transition economies in order
to review th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policy pursued by Kim
Jong-un, and how it could be implemented in practice. We examine
the policies that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Myanmar have
implemented over time since their declaration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and assessed under what conditions the policies produced
results. Through this, the level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policy
recently pursued by North Korea is comparable to those of these
countries, and the policy task to achieve results is presented. In light
of Vietnam’s case, North Korea seems to be in a position to move toward
a “new economic policy” that emulates the “Doimoi Policy” of Vietnam.
Considering the case of Myanmar,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seems to be in the early stages of normalization. The
key is whether a roadmap for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can be established, as in the case of Vietnam, and
whether North Korea can accept US demand for lifting sanctions, as
in the case of Myanmar. Our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se countries’ opening policies depended on whether
they could attract foreign capital. This means that in order for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nd opening policy to achieve meaningful
results, foreign relations must be normalized first.
Building on these results, Chapter 5 presents the possi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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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ing tasks for economic change in North Korea and the potential
cooperation areas to resume and exp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new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nditions. Despite the fact that North Korea’s economy has been
showing progress since Kim Jung-un took office, the North Korean
economy is undergoing difficulties as the overall economy has
transitioned toward a high-cost structure since the sanctions in 2016.
Sanctions are limiting the domestic effectiveness of Kim Jung-un’s
economic reform policies,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North Korea’s
economy to achieve reform and openness without lifting sanctions and
normalizing foreign relations.
The new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aimed at
supporting North Korea to normalize its foreign relations and enter the
international regime. In particular, when resum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clude an inter-Korean
CEPA in order to create a sta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 Second, in order to lower the cost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promote rapid growth of
the inter-Korean economy,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should be
pursued in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value
chai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 are two ways to establish
a economic value chain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one is where
North Korea takes charge of labor-intensive processes while South
Korea presents a traditional way of providing technology and capital,
and the other is to enter the fourth industrial sector utilizing North
Korea’s low levels of reg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guide North Korea to multilateral cooper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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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nd improving the conditions for foreigners to participate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us creating a virtuous cycle
betwe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foreign investment.
Fourth, if South Korea plays a leading role in donor conferences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pporting North Korea following its
reform and opening up, it will be able to serve as a bridgehead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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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SITC 코드별 수입액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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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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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2078

529

705

12681

2272

4718

1260

1248

1318

2008

22504

385

2319

4954

2770

2482

357

1484

2402

1671

4099

1393

1301

1808

2010

2953

6684

1480

2078

2015

1747

338

1166

4216

1904

5080

3396

1527

3795

2012

499

6431

2966

4435

4697

2938

564

1322

6487

2619

7589

5851

1680

5869

2014

1088

1496

5500

528

847

2927

846

1557

3164

3024

9075

6441

2651

6743

2016

638

400

3575

195

275

1882

495

880

3766

2701

7576

6071

2647

3490

2018

1097

412

6371

94

187

3015

1110

1566

8457

2219

9033

3049

3389

1802

2019

967

347

5604

69

192

4492

1026

2120

4232

2606

10873

4147

3619

1915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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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SITC 코드별 수입액

•

(단위: 만 달러)

SITC

653

657

661

673

674

691

697

713

728

741

743

744

749

752

1998

1828

3812

124

608

638

413

81

161

221

54

60

507

339

418

2000

2244

5044

521

1350

2141

371

146

469

890

76

96

968

587

1390

2002

2766

5159

644

1896

1751

1301

101

344

1440

122

250

1579

889

965

2004

3570

4580

1889

1137

3007

526

199

791

1021

252

100

1317

1152

8267

2006

5472

6659

2462

1986

2586

6168

486

1091

2489

525

272

1744

786

4040

2008

10722

13799

2007

3777

4075

6306

653

473

3782

896

1042

2021

702

2279

2010

17297

22892

839

1347

4991

1282

675

294

3300

921

512

2254

1130

9145

2012

19404

28191

1776

3246

4907

2164

719

267

3681

1200

1196

3493

1675

3231

2014

22132

30718

2150

3959

6542

2304

1005

718

3230

1336

1361

2776

1036

4332

2016

15245

19280

1948

2674

5933

831

849

679

2161

986

251

1935

800

5233

2018

10211

14127

1025

4

21

15

25

25

99

32

0

43

14

50

2019

13490

18780

1403

0

1

0

3

0

0

2

2

0

12

2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부록 4. SITC 코드별 수입액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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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C

759

761

764

775

781

782

784

785

821

845

846

847

851

893

1998

1086

221

248

68

3470

2606

185

7

277

106

111

55

178

147

2000

568

656

491

105

7900

3624

360

6

361

389

956

153

508

369

2002

473

531

838

183

2570

3364

1303

4

459

456

1050

150

475

693

2004

554

884

703

332

1910

4906

493

16

599

428

2963

183

667

708

2006

216

911

622

559

2080

3080

476

51

949

786

1363

213

1054

1062

2008

837

1501

2170

699

1900

5502

941

71

1808

4810

3520

2323

1255

945

2010

864

1094

6109

906

3230

10145

1750

365

1067

2500

1336

2806

2347

992

2012

1400

1824

8990

1040

4260

15078

1807

716

1574

2712

2857

2057

4162

1537

2014

921

5029

11514

1214

2700

13604

1456

1307

2264

4617

7904

5507

7545

3305

2016

264

3783

8258

1014

2590

15268

690

708

1695

4123

6092

2688

2590

3139

2018

1

189

88

29

36

18

23

20

2939

2347

2732

2840

3411

3624

2019

0

2

0

1

3

23

0

0

3741

4076

2033

4643

4826

4945

자료: UN Comtrade, KITA(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5. 6~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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