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V

O
L
E

T
N
E
PM

전략지역심층연구 19-07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김석환·민지영·백종훈·레 슈안상

전략지역심층연구
1 9 - 0 7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김석환 · 민지영 · 백종훈 · 레 슈안상

전략지역심층연구 19-07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인 쇄
발 행
발행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팩 스
인쇄처

2020년 8월 25일
2020년 8월 31일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044) 414-1179
044) 414-1144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ISBN

7,000원
978-89-322-6136-2 94320
978-89-322-6119-5(세트)

국문요약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
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
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들이 해
당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점 혹은 과점의 상태를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
으며,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에 투자 및 기술을 이전시켜 이득을 얻
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체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인 육성이라는 목표
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
으며 민영화의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2장에
서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당시의 계획경제 상황과 직면 과제들에 대해서 분
석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민영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기
업 및 기업가의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민영화된 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
면서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꼽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다른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대규모 폐쇄경제였으며,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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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았던 반면, 베트남은 소규모 폐쇄경제였으며,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
를 가지고 있었다.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공산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추진 방
식이 다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서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얻을 수
있는 첫째 시사점은 제도화이다. 그 이유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법률
제정과 제도화를 통해서만 완료되기 때문이다.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제
도적 장치의 완비를 통한 구조적 변환 노력 없이는 자본가의 투자 의욕과 외국
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개혁 추진과정
에서 강력한 지지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과거로의 회귀를 막는 완충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
의 성공은 결국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 계층을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계층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
인 양성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업
을 양성하고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북한 체
제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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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체제전환국(Transitional economies)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해한다면 최근의 북한이나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을 시도한 중국,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베트남도
이러한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99년 ｢체제전환국의 성장 결정요인(Determinants
of Growth in Transition Countries)｣이라는 보고서에서 체제전환의 개념
을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간접적이고 시장 중심적 기구를 형성하려는 노력,
사유재산권 형성, 법치, 시장 참여에 대한 여러 규제들에 대한 투명성 증진 등
과 함께 경제활동 및 가격, 그리고 시장 참여 활동 등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하
는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1)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사적 소유
를 강화하는 체제전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이를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의 자본주의 실험’, ‘경제체제전환’ 등 어떤 용어로 정의한다 하더라도 계
획경제에 시장 요소를 도입, 확대하고자 해왔다는 점에서 IMF 기준에 따른 체
제전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라오스와 베트남 등에서
시작된 경제개혁도 체제전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체제전환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본다. 2012년 김정은 위
원장이 최고 권력자가 된 후 북한은 8년여 동안 일관되게 시장의 기능을 확대
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2년 12월
1일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12.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도입한 것을 비롯
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30일 ｢현실 발
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른
1) Havrylyshyn and Wolf(1999), imf.org/external/pubs/ft/fandd/1999/06/havrylys.htm(검색
일: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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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5.30 담화’를 발표해 기업의 권한과 자율권을 더욱 확대했다. 특히 ‘5.30
담화’를 통해 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하면서 발표한 기업에 대한 10개의 권
한 부여2) 는 북한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한 체제전환의 실험을 본격화
해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옛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시장경제 도입,’ ‘사적 소유제도의 확산’과 같은 체
제전환의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여 년이 흘렀다.3)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시도된 사적 소유의 확대, 민영
화, 그리고 민간기업인의 양성 및 출현 과정은 체제전환의 핵심이었다. 또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성과는 확연하게 달
랐다. 때문에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 특히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민영화 과정과 민간기업인 육성 및 창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현재 북한이 시도하는 체제전환이 어떤 경로를 걸을 것인지에 대해 예
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소강 상태에 있고 남북관계도 경색되면
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이 내부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경제 개
선 조치 및 개혁 정책들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에서도 사적 소유가 증가
하고 민간기업인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되리라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현 단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정책
들이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도했던 체제이행의 초기 조치들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들 선행 체제이행 국가들이 겪었던 이행 과정의 문제점과 구체적 실행
2) ‘5·30 담화’에서 언급된 10가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권 ② 생산조직권 ③ 관리기구와 노력조절
권 ④ 제품개발권 ⑤ 품질관리권 ⑥ 인재관리권 ⑦ 무역과 합영, 합작권 ⑧ 재정관리권 ⑨ 가격제정권 ⑩
판매권 등을 기업에게 부여했다. 최경희(2017), p. 3.
3) 소련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가미한 개혁은 레닌시기의 신경제계획, 흐루쇼프의 경제 개혁,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등 다양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1991년 소련
의 해체와 그 이후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단행된 민영화 시기를 체제전환 시기의 본격적 시작으로 본
다. 본 연구도 이런 일반적 견해를 따라 옐친 시기에 단행된 가격자유화 및 바우처 민영화 제도 이후를
체제전환을 본격화한 시점으로 기산해 30여 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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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연구해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선행 체제이행 국가들 중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
영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당면 과제, 민간기업인의 창출 및 육성과 관
련한 현실적 난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는 국가 주도형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현 단계 북한
에 각각 급진적 체제전환과 점진적 체제전환의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러시아는 정치·경제 양 부문에서 체제전환을 시도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공
산당 1당 독재가 무너졌고 선거에 의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시스템이 확고
하게 자리 잡았다. 비록 정치권력 및 엘리트의 선출과 충원 과정에 권위주의적
인 요소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권력
이 결정된다는 점은 중요한 민주주의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러시아는 에너지와 군산복합체 등을 중심으로 옛 소련
시절의 전략적 국영산업 부문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민영화를
통해 석유 및 자원 산업, 유통, 금융 부문 등에서 대규모 민간기업 집단들을 창
출해 억만장자(올리가르흐)가 속출하고 있다. 또 서독에 흡수 통합돼 옛 동독
시절의 경제 및 정치 엘리트들이 쇠락한 동독과 달리 옛 소련 시절의 경제 엘리
트와 정치 엘리트들이 새롭게 부상한 민간 엘리트와 민간 대기업 소유주 및 경
영진들과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베트남의 체제전환 사례는 정치 부문의 공산당 독재를 존치시키면서 경제
부문에서의 체제전환을 시도해 성공한 사례로서 북한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베트남은 또한 아시아 국가로서 미국과 전쟁을 하고
그 여파로 경제제재를 겪었던 국가였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 후 외국 투자를
유치한 수출 주도형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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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두 국가는 국가 소유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에서부터 국영 재산을 민영화한 결과 필연적으로 야기될 빈부 격
차 문제, 민영화 과정에서의 기회의 형평성 문제, 국내 자본의 형성이 미미한
상태에서 외국 자본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독려하고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인 난제에 부딪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두 국가는 제3장
및 제4장에서 설명하듯 다양한 민영화 방법을 사용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시도하는 체제전환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도 결국 민간기업과 기업을 양성
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체제전환에서 성공적인 결과
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후 기
업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12.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러한 북한의 체제전환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전환을
시도한 러시아와 베트남이 직면했던 개혁 과정에서의 난관과 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중의 현실적
난제와 그 극복 사례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체제 이후 체제전환을 시도
하는 북한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베트남과 러시아의 기업 민영화 및 기업가 형성 과정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
우 미미하다. 일부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체제전환이 시
도되던 1990년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의성이 매우 떨어진다. 특히
당시에는 정보의 공개가 미미하거나 체제전환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연구였다. 또한 북한도 체제전환을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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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기 이전이라 북한의 체제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어려웠다.
체제전환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최근의 연구로는 최유정 외(2018)의 뺷체제
전환국에서 외국인 투자 결정요인- 동남아 3개국의 사례뺸와 윤인하 외(2015)
의 뺷체제전환국의 경제자유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중동부유
럽과 유라시아 국가를 중심으로뺸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체제전환 사례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들을
연구했거나 체제전환 국가의 사례에서 경제자유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및 민주
개혁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에 주안점을 둔 연구다. 때문에
체제전환을 시도할 때 중요하게 부딪히는 현실적 난제들과 체제전환 과정에서
의 핵심적 목표인 기업 민영화와 기업인 양성 및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체제전환 초기의 기업 민영화와 기업인 형성 과정
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러시아
의 기업가 형성 과정 및 민영화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의 경우 주목할 만한 것으
로는 Blasi, Kroumova, and Kruse(1997)의 뺷크렘린 자본주의(Kremlin
Capitalism)뺸,4) Leonard and Pitt-Watson(2013)의 뺷1990년대 초 러시아
민영화와 체제전환(Privatization and Transition in Russia in the Early
1990s)뺸,5) Burawoy and Hendley(1992)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민영화: 소
련기업의 전략 분리와 정치적 위기(Between Perestroika and Privatization:
Divided Strategies and Political Crisis in a Soviet Enterprise)｣6) 등이
있다.
Burawoy and Hendley(1992)는 ‘레지나’라는 특정 기업 내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기업의 일부가 완전한 독립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Blasi,
Kroumova, and Kruse(1997)는 1986년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
4) Blasi, Kroumova, and Kruse(1997), pp. 1-187.
5) Leonard and Pitt-Watson(2013), pp. 1-125.
6) Burawoy and Hendley(1992), pp. 3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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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되었던 각종 개혁안에 대
한 설명과 함께 민영화 프로그램이 채택되고 그것이 빠르게 실행되는 과정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다. Leonard and Pitt-Watson(2013)은 러시아의 민영
화 실험을 회고하면서 경제개혁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평가하고 있다.
Leonard and Pitt-Watson(2013)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현실에 적합하지 않
았던 ‘워싱턴 컨센서스’와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된 민영화 프로그램이
러시아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
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체제전환 및 민간기업과 기업가 육성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로는 Thruong Dong Loc, Lanjouw, and Lensink(2006), 손정식(2006),
Nguyen Cao Duc(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Thruong Dong Loc, Lanjouw, and Lensink(2006), 손정식
(2006)은 총 121개의 민영화를 마친 베트남 국영기업에 대하여 민영화 이후
기업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또 손정식(2006)은 민영화된 베트남 국영기업
중 성공적인 기업사례를 선정하여 민영화 과정 및 그 성공요인을 면밀히 분석
했다. Nguyen Cao Duc(2015)은 국영, 비국영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
소유주체별 성과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베트남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
도를 분석했다.

3. 본 연구의 차별점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북한이 글로벌 경제로 통합될 때를 대비하여 주요 체
제전환국의 민영화 및 그 과정에서의 민영기업과 기업인 육성 사례를 비교 연
구함으로써 외자유치 정책, 기술 도입 및 기업인 양성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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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개방 및 글로벌 사회 편입,
기업인 양성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경제제재 및 보호무역주
의 경향, 4차 산업혁명 등이 진행되는 21세기 상황에서의 실증적 연구라는 점
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개혁·개방 초기의 자료와 상황만이 아니라 2000년
대 이후의 변화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체제전환을 시도한 옛 사회주의권의
대표적 국가들을 비교 분석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차이점은 단순히 체제전환 과정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체제전환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 분석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찾으려 했다는 데 있다.
북한 사회의 특징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 개혁·개방 프로그램(민영화 정책,
특구 정책, 외자유치 정책 등)의 설계와 그 계획에 따른 파생 집단의 특성 및 발
전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한반도 신경제구
상을 현실화하려면 북한 내의 변화, 특히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을
수행할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협력 수행집단 양성은 기업가
및 대외협력이 가능한 투자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는 내부
적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통합을 전제로 한 개혁과 개
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국가 주도의 체제전환을 시도한 국가들 사이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정치체제의 전환은 뒤로 미루고 경제 부문의 체제전환을
시도한 사례가 있는 한편, 정치와 경제 양 부문 모두에서 체제이행을 한 러시아
의 사례도 있다. 베트남처럼 농업 기반 국가에서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시도한
사례도 있고 옛 소련처럼 공업이 발달한 상황 속에 자원 부국의 입장에서 급진
적인 체제전환을 한 사례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체제전환을 시도한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을 시도하는 북한이 선행 경험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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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구진이 당초
계획했던 러시아 민영화의 사례 연구가 예기치 않게 실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
움이 남는다. 당초 연구진은 ‘볼셰비키 비스켓’ 공장을 포함한 민영화 기업들의
현장 방문과 경영진과의 인터뷰 등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현장 인터뷰를 통해 민영화 이후 러시아와 베트남이 어떤 정
책을 통해 민간기업인의 창의성을 북돋고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러시아
기업 실사 및 기업인과의 면담 및 인터뷰는 생략해야만 했다. 연구진은 이를 대
신해 관련 내용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 등 문헌자료와 간접 인
터뷰 등을 통해 보완했다. 하지만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실제 사례 탐사 및
민간기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 인터뷰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진행해
현장 방문 및 면담 등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진은 민영화된 기업에 민
간기업인으로서 자리 잡은 옛 국영기업 경영진의 변신과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
움과 기회요인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직·간접적 면담과 인터뷰, 현장 실사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해 연구진
은 체제전환의 제도적 틀을 완비한 후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제는 과거 명령과
계획의 시대에 비교해 더 역동적이며 기업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역동성과 기업 친화성은 [표 1-1]과 [표 1-2]에서 알 수
있듯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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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추이(World Bank Doing Business 순위)
평가 부문
변경 전(2007 평가기준)

순위
변경 후(2020 평가기준)

창업
(Starting a Business)

2007년

2020년

33

40

163

26

87

7

44

12

159

25

60

72

98

58

143

99

25

21

81

57

96

28

건축 관련 인허가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Dealing Licenses)

Permits)

고용

전력 수급

(Employing Workers)

(Getting Electricity)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자금조달
(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

소액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세금 납부

(Paying Taxes)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
(Enforcing Contracts)
도산처리

도산처리

(Closing a Business)

(Resolving Insolvency)
종합 순위

주: 2007년 평가대상 총 175개국. 2020년 평가대상 총 190개국.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검색일: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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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 개선 추이(World Bank Doing Business 순위)
평가 부문
변경 전(2007 평가기준)

순위
변경 후(2020 평가기준)

창업
(Starting a Business)

2007년

2020년

97

115

25

25

104

27

34

64

83

25

170

97

120

109

75

104

94

68

116

122

104

70

건축 관련 인허가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Dealing Licenses)

Permits)

고용

전력 수급

(Employing Workers)

(Getting Electricity)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자금조달
(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

소액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세금 납부

(Paying Taxes)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
(Enforcing Contracts)
도산처리

도산처리

(Closing a Business)

(Resolving Insolvency)
종합 순위

주: 2007년 평가대상 총 175개국. 2020년 평가대상 총 190개국.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검색일: 2020. 3. 20).

이 자료를 보면 러시아(2007년 96위에서 2020년 28위)와 베트남(2007년
104위에서 2020년 70위) 모두 체제전환에 착수한 후 기업인의 경영활동 증진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했고 그 결과 종합 순위가 크게 상승
한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는 전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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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 매년 발표되고 있다.
‘Doing Business’는 △ 창업(Starting a Business) △ 건축 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 전력 수급(Getting Electricity)
△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 자금조달(Getting Credit) △ 소액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 세금 납부(Paying Taxes)
△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s)
△ 도산처리(Resolving Insolvency) 등 기업가와 기업 환경에 관련한 항목들
을 자세히 분류해 해당 국가의 기업 친화성 및 기업인의 창업 및 경영 애로사항
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기업 및 기업가들의 경영
과 창업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들 지표에서 대체로 큰 폭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체제전환의 성과가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지표 개선은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체제전환을 시도한
러시아와 베트남의 지속적인 노력과 민영화된 기업 및 기업인들이 발휘한 활력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급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한 러시아와 점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한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실제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방식 및 상황,
내부자들이 민간기업인으로 변신한 과정,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존 경
영진 및 노동자들의 거부감과 렌트 체제에의 안주를 통한 이익 획득 과정 등을
연구하고 있어 북한의 체제전환 노력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기업가 양성 등
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로와 경제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러시아와 베트남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업 부문을 육성한 경험을 심층 분석
하는 한편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했으며 러시아 및 베트
남 정부의 부처 및 기업, 학계 전문가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등을 직·간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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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조사를 통해 현지 정책 담당자와 학
자, 민영화된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실증적 연구 방법을 활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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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제전환국이 직면했던 도전 과제와 북한의 체제
전환 시도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예외 없이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해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키고자 한다. 소유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을 시장과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점 혹은 과점
의 상태를 유지해 나름의 경쟁력이 있고 외국자본의 투자와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매력적인 조건을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체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유 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인 육성이라는 목표
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
는 단순해 보이지만 소유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복잡한 이해 충돌과 조
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영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민영화가 된다 해도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특정 국영기업 A를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자. 이럴 경우 가장 먼
저 해결해야 할 것은 이 A라는 기업이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소유권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A를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민영
화를 촉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하는 국영기
업 A의 실제 경영자들과 A를 빨리 민영화해 국가 재정을 충당하려는 중앙정부
관리들 간의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A를 민영화한 자금이 A가 소재한 지
역의 재정 확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중앙과 지방의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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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영화 과정에서 가장 조정이 어려운 난제
중 하나는 토지 문제다. 대규모 국영기업에 부속된 토지 및 부지에 대한 권한
문제, 직접 지배하지 않고 장부상 소유한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확정하고 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 기업 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얽혀 있지 않지만 국영기업 체제를 전환시킬
경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시에 조세제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
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등 새로운 개념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로 등장한다.
민영기업을 만들어 놓은 후 이들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금융적으로 지원할
것이냐는 금융 지원의 문제와 같은 난제도 동시에 발생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
서 숱한 논쟁과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체제전환을 시도할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추
진체계가 있어야 하고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체제전환을 시도한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종합적 콘트롤 타워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급진적 체
제전환을 시도한 러시아는 쟁쟁한 경제 전문가와 분석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
하고 체제전환 과정이 너무 급진적이고 정치적 혼란이 겹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의 소유권 문제를 살펴보자. 국영기업은 형식적으로
는 모두 국가 소유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기업을 관
할하는 지방정부, 경영자와 유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축적하는 정부 관료(노멘
클라투라, 정치엘리트)와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렌트(Rent) 구조 등 소유 및
권한 행사의 과정과 구조에 참여하는 관계자 그룹의 수는 단순히 국가 소유권
이라는 명목상의 개념을 제한한다.7)
공산체제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독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 Verdery(2004), “The Property Regime of Socialism,” https://www.jstor.org/stable/pdf/26396
571.pdf?refreqid=excelsior%3A5dde0d76f49d3778f0e499014e44b5cd(검색일: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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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대신해 당이 소유한다. 국가는 명목상 기업의 소유주일 뿐 기업의 의사
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소련, 베트남 그리고 개혁·개
방 이전 시기의 중국에서도 비슷했다.
국가 대신 국영기업이 소속된 각 부처의 관료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가 예산과 기획 업무를 하는 부처(재무부, 경제부, 국가
기획위원회 등)의 관료는 기업 경영자를 임명하고 각 공장에 투입되는 노동 및
자원의 투입량, 생산량, 투자액, 가격 결정 등 모든 기업 경영에 대한 권한을 가
지고 있었다. 즉 국가가 아닌 국가에 속한 관료가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
국가 관료들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
했다. 예를 들어 관료들은 의도적으로 기업 실적을 축소해 보고하거나 기업에
공급하는 원자재의 양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
다.8) 소련 시기 국영기업에 존재했던 전문 경영인(일명 붉은 경영인, Red
Director)들은 당원이면서 전문가였다. 하지만 이 붉은 경영인(Red Director)
들은 이미 형성된 렌트 구조(rent system)에서 더 많은 렌트를 획득하기 위해
국가 관료에 충성했다.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라는 공산주의 사상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기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했다. 지방 소재 국영기업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지
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한 도전을 감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
려웠고 보복성 예산 삭감을 고려하면 기업에 대한 권한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
했다.9)
2002년의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기업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최근 들어
국영기업과 사영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 단계 북한도 비슷하리라
8) 북한에서 대규모 국영기업집단(연합기업소)에 관여했던 한 탈북 기업인은 2019년 12월 KIEP 연구진
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기업 경영자와 지방 관료, 그 상층의 중앙정부 및 당의 고급 인사들 간의 렌트
구조에 대해 비슷한 설명을 했다.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초청 전문가간담회, 탈북 기업
인 설명 내용(2019. 12. 27, 서울).
9) Johnson, Kroll, and Eder(1992), “Strategy, Structure and Spontaneous Privatization,”
https://www.ucis.pitt.edu/nceeer/1992-806-30-3-Johnson.pdf(검색일: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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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정된다.10)
국영기업을 민영화해 소유권 개념을 정립하고 이익에 기초해 움직이는 사적
기업인을 양성하는 것은 체제이행의 중요한 축이다. ‘국영기업’ 그 자체가 공산
주의 국가의 경제 침체 및 소비에트 몰락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기 때
문이다. 때문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해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북한
의 체제전환 노력도 결국은 민영기업과 민간기업인의 양성을 통한 경제 활력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노력은 북한에서도 김정일 체제 이래 계속되어왔고 김정은 체
제 이후부터는 그 일관성이나 범위가 과거와 비교해 현격하게 확대되었다. 김
정일 시대에 추진됐던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1991년부터 추진)과 2002년
7월 1일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은 시장적 요소를 도입해 경제개발을 이
룩하자는 북한의 대표적인 체제전환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북한 내 인력 및 인프라,
소련 해체와 이후 진행된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야기된 국
제환경의 변화, 남북관계의 교착 등 내·외부의 난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실패
한다.11)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시장요소를 한층 더 대규모
적이자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새로운 체제전환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2년 12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범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 개선, 무역 권한 확대 등이 대표적
이다.12)
10) 북한의 기업 지배 구조도 2010년 이후 본격적인 변화를 겪어 국영기업 형식을 유지하지만 실질적 운영
양태는 상당 부분 사영(私營)기업처럼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유기업 운영의 사익 추구 및
민영화가 진전되면서 기업 운영의 주도권도 대형 연합기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와 당의 지배력이
점점 완화되면서 경영자 및 내부자들의 발언권이 커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 지점에서 행정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당과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기업 운영자들 간의 이해 충돌과 부패 등이 나타난다.
특히 합영기업의 경우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11) 고수석 JTBC 남북교류추진단 사무국장 초청 전문가 간담회(2019. 9. 2, 서울).
12) 북한은 2012년 12월 1일 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권 확대와 국가 상납분을 제외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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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1년
11월경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5년 확립되었다. 2019년 4월 북한은 헌법 개정
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 경제 운용의 이념적 지주였던 ‘대안의 사업체계’
를 완전히 삭제 폐기13)하면서 김정은 체제에서 체제전환 노력을 가속화할 것
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제에 대한 당의 ‘정치적 통제’와 상부기관의 자재 공
급 및 조달 계획 등과 같은 계획에 의한 ‘행정적 통제’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결
국 ‘계획’이 약화되고 ‘시장’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기치하에 도입한 기업의 계획 작성권 확
대에 관해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일관되게 추
진되고 있는 기업의 계획 작성권 확대와 같은 최근의 조치들은 1987년 소련이
도입한 국영기업법(State Enterprise Law)과 유사하다(제2장 참고).
이 외에도 북한의 체제전환 노력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과 유사
한 점이 많다. 당의 주도 아래 체제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은 페레스트로이카 시
기 소련, 베트남, 중국 등과 동일하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체제는 유지하되 부분적인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해 개혁을 하자는 측면도 비슷하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도된 체
제전환과 그 수단으로 사용된 민영화는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대체로 완
료됐다.

