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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돕기 위해 1990
년대 중반 이후 인도적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
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최악의 경제위기는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북한경제의 내부
개혁과 개방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
한 이유로 본격적인 경제난의 극복은 북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ᆞ개방과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노력이 함께 할 때 가
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개혁ᆞ개방 조치가 따라야 하는 필요
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경제관리개
선조치’를 취한 데 이어 2003년 3월에는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는 등 경
제정책에서 나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경제관리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물가ᆞ임금ᆞ환율 등의 가격 현실화와 함께 배급
제의 부분적 수정, 국가계획의 분권화와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에
는 ‘농민시장’의 거래 품목을 확대한 ‘종합시장’으로의 개편을 시도하였
고, 공장ᆞ기업소 등의 구조조정과 기업평가가 달라지는 등 경제정책 운
영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는 과거에 있었던 몇몇 경제관리 방

식의 변화조치와 비교할 때, 경제 각 부문과 일반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가 극심한 인플
레이션 현상과 같은 부작용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북한당국이 경제 문제
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주저하고
또한 북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극도로 경색됨으로써 북한의

7ᆞ1조치가 실패로 끝났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견해가
나타나는 이유는 북한 연구의 특수성인 연구대상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과 제한된 정보로 인해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시
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북한
의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경제 내부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한 이유로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
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 경제운영 방식 및 정책의 변화내용과 전개 메커
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각 분야에서의 성
과와 부작용, 문제점,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속한 연구
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
화에 대한 연구자 및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보고서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의 최근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국내외 정책입안가의 분석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이 분
야의 연구축적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서에서는
북한의 개혁ᆞ개방유도를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
면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
니다.

국내외 북한연구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북한 언론보도 및 최근 정보를
활용하여 북한의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추진현황과 결과에 대해 종합
적인 분석을 시도한 본 보고서가 북한경제 전문가와 한반도문제에 관심
을 가진 일반인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해주신 본 연구원의 통일국제협력팀 관계자와 양문수 교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김연철 교수(고려대), 김영훈 위원(한국농촌경제연
구원), 김근식 교수(경남대)를 포함한 외부 집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북한의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향후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북한
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및 국제사회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북한의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시도는 과
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거시
경제운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변화의 시도
도 과거와는 달리 개방보다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달라진 국제 정치ᆞ경제 환경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
진다.

2002년 7월 1일 실시된 경제관리제도 개선조치 발표 이후, 이 조치의
성격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상반된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축적된 연구결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을 살펴볼 때, 북한 사회주의 경제
관리체계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양상과 변화방향
에 대해 현시점을 기준으로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
과거의 제한적인 정책변화와 달리 시장 지향적 개혁을 선택한 배경과 원
인, 분야별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그리고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성공적
으로 추진되기 위해 북한이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과 남한과 국제사회
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제I편에서 북한의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추진배경과 원
인,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1장에서는 북한의 최근 7ᆞ1조치의 원인을 분

석하면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근의 정책변화가 가지는 의미와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북한이
지난 40여 년 간 기업관리체계, 나아가 경제관리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
던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ᆞ세부화 원칙의 약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며, 북한당국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독립
채산제와 노동 인센티브 시스템의 강화라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
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최근 경제정책 변화조치가 개혁
적 성격이 퇴색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7ᆞ1조치는 향후 진행방
향에 따라 북한 경제 역사에 있어 하나의 획을 그을 사건으로 기록될 가
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2장은 북한의 경제관리 및 운영방식에서의 변화를 과거 사회주의국가
들이 경험하였던 경제운영방식에서의 개선과 비교함으로서 북한 경제개
혁의 방향성과 한계점 및 향후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특히 공
산당 정권이 정치적 지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로부터의 개혁’을 바탕으
로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분석
하고, 북한의 7ᆞ1조치에서 나타난 핵심적 변화라 할 수 있는 가격개혁,
환율조정, 농업 및 기업관리체계 개혁 등을 중심으로 중국ᆞ베트남의 초
기개혁단계에서 나타난 유사한 개혁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경제개혁
의 성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제II편에서는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서 경제 각 부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떠한
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7ᆞ1조치의 핵심분야로 볼 수 있는
기업관리, 가격 및 유통부문, 농업부문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경제조치에 따른 재
정분야의 구조 변화와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기업관리부문에 대해 다룬 3장은 변화의 내용을 크게 정부와
기업관계, 기업간 관계, 그리고 기업내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정부와 기업 관계 변화의 핵심은 분권화 조치인데, 비록 전략적 중요
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기관 기업
소에서 하도록 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특히 지방경제 부문은 공업총생산
액이나 기본건설 투자액 등 중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ᆞ시ᆞ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했다. 재정부문에서는 가격제정권과 계획
외 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격제정에서 지방
공업 생산품(주로 소비재)은 상급기관의 감독 아래 공장 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정부문과 관련해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는

‘번 수입에 의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을 확대하였
다.
기업간 관계에서 우선적인 변화는 생산재 유통체계의 변화다. 2002년

7월 조치는 현물 경제에서 화폐경제로 경제운영체계가 변화되었으며, 자
재공급체계 역시 과거의 계획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생산재 유통시장을
허용했다. 2003년에는 종합시장을 허용하면서, 여기서 생산재 유통도 허
용하였다. 기업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질적인 차등 임금제의
도입이다. 이번 조치로 국가의 가격보조 정책은 폐지되었고, 화폐 임금제
로 전환하였다.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상업유통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
의 상업유통정책이 공급제에서 부분적인 시장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상업유통 분야의 변화로는
기존의 계획가격제에서 시장가격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상품유통가격설
정에서 수요와 공급 상황에 근거하는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밖에 상업유통 부문에서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크
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인 상품가격설정에서 새로운 기준상품을 설
정하고 기준상품의 가격수준에 맞게 다른 상품가격을 정하는 새로운 기
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7ᆞ1조치 이후의 재정분야의 변화를 분석한 5장에서는 북한의 경제관

리개선 조치 가운데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는 기업의 보유이윤 비중 증가이며, 둘째, 근로자에 대
한 능력급 지급에 따른 상여금 부담 증가, 셋째, 농업생산량의 보유비중
증가, 넷째, 농지사용료 부과, 다섯째, 가격인상 및 임금인상이다. 그리고

7ᆞ1조치는 상품가격의 인상에 따른 지출부담의 증가와 임금인상이 초래
하는 지출수요의 증가로 인해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및 관리비
등 전반적인 지출부문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북한
이 도입한 7ᆞ1조치는 단기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으로 추
정되며 공채 판매의 효과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개혁의 확대를 통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부문의 전반적인 재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재정부족 문제가 근본
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6장에서는 7ᆞ1조치와 함께 북한이 비록 제한적이지만 과거와는 확연
히 다른 관리 및 운영체제를 도입한 경제특구 확대정책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의주와 개성지역의 경제특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경제특구정책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이 해
결하여야 할 과제를 분석하였다. 신의주와 개성공업 지역은 경제특구로
서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는 입지적 조건이 유리하다고 하여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
며, 외자유치와 경제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의주와 개
성지역이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투자환경이 나아야 하며 외국기업의 대
북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
본적으로 요구된다.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농업부문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는 식량의
국정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점과 농장의 식량 자체처분권을 확대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두 내용은 모두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협동농장

에서 생산동기를 강하게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
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7장에는 북한의 농업부문에 대한 7ᆞ1조치의
효과를 진단하고 전망하면서, 크게 과거 농업부문의 개혁적 조치를 통해

7ᆞ1조치의 배경을 살펴보고 7ᆞ1조치에 대한 농업부문의 기대와 효과를
살펴보았다.
제3편에서는 북한이 내부 경제운영방식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본격적
인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시도할 경우, 향후 북한경제 정책의 변화가 어떻
게 진행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과정에서의 남북경협의 역할과 또한 남한
과 국제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우선적으로 7ᆞ1조치의 한계와 문제점, 향후 경제개혁의 전망 등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7ᆞ1경제개선조치 이후의 경제정책의 변화가 향
후 성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근본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적 과제와 개
혁 방향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ᆞ개
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경협과 남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문
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적 국제협력방식에서 주요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예상되는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경제정책을 도입하고 대외
관계 개선에 나름의 노력을 보이면, 비록 시장경제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단기간에 동반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한다는 큰 틀에서 국제사회와 남한은 대북 경제지원을 본격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남한과 국제사회는 다자적 국제협력방식에 의한 대북지원의 청사
진을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혁ᆞ개방의 추진
은 한반도의 냉전적 환경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체계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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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金鍊鐵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향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했
다. 물가ᆞ임금ᆞ환율 등의 가격 현실화와 함께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국가계획의 분권화와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등이 주요조치이다.

2003년 4월에는 ‘농민시장’에서 공업제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기
능을 확대한 ‘종합시장’으로의 개편이 시도되었고, 공장ᆞ기업소 등의 구
조조정과 기업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적인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정책변화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변화가 동시에 빠
른 속도로 진행되어 북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북한의 7ᆞ1조치는 과거의 변화 시도와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
되고 있다. 첫째, 국가의 거시경제운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현실적 변화를
북한 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정책적 양보의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북한의 거시경제 환경
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식량난과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배급제 및 소비

품 공급체계가 마비되었다. 국영상점이나 협동상점에 상품이 없고, 배급
량이 줄고 배급간격도 지켜지지 않았다. 1999년부터 북한경제가 회복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계획 가능한 영역은 제한된 산업분야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거시경제 운영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책변
화는 그만큼 긴장도가 높고, 변화의 연관 효과 역시 크다.
둘째, 변화의 시도는 과거와 달리 개방보다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있
다. 통상적으로 개방과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나, 개혁은 국내적 이
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개방보다 어려운 정책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개방 시도가 국내적 개혁 부진 때문에 미흡했다면, 현재의
개혁조치는 보다 성과 있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달라진 국제 시장환경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사회주의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북한이

1990년대 들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주
의 시장의 붕괴 때문이었다. 북한은 동구상호원조회의(COMECON) 회원
국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호무역 형태로 국제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
량 및 에너지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사회주의 국제 무역시장의 부재는 북
한이 자본주의 세계시장구조에 어떤 형태로든 편입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권 내에서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 과거의 제한적인 정책변화와 달리 시장지향적 개
혁을 선택한 이유, 분야별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그리고 이것이 남북 경
제협력에 미칠 영향 및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02
년 10월 이른바 ‘2차 핵위기’라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개
혁 확대 움직임은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방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2년 7월 1일 실시된 경제관리제도 개선조치 발표 이후, 이 조치의

성격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상반된 평가들이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1990년대 후
반 이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축적된 연구결과들이 많지 않기 때
문에, 북한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양상과 변화방향에 대해 현시점을 기준으로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

2. 7·1조치에 대한 연구시각
북한의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수준과 방
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시각과 분석방법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크게 보면, 시장 지
향형 개혁으로 보는 입장과 체제내적 계획 효율화 조치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가격 현실화를 통
한 (암)시장 가격의 간접인정, 계획 및 가격제정의 분권화, 생산재 유통시
장의 허용,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의 변화 등에 주목한다. 이에 비해
계획 효율화, 혹은 유도형 계획경제로 보는 시각은 북한 당국의 계획 정
상화에 대한 의지, 소유권 및 가격정책의 제한성 등을 주목한다.
물론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보는 입장들이 현재 변화수준의 제한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수요-공급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가격의 비탄력성과 농산물 시장을 비롯한 사적 영역의 불인정 등을
지적하면서, 시장개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과거 전통적 경제
체제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계획기반이 약화된 거시경제적 구조를 고려
할 때, 장기적으로 시장 지향형으로의 변화방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 결
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다시금 7ᆞ1조치 이전의 계획경제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 생산이 정상화되면, 계획체계로 돌아갈 수 있다
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 계획의 정상화와 생산의 정상
화는 양립 불가능하다. 생산의 정상화 과정은 곧 탈계획화 과정을 의미한
다. 노동자 차원에서 차등 임금제와 성과급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과거
계획경제의 평균주의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수직적 관계, 즉 상급기관으로부터 보
다 많은 노동력과 원자재를 확보하려 했다면, 이제는 수평적 관계, 즉 상
품 판매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의 원자재 수급을 보다 신경을 써
야 한다. 결국 개인차원이나 기업차원에서 생산 정상화는 시장 메커니즘
의 확대와 연계되어 있다.
다른 한편 2002년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점진적 경제개혁을, 시장제도의 누적적 확산
과정으로 본다면, 북한 경제개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다양
한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화를 보는 기준과 시각도 중요하다. 구조조정, 시장 자유화, 재
산권의 사유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없는 경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
다는 신고전파의 근본적 가정은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주류경제학의 기본가정에 대한 반증사례라
고 볼 수 있다.
북한 경제개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외환을 비롯한 가용한 정책 자
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거시 경제적 균형을 추구했다. 그러나 거시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기도 전에 제한적 개혁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시화될 가
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지도부의 정
책변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과 물가의 가격균형 체계가 무

너지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며, 암시장의 물가가 급등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예상보다 빨리, 보다 시장지향적인 후속개혁으로 이행해 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관료적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공급불안이 가져올 현실경제의 불균형 성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 조정체계는 현실경제의 변화를 따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3. 경제정책 변화의 정치적 환경
북한처럼 과잉 정치화된 체제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정치적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최고 집권층의 변화
의지와 더불어 집권엘리트층에서 개혁주체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개혁 과정은 구조조정을 동반하면서, 국가의 복지
제도 축소와 보조금 삭감으로 나타난다. 이해관계의 차이로 정치적 갈등
이 야기될 수 있다. 동시에 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잉여의 불법적인 유출은 관료적 부패 등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전환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혁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1977년 문화혁명이 종료되
면서 재등장한 개혁 엘리트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는
당내집단지도체제의 틀속에서 개혁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현재의 수령체계와 정치사상체계를 장기 지속하면서 정책변화를 추진해
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가 가져올 정치의 변화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군수경제와 경제개혁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른바 북한의 국방공업 우선론은 향후 경제정책 변화에서
상충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이 아

니라,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당분간 저기술 노동집약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품 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 공정분업의 경우 북한내 관련
부품 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투자기업들은 부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
고, 원부자재 일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물류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무기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군비경쟁 구도를
따라잡기 힘들다. 한ᆞ미 양국의 첨단 군사 무기 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
의 재래식 무기경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3년 6월
들어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해 핵 억지력을 갖겠다는 주장은 재래식 군비
경쟁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며, 핵문제 해결시 경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
서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경제개혁 과정에서 군부가 보수적 입장을 취
하나, 반드시 군부의 입장과 경제개혁이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쿠바
의 경제개방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요한 것은 군부가 개방의 득을 보게 하
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쿠바에서는 초기 관광 개방과정에서 관광합영
회사를 군부에게 맡김으로써 군부가 개방의 효과를 보도록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군부가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절
한 개방전략을 추진할 경우, 군부가 개방에 보수적이라는 일반적 예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제개혁의 국제적 환경
한편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에서 국제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
서 1970년대 후반 중국 경제개혁초기의 국제환경과 북한의 상황은 비교
할 만하다. 대외적 환경은 개혁개방에 필요한 자본조달과 관련되어 있다.

외자유치나 수출 확대 등을 위해서는 경제재재 등이 완화되고 개별 국가
의 공적 차관 및 국제금융기구의 개발기금 등이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이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자본을 조달하고,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현재 북한의 국제환경
은 분명 중국과 다르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자본조달과 수출
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북한의 개혁 확대를 위한 핵심변수는 대외환경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수공
업을 위해 중공업 우선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수
출 지향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북한을 둘러싼 적대환경이 개선되고, 북
한 당국의 체제위협의식이 약화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신의주와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의욕적인 개방정책을
시작했지만, 국제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성을 갖기 어렵다. 현재 북
한의 대미 수출입은 허용되었으나, 북한산 제품의 수출은 불가능하다. 높
은 관세율 때문이다. 전략물자 반출제도 역시 제조업의 대북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면 기술집약적 제
조업의 대북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금조달도 어렵다. 현재 북한의
인프라 환경은 열악하나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완공된다면 육상교통망이
마련되고, 물류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 문제는 전력과 통신이다. 남한기
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처가 될 개성주변에는 수력이나 화력 발전소가 없
다. 북한의 전반적인 전력사정과 비교해서도 훨씬 열악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인프라라는 것은 투자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북한이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의 공적차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한 국제적
인 공적 차관을 조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선택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ᆞ미ᆞ일 3국과 북한
이 벌이고 있는 대북 포괄적 협상의 결과이다. 협상의 성공은 경제개혁이
확대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5. 북한의 경제개혁 확대를 위한 한국의 역할
북한의 개방정책 추진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지리
적 특성이나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외국인 투자는 한국
기업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남북
한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북한의 개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활용해
야 한다. 남측의 공급확대로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만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
가 있다.
둘째,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경협의 방향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내 부품산업
을 육성해야 하며, 북한의 중계거점의 특성을 고려한 중ᆞ러와의 경제협
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구체
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세째,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적
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먼저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학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신탁기금

(trust fund)' 등의 조성을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북ᆞ일 수교
교섭을 계기로 남북한과 일본의 삼각경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

본은 대북 배상금을 1965년 한ᆞ일협정 당시의 청구권 자금을 준용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자금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형식으
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해서 한국기업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개방과정에서 남한이 공적투자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을 정착시키고, 북한경제
의 현대화를 유도하며,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 북
한 내수시장의 한계, 지정학적 불리, 중국 투자활성화로 북한이 갖고 있
는 생산기지의 상대적 가치하락 등으로 향후 2∼3년내 민간기업의 경협
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투자의 비중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도로,
통신,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협력기
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
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제Ⅰ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원인과 의미

제1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과거 정책변화와의 유사점과 상이점
梁文秀

1. 문제제기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이 조치의 성격과 의미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경제화
의 시작이라는 적극적 평가에서부터 체제 내의 개선이라는 신중한 평가
에 이르기까지 여러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조치의 성패
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부정적 평가에서
부터 성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있으므로 아직은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유보적 평가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첫째,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 이 조치 이
후 북한 경제의 움직임 등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적다. 둘째,
이 조치의 성격, 의미, 성패 등에 대해 평가할 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
거나 연구자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찌 되었든 이 조치에 대한 논의를
좀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글은 7ᆞ1조치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다루되,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
한다. 즉 과거 정책변화와의 유사점과 상이점, 달리 말하면 과거와의 연
속과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7ᆞ1조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의 제
약도 있는데다 이 책의 다른 장들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의
범위를 다소 좁히고자 한다. 우선 7ᆞ1조치의 의도와 결과 가운데 주로
의도 부분에 주목하기로 한다. 의도 가운데에서도 공식부문에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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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경제난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이라는 방향성하에 취해졌던 전반적인 정책기조 변화와 경제관리제도1)
개선조치, 특히 기업관리체계의 기본 틀, 독립채산제, 노동인센티브라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2)
우선 논의의 명확화를 위해 7ᆞ1조치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두
자. 국내외 언론과 외부 관찰자에 의해 대체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로 대표되는 이른바 계획의 분권화,3) 식
량과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가격과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환율
과 관세조정 등이다.4)
1) 북한에서 경제관리는 ‘사회적 노동과정을 조직지휘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및
‘생산을 지휘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경제활동’으로 규정된다.
넓게 보면 국민경제에 있어서 생산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것이고, 좁게 보면 기업을 비롯한 개별 생산단위들을 관리하는 것이
다. 사회주의 경제 이론에서는 국민경제의 생산과 분배, 유통과 소비가 통일적
으로, 또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생산의 역할이 결정
적이다. 따라서 경제관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 따라서 7ᆞ1조치의 성격, 의미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 가운데, 예컨대 경제의 화
폐화의 진전 등 거시경제적 차원의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3) 후술하겠지만 기업관리체계와 관련된 중요조치는 ‘번 수입’ 지표의 도입이다.
4)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전반의 역사적 의
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는 있다. 7ᆞ1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운영에 있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달리 보면 시장
메커니즘을 체제위협적 요소가 아니라 체제보완적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 그리고 분권화가 상당 정도 진전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립
에서 붕괴까지의 전과정을 전통적 시스템 → 시스템의 개선 → 급진적인 개혁
→ 시스템의 해체의 4단계로 구분한 샤방스(Chavance)의 논의구조를 차용해서
정리해 보자. 북한경제는 7ᆞ1조치 이전에는 ‘전통적 시스템’ 단계와 ‘시스템의
개선’ 단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7ᆞ1조치를 계기로 드디어 ‘시스
템의 개선’ 단계를 넘어섰다. 시스템의 개선과 급진적인 개혁의 가운데에 있으
나 조금 더 시스템의 개선에 가까운 상태이다. 즉 급진적인 개혁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고 이제 겨우 시스템의 개선에서 한 발자국 전진한 상태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4단계 발전론에 대해서는 Chavance(1994), p.
3, 35, 59, 117, pp. 195∼1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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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7ᆞ1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3일 김정일 위원장이 당과 내각의
경제일꾼에게 내린,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지시문건,5) 7ᆞ1조치에 대한 조선노
동당 내부문건,6) 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이 2002년 9월 2일 도쿄에서
개최한 경제정책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7) 그리고 조총련 기관지인 조
선신보 에서 보도한 내용 등을 자료로 사용한다. 아울러 북한의 공식문
헌과 탈북자 인터뷰 결과8)도 이용한다.

2. 과거의 정책변화: 경제난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가. 과거 정책기조의 변화
경제침체가 본격화된 1980년대 초 이후 북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경제개혁9)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시기구분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관
5) 이 요지는 중앙일보 2002년 8월 2일자에 보도된 바 있다.
6) 이 요지는 조선일보 2002년 10월 16일자에 보도된 바 있으며 전문은 월간조
선 2002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이는 7ᆞ1조치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일선 당
정 기관 간부들과 군인들에 대한 강연 및 학습자료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
다. 이 글에서는 이하 ‘7ᆞ1조치 내부문건’이라 줄여서 쓰기로 한다.
7) 이 요지는 북한경제리뷰 2002년 10월호에 게재되어 있다.
8) 이 글에서는 필자의 탈북자 인터뷰 결과와 다른 연구자의 탈북자 인터뷰 결과
를 함께 사용한다. 필자와 인터뷰한 탈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문수
(2001), p. 17∼18 참고.
9) Kornai는 개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변화의 조건으로 첫째, ①공식적 지배 이데
올로기 또는 공산당 지배에 의한 권력구조, ②국가소유권, ③관료적 조정 메커
니즘 등의 3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에 변화가 발생하고, 둘째, 그 변화는
적어도 ‘적당히 급진적’ (moderately radical)이지만 시스템이 완전한 변혁까지는
달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다. Kornai(1992), p. 361, 38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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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시기구분은 매우 곤란하지만, 대략적으로 보
면 다음과 같이 5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10)
제1기는 1983년 이전의 시기이다. 이때는 경제개혁과 관련된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실제 경제관리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여
러 가지 문제점을 북한지도부가 그냥 지나쳐버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의 주된 원인을, 경제 운영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일꾼들
의 당성ᆞ계급성ᆞ혁명성의 부족, 상부의 지도ᆞ감독의 부족에서 구하였
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국가의 대응의 기본방향은 당과 행정의 양면에
걸친 감독ᆞ통제의 강화, 사상교육의 강화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
이 도(道) 경제지도위원회를 신설, 부문별 경제관리체계에서 지역별 경제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과 연합기업소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
연합기업소 중심의 경제관리체계로 재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들은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제2기는 1984년부터 198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경제개혁의 조짐이 나
타나기 시작한 때이다. 사실 1984년이라는 해는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있
어서 획기적인 해였다. 8ᆞ3인민소비품창조운동의 도입, 독립채산제의 강
화와 같은 대내 경제개혁적 정책, 합영법이라는 대외 경제개혁적 정책이
나온 것은 바로 1984년이다. 다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당시는
구체적인 개혁적 조치보다도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제3기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경제개혁 조짐으로부
터의 후퇴기이다. 1986년부터는 1984∼85년의 개혁적 분위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합영법은 그대로
계속되지만, 경제관리에 있어서의 개혁적 조치의 핵심요소인 독립채산제
10) 이 글에서의 시기구분은 북한의 공식문헌과 선행연구, 필자의 탈북자 면담결
과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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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화는 유야무야된다.
제4기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이다. 제한적이지만 경제개혁적
요소가 있는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독
립채산제의 본격적인 도입, ‘개인부업’의 장려, ‘새로운 무역체계’의 도입,
자유무역지대(경제특구)와 같은 일련의 정책이 취해졌다. 이들은 기업 자
주성의 확대, 물질적 자극의 확대, 대외개방의 확대라는 점에서 종전보다
진전된 형태의 개혁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근본 틀을 바꿀 정도의 개혁은
전혀 아니었다. 사실 이 시기는 북한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던 시기이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정책다운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조차 없었다고
할 수 있다.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실패로 끝난 뒤 1994∼96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농업, 경공업, 무역 등 3대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경제전략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1994∼97년은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듯 북한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기록되었다.
제5기는 1998년 이후의 시기이다.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의 노동당 총
비서 취임과 함께 북한의 정책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
듬해인 1998년부터 보다 뚜렷해졌다. 이해 7월 노동신문 논설을 출발
점으로 해서 김정일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이
라는 슬로건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7일 노동신문 과 근
로자의 공동사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 김
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북한당국
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방도로서 첫째, 자체의 경제토
대에 의거해야 한다, 둘째, 경제사업을 실제적인 이익이 나게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실리주의 방침이 사실상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강일천