유보분을 늘려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14년 5월 30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
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른바 ｢5.30 담화｣에서 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
화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2).
13) 법제처(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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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북한 기업의 계획 작성권 확대 이전과 이후 비교
확대 이전

확대 이후
 계획 작성의 재량권 확대
- ① 중앙지표 ② 지방지표 ③ 기업소지표 체계로 지
표를 단순화

 계획 작성의 중앙집중화와 복잡한 체계
- ① 중앙지표 ② 성·관리국지표 ③ 도지표
④ 지구지표 ⑤ 관리국(연합기업소) ⑥ 시,

- 계획지표 전체 17만 개 중 ① 전략지표 36개(전력,
석탄, 지하자원과 강철, 시멘트와 곡물 등) ② 중요
지표 1,100개 ③ 기업소지표 전체의 70%

군 지표 등으로 복잡한 체계
- 전략지표와 중요지표

 기업간 물자 조달을 위한 주문제 도입
- 물자 조달 및 판매권의 기업간 자율 주문계약 허용

 기업간 물자 조달

(단, 서면계약)

- 주요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치
 국가, 지방의 계획물자 지원체계 강화
- 전략 및 중요지표와 물자조달 계획을 동시에 작성
- 물자공급이 안될 경우, 기업의 계획달성 의무 면제
자료: 김일한(2018), p. 56.

특히 러시아는 아주 급속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이미 1996년 초 러시아
산업생산의 88.3%를 담당하는 규모의 기업들이 민영화를 완료했다. 이는 기업
숫자로 따지면 대기업과 중간 정도 규모의 기업들 중 77.2%에 해당하는 것이
다.14) 또 1996년 초 러시아 국가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 전
체와 생산 활동을 하는 조직 가운데 63.4%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이 이미 사
적 소유 상태에 있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1995년에는 전체 노동인구의
62%가 민영화된 기업에서 일하는 상태였다.15)
이처럼 러시아와 옛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진행된 민영화는 30여 년이 흐른
지금 비록 빈부격차의 심화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에 있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상당 부분 완료가 됐다. 또한 민영화
와 사적 소유 경제로의 이행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다만 체
14) Blasi, Kroumova, and Kruse(1997), p. 26.
1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комитет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постатистике(Госкомстат)(1996),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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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행의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 범위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줄여 가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경제 혼란기에 국가 개입의 효용
성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마다 경제 영역, 소위 계획(Plan)의 영역을 둘러싼 논
쟁은 어김없이 재연됐다.
이는 소련 및 동유럽 지역에서 단행된 체제이행의 상당 부분이 국가의 급격
한 쇠퇴 및 정치적 혼란과 연관돼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격화
하는 가운데 단행된 체제이행을 위한 경제개혁 실험은 국가 권력을 경제영역에
서 쇠퇴하게 했고, 이에 따라 계획은 당연히 작동하지 않게 됐지만 시장의 효율
은 도래하지 않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됐다.16)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정부와 국가의 리더십 쇠퇴로
야기된 기업 소유권 공백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이해 갈등의 충돌은 원활한 민영화를 지연시
켰으며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았다.
이런 난관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베트남이나 러시아 모두 비슷했다. 단
지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연방이 해체된 러시아가 훨씬 더 복잡했을 뿐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부패와 무능, 경제개혁의 지체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체제이행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김정은 정권하에 체제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도 이러한 문제를 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 그리고 이 과
정에서의 렌트 체제 등을 놓고 북한의 국영기업 경영진과 각 부처 간의 갈등,
지방과 중앙 관료들 간의 갈등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와 함께 경제제재를 동시에 겪고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러시아와 베트남 등 체제전환 국가들이 실제로 민간기
업과 기업인을 창출하고 육성하면서 겪었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16) 김석환(2002), pp.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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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제전환 국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점진적 방식과
급진적 방식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방법과 전략은 크게 점진적 방식과 급진적 방
식이 있다. 점진적 방식의 대표적인 모델이 베트남과 중국이고 급진적 방식의
대표적인 모델이 러시아와 옛 동유럽 국가들이다. 이 두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
점이 있다.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정책적 환경에 따라 때로는 점진적 방식
이, 때로는 급진적 방식이, 그리고 때로는 두 방식을 혼합한 복합적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의 체제전환 실험의 성공 여부 및 향후의 지속적
인 추진을 위한 방안 추구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에 대한 심
도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북한도 결국 체제전환의 핵심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와 기업인 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 북한도 러시아나 베트남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소유권의 충돌 문제, 이해 당사자간 보상의 문제, 국영기
업 시스템에 의해 그동안 배타적 이익을 향유했던 북한 사회 내 당, 정부, 기업
경영자 등 엘리트들과 북한 사회 내 렌트 구조에서의 각 단계별 이익 집단들의
이해 대립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면 러시아의 체제전환
실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가 개혁
을 시도하던 러시아와 비슷하게 농업보다는 공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 천연자원이라는 점, 군산복합체인 방위산업의 대외경쟁력과
외화 가득원으로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 노동력 동원이라는 점에서도
군부의 영향력이 일반 산업집단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욱 그렇다.
물론 북한의 경우 경제 규모, 이웃에 역동성이 강한 자본주의 선진경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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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점, 당의 국가에 대한 장악력이 높다는 점, 아시아 문화의 유산이
여전히 잔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 함께 베트남에서도 중요한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표 2-2. 체제전환 초기 중국과 러시아의 농업 비중 및 각 산업별 비중
(단위: %)

농업

공업

건설

교통

상업

중국(1978)

71

15

2

2

3

러시아(1985)

14

32

10

10

8

자료: Sachs et al.(1994), p. 106.

표 2-3. 체제전환 초기 러시아와 중국의 업종별 노동자 비율
(단위: %)

중국

러시아

1978

1984

1991

1985

1991

국영기업

18.6

17.9

18.3

93.1

86.1

집단농장

72

67

63.9

6

5.3

도시지역 조합

5.1

6.7

6.2

-

-

마을기업

4.3

7.6

10

-

-

민간 및 기타

0

0.8

1.6

0.9

8.6

자료: Sachs et al.(1994),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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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북한의 국내 총생산 및 산업별 비중
(단위: %)

북한
농림
어업

남한

전기
광업

제조업

가스

건설업

수도업

서비스 농림
업

어업

전기
광업

제조업

가스

건설업

수도업

서비스
업

2000 30.4

7.7

17.7

4.8

6.9

32.5

4.3

…

29.3

2.9

6.1

57.2

2001 30.4

8.8

18.1

4.8

7.0

31.8

4.0

…

27.7

2.9

6.2

59.1

2002 30.2

7.8

18.0

4.4

8.0

31.6

3.6

…

27.3

2.8

6.2

59.8

2003 27.2

8.3

18.5

4.5

8.7

32.8

3.3

…

26.8

2.8

6.9

59.9

2004 26.7

8.7

18.5

4.4

9.3

32.3

3.3

…

28.8

2.6

6.7

58.5

2005 25.0

9.9

19.0

4.3

9.6

32.2

2.9

…

28.4

2.5

6.5

59.4

2006 23.3

10.2

19.5

4.5

9.0

33.6

2.8

…

27.9

2.5

6.4

60.3

2007 21.2

11.4

20.0

4.6

8.8

34.1

2.5

…

28.1

2.4

6.2

60.6

2008 21.6

12.1

22.5

3.4

8.3

32.2

2.4

…

28.2

1.6

5.8

61.9

2009 20.9

12.7

22.1

4.1

8.0

32.1

2.5

…

28.3

2.0

5.7

61.4

2010 20.8

14.4

21.9

3.9

8.0

31.0

2.4

…

30.2

2.1

5.0

60.1

2011 23.1

14.6

21.9

3.1

7.9

29.4

2.4

…

30.9

1.9

4.8

59.9

2012 23.4

14.0

21.9

3.5

7.8

29.4

2.4

…

30.5

2.0

4.8

60.3

2013 22.4

13.6

22.1

4.1

7.8

30.0

2.3

…

30.3

2.1

5.0

60.2

2014 21.8

13.1

21.3

4.3

8.2

31.3

2.2

…

29.5

2.5

5.0

60.6

2015 21.6

12.2

20.4

4.5

9.0

32.2

2.2

…

29.0

2.7

5.3

60.6

2016 21.7

12.6

20.6

5.2

8.8

31.1

2.0

…

28.8

2.8

5.7

60.5

2017 22.8

11.7

20.1

5.0

8.6

31.7

2.0

0.1

29.5

2.4

6.0

60.0

2018 23.3

10.6

18.8

5.4

8.9

33.0

2.0

0.1

29.2

2.1

5.9

60.7

자료: 북한 통계포털,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http://kosis.kr/bukhan(검색일: 2020. 3. 2).

러시아와 베트남은 둘 다 공산주의 일당 독재국가에서 체제전환 실험을 한
국가다. 하지만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련체제가 붕괴됐고 정치, 경제
양 부문 모두에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베트남은 정치 분야의 체제전환은
여전히 시도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노력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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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체제전환을 시도한 초기에는 점진적인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소
련이 해체된 후 보리스 옐친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해 1992~96년 사이 대부
분의 기업이 민영화됐다. 반면 베트남은 중국과 비슷하게 농업 위주의 점진적
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는 중국식 개혁의 성과에 자극받은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가 체제전환을 시도했던 시점의 러시아와 베트남, 중국이
달랐기 때문이다.17)
소련의 개혁이 북한, 베트남, 중국 등과 또 다른 점은 소련 및 러시아에서의
개혁은 공산당과 소연방 정부의 권위가 약해지는 가운데 실시됐다는 점이다.
또 경제와 정치 분야의 개혁이 동시에 단행돼 개혁은 많은 혼란과 파장을 낳았
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고 공고했다는 점
도 다른 점이다.

17) 중국식 개혁의 성과와 전략이 러시아식 체제전환 개혁의 전략 및 성과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Sachs et
al.(19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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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체제전환을 추진한 국가들의 공산주의 지속 기간 및 체제전환 시도 시점

국가

공산주의 집권

소련

1917

주요 개혁 및
체제전환 연도

주요 연도 관련 정치적 사건

1953-64

과도한 스탈린주의 비난

1985

고르바초프 집권

1991

소련 붕괴

몽골

1921

1990

공산주의 정권 퇴각

알바니아

1944

1990

다당시스템 도입

1949

소련블록에서 분리

1990

일부 지역에서 첫 번째 다당선거

1991

구 유고슬라비아 분열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1945

1947

1948

1948

폴란드

1948

루마니아

1948

중국

1949

동독

1949

베트남

1954

1989

공산주의 정권 퇴각

1968

소련군에 의한 ‘프라하의 봄’ 진압

1989

‘벨벳혁명’

1993

구 체코슬로바키아 분열

1956

소련군에 의한 개혁 프로그램 좌절

1968

신경제메커니즘 시작

1989

다당시스템 선언

1981
1989
1989

계엄령에 의한 무역연합연대 해산
군에 의한 공산주의 정부 퇴각

1978

경제개혁 시작

1989

군에 의한 민주주의운동 진압

1989

베를린 장벽 붕괴

1990

서독과 통일

1987

경제개혁 시작

자료: Weigl(2008),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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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시도 시점과 국가 리더십의 취약도
국가

시점

국가 혹은 당의 리더십

소련

1985년

강

러시아

1991년 이후

약

베트남

1986년

강

중국

1970년대 후반

강

벨라루스

1991년 이후

강

자료: 저자 작성.

표 2-7. 베트남과 러시아 체제전환 프로그램 및 환경의 차이점
국가

농업 및 산업 비중

통제 경제 기간

국제관계 및 환경의 차이

개혁 이행시간

상대적으로 짧음. 특히 코메콘 붕괴가 부정적으로 작
베트남 농업의 비중이 높음.

남베트남은 공산화된 용했지만 주변 아시아 국가들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의 역동성이 플러스 효과로
체제전환이 시작됨.

유럽국의 분열과 체제전환에

적으로 낮음.
등 다른 산업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음.

작용
코메콘 체제 붕괴 및 주변 동

농업의 비중이 상대
러시아 에너지, 기계, 화확

길다

70여 년 유지

따른 혼란이 러시아의 혼란
과 겹쳐 진행됨. 주변국의 경

짧다

제적 역동성이 러시아에 도
움이 되지 못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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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북한·러시아·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여건 비교
북한

러시아

베트남

경제적 조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경제체제

폐쇄적 소규모 경제

폐쇄적 대국경제

폐쇄적 소규모 경제

경제 규모 발전 수준
비경제적 조건
정치체제
리더십
대외환경
문화적 전통

공업 중심의 중진국 경제 산업 중심의 중진국 경제 농업 중심의 후진국 경제
유일 독재체제

공산당 지배체제

강력한 1인 지배체제

느슨한 1인 지배체제

집단 지도체제

체제 위협 요소 존재

체제 위협 요소 존재

체제 위협 요소 약함

유교적·봉건적 문화

동서양 문화 혼재

유교적·봉건적 문화

부정적

긍정적

소극적 지지

개혁·개방 관점

공산당 지배체제

자료: 조명철, 홍익표(2000), p. 47 표를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또한 베트남은 러시아(옛 소련)에 비해 농업의 비중이 컸다. 이는 체제 개혁
을 통해 산업화를 시도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산업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Sachs et al.(1994)에 따르면 개혁 직전(1978년) 중국에서는
취업자의 71%가 농민이었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구소련에서는 14%에 불
과했다.18)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한 외자 도입을 통한 체제이행의 모델은 애시
당초 러시아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베트남은 2007년에
WTO에 정식 가입했다. 사회주의 소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러시아와
같은 대규모 경제의 사회주의 대국의 체제전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의 극복 과정도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베
트남이 러시아보다 훨씬 유리했다. 이 때문에 WTO 가입 문제만 하더라도 러
시아는 2011년 12월이 되어서야 18년간의 긴 협상 끝에 WTO에 가입했다.
명령 및 계획 경제 경험 기간의 차이도 중요한 부분이다. 국영기업의 비중,
농업 집단화 기간의 정도 등은 결국 주민 생활 속에 명령경제의 경험이 얼마나
체화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베트남, 특히 남베트남의 경우는 이런 점

18) Sachs et al.(1994),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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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명령과 집단화의 경험이 짧아 체제이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속도의 이행이 가능한 다양한 조건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89년 베트남에서 취업자들의 국영 부문 비율은 8% 정도였는데 몽골은 45%
였다. 또한 베트남 GNP에서 국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1988년)이 29.1%였
는데 소련(1985년)에서는 96%였다.19)
국제 관계 및 환경도 체제이행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는 동유럽 및 중앙아
시아 국가들이 이탈한 사회주의 경제원조기구인 코메콘(COMECON)체제의
핵심국가였고, 이들의 이탈을 통해 무역 및 상호의존 등에 있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또한 베트남과 달리 주변국 모두가 체제이행 중이어서 러시아의 경제
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기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베트남은 코메콘(COMECON)체제의 일원이기는 했지만 의존도에 있
어 러시아나 다른 회원국, 예를 들어 몽골 등에 비해 영향이 적은 편이었다. 코
메콘(COMECON)체제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 등에 있어 가격의 왜
곡이 많이 존재했지만,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 발전에 다양한 형
태로 접촉해온 상황이었다. 러시아와 달리 이웃나라의 경제적 성공을 긍정적
효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누릴 수 있었다. 북한은 1956년 코메콘에 옵저
버로 가입했다.
베트남, 중국 등의 국가에서 나타난 체제전환 과정은 러시아와 여러 면에서
달랐지만 이행 시간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중
국, 베트남, 라오스 세 나라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체제 내 개혁을 착수했고
당과 국가가 해체와 혼란 속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경제 전환으로 이어
졌다. 반면 러시아는 체제 내 개혁이 실패한 후 경제 개혁과 시장경제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정치와 경제가 한꺼번에 혼란에 빠졌다. 또한 이행 기간
도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빨랐다. 이행 과정에서
베트남과 러시아의 거시경제 실적도 차이가 컸다. 경제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19) IMF(1995), “Vietnam: Background Pap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2).

40 •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베트남은 초기에 비록 개혁의 성과가 적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냈다. 개혁의 속도에 있어서도 러시아와 베트남은 달랐다. 러시
아는 빅뱅이라 일컫는 급진적 방식을 택한 반면 베트남은 대다수 아시아 사회
주의 국가들처럼 점진적 방식을 택했다.
베트남에서는 농업 부분에서 개혁을 먼저 시도했고 체제 내에서 어느 정도
개혁의 성과가 나타난 후 다음 단계의 개혁으로 이행하는 식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천천히 이루어갔다. 이러한 방식은 국영기업 개혁 등을 지연시키고 대
규모 민영화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반대로 정치적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자산 재분배 및 정경유착,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산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기간에 먼저 민영화된 중규모 이하의 기업과 새롭게 창출된 기
업 등 민간 부문이 고성장하면서 국영 부문의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국영 부문의 부진 문제가
전체 경제 규모에서 점점 축소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베트남은 ‘도이머이’라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 이러한 점진적
인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 및 신규 산업에서의 규제 혁파 등 급진적인 개혁을 적
절하게 혼합하는 방식으로 체제이행을 시도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당의
지도력이 강한 상태에서 도이머이 정책을 시도했다.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 집
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개혁과 기업개혁이었다. 농업개혁 정책의
핵심 사안은 토지배분이었고 기업 정책의 핵심 사안은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였다. 1986년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선언한 도이머이 정책은 1989년보다 적
극적이고 본격적인 개혁 조치를 시도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1997~2000년 사이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도 부정적
인 역할을 했다.
전국적으로 토지가 각 농가에 배분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생산물계약제
채택 전후였고, 1988년 농가경영제 이후 조정되었다. 농민들은 1993년 새로
운 토지법이 발효된 후 1981년, 1988년에 배분된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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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농민들은 이 토지법으로 1년생 작물 생산 농지의
사용권을 20년간 보유할 수 있었다. 더불어 토지의 상속, 이전(거래), 임대, 저
당 등이 용인되어 ‘실질적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1994년부터 토지사용권증명
서가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년이 지난 2013년 11월에 국회는 새로운
토지법을 통과시켜 2014년 7월부터 효력을 갖게 하였다. 2013년 토지법은 농
지에는 50년,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토지에는 7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였다
(제126조).
기업개혁은 1992년 헌법 개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베트남은 1992년 헌법을
통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관리 아래 여러 부문에 걸친 상품 경제
발전’ 추진을 시도했다. ‘기업인 양성을 위해 시험적 주식회사화’에 대한 결정
은 1992년 6월 단행됐고 이 중 3개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회사화에 착수했다.
그리고 1999년 신기업법이 통과됐으며 2002~04년 1,292개 공기업의 민영화
가 완료됐다. 또 이후에도 2004년 3월 대규모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시도
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1년 7월까지 5,370개의 국영
기업을 전환하였고 이 가운데 약 3,980개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베트남에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절반 이상의 자본을 소유한 국영기업
이 3,283개, 이 가운데 정부가 100% 자본을 소유한 국영기업이 약 1,300개
존재하게 되었다.20)
기업과 기업인 양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개혁은 2005년에 제정된 「통
합기업법(Unified Enterprise Law)」과 같은 해에 제정된 「투자법(Common
Investment Law)」이다. 이 두 법의 제정으로 공기업은 민영기업 및 외자기업
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됐다.
국영기업이 민영기업 및 외자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된 상황은
매우 급진적이다. 비록 전략산업 부문 및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이 완전히 보장
20) 이한우 서강대학교 교수 초청 전문가 간담회(2019. 9. 6,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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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러시아의 초기 개혁과 비교해 베트남이 훨씬 더 급진적
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북한이 추진하는 체제전환과 비교해도
본질적인 변화를 택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초기 개혁이 합영과 대외무역권의 확대 등 부분적 개혁으로 시작
해 결국 실패했다는 점과 현재의 북한이 계획을 줄이고 자율권을 확대했지만
아직 민영기업 형성 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국영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두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본질적이고 급진
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1987년 공기업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령 217HDBT/1987 이후에도 일관된 개혁 작업을 진행했다. 1995~2004년 기간에
베트남의 공기업에 대한 법체계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면서
2002~04년 1,292개의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다.21)
하지만 아직 북한은 국영기업에서 민영화를 시도한 기업이 없다. 또 북한이
2012년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도입한 당시 그 영향을 받게 될 기업의
수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 없지만 국내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2,891개22)
로 추정된다. 이는 베트남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는 느낌을
준다.
개혁의 지연은 자원 배분 및 경쟁의 왜곡을 초래한다. 이런 점에서 비록 부문
을 정해놓더라도 동등한 경쟁 조건을 제시한 베트남의 사례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영기업과의 동등한 경쟁은 해당 분야 민영기업가의 창업 의욕을
북돋게 되고 사적 기업 및 기업인의 양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이행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국유 재산의 민영화 방식과 기업인 양성 방식
은 거의 흡사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북한에서 시도되고 있는 체제이행의 성패
21) 배용근(2014), p. 7.
22) 이석기, 이승엽(2014),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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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사점을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하여 찾아볼 수 있다.
소련 및 이를 계승한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경제 운영의 기본을 명령
(command) 경제에서 시장 원리에 기초한 경제로 전환한 것은 소련 해체 후
보리스 옐친 정부에 들어서면서 부터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기업 민영화 정책
과 기업인 양성 정책이 시작됐다.
일단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명령과 계획이 아닌, 욕구와 수요에 기초해
생산할 수 있는 기업과 기업인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기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는 자본의 축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했다. 이에 따라 1991~92년 사이
소규모 상점과 아파트 그리고 국영공장 등을 중심으로 한 국영기업 민영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가속화되고 경제의 민영화가 진척될수록 러시아
의 GDP 성장률은 침체에 빠졌다. 1991~98년 기간 러시아의 GDP는 30% 이
상 하락했고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투자가 증대되는 대신 1992~99년 사이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러시아에서 빠져나갔다.

그림 2-1. 러시아 GDP 추이(1989~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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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obbins et al.(2019), “Extending Russia, Competing from Advantageous Ground,” p. 12, https://www.
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3000/RR3063/RAND_RR3063.pdf(검색일: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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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1992~2016년)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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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obbins et al.(2019), “Extending Russia, Competing from Advantageous Ground,” p. 23, https://www.
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3000/RR3063/RAND_RR3063.pdf(검색일:
2020. 1. 12).

경제정책의 전환에는 항상 목표가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이나 덩샤오핑의
개혁 등은 모두 ‘사회주의체제의 효율성 증진’ 및 ‘지속적인 성장 달성’이라는
목표가 있었다.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책 수단과 최종 목표
에 대한 수정도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졌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도입한 제도들도 비슷하다.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
제’(12.1 경제관리개선조치), 포전담당책임제 개선, 무역 권한의 확대 등은 현
재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의 성과는 비교적 큰 편으로 알
려져 있다. 지영수 북한 농업과학원 농업경영연구소 실장은 “과거 분조 시절에
는 모내기 등에 20~30일 걸리던 것을 지금은 10~15일 만에 해 제끼고, 50일
걸리던 농사결속(마무리)을 열흘에 끝내고 있다”고 인터뷰23)에서 밝힌 바 있고
조창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기사장은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후 수확량이
30~40% 증가했다”고 언급했다.24) 북한 당국자들의 표현만이 아니라 2019년
12월 13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더라도
23) 뺷북한 포전담당제 성과 실증…왕가뭄에도 알곡증산뺸(2015. 6.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2).
24) 뺷포전담당제 통해 농업생산 확대 꾀하는 북한뺸(2015. 12.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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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의 성과는 분명하다.
북한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4.1%로 전년 -3.5%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
의 하락세를 보였다. -4.1%는 1997년 -6.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쌀 생산량은 증가했다. 2018년 곡물 생산량은 456만 톤으로 전년(470만 톤)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쌀 생산량만을 보면 220만 톤을 기록해 2017년의
219만 톤에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쌀 생산량은 [표 2-9]에서 알 수 있듯 2012
년 이후 꾸준히 200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내 식량 사정을 개선하기
에는 부족한 수치지만 농장 수확량 일부를 성과에 따라 나눠주는 개혁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하의 부
분적인 곡물 생산 민영화 조치가 쌀 생산 부분에서 동기 부여를 이끌어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25) 또한 주요 경제건설 사업을 소위 ‘돈주’에게 위탁하면서
주민 생활의 향상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점차 강화
되면서 국가의 재정 수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정 확충도 이전보
다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북한 내에 본격적으로 사적
소유의 확대와 기업 및 기업가의 양성 그리고 이들과 국영기업 및 국영기업 소
속 기업인들의 동등한 조건하에서의 경쟁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25) 북한통계포털,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http://kosis.kr/bukhan(검색일: 2020. 3. 2); ｢광물
생산 40% 줄었지만 곡물 사유화로 쌀생산↑｣(2019. 12. 13), 언론자료(검색일: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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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
(단위: 천 톤)

북한

남한

식량작물

쌀

옥수수

식량작물

쌀

옥수수

1970

3982

1480

1855

6937

3939

68

1975

4355

1738

2183

7654

4669

54

1980

3713

1245

2035

5324

3550

154

1985

4139

1519

2072

6990

5626

132

1990

4020

1457

1949

6635

5606

120

1991

4427

1641

2120

6236

5384

75

1992

4268

1531

2112

6206

5331

92

1993

3884

1317

1963

5574

4750

82

1994

4125

1502

2138

5744

5060

89

1995

3451

1211

1851

5476

4695

74

1996

3690

1340

1976

6145

5323

72

1997

3489

1503

1599

6143

5450

87

1998

3886

1461

1947

5759

5097

80

1999

4222

1629

1924

6000

5263

79

2000

3590

1424

1440

5911

5291

64

2001

3946

1680

1588

6200

5515

57

2002

4134

1734

1636

5596

4927

73

2003

4253

1720

1710

5004

4451

70

2004

4311

1795

1674

5669

5000

78

2005

4537

2024

1630

5520

4768

73

2006

4484

1895

1751

5300

4680

65

2007

4005

1527

1587

5034

4408

84

2008

4306

1859

1544

5498

4843

93

2009

4108

1910

1301

5553

4916

77

2010

…

…

…

4836

4295

74

2011

…

…

…

4775

4224

74

2012

4676

2037

1732

4565

4006

83

2013

4806

2101

1762

4825

4230

80

2014

4802

2156

1722

4828

4241

82

2015

4512

2016

1645

4846

4327

78

2016

4823

2224

1702

4707

4179

74

2017

4701

2192

1667

4466

3972

73

2018

4558

2205

1498

4398

3868

78

자료: 북한통계포털,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http://kosis.kr/bukhan(검색일: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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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성과들이 지속 가능하고 확대 발전하려면 시장요소를 보다
더 본격적이고 근본적으로 도입하고 외자기업 및 사적기업의 투자가 국영기업
들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금융
분야가 국제 수준에 맞는 상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소련 말기부터 체제전환의 길을 간 동유럽 국가들과 옛 소련권 사
회주의 국가들 및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transition)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음 장부터는 러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체제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
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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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러시아의 체제이행 배경
2.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과 특징
3. 러시아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러시아 민영화에 대한 평가

1. 러시아의 체제이행 배경
소련 경제가 명령과 계획 대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기초로 한 시장의 힘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게 된 것은 소련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
문이다. 소련의 경제 시스템 붕괴 원인은 다양하지만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제
고하지 못하고 일련의 외부충격에 대응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표 3-1과 표
3-2 참고).26)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를 추진
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영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기본
적으로 ‘계획(plan)’에 기초한 국영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완전
한 체제이행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양성하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해왔던 경제적
지원을 철수하거나 다른 곳에 배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
로 ‘계획’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경제의 원칙이 완전히 작동
하는 상황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시장경제를 지
향하는 실물경제의 개혁과는 거리가 있었고27) 당초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개
되면서 결국은 소련 경제 시스템의 붕괴와 이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피할 수 없
었다.28)
26) 소련 초기의 중앙계획 경제시스템이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① 신경제정책(NEP)이 빠른
산업화에 기여하는 기본 틀을 형성했고 ② 생산독점은 새로운 자본재를 도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
으며 ③ 기업생산에 관한 중앙계획이 노동자를 동원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소련식 중앙계획
경제시스템은 누적된 자본이 부족하고 고용인구가 적었던 20세기 초반의 소련 경제에 적합했다.
1930~40년대 소련 정부는 중앙계획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본을 빠르게 축적하고 고용을 크게 늘
릴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련 경제는 1950년대까지 비교적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고용성장률, 자본축적률, 경작지가 모두 감소했으며, 기술실패(technological failure)
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추가 자원을 동원하여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양적 성장에 초점이 맞
춰진 소련의 경제발전 모델은 극명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Allen(2001), p. 865; Mazat and
Serrano(2012), pp. 6-7, http://www.centrosraffa.org/public/bb6ba675-6bef-4182-bb89339ae1f7e792.pdf(검색일: 2020. 1. 6).
27) Anderson and Boettke(1993), pp. 102-113.
28) 놀랍게도 소련 러시아와 현대 러시아의 차이점은 경제체제뿐, 이외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극
복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 즉 높은 비중의 방위비,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등은 거의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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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소련의 투입, 생산, 생산성 성장률(1970~85년)
(단위: %)

1970~75년

1975~80년

1980~85년

GNP

3.7

2.6

2.0

노동

1.7

1.2

0.7

자본

7.9

6.8

6.3

토지

1.0

-0.1

-0.1

총투입

3.7

3.0

2.5

생산성

0.0

-0.4

-0.5

자료: Allen(2001), p. 862.

표 3-2. 산업별 생산성 성장률(1965~85년)
(단위: %)

1965~75년

1975~85년

가스

31

41

전기

31

8

화학

33

12

기계제조

15

-2

건설자재

14

-3

경공업

10

2

식품

10

-7

기타

1

3

석탄

8

-24

석유

37

-21

11

-12

19

-2

조금 우수

뒤떨어지는

재난 수준

철금속
종합
자료: Allen(2001), p. 874.

지 않았다. 다만 1990년대 이후 다양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보다 세련되고 정밀
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기초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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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너지 부문은 대외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80년 에너지를 중
심으로 한 원자재 수출 비중은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29) 이에 따라 소련 경
제는 국제에너지 시장이 가하는 외부충격에 취약해지게 되었다. 1986년 평균
국제유가가 전년도 배럴당 27달러였던 것이 13.5달러가 되며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자 소련의 에너지 수출이 급감했고(그림 3-1, 3-2 참고) 자연히 경상수
지도 악화되었다. 이후 석유 생산이 둔화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그림 3-1. 국제 유가 추이(1970~90년)
(단위: 배럴당 달러)
40
35
30
25
20
15
10
5
0

1970

1975

1980

1985

1990

자료: Average annual OPEC crude oil price from 1960 to 201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2858/changein-opec-crude-oil-prices-since-1960/(검색일: 2020. 1. 10).

그림 3-2. 소련 에너지 수출액 추이(1970~88년)
(단위: 백만 달러)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70

1975
석유

1980
가스

석탄

1985
전기

자료: Directorate of Intelligence(1999), “Soviet Energy Data Resource Handbook,” p. 7, https://www.cia.
gov/library/readingroom/docs/DOC_0000292332.pdf(검색일: 2020. 1. 10)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9) Mazat and Serrano(2012), p. 23, http://www.centrosraffa.org/public/bb6ba675-6bef-418
2-bb89- 339ae1f7e792.pdf(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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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저유가가 지속되고 유가의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악
화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외환 부족 문제가 점점 심
각해졌다. 1991년 초부터 서방은행은 소련에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 결
과 소련의 대외부채는 1985년 149억 달러에서 1991년 454억 달러로 확대됐
다. 1989~91년간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 놓였다. 이 기간 동
안 산업생산이 12% 감소했고, 철도화물운송은 13% 감소, 축산재고가 10% 감
소, 신규 주택건설은 30% 감소했다.30) 1991년 국가 재정적자가 GDP 대비
31%에 달하기 시작했으며, GDP는 15% 감소했고, 물가는 급등했다.31) 소련
은 더 이상 국내 소비재,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32) 결국
1991년 소련이 붕괴됐고 이후 러시아는 ‘빅뱅(Big Bang)’혹은 ‘충격 요법
(Shock Therapy)’이라 일컬어지는 급진적인 체제이행을 추진했다.33)
다음 절부터는 이번 연구의 주제인 체제이행기 민간기업과 기업인 양성을
위한 러시아 기업의 민영화, 특히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직면
한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0) Smirnov(2015), p. 141.
31) Åslund(2013), p. 90.
32) Mazat and Serrano(2012), “An analysis of the Soviet economic growth from the 1950s to
the collapse of USSR,” pp. 30-31, http://www.centrosraffa.org/public/bb6ba675-6bef4182-bb89-339ae1f7e792.pdf(검색일: 2020. 1. 6).
33) 체제이행을 위해서 △자유로운 무역체제하에서 계획경제를 마치고 가격을 자유화하는 자유화 방안
△사적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철폐, 국영기업 민영화, 반독점화, 시장경쟁 도입, 연성예산 제약
(soft budget contraint) 폐지 등 민영화 방안 △물가상승률을 통제하기 위한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
을 도입해야 했다. Jeffries(2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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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과 특징
가. 소련시대 기업의 특징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
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제2장에서 언급한 소유권의 문제에서부터 민영화 참
여의 공평성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련 시절부터 존재한 국영기업의 실제 소유와 운영 원칙, 그리고 관행에서 비
롯된 것들이었다. 때문에 그만큼 개혁도 어려웠다.
공산주의 체제하의 소련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업체가
없었다. 소련 기업들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운영되었고 계획
(plan)에 의해 감독 구조가 형성되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업은 연방 정부
소속의 연방 부처 또는 연방공화국 부처가 관리하고 보다 덜 중요한 기업은 지
역 또는 시(市) 당국이 관리했다(그림 3-3 참고).
예를 들어 기계·제조업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부서가 중공업을 담당했고 해
당 분야의 기업을 직접 운영했다. 한편 지역 또는 시(市)당국은 관할 지역에 있
는 모든 기업을 간접적으로 관리했다.
이를 종합하면 사실상 소련 기업은 연방 또는 공화국 부처와 지역 당국의 관
리를 동시에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연방 부서는 지역당국, 공장들 간
의 관계에서 더 큰 권한을 가졌다. 예를 들어 기업(공장) 경영자의 포상과 승진
은 연방 부서가 결정했다. 또 지역행정가들은 종종 기업의 경영진이 되기도 했
다.34)

34) Ruble(1990), Leningrad: Shaping a Soviet City, pp. 8-11. http://ark.cdlib.org/ark:/
13030/ft500006hm/ (검색일: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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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소련의 기업 감독 구조

상임간부회
소련 최고위원회

소련 각료 회의

상임간부회
연방공화국
최고위원회

공화국 각료 회의

연방공화국 부처

총연방부처

지역당국
집행위원회
부서
도시당국
집행위원회
부서
구역당국
집행위원회
부서

직접 감독 당국
간접 감독 당국

기업

자료: Ruble(1990), Leningrad: Shaping a Soviet City, p. 9, http://ark.cdlib.org/ark:/13030/ft500006hm/(검색
일: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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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하에 소련에서 운영된 국영기업 수는 4만 7,000개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및 대규모 서비스 업체를 포함하면 그 수는 5만 5,000
개였다. 1985년 구소련 순물질생산(NMP)의35) 96%가 정부부문에 의해 생산
되었으며, 정부조달이 산업생산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계획경제에서 정부
가 공급주체이자 소비주체였다는 점을 알려준다.36)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실현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각종 제도들이 도입되었다(표 3-3 참고). 1986년 개
인노동활동법(Law on Individual Labor Activity)은 구소련 경제가 민영화
로 전환되는 첫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87년 채택된 국영기업법
(Law on State Enterprise)은 기업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기업들은 여
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생산 목표를 부여 받았으나, 투입-생산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은 재고를 누구에게 판매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확보한 이윤이나 은행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
(self-financing)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직원 관리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다.37)

35) 순물질생산(NMP: Net Material Product)은 구소련 및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용한 국민계정 성장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이다. 위키피디아, 순물질생산, https://en.wikipedia.org/wiki/Net_material_
product(검색일: 2020. 1. 2).
36) Lieberman and Rahuja(1994), p. 8.
37) 기존에는 노동위원회(Labor Council)가 각 기업의 직원을 선발하고, 임금 수준이나 이윤배분 문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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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러시아 체제이행기 민영화를 위한 제도 도입 과정(1986~96년)
연도
1986

기업 관련 제도

기타 관련 제도

 11월 19일 USSR 개인노동활동법, 일부 사기
업 활동 허용(파트타임 가능)
 6월 USSR 합작기업에 대한 정부령 발효(외

1987

국인지분 49%, 회장·사장 러시아인 조건)
 6월 30일 USSR 국영기업법 도입(1988년부
터 발효)

1988  5월 26일 USSR 협동조합법, 사기업 활동 허용  12월 USSR 정부령 국영아파트 민영화 허용
 4월 7일 USSR 정부령 직원에 의한 국영기업
1989

대여(경영) 가능
* 모든 기관은 국제무역에 관여할 수 있음.
 3월 USSR 사유재산법 채택

1990

 6월 4일 USSR 기업법 채택

 8월 9일 USSR 각료회의 기업의 사유 합법화

 12월 25일 러시아 기업 및 기업활동법 채택

 11월 러시아 의회 가족농장법 채택(authorizing)
 12월 러시아 의회 토지법 채택

 6월 12일 러시아 주권 선언
 7월 3일 러시아 국영/시영 기업 민영화법, 개
인 민영화 계좌법
1991  12월 29일 러시아 국영/시영 기업 민영화에  7월 러시아 주택민영화법 채택
관한 대통령령, 토지개혁에 관한 대통령령(협
동조합, 국영농장 민영화), 무역자유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2월 27일 국영/시영 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하
는 대통령령 발표
1992  3월 25일 민영화된 기업의 토지 판매 허가
 7월 1일 국영기업 민영화를 강제하는 대통령
령 발표
1993

 12월 24일 국영/시영 기업 민영화 국가 프로  10월 27일 토지관계 및 농지개혁에 관한 대
그램 착수 대통령령 발표

 7월 14일 토지개혁안 채택, 농지대여 가능,

1994
1995

통령령 발표
판매는 불가

 7월 26일 뮤추얼 펀드 설립을 요구하는 대통
령령 발표

1996  4월 22일 증권시장법 채택
주: 1991년 6월 12일 러시아 독립.
자료: Blasi, Kroumova, and Kruse(1997), pp. xiii-xix; Leonard and Pitt-Watson(2013),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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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들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이 법은 예기
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왔다.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정보의 자유와 공
개를 확대하는 글라스노스트(Glasnost) 정책이 도입되면서 파업이 가능해지
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생산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연방정부의 재정수
입 축소를 불러왔다. 연방정부에 수입으로 귀속되는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었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GDP의 6%에 이르게 되었고 임금은 2배
이상 급등했다.38)
한편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게 되면서 가격시
스템과 분배시스템도 망가졌다. 기업들이 기본 소비재(basic consumer
goods)를 생산하지 않게 되자 소비재가 부족해지고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되었다. 국가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신제품(new goods)’도 비싸게
팔렸다. 그 결과 시장의 활력으로 제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부족
상태에서 소비자가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물가는 상승하며 정부는 통제권을 상
실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나. 러시아 민영화의 시기별 특성
러시아의 민영화는 넓게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시
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은 특징별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85년
소련 시대에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추진된 자발적 민영화(spontaneous
privatization) △1991년 소련 붕괴 직후 빠르게 이루어진 바우처 민영화
(voucher privatization) △1995년 러시아의 전략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현
금 민영화(cash privatization) △푸틴 집권기에 나타난 재국유화(recapitalization)
가 그것이다(그림 3-4 참고).