2003, 14).
이후 실리주의는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
본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2001년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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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고와 발상의 전
환, 이른바 ‘신사고’로 이어졌다. 실제로 김정일 시대 개막 이후 북한은
헌법 개정(1998. 9), 인민경제계획법 제정(1999. 4) 등의 조치를 통해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가공무역법을 제정(2001. 4)했다. 동시에 대
외적으로는 남한을 비롯해 주변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런
속에서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나왔다.
나. 과거 경제관리제도의 변화
1)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가) 기업관리운영의 공식적 제도 및 정책
북한에서는 국가소유제의 기반하에 중앙의 행정당국이 의사결정 권한
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중앙집권적 계획제도가 성립되
어 있다. 이 제도는 1958년에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나
고 1961년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된 후 1964∼65년에 계획의 일원화
ᆞ세부화가 도입됨으로써 완성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지도보다 당적 지도를
우선시한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즉 종전의 지배인(최고경영자) 유일
관리제 대신에 공장당위원회에 의한 집단적 지도체제를 기업 관리운영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계획편성ᆞ집행 과정을 물리
적으로 보장하는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 즉 모든 자재를 상부(성, 관
리국 등)가 책임을 지고 하부(기업소, 공장 등)에 현물로 공급하는 체계도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11)
11)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성요소는 첫째,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둘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주는 자재공급체계, 셋째,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
넷째, 새로운 후방공급체계인데 핵심적인 것이 첫째와 둘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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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일원화ᆞ세부화는 “경제분야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가장 올바른 길”로 규정되어 있다. 계획의 일원화란 전국에 뻗어 있는 국
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가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형성하여 국가계획위원회
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이 직접 전반적 경제발전과 기
업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연결시키는, 즉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기업에 이
르기까지 국민경제의 부문간, 기업간 및 지역간 그리고 그것들 내부 상호
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계획에 구체적으로 맞물리게
함과 동시에 세부화된 계획과제의 수행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방법이
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제도는 중앙의 계획당국 - 정부의 산업관련 각
부처(省, ministry) - 기업이라는 위계제(hierarchy) 형태를 띤 기업관리기구
를 가지고 있다. 즉 위계제의 정점에는 국민경제 전체를 컨트롤하는 중앙
의 계획당국(국가계획위원회)이 있고 위계제의 최말단에는 생산단위인
기업이 있다. <그림 1-1>은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러한 중앙집권적 기업관리시스템은 경
제운영상 여러 가지 비효율과 낭비를 낳는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처방향은 결국 비집권화, 즉 분권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분권화
를 논할 때는 ‘기업분권'과 ‘지방분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생
산단위인 기업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후자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
적 기관이라는 중앙의 하급 행정단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기업에게 권한이 부여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분권화와 지방분권화
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북한에서 지방분권조치가 취해진 최초의 시기는 1958∼59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지방공업의 급격한 팽창을 배경으로 중앙의 관리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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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시켜 많은 업무를 지방기관에 이양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런데

1961년부터 서서히 중앙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지방분
권화 조치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중앙집권적 계획제도의 제반 문제점이 점점 커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던 1981년에 다시 지방분권화 정책이 전개되었다. 이번에
는 도(道)경제지도위원회를 신설해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대담한
<그림 1-1> 북한의 기업관리기구
당 중앙조직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내각의
각 성(省), 위원회
당 지방조직
지구계획위원회

지방행정기관
(도, 시, 군)

연합기업소
비(非)연합기업
소 중앙기업
연합기업소
산하기업

지방기업

주: 북한의 계획관리기구를 극히 간략하게 나타낸 것. 1985년 연합기업소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이후 오늘날까지 이러한 틀이 유지되고 있음. 실선은 행
정의 지도관계, 점선은 당의 지도관계.
자료: 통일부, 2000, 북한개요 및 필자의 탈북자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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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취해졌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별 관리체계’12)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도 시행 2년여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도경제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관리체계 실험이 실패로 돌아
간 이후 북한은 1985년에 연합기업소 도입을 중심으로 경제관리제도를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합기업소제도는 1973∼74년에 시험적으
로 도입했던 것을 198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연합기업소의 도입은 집권적 계획경제 운영상의 제반문제들에 대해 북
한 당국이 제도적 개선을 통해 대응하려 했던 것이다. 특히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던 자재공급 문제에 대한 대처라는 면이 가장 크다. 즉 다른 부
ᆞ위원회소속 기업간에, 혹은 다른 지역간에 자재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아(이른바 ‘협동생산 규율의 위반’), 생산의 커다란 애로가 발생하
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해당기업들이 어느 성ᆞ위
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그 기업
에 원료ᆞ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하나의 단위로 결합시켰다. 즉 자재수
요공급의 ‘기업간 관계’를 ‘기업내부화’했다는 것이다.13)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경제침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방식 가운데 기업관리와 관련,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음의 2가지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의 형해화(形骸化)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우선순위를 전면에 내세운 경제운영방식이다. 이것은 종종 ‘계획
12) 사회주의의 경제관리체계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문별
관리체계이다. 이는 각 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앙 관청(성, 위원회)이 자신의
산하기업들을 지도관리하는 방식이다. 종적(縱的) 관리라고도 한다. 둘째, 지
역별 관리체계이다. 각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혹은 지
역적인 기관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지역 내의 기업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횡적(橫的) 관리라고도 한다. 사회주의경제의 역사를 보면 이 둘 중 어느 하나
가 우세하고 다른 하나가 보완적으로 되는 식이었다.
13) 연합기업소에 대해 좀더 자세한 것은 예컨대 양문수(2001), pp. 357∼362, 394∼
3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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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시’라는 성격을 띤 정책을 수반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7개년 계획, 연간계획과 같은 현행 계획의 편성 및 수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전면에 내세워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개 군
수산업, 중공업부문에 사전적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또 하나는 현행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도중에 최고지도자의 의사에 의해 중점과제가 갑
자기 등장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예컨대 제

2차 7개년 계획(1978∼84년)이 한창 진행중이던 1980년의 제6차 당 대회
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 달성해야 할 야심적인 ‘10대 전망 목표’가 새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우선 추진사업의 돌출로서 이미 진행 중이던

2차 7개년 계획의 존재 자체를 애매하게 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우선
사업이 갑자기 등장하면 이미 편성되어 있던 국가계획은 이러한 중점과
제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14) 둘째, 지방과 기업에 대한 자력갱생
요구이다. 즉 북한 지도부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
운데 지방과 기업에 대해 ‘자력갱생’15)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즉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을 발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방과 기업에게 요구했다. 물론 북
한에서 자력갱생은 1950년대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의 그
것은, 여태까지 중앙이 공급해주던 것을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중단하고
지방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것과
확연히 구별된다.16)
아울러 북한당국은 경제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나름대로는 경제개
혁적 성격이 있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84년에 등장
14)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전면에 내세운 경제운영방식을 자재공급의 면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주석(主席)폰드 등이다.
15) 자력갱생은 국가 차원의 것, 지방 차원의 것, 기업 차원의 것으로 나뉜다.
16) 사실 우선순위를 전면에 내세운 경제운영이나 지방 및 기업에 대한 자력갱생
요구는 경제침체에 따른 원자재 부족 심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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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8ᆞ3인민소비품창조운동이다. 이는 북한이 생활필수품 부족을 타개하
기 위해 진행시킨 소비품 생산증대운동이다. 즉 각 기업, 가정에 조직된
생활필수품 직장ᆞ작업반, 가내작업반에서 기업의 부산물, 폐기물, 지방
의 차원에서 모은 유휴원료ᆞ자재를 이용해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산에 필요한 원료ᆞ자재, 설비, 노동에 관해서는 국가(중앙)
가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즉 지방 차원에서 자력갱생 혹은 자체해결
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이 운동은 첫째, 중앙계획 이외의 영역에서의 소비품 생산, 둘째, 시장

(marketplace)의 존재라는 2가지 점에서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Lee 1992, 47, 50∼51).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소비품을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매점’을 신설한 것에 8ᆞ3인민소비품창조운동
의 획기적 성격이 있다.
이러한 소비품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중앙이 관여하기는 하나 기본적
으로는 지방의 당조직과 행정기관, 특히 개별 기업에게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다. 즉 지방분권화뿐만 아니라 기업분권화도 이루어지고 있
다. 무엇보다도 생산품목의 결정, 판매가격의 설정에 관해 기업측에 자율
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은 사실상 시장가격으로 되어 있다.17)
바꾸어 말하면, 국가는 국정가격 이외의 가격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직매점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가 공인하는 ‘시장’이 된
셈이다.
17) 물론 ‘8ᆞ3인민소비품’의 생산은 국가로부터 기업에게 내려오는 ‘계획’과제에
는 포함되어 있다. 단지 이것은 금액만의 것이다. 즉 예를 들면 A기업은 종업
원 1인당 매월 얼마(예컨대 5원씩)를 ‘8ᆞ3인민소비품창조운동’으로 벌도록 지
시가 내려온다. 하지만 어떠한 품목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측에 맡겨져 있다(탈북자 M씨, Q씨). 그리고 가격 결정권도 사실상 기업
이 가지고 있다. “직매점에 나와 있는 상품은 수요자와 가격을 교섭하여 합의
에 도달하면 그 가격으로 팔 수 있다”(탈북자 D씨)고 하며, “기업은 자신의 8
ᆞ3소비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값을 내리고 자신의 제품이 잘 팔리면 값을 올
리기도 한다”(탈북자 Q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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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89년에도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가 등장했다. 1989년 8월에
정무원은 가내작업반, 부업반 관리운영 및 가내편의봉사사업에 관한 규
정18)을 승인했다.19) 이 규정에 의해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이라는 조
직이 새롭게 등장했다. 기존의 국영 봉사(서비스) 조직과는 별도의 조직
을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생활 일용필수품 이외에 식료품을 가공ᆞ생산
해 더욱이 사실상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0) 다만 이
러한 ‘개인부업’도 8ᆞ3인민소비품창조운동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필요한
원료ᆞ자재, 설비, 노동을 국가(중앙)가 보장하지 않고 자력갱생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결국 국가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되
중앙의 계획경제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제적 활동에 국한시킨 것이다.
나) 기업관리운영의 현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기업의 움직임이 공식적인 제도
가 그려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사실 구소련, 동구, 중국 등의 경험
이 보여주는 것은 기업이 공식적인 제도대로 또한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특히 경
제난의 골이 깊어지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 공식적 제도와 현실의 괴리
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경제난에 따른 자재의 부족 및 자재공
급의 불안정성 심화가 놓여 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물리적으로 뒷

18)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활동을 편의상 ‘개인부업’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19) 민주조선 , 1989. 8. 11 및 8. 21.
20) 이 규정에 의하면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봉사원, 협동조합식당, 가내축
산반이 ‘개인부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직의 규모는 ‘3명 이상’
이라고만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3명만 모이면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규정만 놓고 보
면 소유권의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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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는 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의 약화를 계기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징적인 행동패턴을 보이게 되었다.
첫째, 기업은 계획 작성에 있어서 상당 정도 자율성을 획득했다. 우선
계획과제, 특히 생산량 목표의 설정 및 계획과제의 수정과정에서 당해 기
업의 의견이 종전보다 많이 반영되게 되었다.21) 더욱이 계획품목의 선정
에서부터 가격의 결정에까지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이는 국가가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현물계획뿐만 아니라 현금계획도 중요
시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가 계획대로 자재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라고 다그치는 데는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22) 여기에다 8ᆞ3인민소비품 생산을 통해 기업이 계획외 생
산을 통해 현금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기업은 총생산액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방식으로 생산제품의 조
합(組合)을 자의적으로, 즉 사실상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23)
기업은 8ᆞ3인민소비품 생산의 원래 취지대로 기업의 부산물ᆞ폐기물,
21) 탄광 중간간부 출신의 탈북자는 “1993년경 이후 매년 조절계획을
대폭 수정되었다. 4∼5월경에 기업의 실제 생산능력과 자재상황
여 계획을 수정하는데 이때 기업의 의견이 대체로 반영된다. 이
획량뿐만 아니라 생산된 석탄의 공급선도 기업이 제시하는 대로
밝히고 있다. 이석기(2003), p. 105.

통해 계획이
등을 고려하
과정에서 계
결정된다”고

22)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달성해야 할 계획지표 가운
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생산관련 지표이다. 여기에는 수량적인 척도인 품목별
생산량(현물 계획)과 화폐적 척도인 총생산액(현금 계획)이 있다. 탈북자들은
전자를 ‘지표별계획’, 후자를 ‘액상(額上)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 기업의 생산계획의 수행상황은 주로 총생산액에 의
해 평가되었다. “현물계획을 달성하지 않으면 상부로부터 추궁을 받지만 현금
계획이라도 달성하면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업은 금액계획의 달성
에 보다 큰 힘을 쏟는다”(탈북자 D씨).
23) 우산공장 지배인 출신의 탈북자 K씨는 “우리 공장의 경우, 생산품목은 50가지
를 넘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는 개별 품목의 가격이 좌우한다.
수요가 적어도 가격이 높은 품목을 골라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했다”고 한
다. 중기계 공장 노동자 출신의 탈북자 J씨가 전하는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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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자재 등을 재활용해서 계획품목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8ᆞ3인민소비품 생산의 취지에서 어긋나게, 일반 자재를 비공식
적 방법으로 조달해서 임의의 제품을 생산, 8ᆞ3인민소비품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현금계획을 달성하기도 했다.
둘째, 공식적인 자재공급체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
은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적 거래를 통해 자재를 조달했다. 이른바 ‘계획
선(計劃線)’, 즉 해당기업에 대해 자재를 공급하도록 국가계획에 의해 지
정된 바로 그 기업으로부터 자재를 조달할 때도 출장소의 설치, 뇌물과
같은 반대급부의 제공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계획선 이외의 루트에서 자재를 조달할 때는 비공식적 거래가 더욱 필
요하다. 여기에는 기업간에 서로 남아도는 원자재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있고 제품을 주고 필요한 자재를 받는 것도 있다.24) 2개 기업간에 직접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3개 기업간에 3각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암시장을 통한 조달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문적으로
자재를 조달하는 개인, 즉 일종의 자재브로커25)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셋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비공식적인 수단을 통해 기업 또는 개인에
게 판매했다. 사실상의 시장판매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비공식적인
24) 탈북자 K씨는 “기본적으로 물물교환관계이다 … 예컨대 내가 이번달의 계획
을 달성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베어링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예비 베어링
이 있음직한 공장장에게 전화를 한다. 베어링 몇번 몇번을 달라. 지배인끼리
는 통한다. 물론 베어링을 받았으면 우리 공장의 제품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고 말한다. 탈북자 I씨는 “우리 공장에 남는 자재는 다른 공장과 교환한다. 우
리 공장에서는 남는 자재가 다른 공장에서는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우리 공장에 남는 자재를 어느 공장이 필요로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공장이 필요로 하는 자재를 어느 공장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자재인수원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본다”고 밝히고 있다.
25) 특히 구소련에서는 자재조달의 전문가를 tolkach라고 불렀다. 북한의 기업 내
에서 자재인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tolkach로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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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지만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활동을 수행했다.
기업은 국가계획에 의해 지정된 공급처 이외의 대상에 대해 제품을 비
공식적으로 판매하게 되었다. 여기서 제품의 판매처는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인 경우도 있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암시장인 경우26)도
있다.27)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개 국정가격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
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실상의 시장판매가 반복되
다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계획에 의한 공급목적의 생산 이외에 시장
에서의 판매 혹은 시장적 거래방식에 의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한편으로는 국가계획 수행을 위해서이고, 또 한편으
로는 종업원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기 위해서이다. 즉 국가가 자재를 제
대로 공급해주지 않고 게다가 식량배급도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스
스로의 힘으로 자재 및 식량을 조달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이 가진 유일
한 자원인 생산물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고 이는 기본적으
로 구매와 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이석기 2003, 196∼197).
그런데 위의 3가지 기업행동은 중앙공업에서도 관찰되지만 지방공업에
서 보다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는 전술한 기업행동들의 근저에는 자재공
급의 부족 심화, 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의 약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
기하면 이해가 용이할 것이다. 즉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지방공
업은 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에 있어서 주변적 존재였다. 지방공업은
자재공급의 우선순위에서 늘 중앙공업에게 밀렸고, 더욱이 중앙은 지방
공업에 대해 자재의 지방 차원의 자체조달을 강조해왔다. 사실 북한에서
26)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계획에 의해 공급이 지정된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에
대해 현금을 받고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암시장 활동에 해당된다.
27) 종이공장 책임기사 출신의 탈북자는 “정해진 대로 국정가격을 받고 공급하는
것은 전체 생산량 100 중에서 30 정도이다. 나머지 70 중 40은 물자조달을 위
해서 기업 등에 처분하고 나머지 30은 생활비 등을 위해서 암시장에서 판매한
다”고 밝혔다. 이석기(2003),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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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업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도 지방 차원의 자력갱생을 위해서
였다. 그러다가 국가적으로 자재부족현상이 심화되는 1980년대 들어 중
앙은 지방공업에 대해 자력갱생을 더욱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니 심각한
자재난에 빠지게 되는 1990년대의 상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
할 수 있다.
반면 중앙공업, 특히 즉 군수공장과 대규모 중화학공업 공장들은 전
술한 비공식적인 행동이 나타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북한 지도부
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이들 부문은 자재공급사정이 상대적
으로 양호하고 따라서 지도ᆞ감독도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한편 위의 3가지 유형의 기업행동은 달리 보면 비공식적인 시장화 및
분권화의 진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기업은 계획작성, 자재조달, 생
산, 판매 등 일련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상당 정도 받
아들이게 되었다. 계획목표달성을 위해 기업간에 자재를 물물교환하게
되었으며, 특히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작성, 생산을 수행하게 되
었다. 아울러 계획작성, 자재조달, 생산, 판매 등 일련의 기업활동 과정에
서 기업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상당정도 확대되었다.28) 물론 이러한 시장
화ᆞ분권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의 계획경제 영역 밖에서, 즉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
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시장화 및 분권화의 진전은 북한의 (공업)기
업관리체계의 양대 기둥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ᆞ세부화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핵심요소의 하나인 중앙
집권적 자재공급체계는 이미 1990년대 이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계
획의 일원화ᆞ세부화 방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약화되었다.
28) 달리 보면 계획당국에 대한 기업의 교섭력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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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앙이 기업에 대해 자재공급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는 것은 계획의 실행수단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도
중앙은 기업에 대해 계획달성을 요구한다. 그러면 계획의 실행을 위한 실
질적인 권한은 기업에게 상당정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업활동에
대한 중앙의 장악력ᆞ통제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이에 따라 “경제분야에
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가장 올바른 길”인 계획의 일원화ᆞ세부
화는 공허한 슬로건으로 전락하게 된다.
2) 독립채산제의 강화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크나큰 고민거리의 하나가 기
업운영상의 낭비와 비효율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관
리제도상의 변화를 도모한 것이 독립채산제의 실시 및 강화이다.
북한에서 독립채산제의 역사는 꽤 길다. 실시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1946년부터 도입되었다. 이후 1952년, 73년, 84년 등에 독립채산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든 명목적으로는 확대ᆞ강화되어
왔다.
특히 1984년에는 제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
치가 취해졌다. 김정일은 1984년 3월에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현실
의 요구에 맞도록 한층 더 완성시켜 기업에서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구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사무기관
을 제외한 비생산부문의 기관, 기업소를 완전독립채산제 또는 반독립채
산제에 의해 관리ᆞ운영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아울러 1985년,
연합기업소의 전면적 도입과 함께 연합기업소 차원의 독립채산제와 개별
기업 차원의 독립채산제가 동시에 실시되는 ‘2중 독립채산제’가 도입되
기에 이르렀다.
독립채산제는 국영기업소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신의 지출을
충당하고 나아가 이익을 내어서 이를 국가에 바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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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산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29) 예산제란 기업이 국가예산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관리 운영방법이다. 다만 독
립채산제라 해서 국영기업소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즉 실제로 국가가 기업에게 요
구하는 것은 이러한 ‘완전한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보다 완화된 형태의
독립채산제이다.
예컨대 기업의 이익금을 국가와 기업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요
컨대 분배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탈북자 E씨, K씨).30)
바꾸어 말하면, 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기업 내에 유보하여 그것을 고정자
본투자, 유동자금, 보너스 등에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
은 국가가 기업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즉 ‘기업분권,’
기업의 상대적 독자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기업(경영자
및 노동자)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몇 가지 단편적인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아 보면, 1980년대 중반
혹은 후반까지 독립채산제는 제도와 현실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즉 실제로는 기업에게 인정되는 유보이윤은 매우 적고, 기
업이윤의 대부분은 국가예산에 흡수되었다. 독립채산제는 명목에 지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나 일정한 자율성을

29) 國營企業所の獨立採算制に關する規定 について(上),’ 月刊朝鮮資料 1985
年11月號, p. 24. 이것은 북한의 민주조선 이 같은 이름의 해설기사를 1985년
2월 13일, 3월 1일, 7일, 20일, 4월 4일, 24일, 5월 1일의 7회에 걸쳐 연재한 것
을 모두 번역한 것이다.
30) 탈북자들의 증언으로부터 유추해보면 적어도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러한
형태가 ‘완화된 독립채산제’의 중심적 내용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7ᆞ1조치 이후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
보다는 좀더 차원이 높은, 보다 ‘엄격한 독립채산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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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보다 국가수입의 증대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이었다.31)
그런데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부터
는 사정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때부터 제도상으로가 아니라 실제
로 독립채산제가 본격적으로, 또한 이전보다 넓은 범위에서 실시되기 시작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 계획수행 정도에 따라 기업의 운영자금이 늘
어나거나 노동자들의 임금32)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했다.33)
31) 예를 들면 김일성은 1973년의 연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생산
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고 … 할 수 있습니다”고 말하면서도 “독립채산
제를 실시하는 데서 국가수입을 끊임없이 늘이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 , p. 397)라고 강조했다. 같은 연설에서
김일성은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국가수입을 무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한때 일부 기업소 일꾼들을 비판한 것은 그들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한
다고 하면서 국가수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채산제기업으로 지정되었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제한조치로 인해
실제로는 독립채산제가 적용할 수 없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은행계좌와 국고를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것으
로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은행계좌에 들어가는 돈을 국고가 자유롭
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다(탈북자 E씨).
32) 다만 1990년대 초에는 기업소의 계획수행률과 노동자의 임금이, 기본임금의
인상이라기보다는 상금의 지급이라는 형태로 연동된 것으로 추측된다.
33) 탈북자 L씨가 근무했던 조선옥류관 무역회사의 강원도지사는 1989년까지는
예산제였지만 1990년부터 독립채산제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계획을 초과달
성하면 그만큼 기업운영자금을 늘릴 수 있었고 더욱이 경영자의 결심에 따라
서는 종업원에게 개인의 업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너스를 줄 수도 있었다.
온성우산공장 지배인 출신의 탈북자 K씨에 의하면, 1990년대 초의 독립채산
제 하에서는 생산계획 수행률이 임금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계획을
130% 달성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100%분에 대해서는 모든 이윤액을 국가가
가지고 간다. 나머지 30%분(계획초과수행분)에 대해서는 자재비, 전기료 등을
빼고 나서 순수한 이윤액이 나올 때 이것이 모두 기업 몫이 된다. 기업이 자
유롭게 처분가능하다. 상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극이 된다. 나의 경우 노동
자에게 주는 보너스나 상품으로 썼다”고 한다. 게다가 1980년대 후반, 성천군
자동차수리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탈북자 S씨의 경우, 독립채산제의 실시로
임금이 사실상 깎였다. 자재부족이 심각하게 되면서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없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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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독립채산제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탈
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일부 기업소에서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대
부분의 기업소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에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노동 인센티브의 강화
인센티브란 조직의 목표 실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직성원의 노력을 끌어
내기 위해 취하는 모든 수단을 가리킨다. 자극 내지는 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센티브에 대한 북한정책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일까. 이것은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34)을 앞세우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옳
게 결합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방침”35)이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요컨대 정신적 자극을 우선시키는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이 물질적 자극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노동의 질과 양
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원칙을 엄수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물질적 자극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북한에서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
급지불제36) 등의 실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도급임금제ᆞ상금제(1947년), 지배인 기금제(1952년), 도급임금제 개정(1954
34)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이란 근로자들 속에서 대인사업, 정치사업을 우
선시켜 주체사상 교양을 비롯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 등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노동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정치적 방법으로 실현
된다. 정치적 평가에는 모범집단에게 ‘3대혁명 붉은 깃발’을 주는 것, 모범개
인에게 명예칭호와 국가표창을 주는 것 등이 있다.
35) 김일성저작선집 6 , p. 396.
36) 북한의 노동보수의 기본형태는 ‘생활비(임금)’이다. 생활비의 지불형태는 도급지
불제와 정액지불제로 나뉜다. 도급지불제는 노동정량을 정해주고 그 수행정도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액지불제는 작업한 노동시간에 따라 생활
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기본 노동보수와 함께 추가적 노동보수
를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상금제, 장려금제, 가급금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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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협동농장에 대해서는 작업반우대제(1960년),
분조관리제(1965년)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원칙과 현실은 적지 않은 괴리를 보였었다. 자재공급의 불안정
등 계획경제 자체의 문제점, 노동정량 계산능력의 미약함 등 경제운영 능
력의 부족이 문제였다. 아울러 당국은 분배보다는 축적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나타냈고, 여기에다 노동자들의 평균주의적 경향 등이 겹치면서
도급지불제의 실시는 형식적인 것 혹은 극히 제한적인 실시에 그쳤다.37)
그런데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대략 1980년대 후반부터 정책
당국은 이전보다 물질적 자극의 도입에 보다 적극적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종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물질적 수단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새
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실천’하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 도급제가 ‘실제로’ 실시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생산실적 또는 계획의 달성정도가 임금과 연동하여 움직였다는 것은 탈
북자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하지만 생산실적 또는 계획의 달성정도와 임금의 연동성이 그다지 강
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계획을 아무리 초과달성하더라도 임금상
승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개별 노동자의 임금액 및 기업내 임금총액
에 대해 상한을 설정했다.38)
37) 후술하겠지만 물질적 자극 실시 확대에 따른 정치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8) “연간으로 보면 임금액의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노동자가 월 50원을
받는다고 하자. 계획을 200% 수행하더라도 70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탈북
자 J씨)든가 “우리 공장의 경우 대부분은 작업반 도급제였다. 그러나 임금에
는 상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130%였다. 때로는 150%까지 올랐지만”(탈북자 I
씨)라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 K씨에 의하면 1990년대에 실질적으로 독립채산
제가 실시되었을 때조차 노동자임금에는 상한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임금
에는 개별관리와 총액관리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계획을 초과
달성하면 개인은 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이 계
획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탈북자 G씨)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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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른바 ‘평가’를 둘러싼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
고 이것은 노동자의 평등주의적 경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동시에
이는 평등주의적 경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기업 경영자가 취한
담합적인 태도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즉 중앙의 계획당국에서는 노동
자간에 차이가 나게 평가를 하도록 지시했지만 기업 내부에서의 담합에
의해 이 지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
로 작동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39)