38) Åslund(2013),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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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시기별 민영화의 특징

배경

1985~90년

1991~94년

1995~98년

1999~

(자발적 민영화)

(바우처 민영화)

(현금 민영화)

(재국유화)
고유가 시기 진입,

체제전환 고속 추진

해결과 개혁주의

계획경제체제 붕괴,
초기 시장구조 발전

만성 재정적자
정권 유지의 필요성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재국유화의
필요성

민영화 초기
참여
주체

공무원 또는 젊은
지식인들이
민간기업 설립

직원들이 일반
기업의 지분을 획득

단계부터 부를
축적한 금융기관에
의한 민영화

국영 전략산업 기업
재국유화

(→ 올리가르흐 출현)
- 소유권은 정부가
승인한
경제주체에 이전
특징

(부처가 기업으로
전환)
- 초기 상업은행
설립

- 중·소기업 민영화
- 소기업은 직원들에
매각 또는 대여
- 중·대기업은
주식회사로 전환,
일부 지분은
정부가 임시 보유

- 국가자본주의
- 지분담보대출을
위한 전략기업
민영화
- 폐쇄적 경매

추구에 따른 국가
비중 확대
- 중앙집중화
(ex. 2004 유코스
사태)

주: Medova and Tischenko(2010), p. 5에서 제시한 단계를 참고하여 민영화 시기를 구분하였음.
자료: Medova and Tischenko(2010), pp. 3-30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각 단계별로 이루어진 민영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발적 민영화
1987년 소련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영기업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기 위해 ｢합작기업에 대한 정부령(Joint Venture Decree, 이하 합
작기업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의해 소련의 국영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가능해
졌다. 이 법은 외국인이 소련의 생산과 서비스 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은 소련 국가계획위원회(고스 플란)가 작성한 계획
(plan)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소련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자금과 기술의
이전뿐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

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 59

키고자 했다.39)
같은 해 ｢국영기업법(Law on State-owned company)｣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이 국가의 명령과 지시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자신의 기
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총괄 경영인(managing director)인 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중기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자발적 민영화가 이 법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
이 집행되면서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경영진이 해당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장
악하게 됐고 완전히 민영화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책
임 등 기업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남는 모순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40)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988년 ｢협동조합법(Law on Cooperatives)｣
도입을 계기로 사적 부문이 본격적으로 육성됐고 ‘자발적 민영화’의 속도 또한
가속화되었다. 협동조합은 사기업처럼 운영되며 국가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됐
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생산협동조합에 속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은 소규모로 운영되도록 의도되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
다. 소비재 제조, 대외무역, 합작기업, 사적고용 등이 가능했다. 이들은 관세를
면제 받았으며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
은 대출활동도 할 수 있어 당시에 초기 민영금융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다.41)
1991년 말 기준 협동조합 종사자 수는 620만 명 이상이었다. 국영기업의 경
영진과 직원들은 이 법의 장점을 활용해 자신들끼리 협동조합을 설립해 국영기
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국가가 통제하는 가격에 구매한 후 이를 가공해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구소련 경제의 공급 부족
이 심화되었다.42)
39) Albin(1989), p. 16; Davis and Sokota(1992), p. 478.
40) OECD(2005), p. 6; Mau(1999), p. 11.
41) Medova and Tischenko(2010), p. 8.
42) Mazat and Serrano(2012), “An analysis of the Soviet economic growth from the 1950s to
the collapse of USSR,” pp. 24-28, http://www.centrosraffa.org/public/bb6ba 675-6bef4182-bb89-339ae1f7e792.pdf(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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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의 부작용은 이뿐이 아니었다. 기업 내에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제품 및 원료 등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사적
이윤 극대화를 초래했다. 협동조합들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 할당된 원료 및 부
품, 심지어 경영 자금 등을 국영기업의 특권을 이용해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
은 국가가격으로 확보한 후 이를 직접 생산해 국영 공급구조를 통해 공급하기
보다는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윤을 취했다.
또 이렇게 확보된 이윤의 상당 부분은 공장 경영진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또
한 자발적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도입된 ‘매입권을 갖는 대여(renting with a
purchase right)’ 제도는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 소유권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국영기업의 경영진은 이러한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자본가가 되었으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법을 계기로
소련 경제에서 새로운 사업가 계층이 나타나게 되었다.43)
이 시기에 시도된 소련의 경제개혁 조치는 시장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계획
경제에 도입해 경제에 활력을 주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영기업 경영
자들이 완벽한 ‘지대(rent)’ 추구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부분적인 자유무역은 국영기업 경영자들이 국가로부터 싼 가격에 자원을 사
서 고가에 외국에 파는 차익거래를 가능케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외국
에서 수입을 독점해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를 하기도 했다.
｢국영기업법｣은 국영기업 경영자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를 주었고 그 이익은
국영기업 경영자의 개인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었다. 또 이 시기에 설립된 상업
은행은 국가로부터 저렴하게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 자금을 은행을 소유한 국
영기업 경영진의 사영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사업을 지원했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 1991년 소련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국영기업 경영자들은 연방

43) Mau(1999), p. 11; Mazat and Serrano(2012), “An analysis of the Soviet economic growth
from the 1950s to the collapse of USSR,” pp. 24-28, http://www.centrosraffa.org/public/
bb6ba675-6bef-4182-bb89-339ae1f7e792.pdf(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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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민영화 책임자의 생각과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경제 개혁이 느리게 이루어지기를 바랐다.44)
소련 해체 후 탄생한 러시아는 ｢국영기업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1991년 ｢민영화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의하면 국영기업의 지분은 무료로 배분되나 기업에 소속된 내부자의
경영권 획득 여부는 불분명했다. 외부자의 기업 획득 여부가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서 민영화는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려웠다. 1992년 중간 규모의 기업과 대
규모의 기업 등을 구분해 민영화의 방식을 규정한 3가지 방안(옵션)이 마련됐
다. 이 법에 의해 기업 내부자들이 외부의 자본을 활용해 기업을 장악하려는 외
부자들에 비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2) 바우처 민영화
1992년 말부터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민영화와 기업인 양성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인 바우처를 활용한 기업 민영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러시아의 개혁가들은 바우처를 활용해 국영기업을 민영화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들은 러시아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한편 △ 산업
을 위한 투자 자본을 확대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을 경쟁과 시
장원칙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며 △경쟁을 보장해 일부 영역에서 자연 독점 상
태인 국영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며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45)
바우처를 활용한 민영화 프로그램은 1992년 12월부터 1994년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개혁가들은 바우처 배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대규모로 그리고 급속한 속도로 진행했다.46)
44) Åsland(2013), pp. 90-91.
45) Medova and Tischenko(2010), p. 5.
46) Leonard and Pitt-Watson(2013),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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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대상 기업의 규모와 종업원 숫자 등을 감안한 세세한 기업 지분매각
및 바우처 배분의 기준을 정했다. 기업의 지분매각은 먼저 직원을 대상으로 하
여 비공개 거래가 이루어진 후 공개 거래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외부인의 지분
참여는 비공개 거래가 이루어진 후 바우처 경매를 통해서 가능했다. 당시
5,000개의 대기업과 1만 6,000~2만 개의 중기업 민영화가 목표로 추진되
었다.47)
논란 끝에 기업 규모의 원칙도 마련되어 일단은 종업원의 숫자를 가장 큰 판
별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합의되어 추진된 대·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199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소기업은 200명
이하의 직원, 100만 루블 이하를 보유한 기업이다. 중기업은 200~1,000명의
직원, 100만에서 5,000만 루블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기업은 1,000명 이상의
직원 또는 5,000만 루블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민영화는 소기업을 매각하
는 것부터 추진되었다. 중기업과 대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개되었다.
소기업은 ‘매입권을 갖는 대여’ 제도가 적용되어 빠르게 민영화되었다. 즉
소기업 기업 경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중·대기업은 제시된 민영화 옵
션 3가지에 따라 민영화되었다. 부문별로는 도소매, 건설(자재공급), 식품가공,
경공업, 섬유, 가구, 농산물, 도로 부문의 기업이면서 손실을 기록하는 기업은
민영화 대상이다. 대부분의 소기업은 이 분류에 해당하고, 5,000여 개의 대기
업도 포함되었다.
국영기업 중 1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거나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철도, 항공, 해운, 알코올, 담배, 제약, 의료기기)은 국가자산관리위원
회(GKI: 고스콤이무셰스트보, State Committee on Property Management)
의 승인을 받아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들이 민영화될 경우 국가가 3년간 경영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유지했다.
47) Lieberman and Rahuja(1994),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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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철강, 방위, 정보통신, 곡물창고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부문은
민영화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국영기
업에 대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도 대단히 강해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1992년 천연자원, 중앙은행, 사회 인프라, 텔레비전, 라디오, 항만, 원자력 생
산시설은 민영화 금지 대상이 되었다.48)
물론 이 부문도 시간이 지나면서 민영화가 추진됐다. 대표적인 분야가 석유
산업 분야다. 석유 산업의 경우 소련 시절부터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까지
약 300여 개의 회사 및 생산 조합들이 국영체제로 가동됐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는 루코일, 유코스, 수르구트네프테가즈, 시브네프트, 슬라브네프트, 튜멘
석유(TNK) 등 6개의 민간 석유회사들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석유회사로 등장
했다. 2003년에는 러시아 전체 석유 생산량의 75%, 석유 수출의 70~80%를
이들이 담당했다.49)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식담보 대출
(loan-for-share) 형태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러한 원칙하에 민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화(corporatization)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업화는 국영기업을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또
는 유한회사로 전환시켜 국가로부터 독립시키는 과정이다.50) 이렇게 해서 탄
생한 기업은 국영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정관에 따라 국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진을 임명·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상법에
의해 운영되도록 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법률적 작업이 완성됨으로써 이제 소련의 국영기업이었
48) Lieberman and Rahuja(1994), pp. 12-13.
49) Sim(2008), pp. 1-15.
50) 소련 붕괴 직후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업과 중기업은 일괄적으로 주식회사화시켰으나, 소기업의 경
우 유한회사와 같은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말하는 ‘Corporatization’
은 ‘기업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참고로 러시아에서는 크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라는 두 가지 기업형
태가 존재한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50인 미만인 경우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사원
(지분 참여자)은 정관 및 설립 계약서에 명시된 자본금의 출자 비율만큼 지분을 가지며, 지분에 해당하
는 만큼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는 공개주식회사, 폐쇄형 주식회사로 나뉘며, 전자는 한국의 주식회사
에 가깝고, 후자는 사원수 50인 이하로 제한되며 주식 양도 시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영옥
(2014), p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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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모든 기업들은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물론 1992년 당시에는 민영
화 금지를 규정한 금지 대상기업을 제외한 모든 대기업이 주식회사 전환 대상
이 되었다.51)
이에 따라 모든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업화 이후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당시 진행됐던 민영화
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림 3-5 참고).
<옵션 2> 또는 <옵션 3>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직원의 2/3가 직원총
회를 통해 또는 서명을 제출해서 선택해야만 가능했다. 그리고 <옵션 2> 또는
<옵션 3>의 방안을 모두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 1>의 방식으로 민영화
가 추진됐다.
민영화 작업을 시행한 결과 약 70%의 기업이 <옵션 2>를 선택했고, 30%가
<옵션 1>을 선택했다. 1% 미만의 기업이 <옵션 3>을 선택했다. 대기업은 다수
가 <옵션 1>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직원 수가 많아 회의를 조직하기 어렵고
직원들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52)
<옵션 1>의 경우 내부직원이 최대 5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중 25%
(법적 최저임금의 20배 이하 시)는 의결권 없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분된
다. 10%(최저임금의 6배 이하 시)는 명목가격의 30% 인하가격으로 비공개 매
각된다. 구매자는 매입 초기 50%를 지불하고, 이후 3개월간 잔금을 치른다. 경
영진은 최저임금의 2,000배를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일반 지분의 5%를 구
매할 수 있다. 직원들은 직원지분펀드(EESF)를 설립해 10%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으며, 2년간 명목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옵션 2>의 경우 내부자가 최
대 56%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44%는 투자자들이 바우처 경매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내부직원은 51%의 지분에 대해 1.7배의 명목가격으로 의결권 있는
지분을 구매할 수 있고 2년 내에 5%의 지분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옵션 3>
51) Lieberman and Rahuja(1994), pp. 12-13.
52) Ibid.,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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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직원들이 최대 6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40%는 바우처 경매와
투자입찰 또는 현금판매로 매각된다. 만약 직원 또는 법인이 민영화 실행과 지
불능력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합의를 득하는 경우 30%의 지분을
명목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회사 직원들은 최저임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다는 조건하에 20%의 지분을 30%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직원지분
펀드로 넘어가는 지분은 10% 이하이다(표 3-4, 표 3-5 참고). 만약 경영진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이에 해당하는 지분은 특별 바우처 경매를 통해 공
개 매각된다.53)

표 3-4. 중·대기업 대상 러시아 민영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옵션별 선택 비중

 직원 지분 50%
- 이 중 경영권 없는 25%는 무료배분, 지분의 총가격은 최저임
금의 20배 상회 불가
옵션 1

- 10%는 30% 할인
- 10%는 특별민영화계좌에 보관

25%
(다수의 대기업 선택)

- 5%는 경영진에 매각
 나머지는 바우처 경매 또는 정부 소유
 직원 지분 51%(장부가격의 1.7배 지불, 지불액의 50%는 민영화
옵션 2

바우처를 통해 지불)
 5%는 특별민영화계좌에 보관

73%

 나머지는 바우처 경매 또는 정부 소유
옵션 3

 경영진의 인수(중기업에 국한)

2%

자료: Blasi, Kroumova, and kruse(1997), p. 41 내용을 참고로 저자 작성.

53) Schwartz and Nelson(1994),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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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옵션별 지분 구조
(단위: %)

옵션 1

직원 보유 지분

직원에게 무료 배분

25

직원에 명목가치 1.7배로 매각(현금 또는 바우처)

10

경영진에 명목가치로 매각(현금 또는 바우처)

5

옵션 2

옵션 3
20

51

민영화 계획 실행과 1년 후 명목가치에 기업

30

경영을 약속한 직원들에 매각(현금)
2년 매입권을 가진 직원지분펀드에 매각(현금)

10

5

10

투자자 및 정부

바우처 경매

29

29

29

확보 가능 지분

투자, 입찰, 정부보유, 기타

21

15

11

100

100

100

합계
자료: Lieberman and Rahuja(1994), p. 21.

민영화 방식을 결정한 기업들이 실행계획과 수립문서를 지역 또는 연방 자
산위원회에 등록하면 주식회사로 전환된다. 제출된 민영화 계획서는 7일 이내
에 위원회가 승인하고, 승인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수정 제출되어야 한다.
일정 규모의 기업 또는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또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의 승
인이 필요하다. 자산위원회 산업과에서 신청서와 수립서류를 검토하여 주식회
사로 승인하고, 기업지분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정부의 재무과에서 처리한다.
기업은 이사회를 구성하며, 계획에 따라 지분을 나눈다. 이후 15일간 비공개
지분매각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등록한다.54)

54) Schwartz and Nelson(1994),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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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러시아 기업 바우처 민영화 준비 과정

직원결정

서류준비

기업화

민영화 계획

위원회 설립

가치평가

민영화 옵션

합작회사
헌장

지역위원회
서류
검토/승인

주식회사
등록

지분 등록

중앙자산
관리위원회,
필요한
경우 정부

펀드에
서류, 지분
전달

직원에
비공개 거래

지역위원회
산업과

지역위원회 행정과
기업

기업

지역위원회

자료: Lieberman and Rahuja(1994), p. 64.

한편 러시아 정부는 바우처 매매 중개 역할을 하는 바우처 투자펀드 설립을
장려했다. 국민들은 이 펀드에 바우처를 투자할 수 있었으며, 펀드는 바우처를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 1993년 중반 550개의 투자펀드가 운영되었다. 당
시 투자펀드는 한 기업의 지분 15% 이상의 바우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펀드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은행들도 25% 이상의 지
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별도의 투자펀드를 설립하지 못했다. 투자펀드는
바우처 이외에 자산매입/매각과 같은 여타 거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 투자펀드의 투기적인 재판매나 생산기계를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졌다. 그리고 투자펀드의 권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
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1993년 5월 기준 가장 큰 투자펀드
가 다루는 바우처의 양은 전체의 2%가 안 됐다.55)
1992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러시아 정부는 민영화 바우처를 인당 1개
55) Rutland(1994), p.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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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만 발급했다.56) 바우처의 액면가는 1만 루블이며,57) 총 1억 5,000만 개의
바우처가 배포되었다. 바우처의 실거래가는 당시 러시아 기업에 대한 평가, 소
유권 보장에 대한 기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따라 5~20달러로 낮게 평가되었
다.58) 민영화 추진 결과 1994년 1월 기준 74%의 기업이 <옵션 2>를 선택했
고, 약 21%가 <옵션 1>을 선택했다. 그리고 1% 미만의 기업이 <옵션 3>을 선
택했다. 다수의 대기업이 <옵션 1>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직원 수가 많아 회
의를 조직하기 어렵고 일반 직원들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
거나 일반직원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경영진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59)
민영화를 추진한 당시 러시아 정부는 경영진에게 민영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 또는 행정적 역량을 가지지 못했다. 정책적 대안은 그들에게 염가
의 지분과 함께 뇌물을 쥐어줘 민영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 바우처를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현금화 가능
한 바우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었다. 국민들은 바우처 시장에서 바우
처와 현금을 교환할 수 있었고, 경영진은 자신이 속한 기업의 바우처를 손쉽게
매입할 수 있었다.60) 그리고 이는 후일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주었다.
결과적으로 바우처 경매를 통한 민영화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데 실패했
다. 투자나 자본 축적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수의 기업은 국가 보
조금을 받지 못했고 새로운 소유주인 옛 경영진이나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61) 바우처
민영화는 1994년 완료되었다. 바우처 민영화로 중소기업체는 거의 다 민영화
가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
고 있었다.
56) Lieberman and Rahuja(1994), p. 63.
57) Leonard and Pitt-Watson(2013), p. 80.
58) Ibid., p. 86.
59) Lieberman and Rahuja(1994), pp. 15-21.
60) Black, Kraakman, and Tarassova(1999), p. 10.
61) Medova and Tischenko(201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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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 민영화(주식담보 대출 민영화)
1995년 러시아 정부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었다. 세금징수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고 취약한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불하고 있는 보
조금은 점점 커져갔다. 이런 가운데 체첸 전쟁이 시작돼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
화됐다. 옐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1996년으로 예정된 대선
에서 개혁파 정부를 재선시켜야 한다는 점 때문에 러시아의 개혁파 엘리트를
비롯한 기업인들도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재정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1995년 오넥심방크
(Uneximbank) 설립자인 블라디미르 포타닌(V. Potanin)이 러시아 정부에
전략산업 기업들의 지분을 담보로 상업은행이 정부에 대출을 하는 방식의 프로
그램을 제안한다. 이것이 후일 두고 두고 말썽을 빚은 주식(지분)담보 대출
(loans-for-share privatization)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발상의 시작이었다.
반발이 없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해 주식(지분)담보 대
출(loans-for-share privatization)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는 정부가 손해
를 보고 결과적으로 대출을 통해 지분을 확보한 일부 은행 소유 기업인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당시 옐친 정부를 이끄는 친서방 엘리
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옐친의 재선을 확실히 하고
싶어했다. 그 결과 전략 산업 부문의 주식들이 실제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
은 헐값으로 올리가르흐(Oligarch)들이 소유한 은행에 대출 담보로 잡히고 융
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대출 원금 상환에 실
패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주요 산업을 장악했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지분이
올리가르흐들이 소유한 은행으로 넘어갔고 민영화의 대상이 됐다. 러시아의 각
산업에서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점 혹은 독점의 상태에 있던 기업들의
주식을 민영화하는 과정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 이는 당연히 특혜 시비를 낳
았다. 대표적인 분야가 금속, 석유 부문 전략기업의 지분 매각 및 민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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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분을 가장 많은 대출을 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매각
했다. 그러나 지분매각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외
국인의 참여가 금지되었고 결과적으로 주요 수혜자는 올리가르흐가 소유한 러
시아의 주요 은행들이 됐다. 지분매각 경매는 은행의 계열사에 의해 조작되었
다.62) 지분담보 민영화는 당초 43개의 전략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
었으나 16개로 좁혀졌다. 이 중 4개는 입찰자 부재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최종적으로 12개 기업의 지분이 매각되었다(표 3-6 참고).

표 3-6. 대출 (지분)담보 민영화 대상 기업과 올리가르흐
담보지분

대출금

(%)

(백만달러)

석유

45.0

159.0

메나텝 은행

시브네프트

석유

51.0

100.1

NFK

3

시단코

석유

51.0

130.0

MFK

블라디미르 포타닌

4

노릴스크 니켈

니켈

38.0

170.1

오넥심방크

블라디미르 포타닌

5

노보리페츠크 메탈

철강

14.8

31.0

MFK

블라디미르 포타닌

기업명

분야

1

유코스

2

은행

올리가르흐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메나텝,

미하일

스탈리치늬방크

호도르코프스키

6

무르만스크 쉬핑

운송

49.0

7

노스웨스트 쉬핑

운송

25.5

6.1

MFK

블라디미르 포타닌

8

루코일

석유

5.0

35.0

임페리얼방크

바짓 알렉페로프

4.13

9

수르구트네프테가즈

석유

40.0

88.3

오넥심방크

블라디미르 포타닌

10

나프타 모스크바

석유무역

15.0

20.0

오넥심방크

블라디미르 포타닌

11

노보로시스크 쉬핑

운송

45.0

22.7

12

메첼

철강

15.0

13.3

합계

리오니드 로자

780.0

주: 이 밖에 경매입찰 기업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체납된 기업세를 내야 했다.
자료: Goldman(2003), pp. 99-102; Treisman(2010), pp. 3-10.

62) Rousso(2001), “Privatization and Corruption in Russia,” pp. 9-11, https://www.
researchgate.net/publication/228890159_Privatisation_and_corruption_in_Russia(검
색일: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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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담보 사유화를 통해 정부는 기업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밀린 기업세를
징수함으로써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민간 대주주들
은 국영기업 민영화에 활발하게 참여해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 과정을 통해
막대한 기업자산과 이윤을 확보했다. 정부가 민영화로 획득한 수입을 통해 재
정수입을 확보한 덕분에63) 옐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여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과두재벌인 올리가르흐는 이런 과정을 통해 확고하게 부상했고 옐
친 정권은 올리가르흐의 도움으로 국정을 이끄는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러시아 대중은 이러한 과정을 목격하면서 국영기업 민영화가 공정하지 않으며
정권과 결부된 일부 세력이 부패와 관료들과의 유착 등을 통해 국유 재산을 사
실상 탈취하는, 소수를 위한 국가 재산의 민간 이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64)
이러한 비판에 따라 민영화는 1997년까지 진행되지만 그 속도는 현저하게 둔
화될 수 밖에 없었다.