3. 7·1조치와 과거 정책변화와의 비교
가. 기업관리체계의 기본 틀의 변화

7ᆞ1조치로 인한 기업관리체계의 변화로는 우선 기업분권화, 지방분권
화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주로 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공급
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지난 2001년 10월 3일 김정일 위
원장이 당과 내각의 경제일꾼에게 내린 지시문건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
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에 토대를 두고 있
다.
우선 계획작성에 있어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비롯
39) 실제로 ‘평가’ 작업을 담당했었던 탈북자 H씨의 증언이다. “내가 농장의 작업
반장을 하고 있었을 때 점수를 매겨 보았다. 규정대로 하였다. 일의 난이도,
실제의 작업량에 의해 점수를 매겼다. 그러나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언제나 불만이었다. 나도 밑의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목
이 잘리는 것이 더 무섭다. 사실 일의 양,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작업자들 사이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도록 차이를 두는 것은 정
말 어렵다.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안된
다. 그런데 작업반장도 보통의 작업원과 마찬가지로 논밭에서 일한다. 시간이
없다. 따라서 차이가 없도록 점수를 매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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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적 지표,40)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위위원
회가 계획화를 하고, 소소한 지표들과 세부 규격 지표들은 해당 기관, 기
업소에서 계획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경제부문은 도별 공업총생산액,
기본건설투자액 등 중요한 지표 이외에 세부지표들은 도ᆞ시ᆞ군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업은 시ᆞ군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도록 권한을 주도록 했다. 가격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공
업에서 생산한 소비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정원칙과 기준을 정해주고
상급기관 감독하에 공장 자체로 제정해 생산, 판매하도록 했다.
자재공급부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
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조직 운영토록 한 점이다. 공장, 기업소간 과부족
되는 일부 원자재, 부속품들을 유무상통하도록 하며 생산물의 일정 퍼센
트를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이 바뀌었다. ‘번 수입’ 지표
에 의한 평가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번 수입’은 기업의 총판매수입에
서 노동보수를 제외한 생산원가를 뺀 것이다.41) 자본주의의 용어로 바꾸
면 ‘이윤+임금’인 것이다. 번 수입이 분배될 때는 국가예산납부금, 기업
소 자체 충당금, 종업원들의 노동에 의한 분배자금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기업분권화, 지방분권화 조치를 종전의 정책과 비교해
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는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사실상 기업분권화, 지
방분권화가 진전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계획작성, 가격결정에
있어서 기업, 특히 지방공업기업의 자율성, 재량권이 확대되어 왔던 것이
40) 계획지표란 중앙의 각 성ᆞ위원회와 지방 행정기관, 기업 등 생산단위가 수행
해야 할 계획과제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41) 강일천은 이 지표가 C(불변자본)+V(가변자본)+M(잉여가치)로 표현되는 사회
총생산액에서 C를 제외한 부분, 즉 국민소득(V+M)이라는 인민경제적 차원의
지표를 기업경영차원에 적용한 독특한 지표라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강일천의
해석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일천(2002), p. 78, 83 참고.

56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다. 즉 7ᆞ1조치 가운데 계획작성, 가격결정과 관련한 기업분권화, 지
방분권화 조치는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사후
적으로 승인해 공식적인 제도의 영역 내로 흡수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
다.
이런 점에서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허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
론 이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최대의 고민거리가 기업에 대한 자재공급문제
인데 이 영역에 부분적이나마 시장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는 종전
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는 특히

1990년대 이후 기업들끼리 암시장을 통해 혹은 물물교환식으로 비공식적
으로 자재를 교류하고 있던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42)
번 수입 지표는 원래 국영 농목장을 비롯해 결산분배를 하는 기업에
도입되어 있던 것인데 이번 7ᆞ1조치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추
측된다.
기존에 기업을 평가할 때는 물적 지표43)를 주로 하되 보조적으로 화폐
적 지표(총생산액)에 의한 지표를 사용해왔다. 다만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화폐적 지표인 총생산액이 사실상 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는 번 수입이라는 지표로 바뀐 것이다. 번 수입 지표의
도입은 기업관리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국가계획에 의해 생
산이 의무화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생산, 판매해 획득한 수입도 인정하겠
다는 것이다. 달리 보면 기업에 대해 계획외 생산과 계획외 처분(시장판
42) 다만 김정일이,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면서도 국가가 교류물자의 종
류와 범위를 적절히 정해주고 반드시 은행을 통해 결제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해 이것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제한된 시장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주장
도 있다. 구체적인 실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중앙공업인 자동차 기
업소의 자재담당 부서 중간간부 출신인 탈북자 ᄌ씨(2003년 1월 탈북)는 자신
의 기업소의 경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그렇게 엄격
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43) 예컨대 철강 몇 톤, 천 몇 미터, 자동차 몇 대와 같은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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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44) 물론 하나의 대전제
가 있다. 국가계획에 의해 공급이 보장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체조달한 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 이를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에 8ᆞ3인민소비품 생산이 기업의 부산물, 폐기물, 지방의 차원에서
모은 유휴원료ᆞ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나 번 수입 지표
는 이러한 자재가 아니더라도 자체조달한 자재면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45)
사실 이러한 측면 하나만 놓고 보면 번 수입 지표는 기존에 금액지표

(총생산액)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기업이 총생산액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8ᆞ3인민소비품 생산의 규정과는 달리 기업의 부산물ᆞ폐기물 등이
아닌 일반 자재를 비공식적 방법으로 조달해서 제품을 생산, 8ᆞ3인민소
비품으로 상부에 보고하곤 했던 비공식적 행위들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번 수입 지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번 수입 지표
가 종전의 지표와 다른 것은 첫째, 종전에는 생산만 하면 실적으로 평가
받았으나 앞으로는 판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 둘째, 종전에는 원가가
아무리 많이 먹히더라도 생산만 하면 평가를 받았으나 이제는 원가, 비용
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훨
씬 더 생산과 경영상의 효율성, 수익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44) 조선신보 2003년 10월 22일자에 게재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사례는 7ᆞ1
조치 이후의 기업운영실태에 대해 몇 가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
컨대 이 기업소의 지배인 김덕훈 씨가 “우리의 경우 물자교류시장에 참여하
거나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넘겨서 얻어낸 수입은 총수입의 2%도 안됩니다”
라든가 “솔직히 계획을 수행하는 데 바쁘지,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늘릴 생
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은 매우 시사적
이다. 즉 적지 않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계획외 생산과 계획외 유통, 특히 시
장판매 목적의 생산활동이 기업활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짐
작케 한다.
45) 자동차 기업소 출신의 탈북자 ᄌ씨 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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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다.46)
결국 기업의 분권화, 시장화, 그리고 번 수입 지표와 같은 조치들은 북
한의(공업) 기업관리체계의 양대 기둥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
화ᆞ세부화의 약화를 공인한 것47)이나 다름없다.48) 종전에 현실세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ᆞ세부화가 약화되어 왔
던 것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 독립채산제의 변화

7ᆞ1조치의 또 다른 핵심요소는 엄격한 독립채산제의 실시이다.49) 이
46) 사실 이런 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하고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윤’이라는 지표를
도입하면 된다. 이윤이란 판매, 원가 등의 관념이 집약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
문이다. 다만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임
금억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후술하겠지만 북한당국은 7ᆞ1조치를
통해 물질적 자극을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활동
의 흐름으로 본다면 기업이 생산 및 판매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고 여기
서 생산원가를 제했으되, 아직 임금지불, 국가납부, 사내유보로 분배하는 몫을
결정하지는 않은 단계에서 기업활동을 평가하고자 ‘번 수입’ 지표 평가 방식
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한다.
47) 조선신보 2003년 10월 22일자도 대안의 사업체계의 약화라는 현실을 인정
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핵심요소의 하나가 ‘상부가 하부에 대해 자재
를 책임지고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전재한 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적 시련을
이겨내어 경제부흥전략에 착수한 오늘의 상황은 당연히 40여년 전(즉 대안의
사업 체계 도입 당시)과 똑같지 않다. 아직은 나라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자재문제를 자체로 풀어야 할 단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8) 자동차 기업소의 중간간부 출신의 탈북자 ᄌ씨는 7ᆞ1조치 이후 최소한 명목
적으로는 기업소 당지배인의 권한이 약화되고 지배인의 권한이 강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북한의 모든 기업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
상이라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약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와해된 것에 가깝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49) 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2002년 9월 2일 도쿄에서 개최한 경제정책 설명회
에서 이번 경제개혁의 골자를 첫째, 기업소ᆞ공장들이 철저한 독립채산제를 실시
하는 것, 둘째, 가격과 생활비(임금)를 대폭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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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번 수입 지표를 도입했다. 이는 앞
에서도 밝혔듯이 기업의 실적평가에 있어서 종전보다 훨씬 더 생산과 경
영상의 효율성, 수익성의 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철저한 독립채산제의 실시를 의미한다(조동호 외 2002, 266). 사실
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주로 현물지표로 평가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는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업
이 적극 호응할 리가 없다. 그것을 이번에는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01년 말 시점으로 기업의 부
채를 동결하는 등 모든 기업의 손익상태를 제로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지
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여부가
기업의 장부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경영실적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또한 이번에 가격체계를 조정했다. 그런데 이 조치는 가격에 대
한 국가보조를 폐지하고 가격을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또한 철저한 독립채산제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모든 사회주의국가에서 그러하듯
이 가격이 왜곡되어 있으면 독립채산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격
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판매수입, 원가, 비용, 따라서 기업활
동의 손익은 상당 정도 기업의 책임 밖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전에는 버스전차 요금이 10전이었다. 그런데 이 요금으로 차
사업소들은 채산을 맞출 수 없었다. 요금수입만으로는 임금조차 줄 수 없
었고 차 정비는 물론 휘발유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독립채산제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버스요금이 2원
으로 오르다 보니 자체로 채산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50)
앞에서 언급했던, 계획작성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 확대도 독립채산
제 실시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사실 독립채산제의
50) 자세한 것은 김용술(2002), p. 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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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부르짖었던 1984∼85년에 노동신문에서는 기업의 독자성, 자립성
의 확대를 주장하는 논의가 나타났다. “기업소에게 보다 큰 독자성이 부
여되면 경제관리에 있어서 가격, 이윤, 원가와 같은 경제적 공간의 이용
효과가 높아진다,” “기업소의 자립성이 강화되고, 계획작성사업을 기업소
가 주도적으로 진행시켜 기업소 자체가 세우는 계획지표의 범위가 넓어
지면 경제적 공간의 이용 의의는 한층 더 커진다”51) 등과 같은 논조였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이번 조치로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된 것, 특히 임금이 현물임금에서 화폐임금으로 바뀐 것 또한 보다 철저
한 독립채산제의 실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이다(김연철 2002,

16). 종전에는 임금을 개별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도 현물형태로 지급
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비용 계산, 나아가 이윤계산을 어렵게 했고 이는
엄격한 독립채산제의 실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엄격한 독립채산제의 실시를 지향하는 이번 조
치는 북한의 역사에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독립채산제의 강화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의 조치는 독립채산제 그 자체도
내용적으로 강화되었고, 무엇보다도 독립채산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
도록 몇 가지 여건을 갖추어 놓았다52)는 점에서 종전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다. 노동 인센티브의 변화
이번 조치는 노동 인센티브 시스템의 면에서 종전의 정책 변화와 유사
하면서도 확연히 구별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51) 로동신문 , 1985. 8. 4.
52) 물론 한계는 있다. 가격을 자유화한 것이 아닌 만큼 가격의 왜곡이 완전히 해
소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번 수입 지표로 평가한다 해도 협동생산이
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현물지표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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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급부의 폐지와 분배제도의 급진적인 변혁
무엇보다도 이번의 가격 인상조치는 분배제도의 급진적인 변혁을 의미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모든 가격이 동일
한 비율로 인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가격이 평균적으로는 25배
인상되었지만 평균보다 많이 오른 품목이 있고 적게 오른 품목도 있다.
소비재의 경우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은 주민들이 여태까지 무상에 가까
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았던 재화ᆞ서비스에 집중되었다. 전기,
주택, 식료품, 교통 등은 수십 배나 올랐고 쌀, 옥수수 등 식량의 가격은
수백 배나 오르는 등 기록적인 인상률을 나타냈다.
<표 1-1> 7·1조치로 인한 가격 및 임금 인상 주요내용
(단위: 원)

구분

가격

품목/ 계층

단위

인상전(A)

인상후(B)

인상폭(B/A, 배)

쌀

kg

0.08

44

550

옥수수

kg

0.06

20

330

돼지고기

kg

7

170

24

세수비누

개

2

20

10

버스ᆞ 지하철 요금

회

0.1

2

20

전기료

kWh

2.1
평당
월 7∼15원
2,000

60

일반노동자

0.035
한 채당
월 5∼10원
110

중노동자

240∼300

6,000

20∼25

주택사용료
임금

18

자료: 언론보도 종합

종전에는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 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은
불과 3.5%도 되지 않았다.53) 또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한 주택사용료도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했다(강일천 2003, 5∼6). 부
53) 7ᆞ1조치 내부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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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은 소속 직장에서 후방공급사업이라 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았다. 게다가 교육, 의료 등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런데 7ᆞ1조치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근로자들의 실질
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이 50%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54) 전기
료, 수도료를 포함한 주택사용료도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
아지게 되었다.
사실 여태까지 국가가 식량, 주택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ᆞ서비스를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왔던 것은 국가가 주민들의 최소
한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표현을 빌면
분배 분야에서의 ‘공산주의의 싹’이라고 할 수 있다(김석진 2002, 5). 하
지만 이러한 정책은 노동 인센티브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점이 있다. 기본생활은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
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보았자 임금 몇 푼 더 받을 뿐이었는데 이 돈으
로는 값비싼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즉 임금이 노
동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
루만 일하면 한달 식량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애써 일하지
않고도 살아가게 되든지”, “일할 수 있는 가정부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 건달풍이 조장되고 근로자들의 노력적 열성
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금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재화ᆞ서비스를 거의 무
상으로 공급해온 기존의 분배제도를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7ᆞ1조
치가 그래서 나왔다. 이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7ᆞ1조치 내부문건이 “앞으
로 절대로 공짜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순순하게 자신의 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해결
54) 앞의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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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책임져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자신이 어떠한
형태로 벌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존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절박한 상
황에 처하게 되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
서 직장에서의 노동은 자신과 가족이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노동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런 식으로 마련된 것이다.
2) 임금의 차등 지급폭 확대

7ᆞ1조치를 통한 임금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임금을 직종별ᆞ
계층별로 차등 인상한 것이다. 즉 “사회와 집단을 위해 실지 일을 더 많
이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원칙에서” 사무원보다는 노동자, 기술자, 과
학자들의 임금을 더 많이 올렸다.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18배 인
상했으나 비생산부문 및 당ᆞ정 기관의 인력에 대해서는 17배 인상에 그
쳤고, 반면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기사와 해당 기술 자격직제에서 일하는
연구사, 설계원, 대학교원 등 전문가들의 임금은 19배나 인상했다.
눈에 띄는 것은 노동자 가운데서도 탄광, 광산을 비롯해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거나 국가전략물자를 생산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20∼25배로 올려준 사실이다. 특히 탄광, 광산의 굴진공, 채탄ᆞ채광공의
임금을 6,000원으로 가장 높게 했다. 노동자, 사무원의 평균 임금 2,000원
보다 무려 3배나 많게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기본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본임금 외에 추
가적인 임금, 즉 상금ᆞ장려금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종전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임금지불형태로서 도급지불제를 실
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
다는 취지에서이다. 그런데 이번의 7ᆞ1조치로 도급제가 강화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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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조선신보 (2002. 10. 11)는 탄광에서 누진도급지불제55)가 어떻게 강화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다. 7ᆞ1조치 이후 노동정량계획의 70%만 달성하면
기본임금의 전액이 지불되고 그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 누진임금이 지급
되게 되었다. 그리고 계획을 120% 이상 수행했을 경우 120%를 초과하는
생산실적에 대해서는 5배의 누진임금이 지급되게 되었다.56) 그렇다면 종
전에는 어떠했는가? 종전에는 계획을 100% 달성해야 기본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고 120% 이후에 지급되는 누진임금도 2배 수준에 불과했다.
즉 7ᆞ1조치로 누진도급지불제의 누진비율이 대폭 상향조정되면서 누진
도급지불제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많이 일한 사람에 대해, 계획을 초과
달성한 사람에 대해 보수를 더 많이 주게 된 셈이다.
또한 앞에서도 밝혔듯이 7ᆞ1조치로 ‘번 수입에 의한 평가’ 방식이 새
롭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을 초과달성하여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공장, 기업소는 그에 상응한 분배를 받게 되었다. 아울러 공장, 기업소
의 수익이 많아지면 노동자들도 기본임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
55) 도급지불제에는 여러 범주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단일도급지불제와 누진도
급지불제이다. 전자는 생산한 제품의 수량 또는 수행한 작업량(시간)에 따라
고정된 도급단가에 의해 임금을 계산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단가가 고정되어
있으며 생산계획(또는 작업계획)의 달성 정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
실적이 임금계산의 기초로 된다. 후자는 노동정량을 넘쳐 수행한 정도에 따라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도급단가에 의해 임금을 계산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도
급단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달라지며, 주어진 노동정량을 100% 했느냐 초
과달성했느냐 하는 것이 임금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북한에서 누진도
급지불제는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설 부문 등 국민경제발전에 있어
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노동과정에서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다. 재
정금융사전 , p. 365, pp. 371∼372, 446∼447.
56) 조선신보 는 따라서 2ᆞ8직동청년탄광에서 일하는 김유봉 씨의 중대에서는
매달 계획을 300% 달성해 탄부들이 기본임금 이외에 2만∼3만 원의 누진임금
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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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7)
이에 대해 조선신보는 종전의 ‘노력일에 의한 평가방법’이 ‘번 수입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종전에는 직종별 등급
에 따라 노동일수를 계산하여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따라
서 기업에서는 자신이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계획목표의 달성 여부에 관
계없이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
이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다 해도, 이윤을 내지 못했다 해도 임금에 큰 차
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7ᆞ1조치 이후로는 기업의 계획 수행 정도
및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다소 일면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1980년대 말 이후로는 계획수행 정도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 연동의 정도가 다소 약했을 따름
이었다. 예컨대 “생산기업소에서 계획을 엄청나게 미달해도 노임의 60%
정도는 탈 수 있었다”는 김용술 부상의 지적은 기업의 계획목표 달성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다는 것, 또한 그 연계정도가 다
소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7ᆞ1 이후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기업의 계획 수행
정도 및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의 크기와 노동자들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양자의 연동 정도
가 훨씬 강해졌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
와 기업은 공동운명체로 묶이게 되었고 북한측 표현을 빌면 노동자들은
기업의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이 하면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적게 하면 적게 받는” 원칙
에 보다 철저하게 되었다. 즉 이제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기업
57) 조선신보 , 2002. 7. 26. 다만 조선신보는 기업의 번 수입과 노동자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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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목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면 임금을 많이 받겠지만 자신이 열심
히 일하지 않거나 자신의 기업이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임금을 적
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꼼짝없이 처하게 되었다. 특히 실적에 따라
서는 기본임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본임금
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손에 쥐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긍정적인 물질적 인센티브도 확대ᆞ강화되었지만 부정적
인 물질적 인센티브도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종전과
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3)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7ᆞ1조치의 내용 중의 하나가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이다, 그리고 현재
식량에 대해서는 배급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급제(공급제)가 폐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
동 인센티브 시스템의 여건 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에서 배급제 자체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58)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만 간추려 보면 첫째, 공짜와 다름없는 싼 가격으로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것, 둘째, 주민들의 소비재 소비수량을 제한시킴
으로써 사실상 소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급제 하에서는 사실 상기의 이유들로 인해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가 곤란하게 되고 ‘생활의 필요’에 따른 분배가 불
가피하게 된다. 더욱이 그것은 노동의욕의 저하로 직결된다. 사실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가 노동자 입장에서 현실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화폐임금수입의 증가 내지 감소가 획득 가능한 소비재 및 서비스의 증가
내지는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 임금수취의 목적이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폐수입의 배분과 소비재의 유통이 조응하지
않으면 화폐수입의 증대는 명목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
58) 배급제의 정치경제적 기능에 대해서는 김연철(2002), p. 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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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원칙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배급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상품의 구
매량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구매할 수 있어야 인센티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가 주민들에게 필수 재화ᆞ서비스를 사실상 무상으로 공급
하는 제도가 없어진데다 이들 재화ᆞ서비스의 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더
욱이 노동자가 생산실적에 따라서는 기본임금을 훨씬 밑도는 임금을 수
취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배급제도의 의미가 상실되었다. 배급제 방
식으로 자신에게 할당된 상품들의 구매 가능수량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
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당국은 특히 경제
난이 심각해진 1980년대 말 이후에 물질적 자극의 도입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7ᆞ1조치는 종전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그 자체가 내용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이 시스템이 제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배제도, 배급제 등의 측면에서 대수술을 단행,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획기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7ᆞ1조치는 길게 보면 지난 1984년 이후 비연속적으로 지속되었던 제
한적인 경제개혁적 정책의 모색, 짧게 보면 1998년 김정일 시대 공식 개
막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의 모색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이전보다 훨씬 진일보했다는, 아니 비약했다는 측면도 적지 않다.
시장화, 분권화 조치로 대표되는 기업관리체계의 변화는 현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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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정책의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승인했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편으
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그
변화를 공식적인 영역 내부로 끌어들여 국가가 변화의 움직임을 통제하
려고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변화된 현실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공식적 제도와 현실의 갈등을 줄여보고자 한 것이다(이석기 2003, 206,

211). 또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으로 기업관리 및 경제운용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사실 기업이 경영에 대해 자율성을 행사하
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수
행될 때의 성과와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의 성과는 분명히 다르
다.
아울러 비록 기존 현실에서의 변화를 수용했다고는 하나, 대안의 사업
체계와 계획의 일원화ᆞ세부화 원칙의 약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이들은 4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기
업관리체계, 나아가 경제관리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
다.

7ᆞ1조치의 성격과 의미는 기업관리ᆞ운영과 관련된 현실적 변화의 수
용이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
으로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독립채산제와 노동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물론 엄격한 독립채산제의 실시, 노동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59)를 위한
이번 조치는 북한의 역사에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차
례 있어 왔다. 특히 경제난이 심화된 1980년대 말 이후 북한당국은 종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독립채산제나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내용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들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59)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센티브 시스템에 있어서 정신적 자극 위주에서 물질적
자극 위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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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7ᆞ1조치가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취한 조치들이 정치ᆞ사회적 코스트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7ᆞ1조치의 체제위협적 정치ᆞ경제ᆞ사회적 파장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적 시장화ᆞ분권화 조치, 인센티브
시스템 및 분배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등을 담고 있는 7ᆞ1조치는 집단
과 평등을 전면에 내세운 기존의 이데올로기, 나아가 김일성 시대에 대한
부분적 부정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회 전반의 행동원
리로는 지금까지 이념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향후 경제적 합리성이 이를
대체해 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개인주의와 경쟁의 원리가 확산되고 소
득격차,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북한사회를 지탱해온 사고방식, 행동양식과의 충돌이 불가피
한 이러한 현상들은 종전에는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확산되었다면 앞으로
는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번 조치가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배급체계의 마비와 암
시장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사태 속에서 물질 우선과 개인주의가 만연하
게 된 현실적 변화를 수용,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해도 당국의 공
식적 입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러
한 새로운 현상들은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와 친화성이 더 높은 성격
의 것이다. 7ᆞ1조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그을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한편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향후 7ᆞ1조치의 방향성은 어떠할 것
인가. 물론 이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무엇보다도 7ᆞ1조
치 자체의 경제적 성과 및 정치ᆞ경제ᆞ사회적 부작용이 어떠한 수준의
것이냐에 따라 북한당국의 태도가 결정될 것이다. 개혁파와 보수파의 역
학관계로 대표되는 국내정치적 변수, 그리고 북미관계의 개선여부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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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는 국제정치적 변수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7ᆞ1조치의 개혁적 성격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 중단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 다만 종전의 정책으
로 되돌아가는 데 따른 부담, 특히 국내정치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
다. 국내정치적 및 국제정치적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내적 압력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결국 7ᆞ1조치를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인식에 입각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개혁적 성격의
조치들이 단속적(斷續的)이나마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
는 추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2장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 중국ᆞ베트남의
초기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洪翼杓

1. 문제제기
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가격 및 임금의 대폭 인상, 가격결정방식
개편, 배급제의 변화, 국가계획수립의 분권화, 공장ᆞ기업소의 경영자율
성 확대,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입각한 분배의 차등화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후 북한 당국은 2002년 9월
에 신의주를 특별행정구60)로 지정, 발표함으로써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향한 의지를 구체화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개혁조치들에 대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신호탄이라는
견해와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의 보완조치라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조정정
책’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번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
60) 북한은 중국과의 접경도시인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비롯하여 의주군ᆞ염주군
ᆞ철산군의 일부 지역을 ‘신의주 특별행정구’(경제특구)로 지정, 발표하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6장 101조로 구성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
본법’을 2002년 9월 12일 채택하였는데, 이 기본법에 의하면 신의주특구에 입
법권ᆞ행정권ᆞ사법권을 부여하고 특구의 법률제도가 50년간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명문화함으로써 특구의 자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즉
신의주특구는 외교ᆞ국방권을 제외한 입법ᆞ행정ᆞ사법권을 독자적으로 보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ᆞ홍콩 관계에 버금갈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제도적 틀은 2052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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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북한은 7ᆞ1조치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나 시장경제 메커니
즘의 수용 등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든 화이트(G. White)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개혁ᆞ
개방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와 같아서 북한 당국의 선택과는 달리 그
향방과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다.61) 이는 북한 당국이 의도와는 달리 부
분적으로 도입한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유도하면서
사회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2003년 3월에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하고, 6월에는 그
동안 금기시되었던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또한 7ᆞ1조치로 대변되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가 북한경제 회생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최근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성과 이윤추구, 생산현장의 변화 및 물자
부족 현상의 개선 등을 근거로 하여 7ᆞ1조치가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효
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물자 및 에너지원의
부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수준, 낮은 산업설비 가동률 등을 근거로 하
여 경제개선조치의 한계와 북한경제 회생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
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7ᆞ1조치로 대변되는 북한의 경제개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
라는 점에서 그 방향성과 성과를 1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7ᆞ1조치 이후 나타난 북한의 변화를 이미 유
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개혁정책의 방
향성과 한계점 및 향후 성과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특히 공산당 정권이 정치적 지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로
부터의 개혁’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이 최근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보다 많은 시사점을
61) Gordon White, Riding the Tig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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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거나 정치적
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도입한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체제개혁 사례는 현재의 북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의 7ᆞ1조치에서 나타난 핵심적 변화라 할
수 있는 가격개혁, 환율조정, 농업 및 기업관리체계 개혁 등을 중심으로
중국ᆞ베트남의 초기개혁단계62)에서 나타난 유사한 개혁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정책
가. 가격개혁
개혁ᆞ개방 이전 중국에서는 ▲공산품 공장도가격, ▲농산물 수매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등의 네 가지 종류의 가격이 있었다. 공산품 공
장도가격과 농산물 수매가격은 공산품과 농산품 생산자가 생산품을 판매
할 때의 생산자 가격이며, 도ᆞ소매가격은 최종사용자나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자가격이다.
계획경제하에서 공장도가격의 결정권한은 대부분 중앙정부(일부 지방
정부에 위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격결정은 생산제품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요 공산품들은 1차 혹은 2차상품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의 가격은 가격당국이나 중앙정부 혹은 관련 중앙공산품위원회가 직
62) 중국과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ᆞ베트남의 현재 상황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사점을 찾
아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1978∼84년까지를, 베트남은 1986∼92년
까지를 초기 개혁ᆞ개방단계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일어났던 체제변화를 최
근 북한의 상황 및 변화와 대비하는 것이 보다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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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책정하였다. 반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공급이 비교적 원
활한 공산품들은 3차 상품군으로 분류되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결
정하였다. 즉 개별 기업은 공산품 공장도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
적으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계획가격하에서는 자
원분배에 있어서 역기능과 비효율이 초래되었고 실제 생산비용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63)
따라서 중국에서 가격개혁의 과제는 각종 상품의 가격을 가치의 전화
형태로서 그것의 실제가치와 일치되도록 만드는 것과 상품가격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격개혁은 ‘放調結合’의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放’은 시장가격을 허용하는 가격자유화를, ‘調’는
정부가 가격을 조정 통제하는 가격조정을 의미한다.

1979년 이후의 초기 가격개혁은 가격조정이 주를 이루었지만, 산업부
문별ᆞ제품별로 가격조정과 가격자유화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일반적으
로 시장수급 상황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품이나 전국적으로 필요한 기초
상품들은 가격조정 위주의 정책(以調爲主)을 펼치고, 시장수급이 안정되
어 있거나 시장수요에 민감하고 경쟁성이 큰 상품들은 가격자유화를 위
주로 하는 정책(以放爲主)을 취하였다.64) 이러한 가격개혁으로 인해 중국
의 가격체계는 가격관리 방식에 따라 정부결정가격ᆞ정부지도가격ᆞ시장
조절가격으로, 가격의 변동여부에 따라 고정가격ᆞ변동가격ᆞ자유가격으
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가격체제개혁은 ▲각 상품간의 가격비 조정, ▲가격관리 방식
의 다양화(국가결정가격체제로부터 국가지도가격이나 시장조절가격체제
63) 경제개혁 추진 이전에는 대부분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
국에 있어서의 공산품 공장도가격은 비용합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공식에 따르면 생산품가격(P)은 고정비용(C), 가변비용(V)에 이윤(S)을 합하여
책정되었다(P=C＋V＋S).
64) 고정식, “가격자유화 과정과 성과,” 유희문 외, 현대중국경제 (서울: 교보문
고, 2000),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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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이행), ▲가격결정권한의 분권화(기업단위로의 가격결정권 이행) 등
의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가격개혁은 대략 3단계로 추진
되었다.65)
<표 2-1> 중국의 가격체계
가격관리방식

가격결정권

가격변동여부

정부결정가격

관할 정부 부서

고정가격

정부지도가격
시장조절가격

경영
단위

통제내

변동가격

통제외

자유가격

계획화ᆞ시장화 정도
계획
가격

행정명령

협의 행정명령
가격 업자간 협정
계획외
가격
경쟁가격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중국편람 , p. 261.

가격개혁의 제1단계는 1979년부터 1983년의 시기로 이 단계에서는 주
로 가격조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1979년 여름에 18개 주요 농산품의 수매
가를 25% 인상하였으며, 1979년 말에는 8종의 주요 부식품 가격을 30%
인상하였다. 또한 1979년과 1980년에 걸쳐 석탄, 선철, 에너지 및 각종 원
자재의 가격을 약 30% 인상하였으며, 1983년에는 ▲방직품의 가격 조정

(TC 31%, 순면포 19% 각각 인상), ▲철도요금 20% 인상, ▲각종 공업소
비재의 공장출고가의 상향 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제2단계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의 시기로 계획외 가격이 적용되는
상품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일부 품목의 가격을 상향조정하였다.

1984년 정부계획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생산 원자재의 가격을
20% 인상하였으며, 계획외 부분에 대해여 정부지도 혹은 기업간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협상가격제를 도입하였다. 1984년 5월 10일 국무
원은 국영공업기업의 자주권 확대에 관한 잠정규정을 발표하여 국영기업
65) 앞의 책, pp. 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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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한 생산재의 일부를 시장가격으로 자율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
고 가격자유화를 정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동일 생산제품에 대해
정부 통일 분배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각종 가격이 존재하는 다중가격
체체(Multiple Price System)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양곡, 식물성 식용유
등 계약수매 농산물과 면화, 담배, 당료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치는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품과 재봉틀ᆞ시계ᆞ라디오ᆞ선풍기
등 일부 공산품의 가격을 시장조절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1987
년에는 자전거, 냉장고 등에 대해, 1988년에는 13종의 담배와 술에 등에
대해 시장조절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공급부족과 통화팽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중국정부는 1988년 1월과 1989년 3월에 최고상한가제도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공산품의 가격폭등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계
획외 생산제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수준 이상으로 거래될 수 없
도록 한 것이다.
<표 2-2> 중국 가격체계의 변화추이
(단위: %)

농산물
정부결정가격
정부지도가격
시장조절가격
생산제
정부결정가격
정부지도가격
시장조절가격
소비재
정부결정가격
정부지도가격
시장조절가격

1978

1987

1990

1991

1992

92.6
1.8
5.6

29.4
16.8
53.8

25.0
23.4
51.6

22.2
20.0
57.8

17.0
57.8
68.0

97.0
0.0
3.0

n.a
n.a
n.a

44.6
19.0
36.4

36.0
18.3
45.7

20.0
15.0
65.0

97.0
0.0
3.0

33.7
28.0
38.3

29.7
17.2
53.1

20.9
10.3
68.8

10.0
10.0
80.0

주: 가격결정에서 점하는 비중
자료: 東銀週報 , 1994. 3. 3, 제38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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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는 1992년을 기점으로 중국경제가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이
행하면서, 국가는 독과점적인 상품과 사회안정 및 장기적 경제발전에 필
요한 소수의 상품과 노동력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대부분의 상품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자유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조정과 개방이라
는 가격개혁의 방침이 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화로 완전히 전환되었음
을 의미한다.
나. 환율조정

1980년 7월 國務院이 國家進出口管理委員會가 제출한 ‘무역외환의 내
부결재가격 시행세칙’을 비준함으로써,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중국은 공
정환율과 내부결제환율이라는 이중환율제도를 유지하였다.66) 내부결제환
율은 대외무역공사와 수출품을 공급하는 기업간의 결제시에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이중환율제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인민폐 공식환율하에서
생산기업이 수출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수출품 구매시에 공식환율보
다 높은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생산기업의 수출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였다.

1985년 1월에 환율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민폐의 공식
환율을 내부결산가에 맞추어 평가절하하고 내부결산가제도는 폐지되었는
데, 그 결과 인민폐의 공식환율이 1984년 1달러에 2.32元(연평균환율)에서

1985년에는 2.93元으로 26% 정도 평가절하되었다.67)
이중적인 인민폐의 환율구조는 1986년 外換調節中心(외환거래센터)가
설립되면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데, 외환거래센터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정부가 수출촉진을 위해 인위적으로 책정하던 내부결제환율과는 달리 외
환시장의 외환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환율적인 성격을 가지게
66)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 조사보고 94-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34.
67)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年鑑 (1996), p. 580.

78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되었다. 따라서 중국 인민폐의 공식환율은 무역과 국가의 연간 외환사용
계획에 포함된 대외거래시에 적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식환율보다 높
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외환거래센터의 환율은 기업간의 외환 또는 외환
사용권 거래시에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공식환율은 계속된 평가절하에
도 불구하고68) 외환거래센터 환율에 비해 1993년의 경우 45% 정도 고평
가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환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태환권(북한의 외화바꾼돈표와 동일)을 없애
고 인민폐로 통일하였다. 또한 元貨에 대한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1달러
당 공식환율을 8.7元으로 고시하였다.69)

1994년 1월의 조치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시장수급에 기초한 단일변동환율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
라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공식환율과 외환조절센터의 시장환율로 이원화
되어 있던 기존의 환율시스템은 시장환율로 단일화되었으며, 이 조치로
인해 향후 인민폐의 태환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둘째, 전국통일의 은행간 외환교역시장이 개설되었다. 중국 정부는 새
로운 환율관리체제의 가동을 위해 1994년 1월 1일부터 北京, 天津, 杭州,
深 , 厦門, 成都 등 6개 도시의 외환시세를 위성통신망을 통해 上海에
있는 ‘全國外貨交易中心’과 연계시키기 시작하였다.
셋째, 유보제 및 상납, 외환사용관리제도가 폐지되었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 중 일정비율을 중앙에 상납하고 나머
지 외화를 보유할 수 있게 하여던 상납제 및 유보제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까지 허용되었던 기업간 외화거래도 금지되었으며, 수입시 외
68)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GATT 가입을 앞두고 1991년 4월 19일 공식적인
발표 없이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중국의 공식환율은 계속 평
가절하되었다.
69) 이로 인해 인민폐의 연평균 환율이 1993년에는 달러당 5.76元에서 1994년에는
8.62元으로 50% 정도 평가절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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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리국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던 외환사용허가도 폐지되어 일반
무역에 필요한 외화의 경우 수입계약서 및 외국금융기관의 지불요구통지
만 있으면 지정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개혁ᆞ개방정책 이전 중국의 농업은 인민공사제도하에서 생산수단의
집단소유 및 농업노동력의 집단적 조직화를 토대로 하여 경영되었다. 인
민공사는 鄕정부와 기존의 合作社 집행부가 융합하여 설립되었는데, 인
민공사 집행부의 위계는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 생산조의 순서로
설정되었다. 인민공사하에서는 소수의 가축을 제외한 모든 생산수단이
인민공사의 소유가 되었고, 공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農ᆞ工ᆞ商ᆞ學ᆞ兵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통일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농업생산성과 농민소득의 향상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
고, 농업경영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70)
따라서 중국 정부는 개혁ᆞ개방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농촌지역의 비효
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제1단계로 기존의 집체적 소유제인 인민공사제도
를 해체하고, 다양한 형태의 생산책임제(承包制)를 도입하였다. 이는 중국
의 농업경제체제가 집단농체제에서 개별농민이 농업경영의 실질적인 책
임을 지고 경작하는 개인농체제로 복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책임제는 당초에는 집단농업체제를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구상된 것
으로써, 실제 책임제의 도입 초기에는 토지 및 기타 생산요소를 개별 농
가에까지 분할하여 주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부 생산대가 농가에
농장경영의 책임(즉 토지, 기타 생산요소, 생산과제 등)을 도급하는 제도
를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생산대는 가구규모, 가구별 노동력, 인구-노동력
70) 조명철ᆞ홍익표, 중국ᆞ베트남의 초기 개혁ᆞ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
정책연구 0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년),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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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등에 따라 집단소유의 토지를 개별 농가에 분배하였으며, 일부 토지
는 생산대가 직접 경작하기 위해 남겨 놓았다. 이후 생산대는 개별농가에
토지의 사용권을 넘겨주고 대신 생산량 중 일부를 국가에 대한 농업세와
생산대의 유보분으로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의 생
산책임제는 1980∼81년 사이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1982년 4월에는 당국
으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78년 이후 실시된 농업관련 생산책임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1) 첫째, 定額包工이
다. 이는 대략 20호 내지 30호 정도의 농가를 단위로 하는 생산대의 집단
경영방식이다. 둘째, 聯産到組인데, 이는 약 10명 정도의 농민으로 작업
조를 구성하여 이 작업조가 생산대로부터 청부를 받고 생산량에 연동되
어 성과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셋째, 聯産到勞 방식으로, 이 제도는 개별
농민이 생산대로부터 직접 생산을 청부받고, 그 성과에 따라 소득을 분배
받는 것이다. 넷째, 包産到戶방식인데, 개별 농가는 일정 생산비 범위 내
에서 생산임무를 달성하고 노동점수를 취득하는 것이다. 생산대는 개별
농가로부터 수집한 총량에서 농업세와 집단유보분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를 노동점수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별농가는 경상투입재를 스스
로 공급하여야 하지만 작부계획ᆞ수리관계ᆞ역축 및 기계의 이용은 생산
대가 통제하였다. 다섯째, 包幹到戶 방식으로 이는 개별 농가에서 나온
수입을 계약에 따라 국가세수와 집단유보분을 제외한 후 나머지 잉여를
전부 개별농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개별 농가는 생산대로부터 토지
의 사용권만을 부여받지만, 역축 및 생산자재의 경우 소유권까지 분배받
았다. 따라서 농가는 노동력을 스스로 편성하고 작부계획과 생산ᆞ투자
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책임제는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1981년 6월
71) 孫潭鎭,「農村はどのように變遷してきたか」, 渡邊利夫 編, 中國の經濟改革と
新發展メカニズム (東京: 東洋展望出版社 1991), p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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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定額包工과 聯産到組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후 包幹到戶가 점
차 주요한 형태로 자리잡아 나갔다. 1984년 말에는 包幹到戶가 99%의 생
산대에서 실시되어 사실상 농촌지역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완전
히 분리되었으며, 이는 중국 농업경제체제의 중대한 변혁을 가져왔다. 즉
개별농가가 생산의 기본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농민은 기본적인 책임 할
당량 또는 세금을 납부하면 생산의 자주권 및 경영의 융통성을 갖게 되
었다. 또한 농업세 납부 또는 책임할당량 완수를 통해 농민들은 초과농산
물에 대한 최종처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종래의 평균주의
분배방식에서 탈피하게 되었고 농가수입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농
촌경제의 주요기반이었던 집체경제가 신속히 해체되어 갔는데, 이에 고
무된 농민들은 토지임차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중국 정부
는 1984년 1號文件 을 하달하여 농지의 경우 1∼3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전문경영농가의 경우 1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해줌으로
써 사실상 토지는 농가의 개인소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업생산활동의 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수익증가는 농촌지역
에서의 비국유부문, 즉 향진기업 발전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72) 1979∼

84년 동안 농산물 수매가격의 인상과 농업생산량의 증대에 힘입어 농업
총생산액은 연평균 14.9%의 빠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
소득 및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였고, 농가저축 역시 1978년의 55억 7천만
元에서 1985년에는 564억 8천만 元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잉
여자금은 ▲농촌신용사와 농업은행에의 저축을 통해 향진기업에 대출되
거나, ▲향진정부의 주도하에 集資의 방식으로 모아져 향촌기업에 투자
되거나, ▲농민들 개인에 의해 聯戶企業이나 個體企業의 설립 등에 사용
됨으로써, 초기 향진기업 설립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천으로 작용하였다.
72) 향진기업이란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비
국유기업을 총칭한다. 이는 鄕辦企業과 村辦企業 이외에 聯戶企業(협동조합기
업)과 個體ᆞ私營企業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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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개혁ᆞ개방이전 중국의 국유기업73)은 국가가 일체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영관리체제는 당시의 낮은 경제발전 수준
과 단순한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국가가 인력과 자원의 집중배분을 통해
비교적 높은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강한 지령성 계
획과 기업의 자주권 부재 등으로 인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서도 정체현상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은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기업을 국가의 통
제 및 보호로부터 독립시켜 자주적인 경영과 이에 따른 손익의 자기부담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독립된 경영주체로 전환시키는 데에 있었다.
개혁ᆞ개방 초기단계에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분권화와 효율성 제고
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개혁ᆞ개방 이전의 단순한 행정적 분권화와
는 달리, 이 단계에서 개혁의 주요수단은 기업에 대한 권한의 하향이양과
이익유보(放權讓利)였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와 생산자로 하여금 더욱 많
은 이익을 추구하여 노동의욕과 자원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사회적 부와 노동자의 소득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이었다. 이미 1978년 10월 四川省에서 당시 省 黨書記였던 趙紫陽의 주도
하에 실시되기 시작한 기업의 자주권 확대실험은 1978년 12월 中共 제11
기 3중전회에서 개혁ᆞ개방노선이 채택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74)

73) 본래는 국영기업이었으나 1993년 제8차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국유기업으로
명칭이 수정되었다( 人民日報 , 1993. 3. 30).
74) 김시중,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 정책연구 93-03(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3),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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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개혁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
자주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이윤 및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의 일부를 기
업에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이익도모를 허용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유보이윤의 일부를 종업원에 대한 보너스 지급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였다.75)
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대에 있어서는 먼저 기업에 할당하는 계획지표의
수를 축소하였다. 계획에 의해 할당된 목표치의 달성을 전제로 계획외 생
산과 자가판매를 허용하였으며, 기업내의 새로운 기구 설치권 및 중간관
리자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형식적이나마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제한
적이지만 기업이 시장의 반응에 의해 생산을 계획하고 원자재를 구입하
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기업에 대한 물질
적 유인제공의 측면에서는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유보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고정자산 감가상각률의 인상과 감가상각액의 기업유
보비율 인상, 수출을 통해 획득된 외환의 일부 유보 등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밖에도 기업 유동자금의 전액 은행융자제도의
실시와 비공식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각종 준조세적 부담의 경감 조치
등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여러 개혁조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윤유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에 주관부문을 통해 국가재정에 흡수되던 각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자체 보유케 하고, 이를 해당 기업내에서 생산발전
기금, 종업원 복지기금, 보너스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윤유보제의 실시로 인해 기업과 종업원의 생산의욕은 확실히 향상되었지
만, 거시정책의 왜곡이 여전하고 기업의 손익이 경영상태를 완전히 반영
75) 이 시기에는 구체제하에서의 문제를 경제관리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과 개별기업 및 종업원 개인에 대한 물적 유인(Material
Incentive)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 및 개별기업에게 권한을 이양하
고 이윤유보 및 보너스 지급 등을 통하여 개별기업 및 종업원의 적극성을 제
고시킴으로써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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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기업자율성의 확대는 종업원들이 기업의 이익을
침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초에 山東省이 제일 처음으로 이
윤유보제를 ‘이윤청부제’로 바꾸었는데, 기업은 우선 국가에 이윤상납 의
무를 완수하고 나머지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업에 유보시키거나 일정 비
율에 따라 국가와 기업간에 분배하는 것이다. ‘공업경제책임제’로도 불리
는 이 제도는 단시일 내에 국가의 승낙을 받았고, 과거의 경험을 종합한
기초 위에서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76) 공업경제책임제는 기업이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생산계획의 달성과 일정한 이윤상납의 의무를 청
부받고 초과달성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유보하며, 다시 기업 내부에
서도 개별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각급마다 그 임무달성을 청부하는 제도
를 의미한다. 이 제도 역시 넓은 의미의 이윤유보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전의 개혁이 기업에 대한 권한 및 이익의 이양에 비해 책임의 부여가
부족했다는 인식에서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 베트남의 초기개혁정책
가. 가격개혁
베트남에서 가격개혁의 기본 목적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만연하였던
초인플레이션의 고리를 끊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국가보조금 및 통화팽창에 의한 재정적자와 물
가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였다. 1987년 각의 217호 결
76) 1981년 8월 말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현급 이상에 소속된 국유기업 가운데 공
업경제책임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6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비교적
무거운 이익상납 임무를 부여받은 동부의 9개 省ᆞ市에서는 약 80%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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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정부통제품목 이외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가격이 시장가격화
되었고, 1989년 말까지 전력ᆞ수도ᆞ교통ᆞ통신ᆞ철강ᆞ시멘트 이외의
품목은 모두 자유화됨으로써 이중가격제는 폐지되었다. 중국이 1978년에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 추진
했던 것에 비하면 베트남의 가격개혁은 매우 급진적인 조치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조치는 경제주체들에게 경쟁적 시장환
경을 제공하였고, 국영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자율권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77)
베트남의 가격개혁은 농업생산물의 가격자유화로부터 환율의 실세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계획경제체제 하
에서 낮은 농산물 가격유지를 위한 농산물 관리가격체제가 점차 사라지
게 되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기존의 최종생산물 계약제에서 농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책정해 왔던 관리가격체제는 협
의가격체제로 전환되어 사실상 농산물가격결정에 시장가격이 적용되었
다. 공업부문에서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88년 5월 이후 협의가격
제로 전환하였으며, 소비재 가격결정권이 개별기업에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의 경우 가격통제품목이 소비재의 경우 98개, 생산재는 95개
에 달했으나, 1990년에는 각각 6개, 8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1992년에 이
르러서는 통제품목이 단지 전력ᆞ석유ᆞ철강ᆞ요소비료에 불과하였다.
대외거래에 있어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생산재가격도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가격을 조정하였고, 1989년 1/4분기까지 베트남 동貨의 달러화에 대
한 환율을 시장가격에 근접시킴으로써 수입품을 국제가격수준으로 인상
시켰다. 따라서 製油, 요소비료, 철강 등 구소련에 대부분을 의존하던 생
산재가격도 1989년 구소련과의 교역이 경화거래로 전환되면서 대폭 축소
됨에 따라 1990∼91년 기간 동안 국제가격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77) 권율, 베트남 경제개혁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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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종래 계획경제하에서의 물자배분 시스템이 점차 축소ᆞ폐지
되고, 경제분권화정책 하에 재화시장 및 요소시장의 형성을 위한 제반조
치가 확대됨에 따라 각 산업의 생산요소 구입과 생산물 판매가격은 일부
기간산업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가격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재정에서 지출되던 가격보조금이 1988년 3,945억 동에서 1990년
에는 740억 동으로 급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재정보조금의 축소는 거
시경제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나. 환율조정
베트남은 외화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1988년 10월에 외환관리규
정 을 제정하였다. 이는 경제계획 수립시 국가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와
자금을 투입, 국가에 필요한 물자수입을 보장하여 국내수급상황을 원활
히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78) 베트남은 중국ᆞ북한과 달리 ‘외화바꾼 돈
표’가 없었으며, 개혁ᆞ개방 이후 관리변동환율제하에서 공식환율을 시장

(암시장) 환율에 따라 빠르게 평가절하한 것이 특징이다.
환율조정의 주요인은 자국화폐가 평가절상되면 수출이 위축되고, 지속
적으로 평가절하되면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의
환율을 계속 모색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외환시장을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 통화는 미 달러에 대해 급속히 평
가절하되었다. 1987년 225동/달러, 1988년 900동/달러, 1989년 4,300동/달
러, 1990년 6,800동/달러, 1991년 11,975동/달러로 베트남 동화의 가치는
계속 평가절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정부의 규제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상당수의 기업과 개인들은
개인재산 증식 차원에서 미달러의 보유를 선호하였다.
결국 베트남 당국은 1991년 말 IMF의 지원하에 하노이와 호치민에 시
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베트남 편람 ,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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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리에 따라 외환수급을 조절하는 외환거래소가 설립하였다. 외환거래
소의 설립으로 공식환율은 암시장에서의 환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이후 시장원리에 의해 환율이 조정되고 있다.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베트남 경제는 전통적으로 벼농사 중심의 농업경제로 농업은 국민총생
산이나 고용구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80년대 중반
까지 전체 고용인구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고 농업부
문의 부가가치가 GDP의 30%를 상회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등 농업이 베트남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
대적이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생산증대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베트남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
제였다.79)