4) 지속적인 체제이행의 속 전략 산업의 일부 재국유화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통령 당선은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에 새로운
움직임을 가져왔다. 특히 푸틴 2기(2004~08년)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연방 정
부는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고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한 재국유화를 진행했다. 재
국유화는 주로 석유 부문에서 나타났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인 유코스, 시브네프트, TNK-BP 등이
국유화되었다. 특히 유코스의 경우 2003년 최고경영자인 호도르코프스키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고 러시아 정부는 유코스 주식의 44%를 동결시켰다. 이
후 유코스는 곧 파산하였고 바이칼 금융이라는 기업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는데
후에 로스네프트가 바이칼 금융을 매입함으로써 유코스를 흡수하게 되었다.65)
63) “ИсторияприватизациивРоссии”(2017), ria.ru/20171001/1505774937.html(검색일:
2020. 1. 16).
64) Black, Kraakman, and Tarassova(1999), pp. 17-18; Åslund(2007), pp. 1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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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쳐 러시아 석유 부문의 44% 이상이 국가 소유 국영회사들에 귀
속됐다.66) 이에 따라 러시아가 체제이행을 다시 역전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비등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민영화의 후퇴나 과거로의 회귀는 없다는 입
장을 천명했다. 또 체제이행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2013년
로스네프트, 알로사, 소프컴플로트, 루스기드로, 러시아철도, 대외무역은행 등
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가치가 제대로 책정되기 어려워지면서 연기되거나
일부는 취소됐다. 오히려 2014년 러시아 시스테마 그룹이 가지고 있던 바쉬네
프트 지분이 재국유화 되었다.67)
최근에는 은행 부문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중앙은행은 부실은행 퇴출을 명분으로 2010년대 들어와 은행 수를 줄이고
있다. 러시아 내 은행 수는 2009년 말 1,058개에서 2019년 말 444개로 줄어
들었다. 퇴출된 은행의 자산은 대부분 국영은행에 흡수되거나 국가의 관리하에
놓였다. 2017년 기준 러시아 은행 부문에서 국가 통제하에 있는 은행자산의 비
중은 70.7% 정도다.68)
한편 이 기간에 러시아는 유가의 변동과 연동하여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국부펀드인 안정화 기금(Stabilisation Fund)을 운용해 재정 여
력을 확보했다. 이 안정화 기금은 2008년 이후 예비기금(Reserve Fund)과 국
부펀드(National Wealth Fund)로 나뉘어 운용되다가 2018년 국부펀드로 통
합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석유 렌트에 따라 확보된 잉여자금을 국부펀드를 활용해
65) “Timeline: The rise and fall of Yukos”(2014. 7. 28), 언론자료(검색일: 2020. 3. 15); Kets De
Vries et al.(2004), pp. 147-175.
66) “Putin’s “Nationalization” to Strengthen State Role in Russian Economy, Analysts Say”
(2019. 6. 17), 언론자료; “Russia: Siloviki Take the Rein In Post-Oligarchy Era”(2007. 9. 17),
언론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3. 15).
67) “Russia privatization: don’t bet on it”(2013. 6. 27), 언론자료(검색일: 2020. 3. 15);
Kluge(2019), pp. 38-39.
68) “Putin’s Creeping Nationalization of Banks”(2018. 6. 8), 언론자료(검색일: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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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면서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1996년 옐친이 재정
적자에 밀려 민영화를 추진하던 상황과 비교하면 완전히 바뀐 상황이며 그만큼
민영화의 속도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재
정 압박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2018년 5월 발표한
‘2024년까지 러시아 연방 발전을 위한 국가 목표 및 전략 과제’ 및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다. 하지만 2020년까지의 러시아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69) 또한 2020년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당분간 주요 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이루어지
지 않을 전망이다.

3. 러시아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계획경제의 효율성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아닌 계획
메커니즘의 ‘보이는 발(visible foot)’에 의해 운영되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
렇게 계획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게 운영되다보니 기업 경영진들은 공식적인 기
업 운영모델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즉 생산요소,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된 계획, 그리고 생산량 등을 조작하기 시
작했다. 소련 경제가 만성적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생산요소 조작을 가능
하게 했다. 경영진들은 법의 허점을 활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생산
요소를 조작했다.
이들은 △기업의 자급자족 △비축 △개인적 생산 네트워크 △회색지대의 중개
인을 통해서 공급을 확보했다. 경영진들은 자신의 기업이 속한 부문의 전체 생

69) Kluge(201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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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슬을 통제하고자 했다. 생산요소를 축적하는 방안은 계획경제에서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고안된 공급 ‘보험’이었다.70) 이에 따라 소련시
대 기업은 차츰 [그림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공식적인 경영 모델로 변화했다.

그림 3-6. 소련시대 기업경영의 이중성
공식적인 경영 모델
당과 계획시스템:
전략적인 경영
생산요인
이상적
계획 경제

외부 통제
계획
최적화

비공식적인 경영 모델(실제 운영모델)

생산물
극대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필 기업의 역량에 생산효율성
요로 하는 재료 맞는 계획
극대화
전달

계획 생산 수준
실제 생산 수준

생산효율성
내부 통제

관료주의적 시스템:
관료주의적 경영
유연한 모니터링
생산요인
계획
생산물
부족 경제
흥정
창의적 생산
1) 막판 생산
(c.f.
1) 기업
벼락치기
자급자족
생산)
2) 비축
1) 계획 협상 2) 비합리적
3) 생산 뇌물
2) 행정 뇌물
생산물
4) 인맥에 의한
3) 다른 생산
믹스
생산량 조정
4) 조작
생산 수준 협상
창의적 생산 수준

행정효율성
상호 책임

이상적 소련 기업경영

실제 소련 기업경영

- 내부지향적인 생산 감독
- 소련사회의 복지를 극대화
- 생산 특화
- 매니저의 이상적 성숙도
- 경영충실도
- 직원의 경영 참여
- 직원간 평등

- 외부적으로 만들어진 생존 경영
- 개인의 복지를 극대화
- 독립적 생산
- 매니저의 정치적 경력 축적
- 경영 남용
- 경영자 중심의 경영
- 경영 엘리트

자료: Liuhto(1999), p. 55.

소련 시대 노멘클라투라는 소련 사회 전반의 엘리트를 가리킨다. 노멘클라
투라는 매우 특별한 특권을 가졌다. 이들의 소득은 비교적 높았으며, 이들의 삶
의 질은 소득 이상으로 특권 시스템이 부여하는 간접적 수입과 혜택으로 유지
되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이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공식가격보다 훨씬 저렴

70) Liuhto(1999),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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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들에게 가장 최신의 아파트, 별장(다차, dacha)이 부여되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작업장, 가게, 병원, 무덤까지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쵸프 시대에 들어 경제개혁이 추진되자 이들의 정치적 위치로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노멘클라투라는 점차
정치 엘리트에서 경제 엘리트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1980년대 소련 공산당의 청년정치조직인 공산청년동맹(Komsomol)
출신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를 가진 젊은 기업가들이 출현했다. 이들은 페레스
트로이카 시기 자본주의 실험의 핵심 영역을 담당해 이른바 콤소몰 경제
(Komsomol economy)를 이끌었다.
당시 콤소몰과 콤소몰 청년 센터는 초기 러시아 자본주의 형성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했다. 과거 노멘클라투라가 국가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들
은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문에 진입하여 이윤을 창출하여 자금을
보유한 계층인 자산가 계급이 됐다.
그들은 기업 설립, 자산 현금화, 자산 거래 시 신용대출, 무역 거래 등을 하는
데 각종 혜택을 받음으로써 부를 축적했다. 이로써 과거 소련의 엘리트 계층은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로 나뉘게 되었다.
[표 3-7]은 옐친 시대의 비즈니스 엘리트를 출신 성분별로 구분하여 제시했
는데, 전체 비즈니스 엘리트 중 노멘클라투라 출신이 61%이며, 콤소몰 출신은
14.7%(비 노멘클라투라 출신으로는 37.7%)를 차지했다. 2004년 유코스 사태
로 알려진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도 콤소몰 출신으로 자본가가 된 인물 중 하
나다.71)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기업가 중 상당수는 기존 기득권층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혁의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71) Kryshtanovskaya and White(1996), pp. 71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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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옐친 지지자의 비즈니스 엘리트 비중
(단위: %)

비즈니스 엘리트
노멘클라투라 출신

61.0

기타 엘리트

39.0

당원

13.1

콤소몰

37.7

지방유지

3.3

경제인

37.7

기타

8.2

자료: Kryshtanovskaya and White(1996), p. 729를 바탕으로 저자 편집.

러시아 기업 문화에서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성향이 짙게 나타난
다. 현대 러시아 기업에서도 엄격한 계층구조 속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
에게 집중되는 전제적인 리더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소비에트 시절부
터 지속되어온 리더와 부하 사이의 상명하복 관계와 권력 및 권위에 있어 불평
등한 관계는 현재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72)
집단주의적인 성향은 인사관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련시대에
는 기업의 이윤이나 손실에 대한 고려보다 정치적 목표가 우선순위였다. 각 기
업의 경영자는 상부로부터의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
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기업 매니저들은 할당된 계획량의 생산과 납기에만 신
경 쓰면 되고, 소비자의 취향이나 제품의 질과 다양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이하고 태만한 기업경영이 초래되었다. 기업 매니저의 운명은 원재료
확보에 달려 있었으며, 원재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이고 비공식
적인 인간관계에 의존했다(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부패). 비즈니스 리더들은 사
업에 착수할 때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비즈니스의
72) 배규성(2013), 「러시아의 기업 문화와 환경」,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syst
emcode=04&brdctsNo=118685&mid=a10200000000(검색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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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가 정부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73) 매니저들은 기업
을 경영할 때 기존에 형성된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한다. 한 기업 매니저는 비즈
니스의 90%는 개인적인 인맥이 작용한다고 말했으며, 이들은 굳이 새로운 인
맥을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74)

표 3-8.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경영진 특징 비교
국영기업(사회주의) 경영진 특징

민영기업(자본주의) 경영진 특징

- 비교적 나이가 있음

- 당원

- 비교적 나이가 어림

- 노멘클라투라

- 보수적이며, 위험회피

- 전문적 교육을 받음

- 변화를 싫어하고, 과거 - 운영에 초점 맞추며,
지향적

내부인

- 비즈니스맨

- 기업가적이며, 위험감수
- 변화를 추구하고 미래 - 전략적, 외부지향적
에 대해 희망적
- 시장지향적

- 엔지니어 출신

- 생산지향적

- 영업자 출신

- 시장신호에 의존

- 수동적이며, 느리게

- 개인 인맥에 의존

- 적극적이고, 빠르게

- 시장수요에 따른 가격

행동
-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태도

- 비용에 따른 가격 책정
- 승진수단 사용하지
않음

- 계획지향적

- 국가명령에 따른 배분

- 주문 접수자

- 연공서열제

행동
-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
- 문제 해결자, 소비자

책정
- 승진수단 사용
- 더 효율적인 배분
- 성과제

지향적
- 주문자

자료: Liuhto(1999), p. 53.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다수의 러시아 민영기업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출현했다. 민영화 초기 경영권을 넘겨받은 투자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영화
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서는 민영화를 통해 만들어진 민영기업 중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살아
남은 사례와 그렇지 못한 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해본다.
73) 위의 자료.
74) Liuhto(199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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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영화의 성공 사례
러시아에서 국영기업이 민영화된 후 다양한 결과가 창출됐다. 민영화 초기
경영권을 넘겨받은 투자자가 계속해서 민영화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과 볼셰프스키(Bolshevsky) 열
교환기 공장 사례와 외국 기업의 실패 사례인 아시도만(AssiDoman)의 사례를
살펴보자.

1)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은 1992년 12월 러시아 기업 민영화 사상 처음으로 공
개 경매로 민영화된 사례다.75) 이 기업은 2007년 다농(Danone)이 그룹 차원
에서 글로벌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서방 기업인 크라프트(Kraft)
사에 매각되었고 2020년 현재에도 서방 글로벌 기업인 크라프트사가 경영권
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업은 러시아 국영기업이 민영화된 후 인수한 글로벌 기
업의 경영 노하우와 구조조정으로 성공적인 시장 활동을 하다가 다시 서방의
글로벌 기업에게 재매각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여전히 러시아 민영화
의 성공 모델 중 하나로 예시된다.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은 1992년 12월 민영화되기 이전에 공장 직원들이 주
요 지분을 보유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민영화하고 싶어 했지만 외국의 적절
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당시 민영화를 책임졌던 아나톨리 추바이스 국유재
산위원회(Госкомимущество) 위원장은 외국 투자가에게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분 소유의 복잡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
다. 이후 직원들이 소유했던 지분의 상당 부분이 모스크바 은행을 통해 매집되

75) Rutland(1994), p.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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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지분이 1994년 9월 다농에게 팔렸다.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은 원래 제국 러시아 시절인 1855년 두 명의 프랑스
기업가가 외국인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에 투자해 설립되어 운영되던 회사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국유화되었던 이 회사가 민영화의 첫 사례로 다시 프
랑스 기업에 팔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농이 인수한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은 소련 시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비스
켓, 와퍼, 케이크 등을 생산하는 업체였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의 생산시설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마케
팅 전략도 미미했다. 공장에서 비스켓이 생산되면 90%는 도매업자에게 판매되
어 ‘판매전략’ 또는 ‘소비자 만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과 같이 판매전략 개발보다는 국가계획을 달성하는 데 초
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었다.
기업 문화도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으며 공산당 소속 기술 관료들의 전
형적인 특성이 살아 있었다. 최고 경영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 공산
당 출신 경영진 및 임원(red directors)의 직원들에 대한 협박, 고함, 위협적
행동은 흔하게 자행됐다. 정보도 매우 엄격히 통제되었고, 부서간 소통이나 협
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경영진 구성원은 1960년대에 입사해 이
공장에서 대부분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었다.
다농은 공장을 인수한 후 서구식 경영을 도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러시아 직
원들의 저항이 컸다. 공장 경영진은 다농 관계자들을 경계했으며 일반 직원들
은 자신의 삶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했다.
가장 큰 문제는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 조직원이 여전히 소비자 수요 등과 같
은 시장요소보다는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고 일반 소비자가 아닌 도매상
들이 그들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소비자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다농은 이러한 문화를 바꿔야 했다.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매상과의 관계를 개선 및 평가하고 생산라인을 현대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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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을 시장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생산라인 재조직
화뿐 아니라 기업 문화 변화도 시도한 것이다.76)
하지만 이 모든 작업이 쉽지 않았다.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행
사하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초기 계약 조건 때문이었다. 다농이 볼
셰비크 비스켓 공장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보유한 지분은 87%였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처음 5년 동안은 단순히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경영진을 설득해야만
했다. 하지만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 경영진들은 외국인 투자는 환영하지만 통
제는 싫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다농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농은 러시아 시장 진출
을 결단한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다농의 미래 비전까지를 정리하고 이를 볼셰
비크 비스켓 공장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다.
다농은 단순히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다농의 글로벌 제품을 러시아라는 신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다농이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을 인수한
이유는 이 공장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시장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
하고 러시아 내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했다. 또 동시에 잔여 지분을 가진 경영진을 설득하고 이들에게 보상을 제시하
면서 보유 지분 확대 및 경영권 강화를 도모했다.
이후 다농은 러시아에 대해 잘 아는 경영 전문가를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에
파견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그림 3-7과 그림 3-8 참고). 성과급 제
도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직원들에 대한 규율 강화도 시도해 변화에 적응하
지 못하는 경영진은 해고했다. 1996년 2,400명이었던 직원 수는 1999년
1,200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와 경제위기로 인해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의 생산량은
등락을 거듭했다. 1999년 생산량이 2만 4,000톤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76) INSEAD(2015a), p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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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1년 3만 5,000톤으로 증가했다. 2002년에 2만 8,000톤으로 감소했다
가 2003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생산품목에 변화가 있었다.
2002년에 생산된 제품 중 1/3이 새로 개발된 제품이었다.77)

그림 3-7. 볼셰비크 비스켓 회사 옛 구조

사장
건설부서

인사본부

특별부서

안전부서

작업장 1

공급팀

계획부서

법적서비스

작업장 2

공급

급여부서

보안

작업장 3

판매 및 물류

기술통제

동원부서

작업장 4

창고

실험실

수석회계원

수석엔지니어

포장

생산부서

회계부서

계란
가공장

인력팀
복지
어린이집

농장

인쇄, 판지
제조장

자료: INSEAD(2015a), p. 12.

77) INSEAD(2015b), p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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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볼셰비크 비스켓 회사 새 구조

경영위원회
사장

사장

판매

공급사슬

신사업/투자

작업장1

작업장3

유지보수

기술공급

마케팅

구매

재무

회계
신용

물류

구매

모스크바

통제

지역

행정

개발
훈련

HR

정보

R&D

품질
관리

실험실

기술
집단

법률
서비스

조직훈련

인력

소통

HR

보안

일반서비스

주: 작업장 2, 4 폐쇄.
자료: INSEAD(2015b), p. 14.

표 3-9.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 개요
회사명

볼셰비크 비스켓 공장

사업분야

식료품

민간기업 참여 지분

100%(1992)

생산량

2만 4,000톤~3만 5,000톤

직원수

2,400명→1,200명

설립연도

1855년

성공요인

- 경영진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 구조조정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 83

2) 볼셰프스키(Bolshevsky) 열교환기 공장
볼셰프스키(Bolshevsky) 열교환기 공장도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인수 사례
로 볼 수 있다. 볼셰프스키 열교환기 공장은 모스크바에서 30km 떨어진 코롤
료프시에 위치해 있다. 1827년 제지공장으로 설립되었다가 1930년 이후 식품
가공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78)
1992년 분리기기와 열교환기를 생산하는 스웨덴 기업 알파라발(Alfa
Laval)이 공장을 인수했다. 알파라발은 이미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
표부를 설립하여 러시아 시장과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인수될 당시 볼셰프스키 열교환기 공장은 저온살균 및 냉각장치를 전문적으
로 생산하고 있었다. 1996년 볼셰프스키 공장이 판매담당 조직과 합쳐지면서
알파라발 포토크(Alfa Laval Potok)로 개명되었다. 인수 직후 알파라발은 공
장 재건을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알파라발 포토크는 1999년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알파라발 포토
크 공장의 주 생산품은 열교환기다. 이 회사 제품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
스, 카자흐스탄 시장에서도 유명하며 기업 활동도 해당 지역에서 활발하다.79)
알파라발은 볼셰프스키(Bolshevsky) 열교환기 공장을 인수한 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영업조직 구성 △직원간 세대차이 극복 △시장상황에
맞는 주력 생산품 조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다행히 알파라발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알파라발 AU에 이미 현대적인 마케팅 및 판매 조직
이 형성되어 있어 이 조직을 포토크로 흡수시킴으로써 첫째 과제는 수월하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구소련 시스템에 익숙한 기성세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신세대 직원 간 특징이 매우 상이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78) “АльфаЛаваль(бывш.БМЗ)(Королёв),” 온라인 자료; “Болшевский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ыйзав
од,” ЮБиК,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3. 6)
79) Alfa Laval, “АльфаЛавальвРо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6); Fey and Denison
(2003), pp.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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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협력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었다. 즉 소련
시대부터 이곳에서 일한 기성세대는 새로운 경영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
는 반면,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신세대 직
원은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의한 동기부여가 잘 되고 경영진에 협조적이었으나,
업무에 필요한 경험 및 인맥이 부족했다. 경영진은 직원들의 특성에 맞게 업무
조정을 하여 직원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80)
아울러 시장조사를 통해 주력 생산품목을 변경함으로써 조기에 이윤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포토크는 당초 분리기 생산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
으나, 시장조사 결과 러시아에서는 이미 과잉생산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더 전망이 밝다고 생각되는 열교환기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후 열교환기
생산을 위해 인력과 자산을 조정하고, 공격적인 판매를 한 결과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81)

표 3-10. 볼셰프스키 열교환기 제조공장 개요
회사명

볼셰프스키 열교환기 제조공장

사업분야

제조업

민간기업 참여 지분

100%(1992년)

생산량

10만 대(1995년)

직원수

300명(2000년대)

설립연도

1930년
- 경영진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성공요인

- 기업목적에 맞는 구조조정
- 철저한 시장조사에 입각한 기업전략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80) Fey(1998), pp. 6-9.
81) Fey and Denison(2003), pp. 14-15.

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 85

나. 민영화의 실패 사례
1) 아시도만(AssiDoman)82)
아시도만(AssiDoman)은 외국기업의 민영화 참여 실패 사례로 참고할 수 있
다. 이 기업은 삼림, 포장, 공예, 종이, 장벽코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웨덴
기업이다. 아시도만은 1990년대 동유럽 진출을 위해 체코에 위치한 세팝
(Sepap) 제지공장 지분과 러시아 카렐리아 공화국 세게자(Segheza)에 위치한
세게자 공장 지분을 매입했다. 세게자 공장은 28개의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구
사회주의 진영에 공급되는 약 75%의 종이 포장지(10억 장)를 생산하고 있었다.
아시도만은 세게자 공장 생산품이 서유럽 시장에 진출할 경우 나타날 종이
포장지 공급과 가격 변화를 고려하면 세게자 공장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러시아의 종이포장지, 종이가방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 아시도만은 1997년 미국의 스트
라톤 그룹을 완전히 인수함으로써 이 그룹이 가지고 있던 세게자 공장 지분
57%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아시도만은 공장 재건축을 위해 3년에 걸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하고 1998년
투자금 손실을 경험하며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아시도만의 투자 실패 원인으로는 러시아 투자 지역과 대상에 대한 사전조
사 부족, 러시아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아시도만은
사전조사를 통해 세게자 공장 운영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카렐리아 공
화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당시 공화국 정부는 공장
매각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새로운 투자자가 기업을 재
빠르게 회생시키고, 세금도 더 내고, 병원 설립, 지역 축구팀 후원 등과 같은 지
역사회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82)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Alfa Laval, “АльфаЛавальвРоссии,”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3. 6); Fey and Denison(2003), p. 15; Orttung, Nussier, and
Paretskaya(eds.)(2000), p. 207; Sjöstrand(2016), pp. 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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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아시도만은 공화국 정부 소유의 공장 지분 20%를 넘
겨받지 못했고, 벌목지 승인도 받지 못했으며, 세게자 공장의 부채 문제도 조정
하지 못했다.83) 1997~98년간 세제자 공장은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
거나 운영자금 부족(세금 문제로 당국이 계좌 동결)으로 인해 생산을 수차례 중
단해야 했다. 이에 더해 공화국 정부는 아시도만의 세게자 공장 지분 매입이 불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청산 절차를 밟고 러시아인 경영진을 임명했다. 이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지분에 대한 권한을 무효화했다.
또한 아시도만 경영진은 러시아 기업문화에 대해서 무지했다. 즉 아시도만
의 경영진은 스웨덴과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
일하게 생각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현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아
는 사람을 영입하지도,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 경영진 중에 세게
자를 직접 방문한 사람도 없었으며, 세게자 공장장이나 주요 인물과 만난 적도
없었다.84)

표 3-11. 세게자 제지공장 개요
회사명

세게자 제지공장

사업분야

목재, 제지

민간기업 참여 지분

아시도만 57%(1996)

생산량

10억 장(종이포장지, 동유럽시장 75% 공급)

직원 수

100여 명

설립연도

1939년
- 러시아 투자 지역과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부족

실패요인

(경영권 확보 전략 부족)
- 러시아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83) Glazunov(2016), pp. 47-48.
84) 이후 아시도만은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2,500만 달러를 투자
해 새로운 골판지 공장을 설립했다. 경영진으로 러시아와 덴마크 국제결혼 부부를 임명해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경영하도록 했다. 러시아의 골판지 시장 전망이 밝아 아시도만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내면
서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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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민영화에 대한 평가
이 절에서는 러시아 사유화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제로 몇 개의 기업체가 사유화되었는지, 정부 부문이 얼
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정과 생산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의 민영화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시기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
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표 3-12]와 같이 양적으로도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소기업, 아파트, 가족농장 등이
민영화되었으며 중·대기업은 순차적으로 민영화되었다.