198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의 농업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합작사 또는
국영농장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 중 합작사가 대표적인 생산형태였다.
합작사는 몇 개의 생산대로 구성되고 합작사 관리위원회가 각 생산대에
생산량ᆞ생산비ᆞ노동투입량 등 3개 지표를 부여하여 일정기간(보통 1
년) 동안 생산을 맡기는 것이다. 국영농장은 주로 인프라가 부족한 국경
지대 또는 산악지대에 설립되었으며, 농산물 등의 생산에 필요한 농업기
계, 비료 등도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 이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제는 ‘집
중화된 계획’으로, 생산품목ᆞ생산량ᆞ소비 및 농업생산에 따른 소득분배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정부의 지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체제
하에서는 생산증대의 인센티브가 부족하였고 효율성도 낮아 농산물 생산
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정부의 농산물 수매
79) 오인식, 베트남의 투자환경분석과 기업진출 , 경제연구총서 97-85(서울: 대한
상공회의소, 1997),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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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80)
문제해결을 위해 베트남 당국은 1981년 1월에 개최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에서 기존의 농업경영 방식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개별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부 지방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해 온 ‘최종생산물계약제도’
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최종생산물계약제
도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연간 계약생산량을 초과한 수확분은 농민이 자
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개별 농가가 기본적 생산단위가 되
고 종전 생산단위인 합작사는 비료 및 농약의 공급, 관개정비 업무만을 담당
하게 되었다.81) 이 제도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인정함으로써 해
당 농가들이 정부인도량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한 것이지만, 당초 기대만큼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정부인도량은 5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된 할당
량은 정부인도량을 초과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협
동조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큰 탓으로 소득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농가들은 과중한 정부인도량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할당받은 농지를 협동조합에 반환하기도 하였다.
<표 2-3> 비료 및 쌀의 정부가격과 시장가격

1985
1986
1987

정부판매
가격 (A)
500∼560
500∼560
625

비료(동/kg)
시장가격
(B)
780∼800
2,250
2,100

B/A
(%)
142.9
401.0
336.0

쌀(동/kg)
정부수매
시장가격
(D)
가격 (C)
175
180∼240
150∼180 1,500∼1,800
2,500
9,900∼11,000

D/C
(%)
137.2
1,000.0
440.0

자료: Tran Van Tho, ベトナム經濟の新展開: 工業化時代の始動 (東京: 日本經濟
新聞社, 1996).
80) 권성태ᆞ박완근,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이와 시사점 (서울: 한국은행, 1999), pp. 21∼22.
81) 이때 생산물의 할당량은 해당 농가의 최종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결
정되었다. 이 정부인도량은 작업지정제에 따른 잉여금과 더불어 세금, 생산비
용, 각종 기금 및 분담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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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최종생산물계약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더욱
저하되었고, 그 대신 사유지 획득에 주력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이는 농업세율이 공업세나 상업세율의 2배 이상이나 되
어 농업소득이 산출의 16∼17%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50일 이상 근로의
무와 그 외의 준조세 등 조세 이외의 부담이 과중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
산물 가격은 이 기간중 5∼10배 상승한 반면, 농산물가격은 정체상태에
있어 상대적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으며, 수매가의 지급도 3개월씩이
나 연기되어 영농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짐으로써 농업생산은 다
시 정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7년에 ‘신토지
법’을 제정하여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명확히 하였다. 신토지법은 토
지가 전인민의 소유이고 토지관리는 국가 경영하에 있으며, 개인은 단지
토지이용권만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기하였다. 즉 이 법은 토지에 대한 국가소유를 확증하는 동시
에, 경제조직이나 개별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소작농의 토지에 대한 권리에 있어 진일보한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농업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법이 시
행되면서 농민들은 농업생산과 농지개량 및 지력보호 등을 위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농업생산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8년 4월부터 보다 철저한 농업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개혁조치는 농촌경제조직, 특히 농장활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구
조변화가 이루어졌다. 1988년 4월 공산당 정치국이 발표한 농업경제관
리의 쇄신에 관한 정치국 제10호 결의 에 의거하여 농업개혁이 본격 추
진되면서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지의 일부
를 가족수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나머지는 입찰에 의하여 배분하는 입찰
방식 생산계약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영농경험 및 자금력이 있는 농민이
토지를 대량 소유함으로써 토지와 자본의 집약도가 높아지고 농기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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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규모의 경제달성이 가능해졌다. 토지사용 계약기간을 종전의 5년
에서 20년으로 장기화함으로써 토지개량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농민
은 수확량의 40∼50%를 분배받음으로써 농민소득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을 자유화하고 식량부족을 이유로 금지
하고 있던 농산물의 수출도 허용하였는데, 다만 쌀 수출업무는 재정수입
감소와 무분별한 수출로 인한 식량부족을 우려하여 정부가 독점하였다.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베트남은 도이머이노선 채택 이전까지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집단농장 및 국유기업을 주요 생산활동단위로 하는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운영해 왔다. 특히 국유제를 바탕으로 토지 및 자
본설비 등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해 온 베트남에 있어서 국유
기업은 국가경제에서 자본축적과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
한 베트남은 통일 이후 경제재건과 급속한 공업화 실현을 위해 중앙집권
적 통제하에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하에 베트남은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으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점차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심화ᆞ확대되었
다.
베트남 당국은 1979년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국유기업의 효율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의 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행정부서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한편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이나 집
체기업은 종전까지 기업경영의 자율권이 전혀 없이 국가상부기관과의 수
직적 관계만을 유지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점차 수평적 관계로 발전하
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제시한 목표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자유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유기업은 시장에서 원자
재와 기계 및 설비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역분야에

제2장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 중국ᆞ베트남의 초기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91

서도 더 많은 국유기업이 지역이나 지점단위에서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유기업이 경제적 자율성과 책임감을 완전히 갖
추지는 못하였는데, 국유기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예산으로 이를
지원하였고 정부가 저리로 신용을 배분하는 정책도 문제를 악화시켰다.
가격은 보조금을 줄이거나 임금을 돈으로 지급하던 것을 축소시키기 위
해 자주 조정되었다. 또한 국유기업이 같은 업종 부문의 ‘평균원가 플러
스’ 가격제도를 계속 고수함으로써 원자재나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 가격도 실제 변화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였다.82)
이와 같은 부분적인 개혁에 한계를 느낀 베트남 당국은 1986년 12월에
도이머이 노선이 채택되면서 전면적인 기업개혁에 착수하였다. 당시 베
트남은 구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 국유부문의 비중이 낮
고, 공업발전수준이 미약했는바, 이로 인해 베트남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
에 있어서 급격한 민영화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보다는 거시경제적 안정
에 바탕을 둔 제도정비 및 규제철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즉 베트남의 국
유기업 개혁은 민영화보다는 경영효율화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 ▲기업보조금 축소 및 중단, ▲기업경영의 소유
와 경영의 분리 등에 개혁의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83)
기업개혁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기업경영 자주권의 확대조치가 이루어
졌다. 종래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의 직접적 통제는 기업운영체제
의 경직성으로 나타났고,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수립된 생산지표와 지침
을 통해 미시적으로 기업경영에 행정적 간섭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

82) 정재완,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현황 및 경제전망 , 조사분석 97-02, 대외경
제정책연구원(1997), p. 45.
83) IMF, Vietnam: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Occasional Paper 135, Mar. 1996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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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 개입은 경제개혁 이후 시장경제 메커니즘 도입으로 폐지되고, 기존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방식이었던 물동형 메커니즘은 시장형성에
의해 대체되었다. 특히 1987년 11월 각의결정 제217호 및 이를 개정한

1989년 12월 각의결정 제195호에 의해 국유기업에 대한 경영자주권이 대
폭 확대되고 이윤유보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기업에 부여되었
다. 또한 기업의 자기자금 부분을 확대하여 기업의 설비경신에 관계된 고
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분을 100% 기업에 유보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 베트남은 국유기업에 보다 많
은 자주권을 부여하고, 이 부문을 특징지었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제
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가격개혁을 통해 정부통제가격이 없어짐에 따라
국유기업의 출고가격은 더 이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국가보조금은 폐지되었다. 수입되는 중간재들은 국제시장가격에 의해 공
급되었으며, 국가재정에서의 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자금조달이 의무화되었다. 국가보조금에 의한 연성예산제약이 철폐된
것은 기업경영구조의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계획경제의 종적인
기업지배체제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의해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기업개혁의 일환으로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재등록제’
를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1년 6월의 제7차 공산당 전당대
회에서 채택된 재등록제는 국유기업의 자산을 재평가하고 경영상태 파악
을 통해 일정기준에 합격한 기업만을 정부사업체로서 재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재등록제에 의해 1만 2천 개 기업 중 1만 1천 개의 기업
이 재등록되었으며, 나머지 1천 개는 1994년 이후 재등록되거나 제외되
었다. 재등록된 기업중 2천 개 국유기업은 적자기업으로 분류되고 3천 개
사는 재편되었으며, 나머지 국유기업 중 1,861개는 중앙정부 관할로 등록
되고, 4,190개사는 지방정부 관할로 등록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
해 1990년 1만 2천 개였던 국유기업이 1994년에는 6,500개로 줄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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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4)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부실기업 정리 및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조
치를 줄이는 동시에, 국유기업 소유형태의 다양화와 종업원 및 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을 통해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1990년 5월 각
의결정으로 일부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
였고, 1992년 6월 총리결정에 의해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
한 시험적 사업이 추진되었다. 베트남 정부가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를
추진한 것은 우선 새로운 금융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의해 유휴자산을 흡
수ᆞ동원하여 자본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국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화를 통해 국유기업자
산의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재무부 자산관리국을 통한 집중적인 관리
가 가능해져 종래의 행정 주관부서들은 본연의 행정관리업무에 전념하게
되고 기업경영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일임할 수 있게 되었다.

4. 중국·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북한 7·1조치 비교
가. 가격개혁

7ᆞ1조치에 의한 북한의 물가 및 임금 인상조치는 가격자유화라기보다
는 가격현실화라는 점에서 1979년 이후 개혁초기에 중국이 실시한 가격
조절과 유사하며,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격자유화를 적극 추진한 베트남과
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개혁과 동시에 가격자유화
84) 국유기업 개혁에 의해 2천 건 이상이 도산하고 약 3천 건이 여타 국유기업과
합병되어 정리되었는데, 실제 자산규모 면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재등록
제로 국유기업이 숫자상으로는 많이 정리되었지만, 도산한 국유기업의 자산액
은 국유기업 자산총액의 4%에 지나지 않았다(World Bank, Vietnam Economic
Report on Industrialization and Industrial Policy, 199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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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우 급속히 추진하였는데, 도이모이 추진 4년 만인 1990년에는 소비
재는 물론 생산재도 거의 대부분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개혁초기 당국의 주도하에 쌀 수매가를 비롯하여 생산원자재
및 각종 공공요금, 농산물과 공산품 등의 가격이 대부분 인상되었으며,
임금수준도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 당국이 가격현실화를 통해 자원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적자를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는 점
에서 북한의 7ᆞ1조치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가격
개혁이 초기에는 가격조절이 중심이 되었지만 부분적으로 가격자유화와
병행해서 추진되었으며, 국가의 계획가격 이외에도 시장적 요소를 가미
한 부동가격 및 협상가격과 시장가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는 북한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가격개혁이 농업 및 기업
개혁과 함께 추진됨으로써 계획외 생산물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
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급이 안정되거나 인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시장가격을 허용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가격결정방식에도 변화를 주어 중앙정부
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방정부 및 개별기업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가격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가격개혁 조치는 중국과
는 달리 가격결정권의 분권화나 시장가격의 확대가 추진되지 않았다. 또
한 중국과 같이 개별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립을 통해 가격결정권을 개별
기업 단위로 하방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환율조정
북한의 7ᆞ1조치 중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외화바꾼돈표를 폐지하고,
환율도 기존의 달러당 2.15원에서 150원으로 75배 정도 평가절하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외화바꾼돈표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유명무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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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것과 달러가 암시장에서 공식환율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현
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의 물가인상으로 인한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환율조정의 원인으로 볼 수 있
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도 1994년 1월에 태환권을 없애고 이중환
율에서 단일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환율을 50% 정도 평가절하를 하였다.
중국이 환율제도의 변화를 통해 외환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수출경쟁력,
외자유치 촉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는데, 북한 역시 이번 환율인상으로 동
일한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 환율인상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입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및 개별기업 부담증가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의 조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및 GATT 가입을 앞에 두고 외환관리제도
의 선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진된 반면에, 이번 북한의 조치는 최근
남북교류, 이산가족상봉, 해외동포 방문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금액의 달러를 공식부문으로 끌어내려는 것에 일차적인 목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환율조정이 중국과 같이
관리변동환율제의 정착, 외환교역시장의 개설, 외환거래의 자유화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
별성을 갖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공정환율과 암시장환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
시로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는 점도 향후 북한이 외환관리 차원에서 참
고로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 당국이 국제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여 북
한원화의 환율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율왜곡을 방지하기 위
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북한도 시
장원리에 의해 외환수급을 조절하는 외환거래소를 일부 경제특구에 설치
하여 시범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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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촌경제관리의 변화
최근 북한의 분조관리제의 개선 및 강화는 개혁ᆞ개방 초기에 실시된
중국의 가정생산책임제 또는 베트남의 입찰방식 생산계약제와 유사한 형
태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
우 이러한 농업개혁이 시장경제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이후 토지소유
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소유형태의 변화로 이어졌다

(장기임대, 양도 및 상속 가능 등으로 사실상의 개인소유 허용).
반면 북한에서는 어디까지나 물질적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한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라는 제한된 의미만을 갖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분조의 틀
내에서 집단주의의 발양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시장원리에 입
각한 전면적인 농업개혁의 시작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분조관리제는 도이모이 정책 이전인 1981년에 도입한 ‘최종생산물
계약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包幹到戶(농가경영책임제)가 정착되면서 개별농가들이 노
동력을 스스로 편성하고 작부계획과 생산ᆞ투자까지 스스로 결정하였지
만, 북한의 분조관리제는 기본적으로 작부계획ᆞ수리관계ᆞ역축 및 기계
의 이용 등을 협동농장이 통제한다는 점에서 낮은 단계의 가정청부제, 즉
包産到戶(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분조관리제 강화조치로 인해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농민시장에서의 유통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에서 장기적으로 베트남ᆞ중국과 같은 개인농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를 가족단위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분조의 작업성과에 따른 사회주의적 분배원
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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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7ᆞ1조치 이후 나타난 기업관리체계의 개선의 주요내용은 경제계획의
이원화, 생산전문화 원칙에서의 조직운영, 독립채산제의 강화, 지방공장
에 판매가격, 규정결정권 부여 등이다. 또한 2002년 7월부터는 독립채산
제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기존의 ‘생산실적에 의한 평가’가 ‘번
수입에 의한 평가’로 전환되었다. ‘번수입’이란 기업의 판매수입에서 임
금을 제외한 완전원가를 공제한 것으로서, 기업이윤에 임금을 합친 것과
같다. 이는 협동농장의 ‘순수입’과 같은 개념이다. 번수입의 변동에 따라
임금에 인센티브를 가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생산실적이
기준이며 판매는 부차적인 것이었지만, 현재는 판매실적이 더 중요하게
되어 팔리는 물품을 생산하는 것,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 수익성을 높이
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개혁문제는 아직도 개혁ᆞ개방정책의 핵심적인 문제
로 되어 있으며 국유기업의 민영화 문제 등은 소유제도의 변화를 수반하
는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개혁의 초기단계인 1984년까지의 기업개혁은

‘경영권한의 분산’으로 경영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과 기업이 더 많
은 이윤을 확보하여 노동자수입을 함께 증가시킨다는 물적 인센티브 중
시의 정책이었다. 이와 관련된 개혁의 중점은 ‘분권화의 가속’, ‘세제개
혁’, ‘공장장책임제 실시’ 등 세 가지였다. 우선, 명령형 계획이 감소하고
기업의 독자경영권한이 확대되었는데, 가격결정권, 제품판매권, 생산요소
구매권, 소유자금사용권, 임금과 보너스 지급권, 타기업과의 연합경영권,
기술혁신에 관한 선택권 등이 기업의 독자경영권한으로 되었다. 특히 생
산기업의 자재교류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둘째로 국유기업의 이윤상납을
利改 라는 납세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지향적 개혁을 본격적으로 실시
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기업경영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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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는 대체로 1984년 이전의 중국의 기업개혁단계와 유사하지만, 분권
화 조치는 중국의 1984년 이후의 개혁조치와 일부 유사하다. 납세제도 및
공장장책임제로의 공식적인 전환은 북한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제도는 중국의 생산재 시장과 유사하지만,
수요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고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정해지며
현금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85)
한편 베트남의 경우 초기의 경제관리 개선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국유
기업의 재산권 변동 및 주식제로 개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
이다. 주식제의 도입은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
지만, 국유기업의 재산권 변동은 기업개혁의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베트남이 부실 국유기업을 재등록재를 통해 정리한 점
은 북한의 기업개혁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 역시 몇 년 전
부터 실리를 강조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공장 및 기업소들은 과감하게
파산ᆞ정리하여 추자적인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
부 지방공업기업이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나 해외매각 방식 등
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85) 이찬우, “북한의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와 1980년대 중국개혁 비교”(고려대학
교ᆞ중앙일보 공동세미나 자료 참고).

제Ⅱ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부문별
결과와 평가

제3장 북한 기업관리의 변화와 전망
金鍊鐵

1. 기업관리 부문 개혁의 의미
2002년 7월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시장 지향적 개혁의 출발이다.
북한의 기업관리 체계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전통적 계획경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ᆞ유통ᆞ투자 역시
엄격한 관료적 계획에 의해 결정되었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겪었던 심각한 경제위기는 기업체계의 변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에너
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생산재의 공급 불안
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연관체계가 파괴되고 분업의 혼란이 가속화되
었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바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진지한 변화모색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업관리는
크게 정부와 기업관계, 기업간 관계, 그리고 기업내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와 기업 관계 변화의 핵심은 분권화 조치이다. 분권화는 계획
부문과 재정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계획 작성은 전략적 중요
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관 기
업소에서 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경제 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
설 투자액 등 중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ᆞ시ᆞ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했다. 계획의 일원화ᆞ세부화 조치 역시 국가가 중요 지
표에 대한 현물지표를 제시하지만, 기업차원에서 계획의 세부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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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 것으로 보인다.86) 재정부문에서는 가격제정권과 계획외 소득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격제정에서 지방공업 생산
품(주로 소비재)은 상급기관의 감독 아래 공장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정부문과 관련해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는 ‘번 수입에
의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을 확대하였다.
기업간 관계에서 우선적인 변화는 생산재 유통체계의 변화다. 2002년

7월 조치는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경제운영체계가 변화되었으며, 자
재공급체계 역시 과거의 계획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생산재 유통시장을
허용했다. 생산물의 일부분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
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한 것이다.87) 2003년 들어서는 종합시장을 허
용하면서, 여기서 생산재 유통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질적인 차등 임금제의 도입이
다. 과거 배급제는 일종의 현물임금 방식이었다. 국가가 재정 보조금으로
수매가격 보다 낮은 배급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가
의 가격보조 정책은 폐지되었다. 화폐 임금제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기업관리 체계변화를 본격적인 시장개혁으로 평가
하기에는 이르다. 시장개혁은 계획체계의 부분적 효율화를 의미하는 계
획개선 정책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계획개선 정책의 특징은 계
획경제의 원칙을 변화하지 않고, 합리적 변화를 시도하며, 개혁목표에서
86) 계획의 일원화란 “국가계획기관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기관들, 공장 기업소들
의 계획부서들이 하나의 계획화 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 지
도밑에 계획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세부화란 “국가계획기관들이 당의
정책과 객관적 현실에 맞게 전반적 경제발전과 각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
을 연결시키며, 모든 단위들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
기까지 맞물릴 수 있게 하는 계획화 방법”을 지칭한다. 리기성, 주체의 사회
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385∼7 참
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구체적인 작동 현실에 대해서는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pp. 291∼299 참고.
87) 계획의 분권화는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적 내용이다. 자세한 정책방향은
김정일,「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ᆞ강화할 데 대하여」(2001.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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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ᆞ기업ᆞ국가간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며, 중앙 계획체계 내에서의
관리방법 개선에 머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계획개선 사례는 폴란드의

1957년 개혁, 소련의 리베르만 방식과 코시긴 개혁(1965년), 그리고 동독
의 1963년 개혁을 들 수 있다. 정책변화의 특징은 의무지표 축소와 간접
지표(가격, 임금, 조세 등)를 통한 조정, 기업의 이윤유보 확대와 가격체
계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장개혁은 전통적 계획경제
의 결함을 인정하고, 계획 기능을 장기성장 방향과 투자정책에 한정하며,
미시 경제적 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88)
북한의 개혁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실시되는
독립채산제의 내용, 인력조정에 따른 사기업과 소상품 경제 영역의 허용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료의 제한으로 구체적인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북한의 공식매체나 조선신보 등
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계획지표 체계의 변화, 번 수입
지표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기업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업 구조조정과 ‘선택·집중 전략’
가. 거시경제 현황과 기업재편 현황

2002년 7ᆞ1조치를 시행하면서, 기업관리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다. 북한의 기업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88) 이와 같은 개념규정은 샤뱅스(Bernard Chavance)의 설명을 필자가 보다 이해하
기 쉽게 용어를 바꾼 것이다. 샤뱅스는 개혁을 체계적 조정(Systemic Adjustments)
과 급진 개혁(Radical Reform)으로 구분하였는데, 필자가 전자를 계획개선으로
후자를 시장개혁으로 재규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Bernard Chavance,
(Trans. by Charles Hauss)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Boulder: Westview press, 19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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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가동률이다. 공장가동률은 에너지 공급과 생산재와 부품의 공급상황
이라는 공장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급불안으로 생산의 파동
이 발생할 경우, 생산단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북한처럼 국제적 공급제약 조건일 때는 더욱 그렇다. 가동률이 낮으면 경
영 및 재정 분권화나 보수체계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생산
실적에 따른 기업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실제
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동 중단되거나 혹은 일부 공정이 중단된 기업
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갈등은 큰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기업의 외적 환경인 거시경제 지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북한의 거시경제 지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기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2002년 북한의 GDP는 1.2%로 2001년의 3.7%보다 낮았다.
<표 3-1>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농림어업
광공업
광업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정부)
(기타)
국내총생산(GDP)

2000
-1.9
2.2
5.8
0.9
(6.2)
(-1.5)
3.0
13.6
1.2
(0.5)
(2.5)
1.3

2001
6.8
3.9
4.8
3.5
(2.3)
(4.1)
3.6
7.0
-0.3
(-0.4)
(-0.1)
3.7

자료: 한국은행, 2002년 부간 경제성장률 추정결과(2003. 6. 4).

2002
4.2
-2.5
-3.8
-2.0
(2.7)
(-4.2)
-3.8
10.4
-0.2
(-1.5)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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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부문의 실적이 낮았고, 제조업의 생산도 줄었다. 특히 제조업 중에
서도 중공업 부문의 감소세가 주목된다. 에너지 소비가 크고, 원자재 및
부품부족이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의 회복기반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은 선택적 회생이라고 할 수 있다.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
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 상황에서 설비구입을 위한 외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제한된 투자재원을 고려할 때 청산해야 할 기업과 육성시킬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기업 개편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사정, 원자재 수급조건, 그리고 정상화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추정된다.89)
<표 3-2> 해체 및 재조직된 연합기업소의 시기별 건수
1999
2000
2001
년
월 1∼3 4∼6 7∼9 10∼12 1∼3 4∼6 7∼9 10∼12 1∼3 4∼6 7∼9 10∼12
7
2
8
10
4
2
해체 4
11
46
6
1
1
조직

자료: 강일천, 앞의 논문, p. 8에서 재인용.

2000년까지의 연합기업소 폐지90)는 경제위기 이후 공장가동률 하락,
89) 로동신문 2002년 1월 21일부터 4차례에 걸쳐 연재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
소’ 관련 기사에 따르면, 자력갱생노선의 상징으로 주장해 왔던 전극생산공정
을 폐쇄하였다. 또한 월간 천리마 2002년 11월호에는 1998년 김정일 현지지
도 당시 ‘성진제강소’의 4개의 생산건물을 폭파해 버리기도 했다는 사례가 나
온다. 자세한 내용은 강일천,「7ᆞ1경제관리 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 북한학 연구소, 7ᆞ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전망 (세미나
자료집, 2003. 6. 26) 주 8을 참고.
90) 공장ᆞ기업소 조직의 규모 축소는 경제 전분야에 걸쳐 있다. 연합기업소 폐지
대상은 북한 최초인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천리마 운동의 상징인 천리마 제
강연합기업소 등 대표 기업소가 대부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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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악화로 인한 기관 본위주의 폐해, 재정 감소로 인한 계획 능력 약화
를 반영하고 있다. 기업규모의 축소와 더불어 원자재 공급 체계와 인센티
브 체계 등 계획경제 운영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조치였다. 2000년 7월
이후 새로운 기업의 형성 및 구조 조정했던 기업의 일부 복원은 조직개
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업육성 방향을 제시했
다. 조직개편은 애초 기대했던 재정수입증대 효과보다는 기관본위주의,
집단이기주의 등 부작용을 초래해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연합기업소의 형성은 생산 정상화가 가능한 기
업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나. 산업정책의 변화와 수출산업의 육성
기업 재편과 더불어, 산업정책의 전환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
다. 제한된 투자재원의 우선 분배 순위를 조정하고 있음은 2003년 상반기
공장 기업소의 계획수행 정도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금속, 기
계, 화학 등 북한의 전통적 중공업 부문의 계획 완수 비중이 2002년에 비
해서 낮아졌다. 이에 비해 에너지, 경공업 부문의 실적이 좋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3> 2002∼03년도 상반기 계획완수 공장 기업소 현황
연도
건수
2002
비중
건수
2003
비중

에너지
11
17.5
20
37.7

중공업
28
44.4
11
20.8

경공업
6
9.5
10
18.9

광업
11
17.5
6
11.3

기타
7
11.1
6
11.3

계
63
100
53
100

자료: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제650호: 2003. 06. 27∼2003. 07. 03) 참고.