표 3-12. 러시아 체제이행기 민영화 성과(1991~95년)
(단위: 개)

1991

1992

1993

1994

1995

100% 사기업 및 민영화 기업

250,000

550,018

873,509

891,462

917,937

소기업

-

46,797

80,491

95,538

105,111

중간/대규모 기업

-

18

8,509

16,462

17,937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250,000

503,203

784,509

779,462

794,889

아파트

175,000

2,788,000

가족농장

4,432

182,787

8,592,000 10,975,000 12,118,000
270,000

279,000

NA

자료: Blasi, Kroumova, and Kruse(1997), p. 189.

1992년 12월부터 1994년 2월까지 1,100만 명을 고용하는 9,500개의 대
기업이 민영화되었다. 이로 인해 4,000만 명의 주주가 생성되었다. 대기업의
직원대상 지분매각은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공개 바우처 경매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6월 기준 1만 2,000개의 중기업, 1만 4,000개
의 대기업이 민영화되었다.85) 1994년 2월 기준 러시아 산업의 45%가 민영화

88 •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되었는데 민영화가 가장 느리게 나타난 부문은 식료품(43%), 건설자재(36%),
비철금속(35%) 등이었고, 가장 빠르게 나타난 부문은 경공업(98%), 철금속
(55%), 엔지니어링(51%) 등이었다.86)
실제로 1991년 이후 러시아 GDP 대비 정부 부문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정부 부문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이
것이 단기에 러시아가 달성한 민영화의 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푸
틴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재국유화가 이루어져 정부 부문이 다시 늘어났다(그림
3-9 참고).

그림 3-9. 러시아 정부 부문의 규모(1991~2015년, 부가가치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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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91

1994

체제전환경제 평균
러시아(저자 추산)

1997

2000

2003

2006

러시아(EBRD 추산)
러시아(Krivoshapko&Westman)

2009

2012

2015

체제전환경제 표준편차
러시아(CSR)

주: 2012~16년에 나타난 정부 부문의 증가는 국영기업 생산의 부가가치가 커져서 나타난 현상임.
자료: Di Bella, Dynnikova, and Slavov(2019), p. 22.

[그림 3-10]을 살펴보면 1990년대 러시아가 국가자산과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그림 3-11]에서
1990년대 러시아 GDP 대비 재정수입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뿐 아니라 특히 법인세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세금제도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집행 과정에서
85) Lieberman and Rahuja(1994), p. 7.
86) Rutland(1994), p.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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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민영화가 진
행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거나 도산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87)
충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러시아 정부가 기업
들에 세액공제(tax offset)88) 또는 조세사면(tax amnesty)을89) 제공하였다
는 점도 작용했다. [그림 3-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1990년
대 법인세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90)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민영화는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림 3-10. 러시아 재정수지 추이(1993~2018년)
(단위: GDP 대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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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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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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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자료: CEIC DB.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russia/consolidated-fiscal-balance—of-nominal-gdp(검
색일: 2020. 3. 30).

87) Tanzi and Tsibouris(2000), pp. 15-21.
88)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
을 말한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2020. 1. 9), 언론자료(검색일: 2020. 3. 15).
89) 조세사면은 세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등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하지 않은 세금
을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법 위반과 관련된 처벌 또는 채무 부담을 감면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교정할 기회를 주는 조치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02), p. 20.
90) Berenson(2018), “Creating Post-communist Tax Regimes and Measuring Tax Compliance,”
https://www.cambridge.org/core/books/taxes-and-trust/creating-postcommunisttax-regimes-and-measuring-tax-compliance/AB97659F2CEA74CF7D9F5259292EFDBF
/core-reader(검색일: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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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러시아 재정수입 추이(1992~98년)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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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anzi and Tsibouris(2000), p. 20.

그림 3-12. 러시아 법인세 체납액 비중(총 법인세 대비, 1994~2015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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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renson(2018), “Creating Post-communist Tax Regimes and Measuring Tax Compliance,” https://www.
cambridge.org/core/books/taxes-and-trust/creating-postcommunist-tax-regimes-and-measuringtax-compliance/AB97659F2CEA74CF7D9F5259292EFDBF/core-reader(검색일: 2020. 3. 30).

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 91

생산성면에서 러시아의 민영화 효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Brown,
Earle, and Gehlbah(2013)은 외국인에 의한 민영화와 내국인에 의한 민영화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영화 직후 내국인에 의한 민영
화는 외국인에 의한 민영화보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그
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국인에 의한 민영화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외국인에 의
한 민영화에서 2005년 생산성이 갑자기 낮아진 이유는 당시 유코스의 재국유
화로 인해 외국인의 입장에서 러시아 투자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그림 3-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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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러시아 내국인/외국인 민영화 효과 추이

주: 1) 왼쪽 그림은 내국인에 의한 민영화, 오른쪽 그림은 외국인에 의한 민영화.
2) 위의 그림은 내국인/외국인 민영화로 인해 생산성 개선 효과를 계량 분석한 결과에 대한 그래프임.
자료: Brown, Earle, and Gehlbah(2013), p. 173.

러시아의 민영화는 적절한 준비 작업 없이 추진됐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특히 금융 부문 및 자본시장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거시경제
의 자유화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권력이 약화되
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부패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결국 러시아의 민영화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투명하
고 비경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매각하고 자산을 획득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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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사실상 주주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91) 이와 같이 약삭빠른 약탈자들을 벼락부자로 만드는 기형적 자본주의
가 조성되었고 이렇게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
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되었다.92)

91) Mau(1999), pp. 10-12; Åsland(2013), pp. 86-101.
92) 배규성(2013), 「러시아의 기업 문화와 환경」,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syst
emcode=04&brdctsNo=118685&mid=a10200000000(검색일: 2019. 12. 20); Medova and
Tischenko(2010), pp.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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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베트남의 체제이행 배경
2.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과 특징
3. 베트남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베트남 민영화에 대한 평가

1. 베트남의 체제이행 배경
러시아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1986년 베트남93)
도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Doi Moi)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해 옛 공산권 국가들 사이에서 시작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베트남도
시도한 것이다. 전술한 러시아 사례에 이어서 본 장에서는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과 민영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1980년대 본격적인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기까지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은 과거 1945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지속된 베트남 전쟁과 1979년 중국-베트
남 전쟁을 치렀으며 이 결과 베트남의 산림 및 농업기반이 크게 황폐화되었다.
1976년 통일과 함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1980년대까지도
베트남은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어야만 했다.

그림 4-1. 베트남 1인당 GDP 및 성장률 추이(1970~2018년)
(단위: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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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STATS(2020), Country Profile, https://unstats.un.org/unsd/snaama/CountryProfile(검색일: 2020.
3. 10).
93) 정식 국가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현재 공산당 1당 독
재체제의 사회주의 공화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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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까지 남·북 베트남의 소득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지속된 베트남 전쟁은 남·북 베트남의 경제적 환경
을 더욱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76년 통일을 이룬 베트남사회주의공화
국은 통일 베트남의 사회적 통합 이외에도 낙후된 국토를 복구하고 산업기반
을 재정비하는 등 베트남의 경제 부흥을 이끌어야만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
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산업 및 경제의 복구를 꾀함과 동시에 남베트남을 사
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
다. ‘제2차 5개년 계획(1976~1980년)’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추진되었다.
1976년 12월 당대회에서 ‘제2차 5개년 계획(1976~1980년)’이 채택되면
서 농업 부문의 집단화 및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진행하고 남베트남을 계획경제
로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됐다. 제2차 5개년 계획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해 추진되었다.94)

① 전 산업분야에서 농업의 발전 및 안정화를 우선과제로 하되, 식품 및 경공
업의 발전과 중공업의 신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베트남 경제 전
반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통일 베트남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 온전히 통합되기 위해, 정부
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남부 베트남이 사회주의적 생
산시스템으로 조속히 적응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95)

상기의 추진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 제2차 5개년 계획은 베트남 남부지역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신속한 편입’이 주된 목표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남부지역에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 시스템을 조직하는 한편 자본주의적
94) 백학순(2003), p. 20.
95) 위의 자료,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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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업 활동을 금지한다.96)
하지만 남부 베트남 지역에서의 사회주의화는 진전을 이룩했지만 경제 성적
표 면에서 볼 때 제2차 5개년 계획은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그림 4-2]는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식량생산 및 투자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생산량은 1978년까지 완만한 증가를 나타냈고 1978년부터 1980년까
지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베트남 정부가 당초 계획한 목
표치인 2,100만 톤에는 현저히 미달하는 결과였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기본투자액은 1976년의 약 29억 8,000동에서 1980년
의 약 37억 동까지 전반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5년간 총 178억 동(누적)을 기록
하는 데 그쳐 목표치인 누적 300억 동에는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제2차 5개년 계획은 거의 계획 대비 현저히 미달된 성과를 나타
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베트남 정부의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의 의지와는 달
리 베트남 국민들의 호응이 현저히 부족하였던 점, 1970년대 후반 발생한 여러
차례의 자연재해, 그리고 1979년 발발한 중국-베트남 전쟁의 여파 등을 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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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식량생산 및 투자액 추이(1976~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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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진욱(1998), p. 6; 구성렬(1992), p. 198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96) 국가안전기획부(1997),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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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2차 5개년 계획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자
베트남 정부는 ‘제3차 5개년 계획(1981~1985년)’을 추진하였다. 1979년 공
산당 중앙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발표된 ‘신경제 정책’이 그것으로, 이 계획은
보다 시장경제 지향적인 개혁안을 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신경제 정책’을 두
고 베트남 내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 간 의견이 대치되기도 하였다. 이 정책의
중점적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생산물계약
제(End Product Contract System)’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농민이나
개별 농가의 자율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것이었다.
② 국영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일부 보장함으로써 판매, 가격 결정 및 이익 처
분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임금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성과급제를 확대하고 보너
스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여 노동생산성을 획
기적으로 높이려고 하였다.97)98)

1980년대 중반까지 추진된 ‘제3차 5개년 계획’은 해당 기간 국내총생산이
약 7~8% 성장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다. 다만 이러한 부분적 경제개
혁 시도에 반대하는 보수파로 인해 1982년에는 한시적으로 국가통제의 기조
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1985년 당대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시 개혁적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베트남은 더욱 본격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된다.99)

97) 김진욱(1998), pp. 7~8.
98) 국가안전기획부(1997), pp. 125~126.
99) 김진욱(199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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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시기별 베트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1986
년 도이머이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에 앞서 베트남
은 수차례의 경제계획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개혁을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이 도이머이를 통해 경제개혁 및 개방을 추진하기 전의 초기 조
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먼저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제 규모 측면
에서는 폐쇄적인 소규모 경제였으며 경제발전 수준은 산업발전이 더딘 농업중
심의 후진국 경제였다. 한편 정치체제는 공산당 지배체제면서도 ‘집단지도체
제’를 유지했다.

표 4-1. 시기별 베트남 주요 경제정책 및 5개년 계획(1~5차)
경제계획

중점 추진사항 및 정책목표

구분

임금가격제 보완

제2차 5개년 계획

기업경영자율권 확대

(1976~80년)
부분적 경제개혁(1980~82년)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 중점 육성
상·공업세법 개정

제3차 5개년 계획

화폐개혁

(1981~85년)

남부베트남 농업집단화 재추진
FDI 유치 확대

제4차 5개년 계획
(1986~90년)

1차 도이머이 경제개방정책

다부문 경제체제를 통한 경제성장 추진
대외개방정책
다양한 분야 수출기반 마련 및 육성

제5차 5개년 계획
(1991~95년)

외환시장 개설
2차 도이머이 경제개방정책

토지법 개정
국영기업 주식회사화 추진

자료: 권 율(1994), p. 148; 주한베트남대사관(1996), p. 38; Bui Tat Thang(2000), pp. 21-23; Thiên Kim(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0)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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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과 특징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베트남은 경제적 비효율을 해결
하고 경제 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문의 개혁을 시도하였고, 이는 일
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개혁정책은 사회주의적
통제를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취한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
로,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거나 민간 부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의 본질적인 차원의 체제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2차 5개년 계획’, ‘제3차 5개년 계획’을 1976년 이래
10년 동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더딘 성장을 보였으며 산업
은 여전히 낙후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베트남은 극심한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한 경제부흥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했
다. 당시 소련 등을 비롯한 옛 공산국가들이 시장경제 도입을 추진하자 베트남
정부도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1980년대 들어 베트남이 직면한 국
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베트남은 본질적이며 본격적인 체제이행을 결
심하게 되었다. 즉 실질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기가
조성된 것이다.
베트남은 1986년에 열린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베트남식 개
혁·개방 정책(도이모이, Doi Moi)을 발표하였다. 또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을
공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외개방의 문호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비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과 교류 추진을 통해 대외원
조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베트남은 1991년 제7차 전당대회에서 전방위 외교노선을 채택했다. 이후
1991년 중국-베트남 국교정상화, 1992년 한국-베트남 국교정상화,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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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같은 해 ASEAN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2001년 4월 제9차 전당대회에서 최초로 베트남 개혁경제의 지향점을 ‘사
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라고 공식화하였다.

표 4-2. 베트남의 주요 개혁·개방 정책
시기

주요 개혁정책 및 관련 입법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 채택(제6차 당대회)

1986

시장경제 중심으로 경제관리체계 개혁
중앙정부 통제시스템 분권화

1987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법령
토지법 공포

1988

외환관리법 제정
수출입 관세법 제정
토지 장기 사용 및 양도 허용
환율자율화

1989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 State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Investment) 설치
식량배급제도 완전철폐
외국인투자법(Law on FDI attraction) 개정

1990

사기업법(Law on Private Enterprises) 제정
회사법(Company Law) 제정

1991

외국인투자법(Law on FDI attraction) 추가 개정
외환거래소 설치(하노이, 호치민)
외국인투자법(Law on FDI attraction) 추가 개정
새로운 수출입 관세법 시행

1992

시장경제 도입을 명시한 신헌법 승인
외국인투자법 2차 개정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공포

1993

토지법(Land Law) 개정: 토지사용권 확대
파산법 시행

자료: Harvie and Tran Van Hoa(1997), p. 51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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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방정책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국영기업 중심의 베트남 경제 체질을 민
영화해 경제의 활성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주지하듯 베트남은 1976년 베
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통일을 이룬 후 강력한 중앙계획경제체제를 바탕으
로 국가 주도의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 중
심의 산업발전전략이 추진됐고 시장과 소비자 수요보다는 계획과 생산목표 중
심의 국가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동됐다.
도이머이는 이러한 배경 아래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한 국영기업을 민영화해
야하는 현실적 과제를 던졌다. 산업화 초기 베트남 국영기업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며 특히 인프라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러나 국영기업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요소
들이 내재되어 있어 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베트남 국영기업의 주요 폐해로는 우선 국영기업의 독점적 시장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에너지, 방송통신 및 금융 등 국가전략산업 외에
도 다수의 산업 부문에 대해 정부가 100%에 가까운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함으
로써 경쟁과 효율이 배제돼 시장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러한 독점구조는 국영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만성적인 수익성 악화를 발생
시켰다.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할 당시 국영기업의 30% 이상이 적자경영을 유
지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독점구조의 폐혜 때문이었다.100)
국영기업에 주어지던 다양한 특혜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국영
기업은 자금조달 및 신용거래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베트남 민영화 정책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베트남의 민영화는 소유
권이 국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된다는 의미의 ‘민영화(Privatization)’보다는
국가가 소유하던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의미의 ‘주식회사화
(Equitization)’로 분류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또한 ‘민영화’ 대신 ‘주식회
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민영화와 주식회사화의 주된 차이점은 민영
100) 정재완, 김동현, 박근형(2007),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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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소유주체가 국가에서 개인이나 민영기업으로 온전히 이전됨을 뜻하는 반
면, 주식회사화는 국가가 주식회사로 전환된 국영기업의 주식을 일정 부분 보
유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해 국가의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를 추진한 주요 목적은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국
가 차원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는 부패와 비효율로 상징
되는 국영기업 부실경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켜왔
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영기업 구조조정은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
(도이모이)의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1992년부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시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베트남 정부
는 19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은 민영화 결정 또는 방법에 관한 총리결정이나 관련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표 4-3]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4-3.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정책 단계별 구분(1992~2015년)
민영화 단계

시기

주요 내용(총리결정/입법)

민영화 완료 기업(수)

민영화 시험단계

1992~96년

민영화정책 최초 발표

5

민영화 시험단계의 확장

1996~98년

민영화 정책 확장

25

민영화 가속화

1998~2011년

민영화 정체기
(경제구조 개편)
민영화 재가속화

2011~15년

2016년~현재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
합자회사 전환
국영기업 구조조정
국영기업의 매각 /
주식회사화

3,946

508

진행 중

자료: Le Hong Hiep(2017), p. 3; Government of Vietnam(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3. 2)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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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민영화는 1992년 6월 총리 결정문(Decision 202-CT)이 나오면
서 시작된다. 이 결정문은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의 선언문이었다. 이 결정문에
따라 당시 낙후된 시설 및 설비를 바탕으로 매우 저조한 생산성을 나타내던 국
영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었다.
1996년에는 관련 법령(Decree 28/1996 및 Decree 25/1997)이 추가로
제정되어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25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를 마쳤
다.101)199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수의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을 다양하게 체결하며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 민영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에 차관과 해외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압박이
있었다.102)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국영기업을 합자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Decree 44/1998, Decree 64/2002 및 Decree
187/2004) 등이 발표돼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기업 전환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해당 기간 동안 민영화가 완료된 국영기업의 수는 3,946
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103)
한편 2007~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베트남 증권시장이 크게 침
체되면서 베트남 국영기업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또한 더
딘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베트남의 민영화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
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속도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민영화가 더딘 데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우선 이 기간에 민영화를 추진했던 기업 대부분이 상당히 큰 규모의 거
대기업이었다. 당연히 민영화 추진에 중소 규모의 국영기업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여기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민영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101) Le Hong Hiep(2017), p. 3.
102) 손정식(2005), pp. 211~212.
103) Le Hong Hiep(2017),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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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일
부 정부부처와 국영기업은 민영화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정책 실
행을 더디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면 베트남 정부가
민영화된 국영기업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한 대주주로 남거나 민영화된 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면서 민영화 참여 의지가 저하
하기도 했다.104)
이처럼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는 오랜 기간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미비한 성과를 내며 지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총리결정(Decision 58/2016/QD-TTg)을 발표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영기업 중 주식매각 대상인 240개 기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표 4-4 참고).

표 4-4. 총리결정(Decision 58/2016/QD-TTg): 민영화대상 국영기업 수105)
매각계획: 정부지분율 기준 분류
정부지분율 100%

정부지분율 65%

정부지분율

정부지분율 50%

(매각대상 제외)

이상 유지

50~65% 유지

이하

중앙정부

33

4

11

18

66

지방정부

70

0

16

88

174

합계

103

4

27

106

240

합계

자료: Krungsri Research(2019), pp. 7-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10).

이러한 ‘민영화 마스터플랜’은 철도 및 에너지 등의 소수 국가전략산업 분야
국영기업 103개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른 기업들의 민영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민영화 마스터플랜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는 22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를 완료했다.106)
104) Le Hong Hiep(2017), pp. 3-4.
105) Krungsri Research(2019), pp. 7-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10).
106) 「[컨트리 리포트] ‘비효율의 상징’ 국영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부채 축소 속도낸다」(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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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2017년 8월에는 총리결정(Decision 1232/QD-TTg)을 통해 민영
화 대상기업의 목록과 회수율을 발표함으로써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보다 구
체화하였다(표 4-5 참고).