전반적으로 2003년 상반기는 2002년 하반기 이후의 핵문제로 인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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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및 원자재 공급 악화로 2002년 상반기 보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공업 부문의 실적저하는 주로 중유공급중단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 및 경공업 부문의 증가는 7월 조
치 이후 물가 정상화에 대응한 생필품 공급 확대와 전력난 완화를 위한
발전 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2002년 7월 조치 이후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요 설비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
해서는 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방정책의 추진에서도 마찬가지다.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경제개
혁뿐만 아니라, 개방확대로 나타난 바 있다. 경제특구정책의 주력 산업은
국제경쟁력차원에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설비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수출장려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립적 민족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작용했
다. 다시 말해서 원료, 자원을 다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야 생산 가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실리 사회주의’로 재해석되는 최근의 이데올로기 수정에서 무역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91)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구성공작기계 공장이다. 이 공장은 ‘Koryo Kigye'
라는 브랜드로 선반(CNC-구성 10호)을 비롯한 공작기계들을 수출하고 있
다. 당분간 생산된 제품을 국내수요에 돌리지 않고, 수출을 통해 얻은 이
익은 원자재의 수입 등 100% 공장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쓰도록 했다. 이
공장은 당분간 공장의 현대화를 이룩할 때까지 수출부문이 중심이 될 것
91) 최근까지 북한의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경제개혁의 방법론을 실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실리는 자본주의적 ‘이윤’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과 환경’ 속
에서 추구되는 집단주의적 목표이며, 북한은 자본주의 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신보 , 2002년
11월 22일자에 실린,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의 허재영(재정금융학), 렴병호
(경영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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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이후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을 다시 시작하여
다른 공장에 공작기계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향후에도 수출부문이 큰 비
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92)
또한 수출 활성화에 적합한 기업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 마그네
샤크링카 총회사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회사는 마그네샤크링크를 수출
하여 얻은 자금을 증산을 위한 설비와 자재의 공급에 사용하고 있다.

2000년 5월에 설립된 이 회사는 단천지구에서 나오는 광석으로 마그네샤
크링카를 생산하여 각국에 수출하는 연합기업체이다.93) 이 회사는 무역
부문과 생산부문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무
역부문에서 얻은 수익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곧바로 보장하
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기업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설비개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 개방정책의 진
전과 더불어 노동부문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본격적인 수출산업 정책의
육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업관리 부문의 개혁 현황
기업관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기업관계이다. 이러한 변
화는 ‘분권화’라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분권화 조치는 시장개혁 확대의 제도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
지는 못하다. 계획 작성권한과 가격제정권한이 일부 분권화되었지만, 여
92)

조선신보 , ‘더높이 더 빨리 경제부흥의 현장에서 7: 구성공작기계 공장’
2002년 9월 6일자 참고.

93) 전우섭, “국가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체로 결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
분히 있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2002년 10월 4일자, ‘해설: 대외무역의 특성
에 맞게 꾸려진 시범단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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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중앙의 관료적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하부단위의
권한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조정체계(Coordination system)에
서 관료적 조정이 약화되고, 시장조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분권화의 확대는 기업별, 단위별, 지방별 경쟁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번 수입에 의한 평가’ 방식은 판매액에 따라 분배의 몫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 계획경제에서 나타나던 자재와 원료, 노동력의 축장(Hoarding)
현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중앙차원의 재정체계
에 대해서는 과도기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악화가 발생하자, ‘성, 관리국을 기본 단위로 하는 부문별 예산 수납
체계’94)을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지
역별 분권화 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별ᆞ기업별 재정분권화를 확
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정분권화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가. 분권화와 계획 지표체계의 변화
기존의 북한 계획 지표는 금액지표와 현물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
체계에서 계획능력과 정보 한계로 모든 지표를 현물화시키기 어렵기 때
문에 주요 품목은 현물지표로, 나머지 지표는 금액지표로 하달하는 것이
다. 이러한 체계에서 공장 기업소들은 계획달성을 위해 금액지표를 편의
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원자재가 적게 투입되면서
부피와 중량이 큰 품목은 적은 노력을 들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중
94) 북한의 부문별 예산 수납체계는 과거의 지역별 예산수납체계와는 달리 “예산
수납 활동이 기업소에서 시작되고, 성ᆞ관리국에서 종합되며 재정성에서 결속
되는 예산수납체계” 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재정악화 상황에서 예산 수납체계
를 중앙집중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호,「새로운
국가예산 수납체계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 2000년 제4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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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품목이 되는 것이다. 7ᆞ1조치는 이러한 계획지표 체계에 ‘번 수입
지표’를 도입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체계적인 계획지표의 변화
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세 가지 지표간의 정확한 관
계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신보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
현물지표와 금액지표의 관계는 일단 원자재의 가격 현실화를 통해 왜
곡의 정도를 줄이고자 했다. 거시경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품목의 생산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물지표의 작성은 불가피하다. 다만
현물지표의 수행 과정에서 가격 현실화가 현물지표와 금액 지표의 차이
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계획체계의 모순으로 금액 지표의
하달이 불가피하다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왜곡이나 ‘편중 생
산’95)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은 이러한 현상을 ‘번 수입에 의한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
다.
신의주 신발공장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신발공장은 연
간 2,100만 켤레의 구두생산 능력을 가진 종업원 4,200명 규모의 1급 기
업소다.96) 7월 조치 이후 이 공장에도, 자기 실정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 공장은 주로 이전에는 천으
로 만든 신발을 위주로 생산을 했으나, 천신발의 생산 비율을 총 생산량
의 80%에서 30%로 낮추고, 그 대신에 가죽신발, 합성 가죽신발, 장화의
생산 비율을 높였다. 리혁기 사장의 다음과 같은 언급, 즉 “나라에서 내
95) 편중생산이란, 필자가 계획지표의 달성을 쉽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의 생산
보다는 공정이 단순한 특정 품목을 집중 생산하는 현상을 지칭하고자 사용했다.
96) 신의주 신발공장은 과거 고무신을 생산하던 공장으로 1973년에 신의주 신발
공장으로 개칭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정상가동을 못했고, 국가지표도 달
성하지 못했으며, 내부 예비를 동원하여 주민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식으로 신
발을 생산하여 겨우 종합원의 생활을 보장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
신보 , 2002년 11월 18일, ‘세계의 발전 추세를 따라 잡자: 새로운 목표, 사업
의욕의 증대-들끓는 생산 현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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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는 생산지표를 달성하는 데 같은 량만큼 생산한다면 가죽신발과 같
은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언급은 상부기관에
서 하달된 금액지표를 과거처럼 계획달성을 위해 편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 집중하는 행태로 변화되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번 수입에 의한 지표’의 도입에 따라 생산 품목
의 선택이 달라진 것이다.
국가는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을 하달(현물지표와 금액지표)
하고, 공장은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계획을
세분화한다. 이 과정에서 공장은 판매액에 따라 분배가 달라지는 ‘번 수
입에 의한 평가’를 의식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생산에 주력하게 되는 것
이다.
나. ‘번 수입 지표’ 도입의 효과
번 수입이란, 기업소의 총판매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판매실적 원
가를 의미한다. 새로 창조된 소득부분을 말하며, 7ᆞ1조치 이후 북한에서
는 실리위주 원칙을 반영한 지표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강일천 교수는 C+V+M(사회총생산액)에서 C를 제외한 부
분, 즉 국민소득(V+M)이라는 인민경제차원의 지표를 기업경영 차원에 적
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97) 판매실적이 지표달성에서 중요해진 것이
다.
번 수입 지표의 도입으로 기업의 행태는 변화되었다. 첫째, 생산자 주
도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계획경제에
서 상품 유통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주도하였다. 시장경제에서 상
품 생산은 소비자의 기호나 수급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계획경제
97) 강일천, ‘조선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해법(중): 채취공업등 공업생산 분야를 중
시’, 조선신보 , 2003년 1월 29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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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번 수입에 의한 지표가 도입
되면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처럼 실질
적인 원가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목표만 달성한다는 것이나, 팔리지 않
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생산과정에서의 원가를 고려해야
되고, 상품의 질과 디자인 등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생산
효율, 수익성과 같은 경영의 질적인 개선 역시 기업들의 과제가 되었다.
평양 기초식품 공장의 사례를 보면,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장 차원
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공장의 종업원은 1,800여 명이다. 2002년 7
월 조치 이후 이 공장은 우선적으로 직장, 직위의 통폐합을 실시했다.98)
생산만큼 판매가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한 구조 효율화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둘째, 번 수입 지표는 기업이 보유하는 잠재생산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획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자재와 노동력
에 대한 비축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과거에 기업들은 계획
수치의 톱니바퀴 효과(rachet effect)99)로 인해 원자재와 노동력을 비축하
는 경향을 가졌다. 계획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원자재나
노동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전반적인 부
족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는 사장되고, 노동력은 초과수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번 수입에 의한 지표가 정착되면, 기업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생산의 증가가 분배의 증가로 나타나고, 판매를 위해서
는 상품의 질과 효용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분배체계의 개
선으로 노동력의 과잉축적은 기업의 재정악화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98)

조선신보 , ‘더 높이 더 빨리 경제부흥의 현장에서 3: 평양기초식품공장’,
2002년 7월 19일자.

99) 톱니바퀴 효과는 계획목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
은 대부분 자신의 공급능력을 최소로 보고하고, 계획목표 수준도 다음해의 목
표 수준을 고려하여 줄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계획체계의 일반적 문제점에 대
해서는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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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번 수입에 의한 평가는 기업의 투자 및 분배제도의 변화로 나타
났다. 과거 노동보수제는 ‘노력일에 의한 평가’방식을 취해 왔다. 새로운
평가방식에서는 계획을 넘쳐 달성한 몫에 따라 분배가 결정 된다. 기업은
다양하게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원
자재를 확보하고,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산업 분야의 변화
가 눈에 뛴다. 상납금과 기업 운영자금을 제외하면, 종업원의 보수가 늘
어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민봉사총국 ‘락연합작회사’다.
이 회사는 평양시 통일거리에 16개의 군고구마 판매를 위한 조립식 매대
를 설치하였다. 직접 원산지에 가서 고구마를 구입했으며, 새로운 구이로
등을 구입하였다. 번 수입에 의한 평가는 사업 확장의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 ‘락연합작회사’는 2003년 이익의 20% 정도를 종합 도매시장 창설
에 사용할 계획이다.100)
넷째, 기업들은 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잠재인력을 중심으로 부업 생
산에도 적극적이다. 계획항목 이외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도 ‘번
수입’으로 잡히고, 그것이 분배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7ᆞ1조치
실시 이후 직장복귀, 부업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역시, 기업들이 판
매를 위해 생산 능력을 최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 차등임금제와 누진도급제
분권화로 인한 기업의 변화는 기업내 관계도 변화시키고 있다. 가장 중
요한 것은 임금제도의 변화다. 과거 배급제는 일종의 현물임금 방식이었
다. 국가가 재정 보조금으로 수매가격 보다 낮은 배급가격을 책정한 것이
다. 그러나 7ᆞ1조치 이후 국가의 가격보조 정책은 폐지되었다. 화폐 임
100) 락연합작회사는 원래 재일동포와 상공인과 공동으로 발포제를 생산하던 회
사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순희(52) 사장의 인터뷰가 실린 조선신보 , ‘변혁
의 현장에서: 인민의 수요가 장사의 기회’, 2003년 4월 28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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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로 전환한 것이다. 화폐임금제로의 변화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우선적으로 독립채산제를 비롯한 인센티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물임금 방식은 기업의 생산비용 계산을 어렵게 했다. 임금을 개별기업
이 아니라 국가가 현물 형태로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업의 이
윤계산은 불가능해지고, 엄격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공장
단위에서의 인센티브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인
센티브 정책을 일찍부터 시도해 왔다. 노동에 따른 분배가 임금지급의 기
본원칙으로 강조되고, 도급제101)가 가장 중요한 보수지급 형태로 강조되
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공장내부에서의 다양한 유인책은 효력
을 상실해 왔다.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상품공급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거
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암시장에서 구입해
야 한다. 물론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격차는 크다. 따라서 월급으로
암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장내부의 노동에
는 무관심해지고, 이에 비례해 개인적인 경제활동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7ᆞ1조치는 화폐임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즉 소비재 공
급제도를 판매제도로 변화시켰고, 임금수준을 현실화했다. 북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차등 임금제도의 핵심인 누진도급제다. 특히 석탄생
산과 같이 우선 육성 분야의 누진도급기준은 다른 분야와 차이가 있다.
탄부들의 월평균 생활비(임금)는 7ᆞ1조치 이전의 370원에서 3만 원으로

81배, 북한당국이 책정한 기본임금 6천 원보다는 5배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누진도급제의 누진율 변화 때문이다. 종전에는 계획의 100%를 달성
해야 기본생활비 전액을 지급하고 120% 달성시에도 누진생활비는 2배
101) 도급제란 “어떤 작업을 할 때, 일정한 기능수준을 가진 노동자가 일정한 시
간 내에 노동한 결과를 가지고 매단위당 평가금액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것”
을 일컫는다. 북한은 1947년부터 도급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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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불과하였으나, 7ᆞ1조치 이후 계획의 70%만 달성해도 기본생활비
전액을 지급하고 120% 이상을 수행하면 5배의 누진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계획의 300%를 달성할 경우에는 기본생활비 6천 원과 약 2
만∼3만 원의 누진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한다.102)
누진도급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소득격차 현상
이다.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위화감이나 개인주의의 확산을 억제
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을 하고 있다.103)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동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는 실질임금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공급불안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의 증가는 누진 도급제를 비롯한 명목임금의 인상효과를 상쇄케 한다. 또
한 상품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가격 체계가 지속되고, 연성예산
제약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격 개혁을 통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기업의 이윤과
손실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전반적인 경제개혁 정도에 따라 노동 인센
티브 정책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4. 기업관리 개혁의 과제
가. 국영기업 개혁의 한계: 사회주의 기업개혁의 시사점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역사적 사례에서 국영기업의 개혁은 성공한 사례
102) 자세한 내용은 주간 북한동향 (제613호): 2002. 10. 11∼17 참고.
103) 북한의 가장 중요한 탄광 노동자인 김유봉은 “우리 중대에서 오래 일하다가
은퇴한 늙은이가 있는데 탄부들이 500원, 천 원 돈을 모아 식량이나 생활필
수품을 사가지고 매일 그의 집을 찾아 갑니다. 우리 탄부들은 받은 돈을 그
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한다. 조선신보 , 2002년 10월 11일자
‘해설: 계획 120% 수행하면 5배의 루진생활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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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물다. 사회주의에서 경제개혁은 조정체계(coordination mechanism)의
변화, 즉 관료적 조정에서 시장조정으로의 전환104)을 의미한다. 문제는
관료적 조정과 시장 조정의 결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 우위다. 기업의
경영자는 왼쪽 눈으로 그들의 고객과 공급자를 보지만, 오른쪽 눈으로 그
들의 상급자를 보기 때문이다. 196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기업 개혁 경험
은 시장이라는 수평적 관계보다는 상급기관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105)
중국의 초기개혁이 연성예산제약 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영부문의 개혁이 아니라, 비국영 부문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했기 때문이다. 1978년에서 1993년까지 비국영 기업의 비중은 22%에서

57%로 증가했다.106) 중국에서의 비국유기업의 성장은 계획에 기초한 자
원배분에서 시장 지향적 자원배분으로의 변화에 따른 충격 효과를 흡수
하는 데 공헌했다.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에서 비국영부문으로의 노동이
동은 거의 없었다. 1978년 국영기업에 고용된 노동력은 18%였는데, 1992
년까지 이러한 비중은 유지되었다. 이유는 높은 임금과 보조금이 유지되
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서비스업을 비
롯한 비국영 부문의 확산 계기가 되었다. 비국영 부문의 성장은 재정적자
로 인한 투자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가계저축을 인플레 억제를 위한 예산 운영수단으로 활용하였
104) 코르나이(kornai)에 따르면, 관료적 조정은 수직적 관계, 다층적 위계에 의한
통제, 행정적 강제와 법적 제재, 하부기관의 재정적 종속과 관료의 자원할당
및 소득재분배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비해 시장조정이란 수평적 관계, 법적
평등, 주요동기로서 금융적 이득, 화폐ᆞ가격ᆞ이윤의 역할 등을 특징으로
한다. János Kornai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 Hopes, and Reality”
Victor Nee & David Stark,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Stanford: Stanford Univ. Press), p. 35.
105) Kornai, ibid, p. 48.
106) Yingyi Qian, “The Institutinal Foundations of Market Transi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 Institute Working Paper No. 9(2000)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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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저축률은 1980년대 GNP의 3% 수준을 유지했고, 1990년대는

40%까지 상승했다.107) 가계저축이 국가의 거시경제 관리 능력을 향상시
켰으며, 그것은 비국영 부문의 성장으로 가능했다.
중국은 비국유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국유 기업 개혁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시도했다. 북한의 높은 중앙집
중성을 고려할 때 국유기업 개혁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 따라
서 실업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국영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
도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영기업 핵심목표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원
칙 아래 권한의 하방과 이익의 양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장기적으로
재산권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국가와 기업 관계를 계약
관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유기업간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
리하는 리스 정책과 만성적자 상태인 국유 기업을 정비하는 구조조정 정
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합기업소의 개선은 개별기업 수준보다는 연합기업소 수준에서 시장
관계를 일차적으로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중화학공업 부문의 대단위 기
업체로서만 존속하고 이러한 연합기업소와 경공업 부문에서 중심적인 역
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산업 공장사이에 적절한 시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밖에도 이윤유보제의 효과적 실시와 계약 경
영책임제, 소형 국영기업의 임대제 등도 검토할 만하다.
기업내의 인센티브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명목임금이 아무리 증가해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의 정체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내기 어렵다. 2002년 7월 경제
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공급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소비재의
생산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공급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핵 문제
107) 이에 비해 소련의 재정적자는 1980년대 후반까지 GDP의 8% 수준까지 확대
되었다. J. Sachs and W. T. Woo,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Policy, 1994.
vol. 9, no.18 April,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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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대외관계 개선의 지연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정 능
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공급불안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하락될 수밖에
없다. 원자재의 대외구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가동률을
높이기 어렵고, 가격체계가 다시금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탄
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함으로써 시장가
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인센티브 효과는 가격정책을 비롯한 연관분
야의 개혁을 통해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북한에서 비국영 부문의 성장 가능성
북한의 기업개혁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연성예산제약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북한에는 가동률 하락으로 광범위한 잠
재 실업자 층이 존재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비생산적 인력의 처리문제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에는 주로 비생산 인력을 영업, 관
리, 새로운 사업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 비생산 부문 인력은 기업단위의 독립채산을 어렵게 할 것이다. 북
한의 비국영부문 성장 가능성은 농촌에서 잉여생산물의 처분권이 인정되
지 않고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제장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
유’ 개념을 포함한 소유권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높지
않다. 그러나 향후 경제개혁이 추진되면서, 자연스럽게 비국영 부문을 인
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낮은 공장가동률을 고려할 때, 비생산 인력의 생산영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에는 가동률 하락으로 광범위한 잠재 실업자
층이 존재하고 있다. 국영기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독립채산제를 강화하
고자 하는 상황에서 기업내 잠재적 실업자의 처리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제3장 북한 기업관리의 변화와 전망 119

수 없다. 과거 계획경제에서는 노동력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인 독립채산제에서는 적정노동력 확보가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 내에서
비생산 인력을 영업, 관리, 새로운 소득창출 사업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
하고, 국가적으로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잠재적 실업인력을 동원하
고 있다.108)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업에 나서고 있지만, 식품판매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의 제한적인 판매 활동으로 비생산인력의 임금을 마련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7ᆞ1조치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채무를 해소하였지만, 일
정한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 있는 기업과 경쟁력 없는 기업이 구분될 것
이다. 과거처럼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재정악화도 중요한 이유지만, 그렇게 할 경우 독립채
산제의 적용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애초의 의도
가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현재의 공장가동률과 재정능력, 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
여,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 정부보조금을 지
원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파산할 것이다. 국영기업 내의 잠재실업자나 구
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생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상공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라는 생산재 시
장을 허용했기 때문에, 과거의 중앙 집중적 자재공급체계와는 다른 생산
재 유통체계가 필요하다. 1950년대까지 지속했던 개인 수공업이 부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개인상공업은 생산-유통-소비 영역에서
시장체계를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수이며, 가격과 임금정책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영역이다.

108) 2002년 10월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평양시 영광거리를 비롯한 도시정비 사
업은 일종의 실업구제를 위한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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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7ᆞ1조치 이후 북한의 기업 관리체계의 변화는 화폐임금제, 물가 현실
화, 시장체계의 확산이라는 제도적 기초위에서 계획지표의 변화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번 수입에 의한 지표’의 도입은 계획체계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시장지향적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국영기업 개혁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비국영 부문의 기업을 비롯
한 보다 진전된 개혁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7ᆞ1조치는 일종의 ‘열려 있는 개혁’(open-ended

reform)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환경이나 국내적인 담론개방 수준,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기업개혁의 속도와 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라는 대외환경의 개선에서도 개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핵문제는 7ᆞ1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재정확충 계획이 실패했고, 경제제재 효과
와 안보 불안으로 동서남북 전방위 개방(신의주, 개성, 금강산, 나진 선
봉) 구상은 동결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도 공급 불안 속에서 가격체계의
불안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사
용하는 등 개혁 확대의 방향을 선택한 것은 대외적으로 변화의지를 표명
해야 할 정치적 필요뿐만 아니라, 7ᆞ1조치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합시장의 운영은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
자들의 행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개혁조치는 향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7ᆞ1조치의 파
급효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정책 개입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은 거시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기도 전에 7ᆞ1조치의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딜레마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관료적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당국의 의
지와 공급불안이 가져온 현실경제의 불균형 성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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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북한의 경제 조정체계는 현실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
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당분간 서비스
분야나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이 만들어지겠지만, 생산
가동률의 전반적인 정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원자재 부족과 에너지
부족, 투자정책 한계와 같은 거시경제 환경이 조만간 변화되기 어렵기 때
문이다. 부품산업을 비롯한 중간재 시장의 활성화도 상당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품산업의 육성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
성공단을 비롯한 특구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의 재정능력에
서 설비도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통해 공장가동률을 올
리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적극적 개방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기업개혁, 특히 국영기업의 개혁은 다른 사회주의 경험을 통해
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부문의 개혁을 비롯한 경제개혁
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趙明哲

1. 문제제기
북한은 최근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각 부문에서 여러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추구되고 있는 정책변화의 시도는 과거
에 비해 폭이 넓고 다양하면서도 시장지향적 경제적 요소들이 많아 주의
를 끌고 있다. 사실 과거에도 북한당국은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경제
정책을 수정하거나 경제운영방식을 변화시켜 왔다. 그러나 2002년 7월 1
일을 전후하여 전개되고 있는 북한 내에서의 경제정책 변화는 그 범위와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과거 그 어느 시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이 2002년 7월 1일 시도하였던 경제정책상의 변화 중에
서도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끄는 것은 상업유통분야에서의 변화이다. 북한
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논의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배급제(또는 공
급제)로 대표되는 유통부분이데, 그 상징적 부문에서 점차 시장제로 변하
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경제정책변화를 시도한 지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
에서 경제정책변화가 가져다 준 결과를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제정책변화의 결과가 가져다 준 현실이 긍정적
이지 못할 때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해야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유통부문에
서의 정책변화와 그 결과를 진단하여 정책조정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근
거를 제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유통부문에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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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변화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진단할 수가 있을 것
이다.
첫째, 최근 유통정책의 변화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이 과거 정책과의 차
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변화된 유통정책하에서 유통시스템은 어떻게 바
뀌고 있는가? 셋째, 유통정책변화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넷째, 향후 북한의 상업유통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도 쉽지만, 아직까지
북한 현장에 대한 접근과 자료 및 정보수집이 어려워 정확한 답을 찾기
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북한 현장에 대한
정보와 북한주민들의 증언들,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토
대로 대체적인 상황평가와 전망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최근 북한의 유통부문개혁에 대한 평가와 함
께 향후 전개될 상황을 전망해 보려고 한다.

2. 최근 상업유통정책과 과거 정책과의 비교분석
가. 경제개혁조치 이전의 상업유통정책
첫째, 과거 북한에서 상업은 국가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
을 생산하여 균등하게 직접 공급하는 경제활동109)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
라서 상품유통 현장에서 상업은 국영 및 협동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생필
품을 ‘공급제’라고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균등분배하
는 형식을 띠었다.
둘째, ‘공급제’는 독특한 형태의 균등적 성격의 분배이지만, 분배를 실
109) “사회주의하에서의 상업은 본질상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김일성저
작집 , 18권,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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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형식에서는 북한식의 독특한 원가계산과 수익성이 고려되는 이중
성을 지니고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이중성을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특
성110)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즉 주민들에 대한 노동의 분배가 주로 화폐
로 지불되고 상업은 주민들이 받은 화폐수입을 현물형태로 전환시켜 주
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엄격한 계산에 근거한 지불의 형식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개혁 조치 이전의 북한상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기초한
자연발생적이고 무정부적 성격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고도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추구하였다. 북한 상업의 조직성과 계획성은 해방 후에 실시된

‘민주개혁’ 당시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이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6ᆞ25 이후 농촌경리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거치면서 전사
회적인 상업유통부문으로 확대되었다.
<표 4-1> 국·공유 및 사유화 비율
연도

1949

1953

1956

1957

1958. 6

공 국ᆞ공유
업 사
유

90.7

95.1

98.3

98.7

100.0

9.3

3.9

1.7

1.3

농 국ᆞ공유
업 사
유

3.2

32.0

80.9

95.5

98.6

96.8

68.0

19.1

4.5

1.4

56.5

67.5

84.6

87.9

100.0

43.5

32.5

15.4

12.1

구분

상 국ᆞ공유
업 사
유

1958. 10

리단위로
통합완료

자료: 통일조선년감 (통일조선신문사; 1967∼68), p. 830.

최근까지만 하여도 북한에는 상업유형으로써 국영상업과 협동단체상업
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부수적으로 개인관리 하에 기능하는 농민시장
110) 생산수단 소유가 국영소유로 단일화되지 못하고 있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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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격한 통제와 제한 속에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업의 조직형식
에 있어서도 생산물의 경제적 사명과 유통조직 형식에 따라 도매상업, 소
매상업, 사회급양 및 수매 등으로 구분되고 여기서 주도적 부문은 국영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업유통은 국가가 직접 장악하고 있는 상업지
도관리체계와 상품공급체계를 통하여 실현되어 왔다. 상업지도관리체계
는 상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들의 총체이며 상품
공급체계는 상품확보와 공급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들의 총체를 의미한
다.
넷째, 북한의 상업은 공급제를 목표로 하였고 공급제는 주문제를 목표
로 하고 있었다. 유통기관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과 식료품을
주문받고 유통기관은 이를 생산공장이나 도매기관으로부터 구입하여 각
가정에 가져다 주는 상업유통방식이 주문제인데, 정책적인 지향성은 상
당히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주문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부여
받은 유통기관은 상점과 공급소 및 지방정부의 상업 관리소들이다. 그러
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필품을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문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상업이 목표로 한 주문제를 골자로 한 공급제는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유통기관을 통해 단순하게 균등분배하는 기능으로 전락되었다. 사실 주
문제는 선진적인 상품공급형태를 지향하고 있었고 공급제는 주문제를 골
자로 하여 그 논리와 방법이 개발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
문제가 작동될 수 없는 경제상황하에서 공급제는 자기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다섯째, 경제개혁조치 이전 북한의 상업은 행정적 지도기능과 관리기
능을 분리하고 있었다. 즉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권
능을 분리하였으며 상업행정기구와 관리기구를 분리하여 각각 전문화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126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그림 4-1> 개혁 전 북한의 상업·유통 조직체계
내

각

노 동 당

국가계획위원회

상

종합계약

국영 공장·기업소

도매관리국

업

횡적연결
횡적연결

상품공급

지방상업지도국

행정지도

개별계약

지방 공장·기업소

성

각 도 인민위원회
도매관리부서

상품공급

개별계약
상품공급

도 매 소

시·군 인민위원회
행정지도

시·군 소매상업관리소

주 민

각종 상점

급양관리소

주 민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2002 북한경제백서 .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중앙의 내각 상업성에서부터 지방의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상업행정부서들이 조직되어 있다. 상업유통 현
장관리에서는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에 대한 관리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도
매상업은 중앙기구에서 맡아 관리하고 소매상업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하
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도매상업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내
의 상품원천을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키고 생산으로부터 소매상업기업소
에 이르는 상품운동의 전과정을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소
매상업을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에서 지방주민
의 ‘생활호주’인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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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침에 의하여 북한에는 내각 상업성에 도매상업관리부서가 조직되고
그에 직속하는 都도매상업관리부서와 출하도매소, 지구도매소들이 조직
됨으로써 중앙의 획일적 도매상업체계가 세워져 있었다. 이와 함께 각
시, 군에 소매상업관리소들을 조직하여 소매상업에 대한 지방상업관리체
계도 세워놓았다. 시ᆞ군내에 있는 모든 유통관련 상점들은 이 상업관리
소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고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생산기업과 직접적인 유통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섯째, 상품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단일가격제’ 및 ‘유일가격제’를 실
시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그동안 실시되어 온 가격제정원칙은 첫째로, 사
회적 필요노동지출, 즉 가치에 의거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상품가격을 가치로부터 능동적으로 배리시키는 것이었다. 첫째 원칙은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다는 노동가치설을 추종한 논리이며, 둘째 원
칙은 국가의 의도적인 조정작용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을 정치적으로 관리
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개혁 이전에 북한당국은 대중소비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가치에 비하여 눅게111) 정하였고, 기호품과 사치품, 그리고 공급
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게 정하여 왔다. 또
한 ‘단일가격제’를 통해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지역과 장소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을 정하게 하였고 ‘유일가격제’를 통해 중앙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상업유통비 측면에서 보면, 유통비는 상업부가금에
포함시켜 보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업유통비에는 상업일꾼들에 대한
생활비 지불, 운수, 통신, 전력 및 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지출비, 상품유
통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물자소비에 대한 지출, 상품의 수송, 보관, 판
매과정에 발생되는 자연감모, 상업기업소 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포함
되어 있다.
111) ‘눅다’는 ‘물건의 값이 적다’는 뜻이다(편집자주). 정순기 외, 1981, 현대조선
말대사전 ,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5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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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개혁 전 북한의 가격통제 기구표

국가가격제정위원회

중앙급

중요제품가격결정

중앙 유통부문가격결정

국영기업소

(도매가격)

(소매가격)

중앙급

기타제품가격결정

도(시) 행정위 가격제정처

도급

도급 유통부문

모든

협동

지방기업소
국영기업소

(도매가격)

(소매가격)

(도매가격)

국가계획
의무생산품

제품

기업

가격결정

군(구역) 행정위원회

군 지방

모든제품

군

공업기업소

(도매가격)

협동기업

모든제품

유통부문
(소매가격)

상업유통비는 그 경제적 내용에 따라 유통영역에서의 생산의 연장과
관련된 비용과 상품의 실현과 관련된 비용으로 나누어진다. 유통영역에
서 생산의 연장과 관련된 비용에는 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제품의 선별
및 추가적 가공비용 등이 속한다. 유통비 가운데서 생산의 연장 및 완성
과 관련된 비용이 압도적 부분을 차지한다. 상품의 실현과 관련된 비용은
상품을 팔고 사는 과정에 지출된 순유통비이다. 여기에는 상업근로자들
의 생활비, 상품광고비, 자연 감모비, 건물 및 기타 시설 유지비, 사무비,
통신비, 여비 등이 속한다. 북한의 상업유통비 가운데서 상품의 실현과
관련된 비용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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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1경제조치 이후 상업유통정책
첫째, 개혁조치 이후 북한의 상업유통정책은 공급제에서 부분적인 시
장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이후 상업유통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변화이다.
북한에서 공급제가 시장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근거는 ▲모든 국영상점
들에서 시행되던 상품 공급제가 대부분 폐지되고 자유판매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 ▲국가가 장악한 국영상업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유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농민시장의 종합시장화와 제한품목의 철폐, ▲상
품 가격을 수요공급 조건에 맞게 능동적으로 조절하려고 한다는 점, ▲생
산수단 유통영역에서까지 매매를 전제로 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상업유통에 대한 지도관리의 측면에서 지방단위와 기업의 자율성을 높
이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가 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은 개혁 이전에 상품공급카드를 발급받고 상점에서
상품을 살 때는 카드를 제시하고 지방 상업관리소가 지정해 주는 양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7ᆞ1개선조치 이후에는 공급카드가
폐지되고 자유판매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급카드로 배급되고 있는 상
품은 식량과 기름, 간장, 된장 등 몇 종류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백화점에
서 조차 공급카드로 공산품을 구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모든 백화점과 공
산품 상점들에서 자유판매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상업유통부분에서 주도적인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국영상점은 크
게 늘리지 않고 대신 엄격한 수요공급원리가 작동하는 농민시장을 종합
시장화하여 각 지역의 도시마다 설치운영토록 하고 거래품목제한도 대부
분 풀고 있다. 또한 평양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과 합작으로 운
영하는 상점들을 신설하고 있으며 일부 국영상점(예컨대 백화점) 내에 외
국인이 공급하는 상품을 파는 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계획 가격제에서 시장가격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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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ᆞ1조치에 의하여 인상된 가격과 요금의 개정은 각종 소비재와 봉사의
가격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나아가서 생산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항
목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단행한 경제정책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
용은 그동안 소위 ‘인민적 시책’이라고 자부하여 오면서 작은 변화도 용
납하지 않던 생활필수품의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접근시킨 것이다.
북한에서 가격조정은 식량에서부터 일상생활용품과 주택사용료 등 광
범위한 분야에서 시행되었으며 가격수준도 개혁조치 발표 당시의 농민시
장 가격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가격인상 조치의 가
장 중요한 품목으로 알려진 쌀의 경우 기존에 국가가 kg당 0.8원에, 경제
개선조치에서는 가격인상이 식량, 식품, 연료, 전력, 교통요금, 주택사수
매하여 0.08원으로 공급하였으나, 금번의 조치로 40원으로 수매하여 44원
으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쌀 1kg의 국가 수매가는 50배 인상되고, 판
매가는 550배 인상되었으며, 식품류는 40∼50배 정도 인상되었고, 교통비
는 기존에 10전 하던 버스와 지하철이 1원과 2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그러나 가격정책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료
품 가격은 30% 정도 낮추고 기호품과 사치품 가격을 다소 올리는 등 수
급에 따라 가격을 수시로 조절하려 하고 있다. 가격인상에 의해 모든 물
가가 종전보다 평균 25배 인상되었는데 주요내역은 <표 4-2>와 같다.112)
북한의 가격개혁은 2002년 5월 11일의 “가격 및 생활비를 개정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지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가격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개선조치 이전
에 북한에서 적용되던 가격제정 원칙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회적
112) 입수된 자료 중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가장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 2002년 10월 16일자에 보도된 바 있는 조선로동당 내부문건이
다. 이 문건은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일선 당ᆞ정
기관 간부들과 군관(장교)들의 강연, 학습자료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문건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내부문건이라 칭한다. 평균 25
배 물가상승도 이 문건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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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노동지출(가치)에 의거하여 가격을 정하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상
품가격을 가치로부터 의식적으로 배리시키는 원칙이다.
<표 4-2> 7·1조치 이후 북한의 물가인상 현황
품 목

인상 전

인상 후

인상폭(배)

쌀

(수매가)80전/kg
(판매가) 8전/kg
(수매가)49전/kg
(판매가) 6전/kg

(수매가) 40원/kg
(판매가) 44원/kg
(수매가) 20원/kg
(판매가) 24원/kg
(수매가) 40원/kg
(수매가)170원/kg
(수매가)180원/kg
590원
2원
1원
1,500원/톤
2,100원/천kW

50
550
41
400

옥수수

콩
돼지고기
(수매가) 7원/kg
닭고기
평양-청진 철도요금
16원
10전
버스ᆞ지하철 요금
10전
전차요금
34원/톤
석탄
35원/천kW
전력
코크스탄, 전등, 강판, 생고무
923원/톤
휘발유
18원/켤레
남자운동화
3원/장
세숫비누
50전/장
빨랫비누
된장
간장
콩기름
맛내기
소주
청어
주택사용료
난방사용료
송도원 해수욕장 입장료
3원
월간잡지 조선문학
1.2원

64,600원/톤
180원/켤레
20원/장
15원/장
17원/kg
16원/kg
180원/kg
300원/kg
43원/ℓ
100원/kg
78원/60m2
175원/60m2
50원
35원

24
37
20
10
44
60
45
70
10
6.7
30

17
29

자료: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내부문건을 기초로 작성

북한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인민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한다는 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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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고 기호품과 사치품, 공
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가치보다 높게 책정하
여 왔다.113)
그런데 이번 가격개혁을 보면 기존원칙, 특히 가격을 가치로부터 능동
적으로 배리시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새
로 책정되고 있는 쌀 가격은 생산원가, 국제시장 시세, 국내 수급상황이
라는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7월 26일자에 의하면 북한은 과거 생필품 가격을 정함에 있어 생산원가
와 수요와 공급상황을 철저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부담
이 가중되었으며, 따라서 지금부터는 수요와 공급의 배리현상을 극복하
기 위해서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다 계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14) 결국 인민생활보호의 명분하에 시행하던 보조금 지불을 전제로
한 상품가격 책정하는 원칙은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로 폐기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최근 북한당국자들은 내부문건을 통해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에 따라
값이 오르내리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경제법칙이다”라고 하면서 과거
가격정책을 잘못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시장의
붕괴 등 최근 몇 년간 변화된 환경과 조건은 나라의 막대한 재정부담에
의거하는 경제사업방법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가
격제정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115) 특히 북한은 과거의
상품가격은 소비자 위주로 정해진 것이라면 2002년 7월부터 실시된 가격
113) 북한 사회과학출판사(1985), p. 42.
114) 국가가격제정국은 국가계획위원회와는 별도의 내각 직속기구인 것으로 파악된
다. 북한의 가격제정 및 적용과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가격통제기관
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가격제정위원회가 존재하였다. 김일성(1972),
p. 465. 국가가격제정국은 가격제정위원회의 명칭이 바뀐 조직으로 추정된다.
115) 더 높이 더 빨리 경제부흥의 현장에서(4) -대담하고 혁신적인 개선책 , 조
선신보 , 200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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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자 위주의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생산자 위주의 가격조정
을 하게 된 주요이유는 경제난 심화로 인해 상품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생활비를 받는 근로자들의 지불능력에 비해 상품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국정가격의 모순이 표면화되고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116) 여기에서 이중가격이란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을 의미하고 있는데,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격이 농민시장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장사행위가 성행하여 국가
에는 상품이 부족하나 개인들에게는 상품이 쌓여 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민시장에는 쌀을 비롯한 식료품뿐만 아
니라 공업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품들이 있고 심지
어 차 부속품과 국가적인 주요 원자재들까지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싼 가격공간을 이용하여 국가물자를 대량으로 빼내어 비싸게
팔고 있는 것들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은 국가가 하는데 상
품이나 돈은 거의 다 개인들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액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117)고
심각히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지적은 가격의 현실화조치가 재정부담의 해소뿐만 아니
라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국정가격을 농민시장 가격에 접근시킴으로써 국
영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비공식부문에서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며 공
식부문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7ᆞ1조치로
돼지고기 수매가격을 kg당 110원(생체), 170원(지육)으로 인상하였는데, 7
ᆞ1조치 내부문건은 이와 관련하여 “지금 개인 장사군들이 돼지고기 생
체 1kg에 60∼80원을 주고 사서는 농민시장에서 폭리를 얻고 있는데 이
116) 생산자위주의 가격조정 , 조선신보 , 2002. 8. 2.
117)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을 두 달간 방문한 재일조선인 학자와의 인
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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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터는 국가가 수매받는 값이 더 높기 때문에 자연히 돼지고기 장사군
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비공식부문의 규
모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이제까지 장마당 상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징
수해 온 사용료를 20배 인상하였다고 한다.118)

7ᆞ1조치에서 채택된 가격은 과거와 달리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즉 새로 공표된 가격은 기준가격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생산자와 구매자, 기업과 기업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거래
할 수 있으며, 그 변동 폭은 5∼10%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119) 7월 경
제관리개선조치 내부문건 역시 “앞으로는 상품수요와 공급이 변동되는
데 따라 상품류통과 화폐류통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가격을 고
정시키지 않고 능동적으로 계속 조절하게 된다”120)고 언급하고 있다. 이
로부터 새로운 가격 메커니즘은 시장신호를 반영한 국정가격제임을 알
수 있다. 즉 중앙당국이 물가를 통제해 나가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한편 북한당국은 이번 가격개혁에서 식량가격을 새로운 가격제정의 기
준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석탄과 전력가격을 가격제정의 기준으로 삼
아 왔다. 이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통하여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전략
과 이 전략에 따라서 형성된 공업구조 및 축적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지
닌다.121)

7ᆞ1조치와 관련한 내부문건에서 북한은 “사람들의 물질생활에서 식량
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배고픈 것과는 타협
118)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을 두 달간 방문한 재일조선인 학자와의 인
터뷰
119) 북한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의 2002년 9월 2일
도쿄에서 일본 경제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가진 비공개 설명회 발언
120) 상게서
121) 강일천(2002),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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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사람들의 물질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식량가격을 모든 가
격제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하여 농업중
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상품유통가격설정에서 수요와 공급상황에 근거하는 시장원리
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된 상품가격의 설정원칙과 산
출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쌀 가격의 경우 3가지 점이 고려되고 있
는데,122) ▲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생산비 + 유통원가

+ 이윤),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수준(주로 동남아 쌀 시장에서의 가격
수준), ▲국내적인 수급상황(지역별ᆞ계층별 수급상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3가지 중에서 첫 조항은 과거 가격제정의 첫째원칙
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조항은 종전의 원
칙과 대비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과거의 가격제정에
서는 국제시장가격과 국내 각 지역 및 계층별 수급상황이 크게 고려되
지 않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급상황에 대한 부분인데, 이전에는
대중소비품은 그 가격을 가치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나 개혁조치에서는
비록 대중 소비품이라고 해도 공급이 부족한 대상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통영역에서 전면적이지는 않
지만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여, 가
격제정당국이 수급동향을 비교적 충실히 국정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개혁조치 이후 가격개정의
이러한 경향은 쌀 가격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품가격에
적용되고 있다.
넷째, 상업유통부문에서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 북한에서 쌀 수급상황을 보면
절대공급부족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유지해온 배급소의 쌀 가
122) 조선신보 , 2002. 7. 26일자 연재기사, ‘더 높이 더 빨리, 경제부흥의 현장에
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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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123)과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의 차이가 수백 배였다는 사실에
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그동안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기존의 가격제정
원칙을 고집해 왔었다. 하지만 7ᆞ1조치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관행에서
크게 탈피하였다. 예컨대 정해진 쌀 가격은 사실상 농민시장에서의 가격,
즉 시장실세가격에 국정가격을 접근시켰다. 우선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접근시킨 것은 농민들이 쌀을 농민시장에 내놓지 않고 국가에 판매하여
도 ‘손실’을 크게 입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농민들에게 쌀을 비
롯한 일정한 양의 알곡을 국가에 판매해야 할 행정적 의무와 함께 실효
성 있는 물질적 동기를 동시에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
은 아직도 국가가 도시들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알곡과 기초식품에 대한

‘배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속 공급과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판매가격
역시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에 근접시켜 정했고, 특히 판매가를
수매가격보다 높게 정한 것은 수매가격 이하의 판매가격으로 인하여 누
적되어 온 국가의 재정부담을 더는 의미와 함께 식생활을 비롯한 물질생
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전반적인 상품가격설정에서 새로운 기준상품을 설정하고 기준
상품의 가격수준에 맞게 다른 상품가격을 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
다는 것이다. 과거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전력이나 석탄과 같
은 공업의 기초생산물을 가격제정의 기준물자로 규정한 적이 있었고 북
123) 조선신보 등에 의하면 7ᆞ1조치 이전에는 쌀 1kg의 수매가격이 80전, 판매
가격이 8전이었다고 한다. 또한 개정 이전의 수매가격이 82전이었다는 현지
에서의 설명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1980년대 중엽까지는 쌀의 수매가격은
1kg당 60전이었다(김현숙 편 인민생활을 높인 경험 , 사회과학 출판사, 1985.3
발행, p. 50 참고)는 것으로 미루어, 보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약간의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판매가격은 8전으로 오랫 동안 고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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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같은 경향을 보여 왔다. 이것은 당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통해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 특
히 계속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은 이러한 기존의 전략에 근거
한 가격정책을 구사할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개혁조치 이후 북한의
상업유통가격설정에서 기준상품은 석탄이나 전력이 아니라 식량, 특히
쌀을 기준물자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것을 과거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경
제개혁과정에서 농업부문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된
다. 한편 유통분야에서의 상품가격과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주민들
의 경제생활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인
식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섯째, 개혁조치 이후 상업유통관리체계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이다. 과거 북한의 상업유통관리체계는 중앙에서부터 하위의 지방당국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계획화 체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방의 유
통기업도 국가의 통제와 계획하에서만 기능하였다. 유통량과 상품의 납
품, 가격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앙의 계획에 맞물려 진행하여야 했
다.
<그림 4-3> 7·1조치 이전의 가격통제체계

국가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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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상업에 대한 행정적 지도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고 도매
상업과 소매상업에 대한 지도ᆞ관리를 분리하는 원칙에서 상업유통관리
체계를 조직해 왔다. 그리고 도시에서부터 지방의 군에 이르기까지 상업
행정기구와 관리기구를 분리하여 각각 전문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또
한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에 대한 지도ᆞ관리를 분리시키기 위해 도매상업
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소매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침을 견
지해 왔다.124) 그러나 지방이 담당한 소매상업도 결국은 계획화 체계로
연결된 중앙의 지휘, 감독, 통제권 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격결정권도
없었다.
과거 도매상업에 대한 중앙관리의 목적은 중앙기업들에서 생산된 상품
을 지역별로 인구규모에 맞게 균등 배분하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
다. 이에 비해 소매상업의 지방관리의 목적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기업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려는 데 있었다.
상업ᆞ유통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계획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
로 내각의 상업성에서 우선 작성되어 국가계획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결
정되었다. 상업성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다른 산업부문의 계획과 함께

‘상품유통계획’과 ‘수매 및 양정계획’을 입안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은 상업성에 하달되고 상업성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수
립하여 도매관리국 및 지방의 상업지도국을 통해 각 도ᆞ시의 상업유통
기관 및 기업들을 지도ᆞ통제하였다. 한편 상업성의 도매관리국은 그 산
하부서인 지구도매소(地區都賣所)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행정기관인데 도매관리국은 당의 상업정책과 국가계획위
원회 계획에 의거하여 상품유통관리사업과 유통상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
한 대책을 세웠다.
도매관리국 산하 각 부서의 역할을 보면 계획처는 상품의 유통계획과
전망계획을 작성하여 하달하는 한편, 산하기관이 작성한 계획과 그 집행
124) 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편, 1985, 경제사전 제2권, 사회과학출판사,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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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도ᆞ통제하였다. 도매소의 종류는 중앙에 중앙도매소, 각도에 도(道)
도매소, 그리고 2∼3개의 시ᆞ군의 상품공급을 관할하는 지역도매소가
있으며, 그밖에도 특수도매소에 속하는 직물도매소, 신발도매소, 다과도
매소, 육류도매소, 수산물도매소, 농산물도매소 등 제품 품종별로 전문화
된 도매소들이 있다.
중앙도매소는 평양시내에 소재하는 일부 생산기업소에서 생산된 중앙
배정상품을 인수 확보하여 출하도매소 또는 지구도매소로 출하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품유통사업을 담당하며 중앙에서 관리하여야 할 예비품
목을 취급하였다. 각도 도매소는 주로 규모가 큰 생산기업소 내에 설치되
어 그 기업소의 제품을 직접 공급받아 지구도매소에 공급하거나 생산기
업소에서 수요자 도매소에 직송하는 등 출하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지역도매소 역시 자기 담당지역 내의 소매상업기업소에서 상품을 공급하
는 역할을 하면서 일부는 자기가 소재하는 지방의 생산기업소 제품을 출
하하는 기능을 하였다.
한편 소매상업 관련 기관ᆞ기업소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도매상업으로부터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상업의
기본단위이다. 도매기업소가 상품의 공급계획에 따라 생산기업소로부터
상품을 확보하여 소매기업소에 공급하면, 소매기업소는 연간 분기별 주
문을 접수하여 배정된 상품을 적절히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
템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방의 상업관리체계에 대한 중앙의
관리권이 대폭 지방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상업유통에 대한 중앙의 계획
을 통한 관리와 간섭이 크게 약화된 데서 알 수가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업유통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기업
에 대한 상품주문과 운반,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방의 상업관리소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성이 커진 반면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 과거
에는 상업유통기관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해도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조
금 형태의 지원에 의존할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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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이 생긴다. 또 다른 변화는 상점 및 직매점들
이 도매 또는 소매기업을 통해서 납품받던 제도가 변하여 소매기업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납품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
다. 이것은 지방기업일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일곱째, 새로운 상업유통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전통적으로
국가가 도매거래만을 허용하던 생산수단유통을 소매거래로 전환시킨 것
이다. 원래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거래방
식도 소매거래가 아닌 도매거래만 허용되었으며 거래대상도 주로 국영기
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혁조치 이후 북한에는 새로운 생
산수단 유통시장이 조직되고 과거 자재공급성격의 거래에서 상품거래형
식으로 틀을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간 서로 필요로 하는 생산
수단을 상품적 형태로 바꾸거나 구입하게 되었으며, 협동기업도 필요한
생산수단을 이 시장을 통해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다. 사실 생산수단을
상품으로 규정한 것은 유통부문에서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상징적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
은 상품이 아니다”고 명백히 규정해 놓은 이념적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큰 변화는 과거 상업유통의 보조적 부문으로만 인정되고 국
가의 철저한 제한과 통제 속에서 기능하던 농민시장을 북한상업유통의
주도적 부문으로 인정하고 그 기능을 확대해 준 것이다. 최근 개혁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농민시장을 ‘지역시장’으로 명명하고 재래적인 유통방
식과 시설을 대폭 개조하기 위한 ‘지역시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지역의 도시와 구역마다 지역시장이 새롭게 건설되고 있으며, 일부는 새
롭게 확장되고 단장된 시설에서 영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영 및
협동기업도 지역시장에서 매매를 허가하고 직매점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대폭적인 확대개편은 상업유통부문에서 시
장경제원리와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가장 주요한 징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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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있다.
여덟째, 상업유통부문에서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북한에서는 모든 경제객체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현물지표와 금액지
표 두 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금액평가기
준보다 현물평가기준이 더 선호되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생산 및 유통
의 현물적 크기에 집착하여 왔다. 상업유통부문에서도 현금적 평가보다
는 얼마나 많이 공급하였는가가 주요 평가기준이 되었었다. 그러나 개혁
조치 이후 이러한 평가 관행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번수입
지표’라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어 기업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번수입’이란 상업기업소의 총판매수입에서 생활비를 제
외한 판매실적원가를 공제한 것으로서 새로 창조된 소득부분을 말한다.
이 지표의 도입은 북한이 경제전반에서 실리주의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지표의 도입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과거처럼 생산되기만 하면 판매가 안 되어도 계획달
성으로 평가되었던 관행을 철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유통부문에서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데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원가와 수익성 같은 질적ᆞ금액적 지표를 중시하는
이와 같은 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수입실적 위주의
지표를 전면에 내세운 적은 일찍이 없었다.