표 4-5. 총리결정(Decision 58/2016/QD-TTg): 주요 민영화대상 국영기업
정부지분율 100%

정부지분율 65% 이상

정부지분율 50~65%

(매각대상 제외)

유지

유지

분야

기업

분야

Vietnam Air
항공항해

Traffic

서비스

Management

(독점)

Corporation

Railways

Exploration

담배

화학

Production

제조

(“PVEP”)

광산업

Bank (“CB”)

and Mineral
Industry(“Vina

기업

National

GENCO 1, 2, 3

Tobacco

전력 (베트남전력공사

Corporation

산하기관)

(“Vinataba”)

식품
제조

Vinafood1

방송

VTV Cab

comin”)

Vietnam
Construction

분야

Vietnam
National Coal

(VRC)

금융

기업
Vietnam

석유

Vietnam
Corporation

분야

PetroVietnam

(VATM)

철도

기업

정부지분율 50% 이하

Bank for

Vietnam

Agriculture &

Shipbuilding

금융

Rural
Development
(Agribank)

통신

VNPT Parent
Company

조선

Industry
Corporation
(SBIC)

자료: THƯ VIỆN PHÁP LUẬT(2019), “LIST OF STATE ENTERPRISES IMPLEMENTING ARRANGEMENT IN
THE 2016-2020 PERIOD(Attached to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No. 58/2016/QD-TTg of December
28, 2016),” https://thuvienphapluat.vn/van-ban/doanh-nghiep/quyet-dinh-58-2016-qd-ttg-tieu-chiphan-loai-doanh-nghiep-nha-nuoc-336059.aspx)(검색일: 2020. 1. 10)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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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결정문을 토대로 베트남 정부는 2017년에는 135개, 2018년 181개,
2019년 62개, 그리고 2020년에는 28개 국영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림 4-3 참고).
베트남 정부는 [표 4-6]과 같이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 단계적
으로 투자금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107) 구체적으로 베트남산업건설공사
(Vinaincon), 베트남 엔진·농기계공사(VEAM), 베트남 방적섬유그룹(Vinatex)
등의 다수 대규모 국영기업에 대해서 정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베트남 항공(Vietnam Airlines)과 국영 시멘트 공사(VNCC) 등 거
대 국영기업에 대해서 약 51%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을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민영화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영기업
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3. 국영기업 민영화/매각 계획(2017~20년)
(단위: 기업 수)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81
135

44

64
42
18

2017

2018
민영화(Equitization)

2019

28
1
2020

매각(Divestment)

자료: “Some way to go in SOE equitization”(2019. 11. 17), http://vneconomictimes.com/article/business/
some-way-to-go-in-soe-equitization(검색일: 2020. 1. 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7) KOTRA(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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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베트남 국영기업 주식매각 계획: 주요 국영기업 목록(2017~20년)
(단위: %)

연도
담당부처

산업
통상부

교통부

농림부

건설부

보건부

기타

기업

VEAM
Petrolimex
Vinaincon
MIE
Vinatex
VNSteel
ACV
Vietnam
Airlines
Vinawaco
Cienco5
Cienco8
Seaprodex
Vinasugar2
Song Hong
HanCorp
Bach Dang
Viwaseen
Coma
VNCC
FICO
CC1
Lilma
Viglacera
DIC Corp
Licogi
Vinapharm
Vinamed
Sonadezi
Hanel
Mitraco
Saigontourist
Cable(SCTV)

투자금
정부지분

2017

88.5
78.6
82.8
99
53.5
93.9
95.4

52.5

2018

24.9
46.8
63.5
53.5
57.9
20

50

36

36
10.4
35.2

36.6
40
18.4
93
73
47.8
43.6
47.2
47.8
36.6
40.1
40.5

51
51
51
51

46.9
20.6
49.7
40.7
35

51
36

30
20

34.5

29
29
32.4

32.4

2020
36

86.2
36.6
40
40.5
63.4
93
73.2
98.8
94.6
98.29
99.3
87.3
40.1
40.5
97.9
56.7
49.7
40.7
65
20
99.5
97.9
97.4

2019

회수율
(잔여)
0.0
53.7
0.0
0.0
0.0
65.0
51.0
0.0
0.0
22.1
63.4
0.0
0.2
0.0
0.0
0.1
0.0
50.7
0.0
0.0
0.0
0.1
0.0
0.0
0.0
36.0
68.9
65.0
17.6

자료: KITA(2017),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동향｣,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
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nIndex=1772697&type=0(검색일: 2019. 11. 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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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베트남 국영기업 매각 및 기업공개 추이(2011~19년)
(단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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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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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9

32

16
2013

55
30
9

2014

2015

매각(SOE Divestmen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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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H)

기업공개(IPOs)

자료: “Some way to go in SOE equitization”(2019. 11. 17), http://vneconomictimes.com/article/business/
some-way-to-go-in-soe-equitization(검색일: 2020. 1. 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4]는 2011~19년 기간 베트남 국영기업 매각 및 기업공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 추진이 정체되었던 2010년
대 초반에는 국영기업 매각이나 기업공개(IPO)가 매우 더딘 양상을 보였다. 이
후 2014~15년에는 다수의 국영기업이 매각 또는 기업공개에 성공하였으며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베트남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민영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베트남 민영 부문의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베
트남 민영기업(DPE: Domestic Private Enterprises)의 수는 1991~99년의
약 45만 개에서 2011년 약 57만 7,000개, 2017년 약 113만 2,000개로 급격
히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FIE: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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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011년 약 7,248개에서 2017년 약 1만 4,400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
면 베트남 국영기업의 수는 1990년 약 1만 2,000개에서 2010년 약 3,281개,
2015년 약 2,835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베트남 국영기업 및 민영기업 비교
베트남 민영기업 수 추이(2011~17)

베트남 외자기업 수 추이(2011~17)

1,200,000

2014

1,003,401

1,702

Enterprises

893,301

2015

561,064

2013

45,331 22,086 36,436 29,113 46,159 35,323
0

12,000

6,000

13,087

1,494

1,453
14,600

1,259

4,000
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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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

12,870

1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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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완료 국영기업 추이(199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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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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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281

3,239

3,199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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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

0.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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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umber of Cooperatives

2016

Sep.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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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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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o-

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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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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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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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영기업수 추이(1990~2017)

12,000

1,588

8,000

Accum ~
Number of ~
Number of ~

14,000

1,663

10,000

477,806

2012

442,485

798,547

2011

402,326

723,705

645,750

373,213

200,000

346,777

400,000

576,876

600,000

324,691

Enterprises

800,000

1,132,260

14,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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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 Duy Binh(2018), pp. 23-24, p. 27; Nguyen Van Tan(201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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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소유주체별 산업생산(Industrial output) 점유율 추이(1986~2013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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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A Vu-Thanh(2015), p. 9.

그림 4-7. 소유주체별 산업생산증가(Industrial production growth) 기여율 추이
(1986~2013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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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도이머이 정책 도입부터 2013년까지의 소유주체별 산업생산 점유율 추이를
보면(그림 4-5), 민간 부문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생산 점유율은 지속적으
로 성장하였으며 국영기업의 산업생산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는 국영기업이 산업생산의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베
트남 경제가 이제 민영화된 기업들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로는 외투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국영기업의 비중
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부터
2013년까지 소유주체별 산업생산 점유율을 보면(그림 4-6), 개혁·개방 초기
에는 국영기업이 50% 이상의 산업생산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도
이머이 추진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성장하면
서 국영기업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국영기업의 숫자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경제개방으로 시장에 진입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데에서도 기인한 것이다.

가. ‘비나밀크(Vinamilk·베트남유업)’
다음으로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경험을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살펴볼 베트남의 대표적인 유제품 생산·유통 기업
인 ‘비나밀크(Vinamilk, 베트남유업)’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민영화 성공사례
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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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비나밀크 기업 개요
회사명

Vinamilk(정식명칭: Vietnam Dairy Products JSC. / 베트남유업주식회사)

사업분야

유제품·식품 제조

기업가치

약 22억 8,000만 달러(2018년 기준)

종업원수

약 6,000명
- 1976년 베트남 정부에 의해 국영기업으로 최초 설립
- 2003년 민영화(기존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

주요 연혁

- 2006년 1월 베트남 증시 상장(호치민 증권거래소)
- 2010년 최초 해외투자(1,000만 달러 규모. 뉴질랜드 Miraka Holdings Ltd.)
- 2012년 포브스 아시아 ‘Top 200 Best Under A Million’ 선정(베트남기업 최초)
민영화 이후 효율적 기업지배구조와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사회) 등 경쟁력 있는 기

성공요인

업경영환경 구성
기업 주식에 대한 국가 소유 지분의 비교적 신속한 처분

자료: Vinamilk(2019), Vinamilk Annual Report 2005~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6); “Vinamilk tops
Forbes Vietnam’s brand value list”(2018. 8. 8), http://vneconomictimes.com/article/business/vinamilktops-forbes-vietnam-s-brand-value-list(검색일: 2020. 3. 1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직후인 1976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남부
3개의 유제품 제조업체를 국유화하여 커피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국영기업을
설립하였다.
비나밀크의 전신인 이 국영기업은 설립 초기 ‘우유, 커피 쿠키 및 캔디 제조
통합회사(United Enterprises of Milk Coffee Cookies and Candies)’로
명명되었고 추후 ‘베트남 유제품 회사(Vietnam Dairy Company)’로 변경되
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국영기업 형태를 유지하던 이 기업은 기업공개
(IPO)를 거쳐 2006년 1월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이후 비나밀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8년 매출액 약 52조 6,000억 베트남동(약 2조 6,000억
원) 및 순이익 약 10조 2,000억 베트남동(약 5,200억 원)을 기록하였다. 비나
밀크는 우유, 커피, 연유, 분유, 요거트, 치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유제품을 생
산 및 유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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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비나밀크의 민영화 이후 2005~18년 기간의 매출액을 나타내
고 있다. 2003년 민영화를 통해 주식회사화된 비나밀크의 매출은 2005년 약
5조 6,000억 동(VND)에 불과했으나 매년 평균 약 19%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8년에는 약 52조 6,000억 동(VND)에 달하였다.
[그림 4-9]는 비나밀크의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
고 있다. 민영화 이후 비나밀크의 자기자본은 2005년 약 2조 7,000억 동
(VND) 대비 2018년 약 26조 동(VND)으로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약 22% 성
장률을 기록하였다. 비나밀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06년 27%, 2010년
50%, 2018년 41%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은 38%
에 달하였다. 한편 [그림 4-10]은 비나밀크의 자기자본 및 부채 구성을 나타내
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비나밀크의 자기자본 및 부채 구성 추이를
보면, 비나밀크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비나밀크 매출 추이(2005~18년)
(단위: VND billion, 10억 베트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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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namilk(2019), Vinamilk Annual Report 2005~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6)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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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비나밀크 자기자본/자기자본이익률(2005~18년)
(단위: VND billion. 10억 베트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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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namilk(2019), Vinamilk Annual Report 2005~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6)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0. 비나밀크 자기자본 및 부채 구성(20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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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namilk(2019), Vinamilk Annual Report 2005~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6) 바탕으로 저자 작성.

비나밀크는 민영화 이전에도 베트남 내 주요 유제품 생산·유통 업체였다. 하
지만 민영화 이후 경영환경 개선, 적극적인 국내 및 해외투자를 통한 시장개척
등을 토대로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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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밀크는 민영화 후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외기업 지분
인수뿐만 아니라 합작투자사(Joint Venture) 설립 등을 통해 생산 및 판매 라
인의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다.
2006년부터 서브밀러 맥주제조사와 합작해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한 비나밀
크는 미국 드리프트우드(Driftwood)社 주식 100%, 캄보디아 코르밀크
(Angkormilk)社 주식 100%, 뉴질랜드 낙농업체(Miraka Holdings Ltd.) 지
분 22.81% 등을 취득하였다. 또 2014년에는 폴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Vinamilk Europe). 2018년에는 아세안-동북아 및 해외로 수출확장 목적으
로 현지에 합작투자사(Lao-Jagro Development Xiengkhouang Co., Ltd)
를 설립,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유기농 낙농장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비나밀크의 성과는 2003년 단행된 민영화 조치와 2006년 주식상장
이 발판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나밀크 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
영화와 상장을 거치면서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 및 ‘국제적인 수준의 경영시스
템 도입’이 비로소 가능했으며 이것이 성장동력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상장 이전에도 비나밀크의 수익성은 높았지만 기업공개와 주식상장을 통한 경
영효율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이 심화되
는 환경에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정부승인이 1년이나 소요되었던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요소였으며 현재의 의사결정 과정은 2~3주 정도로 크게
단축되었다고 밝혔다.108)

108) “Secret Formula For Vietnam’s Hottest Company, Just Ask Any Baby”(2016. 8. 24), https://
www.forbes.com/sites/ralphjennings/2016/08/24/secret-formula-for-vietnams-hottest
-company-and-just-ask-any-baby/#113261233bbf(검색일: 202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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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밀크의 소유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민영화와 주식상장 이후 베트남투자청
(SCIC)의 소유지분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1 참고).
베트남투자청(SCIC)의 지분은 2003년 민영화 당시 51%의 지분을 보유했으

그림 4-11. 비나밀크 소유구조 변화(2008~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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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namilk(2019), Vinamilk Annual Report 2005~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6)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2. 비나밀크 주주 현황(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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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namilk(2019), Vinamilk Annual Report 2005~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6)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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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8년에도 47.6%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3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4-12]를 통해 최근의 비나밀크 주주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전체 지분의 약 2/3는 주요주주가, 약 1/3은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자사주는 0.02% 정도를 차지한다.
주요 주주 중 베트남투자청(SCIC) 외의 주주는 모두 싱가포르 국적의 기업
이다. 식품음료회사 프레이져&니브와 자회사 F&N데일리투자는 각각 2.7%,
17.3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플래티넘빅토리
(Platinum Victory)도 10.5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
들은 비나밀크의 기업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근거로 꾸준히 지분 확대를 시도
중이다.109)
상기와 같이 비나밀크가 민영화와 상장 이후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민영화를 완료한 이후 비나밀크는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전문성
을 갖춘 경영진(이사회)을 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기업
주식에 대한 국가 소유지분의 비교적 신속한 처분도 경영 성과를 높이는 데 일
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비나밀크는 민영화 이전에도 베트남의 대표적인 유제품 기업으로 양
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비나밀크 민영화 이후에도 성장의 발판
이 되었다. 또한 유제품 분야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으로서 비나밀크가 과거로부
터 높은 국내시장 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을 누리고 있었던 점도 도움이 되었다.
셋째, 높은 유제품 수입관세를 바탕으로 베트남 국내 시장이 보호받고 있었
던 점과 더불어 충분한 인구 규모 및 영유아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등의 환경은
비나밀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09) 「싱가포르 투자기업들, 비나밀크 지분 확대 계속 시도｣(2019. 7. 9), http://www.insidevina.
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9(검색일: 202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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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릭스 디터젠트(LIX Detergent Jsc.)
다음으로는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의 또다른 성공사례인 베트남 국영화학
그룹 비나켐 산하의 릭스 디터젠트(LIX Detergent Jsc.)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비나켐(Vinachem: Vietnam National Chemical Group)은 비료, 고무
제품, 기초화학제품, 살충제, 세제, 페인트, 플라스틱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하
는 국영기업이다. 베트남의 석유화학산업 업계의 주요 기업110)인 비나켐은
1972년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3,240억 베트남동(약 1,390만 달러), 연수입
(2018년)은 2조 3,089억 3,138만 베트남동(약 9,909만 달러)이다. 비나켐은
산하에 다수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111) 2000년대 이후 베트남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에 따라 비나켐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부분 또는 완전히 민영화되었
다. 이때 민영화된 회사 중 하나가 릭스 디터젠트다.

표 4-8. 릭스 디터젠트 기업 개요
회사명

Lix Detergent(정식 명칭: Lix Detergent Joint Stock Company / 릭스 디터젠트)

사업분야

소비재

총 자산

약 3,847만 달러(2019년 기준)

종업원 수

약 1,000명
- 1972년 화학공장 설립(Huanchemicals industry factory)

주요 연혁

- 2003년 민영화(기존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
- 2009년 12월 베트남 증시 상장(호치민 증권거래소)

성공요인

민영화 이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자료: LIX DETERGENT(2019), Annual Report 2019, https://lixco.com/en/for-shareholders/the-announce
ment-from-shareholders/(검색일: 2020. 3. 5).

110) 베트남 석유화학산업 주요 기업으로는 페트로 베트남(Petro Vietnam,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
과 베트남 화학그룹 Vinachem(Vietnam National Chemical Group, 국영)이 대표적임. 이외의
석유화학산업 기업으로는 Hung Nghiep Formasa Co., Ltd(PET 생산), Phu My Chemicals&
Plastic Co., Ltd(PVC 생산), Vietnam Polystyrene Co., Ltd(PS, EPS 생산) 등이 있음.
111) LIX DETERGENT(2019), Annual Report 2019, https://lixco.com/en/for-shareholders/
the-announcement-from-shareholders/(검색일: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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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비나켐의 지배구조

MEMBER’S COUNSIL
BOARD REPRESENTING
CAPITAL

INTERNAL INSPECTION
COMMITTEE

INSPECTORS

SECRETARIAT

BOARD OF DIRECTORS

INVESTMEN
AND
CONSTRUCTION
DEPARTMENT

DEPARTMENT
OF
PLANNING AND
PROPAGANDA
ADMINISTRATOR
TRADING
COMMUNICATION
DEPARTMENT
AND
DEVELOPMENT

02 CENTERS

FINANCIAL
AND
ACOUNTING
DEPARTMENT

TECHNICAL
DEPARTMENT

PERSONNELORGANIZATION
DEPARTMENT

LEGAL
INSPECTION
DEPARTMENT

PROJECT MANGEMENT UNITS

SUBSIDIARIES

자료: Vinachem(2020), Vinachem Organization Structure, http://www.vinachem.com.vn/companys- profile/
organization-structure-vnc/organization.html(검색일: 2020. 3. 5).

그림 4-14. 릭스 디터젠트의 지배구조

Head of Administration Department
Head of Marterial Planning Department
Head of Ligistics Department
Cheif Accountment
Sales Manager
Head of Export and Marketing Departmen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BOARD OF
MANAGEMENT

Head of human Resource Department
Head of GT Channels Sales Department
Head of MT Channel Sales Department
Head of Internal Auditing
Head of IT Department

SUPERVISORY
BOARD

Head of KCS Technical Deparment
Head of Investment
Supervisor of Thu Duc production workshop
Director of Binh Duong Branch
Director of Bac Ninh Branch

자료: LIX DETERGENT(2019), Annual Report 2019, https://lixco.com/en/for-shareholders/the-announce
ment-from-shareholders/(검색일: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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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스 디터젠트 비나켐 산하 계열사 중 하나로 2003년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주식의 51%는 여전히 비나켐이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유지하
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요 국가전략산업 부문의
국영기업은 민영화를 하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통제권
을 유지하는 베트남 정부의 민영화 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2003년에 실시된 민영화 당시에 49%의 소수 지분을 매각했는데 당시 투자
자 모집 방법으로는 신문 광고를 택했다. 이는 당시 베트남의 상황에서 증권시
장을 통한 매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릭스 디터젠트는 민영화 이후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어 2019년까지 주식
가치는 4배 정도 상승하였다. 종업원 숫자도 크게 증가해 현재 약 1,000여 명
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특히 이 회사는 민영화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민영화
이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러한 성과에 작용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릭스 디터젠트의 주주 구성을 보면(그림 4-15 참고), SCIC
등 국가소유의 지분이 약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정부가 본 회사
의 의사결정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5. 릭스 디터젠트의 주주 구성(2018년 기준)

개인주의

국외주주
25.3%

23.7%

51.0%
국가
자료: LIX Detergent(2018), Annual Report 2018, p. 6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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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릭스 디터젠트 사례를 통해 나타난 민영화 과정에서의 추진 장애요인
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19년 11월 본 연구진의 베트남 출장 인터뷰에서 당시 릭스 디터젠트 소속
의 한 책임자는 ‘적정 기업가치 평가’ 문제가 민영화 과정에서 난제였다고 말했
다. 그는 민영화 당시 국영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기업의 무형적 가
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적정한 기업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
다112)고 말했다. 이는 국영화된 기업들이 대부분 해당 업종에서 과점 혹은 독
점적 지위를 굳혀 시장 내에서의 브랜드 평판도 높다는 점에서 릭스 디터젠트
외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유
통망에 대한 관리 비용, 원료 조달 비용 등이 새로 진입하는 경쟁자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이 부분도 높게 평가 받고 싶
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 하이퐁제지주식회사(Hapaco)
다른 성공사례로서 1960년대 설립된 제지공장을 모태로 하는 하이퐁제지회
사(Haiphong Paper Company)는 1999년 하이아우주식회사(HASCO)와
합병을 통해 하이퐁제지주식회사(Hapaco)로 주식회사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주목할 점은 하이퐁제지회사가 1997년 회사 소유의 일부 공장을 분리하여
하이아우주식회사(HASCO)를 설립한 후 민영화 성과를 시범적으로 검증한 다
음에 모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범적인 주식회사화 경험
은 1999년 하이퐁제지주식회사 출범을 위해 매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
로 평가된다.
하이퐁제지주식회사의 성공요인으로는 우선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들

112) LIX Detergent 실무 담당자 인터뷰(2019. 11. 20, 베트남 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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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화 과정에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제공함으
로써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제고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및 주식회사화를
위한 법 제도 마련(민영화 관련 총리결정 및 회사법 제정) 등도 주요 성공요인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손정식(2006)이 분석한 바 있다.113)

라. 베트남 철도신호 통신회사(VRST: Vietnam Railway
Signal Telecommunication)
국영기업의 민영화 실패사례로는 베트남 철도신호 통신회사(VRST: Vietnam
Railway Signal Telecommunication)의 경우가 자주 언급된다. VRST는 베
트남 정부에 의해 1969년 설립된 철도신호통신 관련 국영기업이다.
이 기업은 설립 이후 베트남 철도산업 성장과 더불어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
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 기업의 사업 분야는 베트남 내 운행 중인 철도와
열차의 통신 장비 및 제반시설을 생산 및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베트남의 국영
철도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이었다.
VRST는 2006년에 민영화를 완료했는데 민영화 이후에도 모기업인 베트남
철도공사(VRC: Vietnam Railway Corporation)는 38.13%의 지분을 유지
했으며 나머지 지분은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과거 퇴직한 수백 명의 직원
이 분할 소유하였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VRST의 경영성과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결과로 현
재까지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하고 다만 장외시장(Over-The-Counter.
OTC)에 등록되는 데 그치고 있다.

113) 손정식(2006), pp.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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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VRST社 부채비율 추이(2010, 2011, 2013, 2015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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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etstock, vietstock.com.vn(검색일: 2020. 1. 21)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7. VRST社 매출액수익률 추이(2010, 2011, 2013, 2015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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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etstock, vietstock.com.vn(검색일: 2020. 1. 21)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6]과 [그림 4-17]은 VRST의 부채비율과 매출액수익률을 나타내
고 있는데 민영화 이후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크게 늘었으며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 비율인 매출액수익률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RST의 경영실적이 민영화 이후 오히려 악화된 주된 이유로는 비정상적이
고 부실한 경영구조 및 이러한 기업시스템의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된 것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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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과정에서 VRST의 핵심 경영진이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는데 문제는
이사회의 3/5 및 감사의 2/3에 달하는 해당 인사들이 민영화 이후 독자적으로
이익집단화하면서 경영구조를 크게 왜곡시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임직원 및 기타 주주들의 신뢰도와 평판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내부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성과 저하로 나타났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RST 사례는 정부 지분이 50% 미만으로 축소
되어 기업의 경영권이 민간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의 경영
구조가 퇴보하고 성과가 악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영
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경영진의 리더십이 필요하
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의 확립 또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베트남 민영화에 대한 평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식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발표를 필두로 외국인투자법, 토지법, 사기
업법 및 회사법 등의 관련 입법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방도 및 투자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중 국영기
업 민영화는 베트남 정부의 시급한 현안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베트남 국영기
업은 현재까지도 베트남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주체별 베트
남 국내총생산 기여율을 보면(그림 4-18) 국영부문은 2010년 33.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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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6%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베트남 정
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영기업이 781개에 이르며, 약 150만 명 이상이
국영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4)

그림 4-18. 생산주체별 GDP 기여율 추이(2005~18년)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7.3

17.5

17.7

18.1

18.6

19.2

19.8

20.9

21.9

49.1

49.6

49.5

49.3

49.3

49.1

48.8

48.5

48.5

33.6

32.9

32.8

32.6

32.1

31.7

31.4

30.6

29.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영기업(State)
비국영기업(Non-S tate)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s)

자료: CEIC DB(2019), https://www.ceicdata.com(검색일: 2019. 12. 26).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
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민영화 정책이 장기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계획 대비 미진한 성과를 보이며 목표 달성이 지연
되어왔다.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최근까지도 고질적인 부채비율 문제와 규모의 비경제
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10년 12월 베트남 최대 국영조
선공사인 비나신그룹(Vinashin Group)의 디폴트 사태를 통해 나타난 국영기
업의 부실 문제는 국영기업 개혁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은행(World Bank)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베트남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개
114) “Privatizing SOEs – Implications for Foreign Investors”(2017. 5. 18), https:// assets.
kpmg/content/dam/kpmg/vn/pdf/publication/2017/privatizing-soe-implicationfor-foreigns-investors.pdf(검색일: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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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115)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국영 및 민영 부문을 포
함한 베트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베
트남의 공공부채 비율 증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
어왔다. GDP 대비 공공부채를 나타내는 공공부채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국가에서 정한 채무한계인 65%에 근접한 63.8%을 기
록하였다.116) 베트남 재무부는 이러한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국영기업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공공부채 축소 계획을 2018년 발표하기도 하였
다(그림 4-19 참고).117) 한편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에 힘입어
2018년 베트남 기업공개 규모는 26억 달러로 당해 ASEAN 국가 중 가장 큰 규
모를 기록하였다.

그림 4-19. 베트남 공공부채율 현황(2014~20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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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7), p. 10; World Bank(2018), p. 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115) World Bank(2016), p. 349.
116) “BIDV calls for specialist bad debt unit”(2016. 8. 6), http://vneconomictimes.com/
article/banking-finance/bidv-calls-for-specialist-bad-debt-unit(검색일: 2020. 1. 10).
117) VNExpress(2019. 5. 21), “Vietnam public debt at lowest level since 2015,” https://e.
vnexpress.net/news/business/data-speaks/vietnam-public-debt-at-lowest-level-since
news/business/data-speaks/vietnam-public-debt-at-lowest-level-since-2015-3926167.
html(검색일: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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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베트남 및 동남아 주요국 기업공개(IPO) 추진 일정
(단위: 기업 수, 10억 달러)

국가

기업공개 규모(단위: 10억 달러)

기업공개(IPO)
대상기업 수

2018

2019

2020

2021

베트남

5

2.6

4.5

4.1

3.5

태국

20

2.5

4.3

2.0

3.1

인도네시아

53

1.2

1.9

1.3

2.0

싱가포르

13

0.5

3.8

2.0

3.2

말레이시아

22

0.2

1.7

1.3

2.1

필리핀

1

0.2

0.5

0.4

0.6

자료: Krungsri Research(2019), “Privatizing state enterprises: The key to lifting Vietnam’s economic potential,”
https://www.krungsri.com/bank/getmedia/ed89670f-8ab6-4c34-808a-474f2f5a77d5/RI_SOEs_
Reform_in_Vietnam_190830_EN.aspx(검색일: 2020. 1. 10).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은 재정건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 증대를 위한 현안과제로 꼽히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국영기업의 신속한 민영화가 베트남 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인 선행과제임을 강
조하며, 베트남이 2035년까지 중상위 소득 수준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118)

118) World Bank(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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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민영기업 양성 및 기업인 육성 과
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도 분석하였다.
나라마다 시장경제로의 이행 조건과 정책 추진 시의 글로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체제이행의 종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결론을 하나로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체제이행 과정에서 선택하는 민영화의 방법과 속도 등도 그 나라의 정책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러시아와 같이 정치와 경제 양 부문에서 급진적인 체제
이행을 추진할 수도 있고 베트남처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방식을 택할 수
도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해당 국가가 처한 개혁 추진 상황과 정책 당국
자들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MF와 세계은행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때문에 체제이행이
라는 단어의 종착지는 결국 이행을 선택한 국가가 자신들의 초기 조건을 감안
하면서 명령과 계획을 줄여나가 시장과 수요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로의 이행을
감행하고, 국가 부문보다 민간 영역의 창의성과 역동성에 의존하는 경제를 만
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다양한 모델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모델과 목표를 선택하
고 그 목표를 달성해가려는 정책을 입안해야 정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더 효과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추진 주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와 정책 집행 능력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우에서 보듯 가장 중요한 이행 단
계 중 하나인 국영기업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국영기업 내·외부의 기득권자 및
다양한 이익집단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들이 개혁을 지체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렌트 체제를 유지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할 때 어
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경제의 구성 주체, 특히 국영기업 시스템에 기반한 북한 사회 내의 렌트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다. 이는 소련이나 베트남이 개혁 정책을 통해 체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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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민영화는 기존의 렌트
구조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
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일관된 방향으로 체제전환을 시도한다면 그 성과의 속
도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 틀림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선행 체제이행국과 비교해 북한만이 가
진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이행 과정에서의 장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역동적인 주변국 경제, 특히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누릴 수 있다. 주변국의 역동성에 편승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현
재의 북한에도 마찬가지다. 2018년의 통계가 보여주듯 대북제재라는 환경 속
에서 북한의 무역이 쪼그라들었지만 관광수입 등 무역 외 수지가 증가하면서
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의 하나다.
최장호, 최유정(2020)에 따르면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수출입 급감과 무
역수지 악화, 산업 생산 둔화, 기술발전 둔화’ 등의 악영향을 미쳤지만 북한은
‘제재 외 품목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 수입 지역 다변화, 식품 및 관광 산업 육
성, 소비재 수입 확대, 대체 수출품목 발굴, 비공식 무역 증가, 인도적 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등으로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119) 이러한 와중에 해외에서 외
화를 벌던 파견 노동자들마저 대북제재로 인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북한은 경제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분야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변국, 특히 중국의 경제 역동성에 의
한 관광 산업 육성은 북한에 무역 외 수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9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게 “북한 관광 중국인을 20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도 나온
119) 최장호, 최유정(2020),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
206333(검색일: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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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관광총국은 7월 11일 신화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지난해 방북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명으로 그중 중국인이 90%”라고 전했다. 국내 일부 북한 연구
자들은 올해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
다. 중국 베이징·상하이·선양에서 정기 노선을 운항해온 고려항공은 다롄에 주
2회 취항을 시작했다.120)
둘째, 당과 국가의 리더십이 강한 상태에서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
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분리해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체제전환이라는 목표 면
에서는 일부 지연되는 역효과도 있지만 혼란을 약화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셋째, 과거 소련식 통제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시
도한 25개 이상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IMF가 체제전
환국 25개 국가를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체제전환을 시도한
국가들이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그림 5-1]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
전환이 시도된 지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면 일관된 성장을 달성한 국
가, 성장하다 다시 성장률이 정체한 국가, 아예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던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121)
물론 이러한 차이는 체제전환의 전 단계에서 각 국가가 처한 독특한 특색의
차이와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리더십, 그리고 정책 결정의 적
시성과 적절한 정책의 채택 여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체제전환이 시도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체제전환국들의 전
환 과정을 분석해 보면 논쟁의 여지 없이 체제전환국 모두에서 초기 몇 년간
(3~5년 정도) 경제 침체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관찰된다. 이는 개혁의 성과로
성장이 유지되기 전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120) 「北, 제재로 무역 반토막났지만…中관광객 20만명 밀물 ‘경제 숨통’」(2019. 12. 13), https://
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46155/(검색일: 2020. 3. 20).
121) Havrylyshyn and Wolf(1999), imf.org/external/pubs/ft/fandd/1999/06/havrylys.htm(검
색일: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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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체제전환을 시도한 25개국의 성장률 분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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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vrylyshyn and Wolf(1999), imf.org/external/pubs/ft/fandd/1999/06/havrylys.htm(검색일: 2020. 1. 12).

이는 [그림 5-1]에서 알 수 있듯 중부 유럽, 발트해 연안 3개국, 러시아 모두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장기적 성과를 담보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즉 인플레이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처럼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통제
등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또한 체제이행 초기 단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 후 몇 년이 지난 다
음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공통적으로 관찰된 점이다.
한편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은 체제전환국들이 전환 과
정에서 경제의 침체를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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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체제전환 국가 어디에서도 과거 체제로의 회귀와 같은 과격파들의 정권
탈취가 성공하지 못했다.
본 연구진이 살펴본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우도 체제이행 과정에서 혼란과
침체의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 통제경제로 회귀하는 일은 없었다. 물론 경제 침
체로 개혁파 관료들이 곤경에 처하거나 내각이 교체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개혁파를 대체한 세력이 체제전환 이전으로 국가를 다시 되돌리자는 과격파는
아니었다. 오히려 체제전환 과정에서 수혜를 입거나 새롭게 창출된 민간기업
및 민간기업인들의 지지가 체제전환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개혁 정책을 지지하게 하는 힘이 됐다.
때문에 체제전환 과정의 부작용과 일시적 침체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부정
적인 경향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각 국가마다 특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체
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피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병통치
약 같은 처방전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제전환 이전의 명령과 계획경
제가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맞지 않다는 것을 체제전환을 시도한 국가의 국민들
도 모두 알고 있다.
물론 체제전환 과정에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지는 경향도 피할 수 없다. 이는
체제전환 초기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던 국가들 뿐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체
코와 같이 체제전환의 우등생이라 불리는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국가들은 초기의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을 이
룩했지만 전환 과정에서 대중의 불만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체제전환에서만 비롯된 문제는 아니었다. 이들의 불만은 빈부
격차의 확대와 국가 권위의 실종에 대한 측면도 강했다. 즉 국가 자산의 재분배
과정에서 자산이 공정히 분배되지 못하고 일부 신흥 엘리트와 국가 관료의 결
합으로 인한 국가포획(state capture)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부
정의가 속출한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특히 과두 재벌(올리가르흐) 및 권력 실
세(실로비키 등) 간의 국가 자산 쟁탈전과 빈부격차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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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점에서 국가 및 당과 같은 공적기구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 속에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북한은
아직 당과 국가체제의 리더십이 도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체제전환 과
정에서 불거질 대중의 불만에 대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
당과 국가의 권위가 살아있고 명령체계가 작동하는 상황은 제도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도화는 체제이행의 시작이자 완결
점이다. 앞 장에서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앞
에서도 살펴봤듯이 체제전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개
혁이 필수적이다.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를 통한 구조
적 변화의 노력 없이는 자본가의 투자 의욕과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체제전환국들의 선행 경험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한 지지 집단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야 한다
는 점이다. 이들이 개혁의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과거로의 회귀를 막는 완
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체제전환을 진행한 러시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고, 베
트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법적, 제도적 개혁은 변환 단계마다 강력한 지지집단을 만든 것
이 체제전환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점은 북한에 대해서만이 아니
라 체제전환을 지원하는 주변국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준다. 일시적 혼란이 있
다 하더라도 새롭게 형성되는 체제전환의 지지자들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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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러시아의 렌트 창출 구조 및 ‘국가-기업’ 관계 그리고 엘리트

시기

주요 지배집단

렌트의 주요 창출 원천
(공식, 비공식)

정권의 지지집단

통치 엘리트의
갈등 및 분열 이유

- 민영화 과정에서의 - 중소기업, 특히 무역
특혜
및 서비스 업종
- 체제 정비에 따른 규
- 올리가르흐(거대 비 - 이행기 혼란을 틈타 - 가격 자유화와 통제 제 및 법안의 도입
국내 및 국제 가격차 장치의 부재로 인한 - 이행기 렌트 원천의
즈니스)
를 활용한 투기
막대한 이익을 향유 소멸
1992~ - 연방 관료, 지역 관료
- 매점매석 등을 통한 한 올리가르흐와 그 - 특히 1997년 아시
98년 - 야당 장악의 두마
아 금융위기에 이은
수익
일당
(하원)
- 국채에 대한 투자
- 민영화 과정에서 이 1998년의 8월의 러
- 범죄집단
- 제 금융기관의 원조 익을 본 지역 관료 시아 금융위기
자금 활용 등
및 그 일당 등

- 연방관료
- 루블 평가절하 및 각
- 올리가르흐(거대 비 종 조세 개혁과 세금
1999~
즈니스)
의 도입(소득세 13%,
2003년 - 실로비키
법인세 24% 등)
- 두마(하원) 의원 등 - 각종 규제 및 질서의
일부 정치인
강화

- 지속적인 유가 상승
및 천연자원 가격 상
승, 이에 따른 렌트
를 통제하려는 올리
가르흐와 연방관료
간의 갈등
- 유코스(YUKOS) 사
태는 국가(관료)가 올
- 국내시장 확대 및 임 리가르흐를 패퇴시킨
금 상승 등의 혜택을 대표적 사례
입은 적극적인 경제 - 보리스 베레조프스
키, 블라디미르 구신
참여 집단
스키 등 국가를 포획
(capture)하려 했던
일부 올리가르흐의
패퇴와 로만 아브라
모비치, 아르카디 로
텐베르그 등 국가에
충성하는 신주류 올
리가르흐의 탄생

- 실로비키
- 국제유가 상승에 따 - 기업의 소유주
- 2008~09년 금융위
- 연방관료
른 재정의 여유
- 기업의 관리자 계급
기에 따른 사회적 안
2004~
- 올리가르흐(거대 비 - 실로비키들이 비공식 - 국가소유 기업 및 학 전망 확충을 위한 연
08년
즈니스)
적으로 소유한 중소 교, 병원 등 공공기 방 재정지출의 확대
및 이로 인한 가용한
- 국영기업
기업의 이윤 증가
관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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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시기

주요 지배집단

렌트의 주요 창출 원천
(공식, 비공식)

정권의 지지집단

- 두마(하원) 의원 등
일부 정치인(2004년
- 연금 상승과 안정적
- 크렘린의 지명에 의
‘통합 러시아’당이 두
지불에 만족하는 연
한 간선제로 바뀐 연
마를 70% 이상의 비
금 생활자
방 주지사 직 등 지
율로 장악하면서 야
- 크렘린에 의해 지역
역 정치에 대한 접근
당의 예산 및 법안 통
정치의 대리인으로 선
에 따른 혜택
제권이 약화, 이후에
출된 집단 등
는 주로 여당 의원들)

통치 엘리트의
갈등 및 분열 이유

렌트의 축소. 단기적
이익에 집착해 가용
한 렌트를 최대한 확
보하려 한 엘리트간
의 갈등

- 국방 및 안보 관련
예산 증액의 수혜자 - 장기적 측면에서 통치
- 실로비키
- 연방 예산
엘리트들의 타협을 보
- 공공기관 종사자
- 연방관료
- 석유 등 자원에서 창
장할 렌트의 부족
- 국영기업체 종사자
2008~
- 국영기업
출되는 렌트
- 연금 생활자
- 새로운 장기 프로그
12년
- 올리가르흐(거대 비 - 사회 부분 예산 증
- 크렘린에 의해 지역 램에 대한 장악력 부
대, 국방비 증대 등
즈니스)
정치의 대리인으로 선 족 문제 등
출된 집단 등
- 실로비키의 장악력 강
- 크림 합병
화 및 선거 공약 등 푸
- 시리아 전쟁 개입 등
틴 4기를 위한 국가
- 연방 예산
으로 인한 국방예산
프로그램 주도권 장
- 실로비키
- 석유 등 자원에서 창
수혜자
악 갈등
출되는 렌트
- 연방관료
- 소치 올림픽 인프라
2012- 장기적 측면에서 통
- 사회 부분 예산 증대
- 국영기업
및 크림 연결 공사,
2018
치 엘리트들의 타협을
- 올리가르흐(거대 비 - 소치 올림픽 등 거대
극동 개발 등을 위한
보장할 렌트의 부족
즈니스)
프로젝트 예산 등
대형 인프라 건설 수
- 새로운 장기 프로그
- 국방비 증대 등
혜자
램에 대한 장악력 부
- 국영기업체 종사자
족 문제 등
- 포스트-푸틴 체제에
대한 이견
- 연방 예산
- 장기적 측면에서 타
- 실로비키
- 석유 등 자원에서 창 - 새로운 렌트에 동참
협을 보장할 렌트의
- 연방관료
가능한 신기술 산업
출되는 렌트
부족
2018- - 국영기업
종사자
- 사회 부분 개혁
- 디지털 전환 등 새로
- 올리가르흐(거대 비
- 경제 디지털화 관련 - 국영기업체 종사자
운 장기 프로그램에
즈니스)
예산 등
대한 장악력 부족 문
제등
자료: Yakovlev(2006), pp. 1033-1056, p. 1037 Table 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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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도 결국 북한이 추진
하는 정책의 수혜 계층을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계층은 결국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인의 양
성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면 민영화
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민간기업인이 창출된다. 이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양성해내느냐는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급진적 민영화 정책을 취하면서 과거 소련시절의 엘리트들과 민영
화 이후의 엘리트들이 분야별로 공존과 경쟁을 모색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략
적 기간산업을 주식회사화하면서도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산업 대부분을 민영
화해 민간기업인들을 빠른 속도로 육성했다.
또한 베트남은 농업이 강한 국가구조의 특징을 감안해 점진적 방식의 체제
전환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을 주식화(Equtisation)하는 방법을 사
용했다. 즉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면서도 국가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
을 택한 것이다. 러시아의 방식을 택하든 베트남의 방식을 택하든 그것은 결국
북한이 선택할 문제다. 또한 민영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 자산의
민간 영역 및 민간 집단에의 배분이라는 결과물을 대중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해 줄 수 있느냐도 국영기업 민영화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체제전환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일단 그 정책을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강력한 지지집단이 창출되고 그들이 전
환의 속도를 다시 가속화해 결국 체제전환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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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Private Enterprises and Entrepreneurs in
Transition Economies: Focusing on Russia and Vietnam
Seok Hwan Kim , Jiyoung Min, Jong Hun Pek, and Sang-Xuan Le

Privatization is the first priority of transition economies because it
is the most critical process of shifting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Even state enterprises can gain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adopting foreign technologies.
Meanwhile,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privatization is confirming
ownership. For this, it is necessary to go though complex negotiation
and mediation between conflicting parties. Otherwise, privatization
cannot be completed and the expected effects will not be realize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chapter 2 examines the economic
plight and challenges faced by the planned economies before the
transition process.
Chapter 3 reviews the major features of Russia’s privatization by
period and of Russian businessmen. In addition, success factors and
failure factors are presented through an analysis of privatized
companies. Against this backdrop,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re
drawn, centered on potential issues that could arise during its
transition process.
In chapter 4, Vietnam’s case is analyzed. Vietnam had a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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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from Russia when it began
privatization. Russia was a large autarkic economy with a highly
industrialized structure, whereas Vietnam was a small autarkic
economy with a low level of industrial development. Thus,
privatization in Vietnam proceeded differently as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by the labor party remains intact.
The first lesson we learn from Russia’s and Vietnam’s experiences
is that institutionalization is the prerequisite of privatization.
Structural changes of a society and economy can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ithout these
crucial developments, investors or capitalists in the market can be
discouraged from participating. Another lesson is the importance of
forming ardent reformist groups. Such groups can prevent any
attempts to reverse progress and return to the past. As seen in
Russia’s and Vietnam’s cases, North Korea can implement reforms
and transition successfully by quickly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and nurturing capitalist businessmen. Establishing a business-friendly
climate is a significant factor of success in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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