3. 유통시스템 개혁의 파급효과
북한의 상업유통부문에서의 개선조치는 전사회적 규모에서 커다란 파
장을 불러오고 있다. 첫째, 공급제의 급속한 축소로 인해 국가에 대한 의
존심이 약화되고 경제생활을 자체로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국가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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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국가가 책임지던 경제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집단주의적 정치생활중심에서 경제생활중심으로 전환되
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과거 북한당국은 국가가 국민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돌본다는
명분하에 국가경제정책의 인민적 성격을 부각시켜 왔으며 실제로 공급제
와 보조금제를 통해 이를 실현해 왔다. 그러나 공급제와 보조금제는 경제
난에 의해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국가는 부득이하게 상
업유통개혁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자유시장이 제한대상이라는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고 거부감 없
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당국은 2003년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
신을 통해 종래의 농민시장을 공산품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
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조선신보 4월 1일자에 의하면 올 3월 말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킨
것으로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
로 인정한 것이라 한다.
실질적으로 7ᆞ1조치 이후 북한당국은 개혁조치와 상반되게 2002년 12
월 이전까지 자유시장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다.
즉 7ᆞ1조치 이후에도 북한당국은 대대적인 장마당 단속작업에 착수하였
다. 취급품목을 원래 농민시장에서 매매가능한 텃밭작물로 한정시키고,
쌀과 공산품 등 지정된 품목 이외의 물건에 대해 일체 거래를 할 수 없
게 하였다. 쌀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국가공급소(국가배급
소에서 명칭변경)에 국정가격으로 팔 것을 종용하였으며, 일반 생필품의
경우는 국영상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일부 개인 판매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품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영상점에 넘기거나 국
영상점에 위탁판매를 시킨 후 5%의 세금을 공제한 후 판매대금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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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북한은 1990년대의 경제파탄으로 배급제와 국영상점 등 기존의 유통체
계가 마비되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비공식부문이 급속히 확대되자 장마당
에서의 불법적인 상품거래를 묵인하여 왔다. 그런데 7ᆞ1조치를 계기로
이러한 묵인정책을 폐기하고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영유통부
분을 정상화시키고자 한 것인데,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국가공
급소와 국영상점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쌀과 공산품들은 더욱 은밀한 형태로 암거래되
었다. 특히 개인장사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생산현장으로 돌려 보냈으나
일거리가 없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금 직장을 이탈하여
장사에 나서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결국 북한당국은 2002년 9월경부터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허용하였고, 12월경부터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
면적으로 허용하였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민심이 폭발하였을 것
이라는 증언들도 있다.125)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올 3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셋째, 주민들의 유통망 이용편의는 좋아졌지만,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
졌다는 점이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7ᆞ1조치 이후 일
반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일반 근로자들의
실질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7ᆞ1조치로 물가는 평균 25배 오
른 데 비해 임금은 평균 18배 인상되었다. 그러나 7ᆞ1조치 이전 국가 유
통체계가 거의 마비되어 있어 식량과 생필품의 대부분을 장마당에서 높
은 가격에 조달한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계에서 임금이 제대로 지불
이 되고 국가 유통망으로부터 물건을 제대로 구입할 수만 있었다면, 실질
구매력은 상승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쌀 공급소와 국영상점은 정상화되지 못하
였고 생산현장에서는 전력, 원부자재 부족으로 일감이 없어 임금을 거의
125) 조선일보 , 200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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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반면 장마당의 물가는 7ᆞ1조치 이전에 비해
최소 2∼3배는 상승하였다. 이렇듯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사 또한 못하게 하니,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탈북자들의 증
언을 종합해 보면, 7ᆞ1조치 이후 “더 살기 어려워졌다”며 주민들의 원성
이 높아졌다고 한다. 단 당 및 국가기관의 간부, 군관들에게는 빠짐없이
급료를 전액 지불하고 학교 교원, 의사, 과학자 등에게는 급료의 약 80%
를 지급하고 있어 계층별로 수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
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7ᆞ1조치로 생산직
의 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득수준 또한 가장 많이 개선되었
다는 추정은 현실과 다른 것이다.
넷째, 국가보조금, 공급가격제 등 공짜가 없어지면서 국가에 납부해야
할 각종 요금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세금이 없다고 하지만

7ᆞ1조치 이후 사실상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민반장이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기제품에 대한 목록을 세대별로 작성하
여 제품별로 부과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은 40
원, 다리미는 5∼1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전기용품이 많은 세대의
경우 매달 200원 이상을 납부한다고 한다. 또한 국가에 등록된 가옥은 해
당 평수에 따른 토지세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 주택사용 또한 5인 이상
거주시에만 방 3칸짜리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5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밖에 수도세도 징수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농촌 역시 마찬가지인데, 협동농장의 경우 소출의 일정
량을 국가에 내던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토지 비옥도에 따라 경작지
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구분하여 1평당 1등급은 40원, 2등급은 32원, 3
등급은 24원을 토지세 명목으로 추수후 국가에 내도록 하였다.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개간한 ‘뙈기밭’에 대해서도 평당 12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내
지 못할 경우 고리의 이자를 물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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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산림감독원들의 비리가 심해 뇌물을 받고 토지면적을 적게 계산하
고 토지 등급도 낮게 매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한다. 2002년 8월에 탈
북한 주민에 의하면, 약 1천 평의 야산을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었는데 토
지세를 부과한다면서 측량도 없이 일방적으로 650평으로 산정하여 매년
평당 12원씩 총 7,800원을 5년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경작을 포기하
고 탈북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장, 기업소에서 개간하여 경작하던 부업지에도 세금을 부과하
였는데, 한 예로 함경북도 길주 펄프공장 후방과 노동자 7명이 공동으로
경작한 4천 평 옥수수밭의 경우, 1인당 수확량 200kg 중 70kg을 세금으로
거두어갔다고 한다. 더군다나 종전에는 무상이던 비료값, 종자값까지 내
게 되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며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등중학생의 경우 한 학기에 학교에 각종 명목으로

1,000∼1,500원을 납부하였으며, 병원에서의 진찰과 입원은 무료인데 약
은 약국에서 개인이 구매하도록 바뀌었다고 한다.126) 이처럼 주민 생활이
악화되자 2000년 이후 감소하였던 ‘꽃제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127)
다섯째, 북한의 기업들은 새로운 유통시스템하에서 자극을 받고 있으
며 기존에 비해 생산능률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은 지난 2003년 8월 한달 동안 된장, 비누 등 1차 생필품 증
산활동을 벌인 결과 당초 목표의 120.5%를 달성했다고 당기관지 노동신
문이 16일 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방공업국 통계자료를 인용, “전국
의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지난 8월 된장, 간장, 세숫비누, 학습장, 연
필, 밥사발, 국사발을 비롯한 1차 소비품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0.5% 증산했다”며 “이것은 최근 1차 소비품 생산
126) 또 다른 탈북자에 의하면, 입원비를 하루에 10원씩 받았다 한다.
127) 조선일보 , 2003년 3월 5일.

146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에서 이룩된 가장 높은 성과”라고 보도했다. 품목별 생산실적을 보면 세
숫비누가 346%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다음으로 간장 168%, 학습
장 163%, 된장 141%, 밥그릇 137%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지방산업 공
장들이 1차 생필품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정권창건(9.9) 55주년
을 맞아 각종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에 의
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유통시스템하에서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고
있어 이윤자극이 컸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여섯째, 상업유통부문에서 새로운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상업광고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북한은 금년중에
평양시내 주요도로에 평화자동차종합공장이 생산하는 승용차 ‘휘파람’을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 5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북한의 대표적인 일간지
노동신문도 광고게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기량 1천580cc
의 ‘휘파람’은 이탈리아 피아트의 ‘씨에나’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2002년

7월부터 북한에서 시판되기 시작됐는데, 대당 1만 4천 달러로 북한의 일
반 노동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평화자동차의 한 관
계자는 “휘파람을 선전하는 대형 입간판 5개가 이달 말쯤 평양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될 예정이다”면서 “이 광고판은 가로 9m, 세로 3.5m 크기다”
고 밝혔다.128) 그는 “승용차 휘파람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북한당국은
일단 내수시장을 겨냥해 이 광고판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광고는 평
양지역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대북투자에 나선 외국기업의
상업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자유경
제무역지대로 지정된 라진 선봉에서 외국기업들이 상업용 입간판과 공보
수단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1996년 4월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한

2002년 채택된 개성공업지구법 제19조도 개발업자는 광고업 같은 영업활
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일부 허
용된 상업광고가 평양시내에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이며, 이는 지난
128) 연합뉴스, 2003년 10월 6일자.

제4장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147

해 7ᆞ1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사회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보여 주
목된다.

7ᆞ1조치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자체 노력에 의해 벌
어들인 수익금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경영제로 전환됐
으며 상업광고 등장도 제품을 더 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실리주의 경영전
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조만간 기존 6면에
서 12면으로 지면을 늘리는 한편, 자본주의 사회의 신문처럼 5단 광고 게
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본주의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확산
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4. 향후전망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의 가격은 ‘시장
의 원리’가 아닌 국가가 조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단행한 ‘임금과 물가인상 조치’에 대한 평
양발 해설기사에서 국가가격제정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 “가격은 철저
히 중앙과 지방 행정단위들에서 조절토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며

“앞으로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을 것”129)이라
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공급자가 주체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표준가격, 기준가격, 가격
의 결정방법과 절차 등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특히, 국가가격제정국 관리들은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
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가가)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을 것”130)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생산정상화 추이에 따라 임금과 유통분
129) 조선신보, 2003. 10. 12.
130)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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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가격체계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가가격제정국 관리들
은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를 ‘시장경제 도입의 징조’로 보는 시각에 대해

“사회주의 원리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의 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해 내놓은 조치”라고 주장
하고 있다.131) 북한은 “노임과 생산물의 가격을 다시 정한 것은 생산자들
의 노동의욕을 높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추켜(일으켜) 세우자는 데 목적
이 있다”며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경제부흥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2년 7월에 채택한 경제관리개혁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박봉주(朴鳳柱) 신임 내각
총리는 2003년 9월 3일 최고 인민회의에서 새로운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
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내각은 7ᆞ1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
언하였다. 박 총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의 총리 ‘선서’에
서 “내각은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완성해 나감으로써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조치들을 적극 이행할 것”132)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경제강국 건설에서 조직 집행자적인 기능을 책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내각은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고 지방의 창발성을 높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
다”133)고 강조했다.

2002년 7월에 발효된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목적은 ▲첫째, 기존의 정치적
자극 위주에서 물질적 자극위주로 이론과 행정 및 관행을 전면적으로 바꾸
어 경제사회전반에서 노동의욕과 생산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둘째, 유통개
혁을 통해 왜곡된 가격을 현실화하고 공급제 폐지를 통해 주민들의 가기책
131) 상게서
132) 조선중앙방송, 2003. 9. 3.
133)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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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셋째, 중앙의 지령성 계획지표를 대폭 줄이
면서 하부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철저한 자기 책임하에 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실리위주의 경영관행과 방식을 고착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변화의 범위와 깊이는 사회주의 개조기의 역
동적인 수준에 버금가는 강도를 띠고 있다. 특히 경제전반에 걸쳐 과거
방식과 관행을 고쳐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개혁적 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가 북한의 경제개선조치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개선조치
가 담고 있는 개혁성 여부에 있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의 개선조치가 비
개혁적이라면 향후 남북경협이나 장차 남북경제통합에는 더욱 불리한 상
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
방법으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 정의하고 있다.134) 과거 북
한당국은 개혁ᆞ개방이란 표현사용을 철저히 차단해 왔다. 즉 북한은 이
미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북한식으로 끊
임없이 개선하여 왔으며 지금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하여 왔다. 결국 개혁
ᆞ개방이란 개념을 자본주의 도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당국은
아직도 이 표현을 공식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
한이 개혁. 개방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선조치의 내용에 개혁적 요소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이념과 이론, 관행으로 설명 될 수 없는 시장적 원리와 방식이 많
이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상업유통부문에서의 개선조치가 그것을 잘 보
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은 가격개혁,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제반 강제적 성과지표의 개혁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포함
하고 있다.135)
134)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확고한 지침 , 로동신문 , 2001. 10. 22.
135) 안석교(1989),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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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ᆞ1경제관리개선조치도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일반
적 특징을 거의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표현과 관계없이 개선조
치의 개혁성은 그가 담고 있는 내용의 개혁성에 의해 평가 될 수밖에 없
다. 실제로 북한도 최근 여러 기회에 경제개혁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은 북한당국이 7ᆞ1조치를 계기로 확실하
게 시장경제체제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것은 북
한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위험도 동시에 주는 일이다.
사실 북한에 있어서 개혁ᆞ개방 없는 경제재건이야말로 최선의 방안인
바, 지금의 체제유지에는 중앙집권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7ᆞ1조치는 기업과 주민이 자체로 살아나가
도록 하기위한 조치로써 이는 경제분야에서 국가와 당의 배려라는 고질
적인 관행과 문화를 약화시키게 되며 결국에는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나 상품의 실
제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인민적 시책이라는 비경제적 논리에 의한 경
제운영으로써는 더 이상 국가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7ᆞ1조치를 과거 경제논리와의 결합여부를 논증 해
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즉 북한당국이 7ᆞ1경제관리개
선조치를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고 해설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경제논리에서 강조하여오던 “계획의 법적 지령적 성격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경제가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할수록 더욱 더
강화되는 합법칙성을 가지고 있다”136)고 하던 기존이론과 상충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악화와 주민들의 불만고조, 생산능률의 극심한 저
하와 노동의욕상실 및 외부세계의 비판압력 등에서 체제를 보존하기 위
해 과거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를 서로 배합한 최선의 조화가 바로 7ᆞ1
조치라고 본다. 즉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북한당국이 하고 싶었던 정책선
136) 북한 사회과학출판사(1985),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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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7월 경제관리개
선조치는 중국의 적극적 개혁의지와 구별되며 그것으로 해서 개선조치는
그가 담고 있는 개혁성에도 불구하고 내외의 신뢰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개선조치는 기존의 지령형 - 중앙집권형 계획 메커니즘에 유도
형 - 분권형 계획 메커니즘을 도입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볼 수
가 있다.137) 단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입각한 기존의 지령형 계획경제
로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 하
부단위의 자율성 강화, 유통시장에서의 일부 시장조절 기능 도입을 통한
유도형-분권형 계획경제로의 이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7ᆞ1조치는 북한경제가 과거의 철저한 명령형 계획경제체제에서 점차
일탈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일보이지만, 아직 시장경제에로의 초
보적 진입단계라는 점에서는 보충하고 시정해야할 점들이 대단히 많다.
북한의 경제체제개혁은 중국과 같이 성공적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갈
수도 있고 자칫 구소련이나 동구와 같이 변신과정에서 자체 붕괴를 맞을
수도 있다. 또는 최근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일부 성공을 거두는 경
우 현재 수준의 유도형 계획경제체제를 지속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최근의 경제정책 변화는 기존의 지령형 계획경제시스템을 초보적
이나마 유도형 - 분권형 계획경제시스템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공식부문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즉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
해 비공식부문의 확장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공식부문으로
자본과 노동을 흡수하여 계획경제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실제로 2002년 7월 26일 조선신보 는 이번의 “획기적인 조치에서 명
시된 경제관리개선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
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련의
137) 정연호(2003. 9), 최근 북한경제정책의 분석 및 평가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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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작업들은 생산수단의 전인민적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 테두리 안에
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일 역시 2002년 7월 26일 자강도
의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
서 ……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의 중앙집권
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었
다.138) 2002년 7월 26일 조선신보 의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 멋
대로 할 수는 없다. 가격을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단위들에서 조절하도
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는 보도 또한 계획경제의 지속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 북한경제는 최근의 경제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얼마나 회생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안이다. 우선 7ᆞ1조치로 인해서 침체된 공식부
문이 활성화되는 등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비공식
부문의 가격에 근접한 가격조정으로 국영상업망이 이정하게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금인상에 의한 노동 인센티브 강화는 직장으로의
복귀와 생산성 향상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국가의 재정부담에 의
한 최소생활 보장정책 폐지로 재정건전화도 예상된다. 한편 지역시장 창
설로 주민들에 대한 산품공급도 일정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중장
기적으로 볼 때, 개선조치의 성패여부는 상품 공급량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북한경제의 공급부족 현상은 물가나 임금
을 조정하여 극복할 수 있는 상대수요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비
싸도 사 먹겠다는 절대수요의 만성적 초과현상에 있다. 만일 충분한 공급
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공식부문의 기능 약화와 함께 비공식
부문의 확대현상이 재발할 것이다.
공급량의 확보는 안정적인 유통체계에 필요한 최종재에만 해당되는 것
은 아니라 원활한 생산체계에 필요한 원자재의 충분한 공급이 필수적이
138) 조선신보 , 200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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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생산단위인 공장ᆞ기업소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생산참여는 불가능해 진다. 임금이 인상되고 인
센티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일한만큼 벌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해서 공장ᆞ기업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
하고 생산을 할 수 없다면 경제개선조치의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
서 7ᆞ1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 및 임금 조정,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은 최종재 및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여 유통 및 생산체계의 정상적
가동이 필수적 전제로 된다. 그러나 북한 농업 및 경공업의 낙후된 실태,
대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한계, 독자적 기술향상 능력의 부족을
감안할 때, 7ᆞ1조치만 가지고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이
며 분명히 추가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 특히 가격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서 말한 시장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가격자유화는 시장경제에로의 이행
의 핵심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새로운 유통시장에서 자율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
과가 곧바로 경제성장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 노동력의 합리적 이용과
같은 거시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기 개혁은 기존의
생산시설 운영이나 노동영역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전체적으로는 경제성
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물가는 당국의 강제적인 정책에 의하여 실제 시장의 가치
에 비해 엄청나게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 정치ᆞ경제 사회전반에 커다란 불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격자유화는 그 범위와 속도를 합
리적으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심중하게 추진되어져야 한다.
개혁 그 자체는 순수한 경제적 논리대로만 행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바
로 사회적 안정과 발전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결합되어져야 하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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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다. 특히 시장가격도입에 따른 경제체제의 불안정을 어떻게 슬기롭
게 극복하면서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는가 하는 것은 특별히 중
요하다. 개혁을 단행한 모든 구사회주의국가들과 중국에서 가격자유화를
통해 엄청난 물가인상이 초래되었고 이는 개혁을 향한 정부의 노력에 대
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체제의 효율성 증진과 불안정관계가 경제체제전환의 속도 및 범위
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이 문제는 북
한이 처한 정치ᆞ경제적 현상황과 국민의식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설정
되어져야 한다. 북한이 처한 정치ᆞ경제적 상황과 국민의식을 감안할 때
가격자유화는 농산물 가격자유화와 협동경리(생산수단ᆞ수리협동조합)
생산물의 가격자유화로 시작하여 지방공업생산품 가격자유화, 중앙국영
경공업품 가격자유화를 거쳐 점차 생산수단가격 자유화로 점진적으로 확
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수리협동조합 등은 소유
면에서 국영소유가 아니고 또 현재 자체의 경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생산에 지출된 부분을 보상하고 일정한 수익을 타산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이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먼저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
한 이유의 하나는 중공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국영부문의 소비재
생산능력이 대단히 미약하고 이 부분을 구조 개혁 시키려면 상당한 시간
이 필요 되기 때문이다.
협동경리생산품 가격자유화에서는 중요물자, 예컨대 알곡을 비롯한 극
히 일부 작물은 도시 및 공업지구 주민들의 지불능력 향상과 더불어 점
진적으로 자율화하고 나머지 물자에 대하여서는 협동경리가 자체의 판단
과 소비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협동경리부
문에 대한 계획량을 낮추고 알곡을 비롯한 중요물자라 하더라도 초과분
에 한해서는 자율적 처분에 맞기며 궁극적으로는 계획량과 그에 대한 수
매가격기준을 철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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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협동경리(수산협동, 8.3기업, 수리협동)의 가격자율화는 그 자체만
으로도 이 부문의 생산성을 대단히 높여줄 수 있음으로(실제로 8.3기업은
자율적 경영의 효과로 1984년 창립 이래 고도성장을 함) 가격자율화의
첫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개
인들의 유통부문에서 창업권을 인정해 주어 개혁과정에 필연적으로 산생
되는 유휴 노동력을 흡수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영부문의 가격자율화는
지방공업부문의 가격자율화로부터 시작하여 중앙공업부문에서는 소비재
생산기업의 생산품 가격자유화로 확대하며 나아가 국영생산수단 공업부
문의 가격자유화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설정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생산수단 생산이 우선시되어진
현 경제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인 바, 소비
재 생산부문에서 형성된 자본을 점차 생산수단생산부문의 구조개혁에 적
절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북한의 지방
공업은 그 생산량에 있어서 전국 소비재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면
서도 불합리한 가격책정, 도시지원적 경제정책 등에 의해 자기의 생산기
술적 발전을 심히 저해받아 왔다. 그러면서도 당국은 지방공업기업들의
생산에 필요한 재원을 원만히 보장해준 것도 아니다. 이를 지방공업기업
들의 자체의 생산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로 구입해오는 데 상당히 익숙해
져 있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의 생산품에 한해서 국가기업이익금, 거래수
입금의 한도만 정해 예산에 바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즉 원가와 이윤
범위는 협동기업의 수준에서 자체로 정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중앙공업부문에서는 소비재부분(경공업부문) 생산물과 생산재 생산기
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소비재에 한해서는 가격을 점
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 유통부문에서 가격자율화 조치로 발생될 협
동 및 지방 생산품가격과 국영부문의 생산품 가격차는 국가보조금의 형
태로 일정기간 보상하고 국영부문의 가격자율화 속도를 높여 나가면서
보조금 지불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철폐시켜야 할 것이다.

제5장 최근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
尹德龍

1. 북한의 재정수입 구조
북한에서 재정수입이란 “국가의 기능수행과 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
을 위하여 형성 이용하는 화폐수입의 총체”로 정의된다.139) 북한에서 가
장 중요한 예산수입원은 사회주의 경리수입이다. 사회주의 경리수입이란
국영기업소의 순소득 가운데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을 일컫는 것이다. 이
수입은 자본주의 국가의 부가가치세에 준하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
익금, 그리고 협동단체로부터 걷는 협동단체 이익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세와 같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직접세는 존재하지 않는다.140)
그 외에 북한이 누리는 국가예산수입의 원천으로는 봉사료 수입금과 기
타 수입 등이 있다.

<표 5-1>은 북한의 예산수입의 주요항목에 대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조세라는 명목
의 수입원이 없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1974년 이후 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국가가 모든 생산자원을 관리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생
산가치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굳이 주민들에게 분배하였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번거로운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명목상의
139) 사회과학출판사, 1985, 경제사전 , p. 469.
140) 북한은 1974년 이후 주민직접세를 완전히 폐지함으로 세금 없는 낙원을 이루
었다고 선전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경리소득을 사회순소득으로 간주하는 데
서 오는 해석이다. 박진(1994),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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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없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
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세금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 북한의 주요 예산수입 항목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납부의무자

소비재판매기업
(국영기업소,
협동단체기업소)

모든 국영기업소
(소비, 생산,
유통부문 포괄)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부과율(부과액)

소비재 도매가에
일정비율 부과

순소득중
국가가정한 보유액
공제후의 잔액

결산이윤 혹은
판매수입의
일정비율

조세성격

간접세(소비재
거래에 대한)

직접세(기업이윤에 사용료 혹은 수수료
대한)
성격

자료: 박진(1994), 북한재정의 현황과 추이 , p. 57

북한의 재정수입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재정규
모는 1990년도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
인다. 생산량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던 199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재정
수입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북한당국이 국가재정을
통해 경제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 북한의 정부예산규모와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예산 166.0 171.7 184.5 187.2 191.9 N.A

N.A 91.3 91.0 92.2 95.7 98.1

GNI

223

214

·

·

231

229

211

205

212

비중 72% 75% 87% 91% 91%
자료: 한국은행

177

126

158

168

157

52% 72% 58% 57% 62%

158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그러나 국제적 협력망이 붕괴되어 발생한 충격을 국내투자증가로 흡수
할 수 없게 되자 북한은 1995년부터 예산에 관한 자료를 더 이상 발표하
지 않게 된다. 북한이 다시 예산자료를 공개한 1997년부터의 자료에서는
예산규모와 총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규모 면에서는 1993년의 191.9억 달러에서 91.2억 달러로 절반이
하 수준이 되었으며 그 비중도 GNI의 91%에서 57%로 급격한 감소를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생산능력 저하로 인해 국민들의 생존
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악화된 탓으로 정부의 재정조달이 여의
치 않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북한의 생산능력은 1989년 수준의 절
반이하 수준으로 위축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일반적이어서 북한당국이
이전의 국가재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가 수행하던 배급제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및 부속품의 공급이 어려움에 처해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활동마저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북한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생활필수품
을 농민시장을 통해 구입해야 했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자율적 경제활동
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경제 전반에서 정부의 영향력은 감소하
게 되었고 민간경제 부문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
인다. 정부의 기능은 국가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석탄, 광물자원, 군수산
업 등의 분야에서는 유지되고 있으나 여타분야는 정부예산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5-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정부예산의 감소는 정부
기능의 위축을 필수적으로 동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2.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화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는 재정부문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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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그 변화요인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북한이 취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정부수입에 증가를 가져올 요인과 감소를 가져올
요인이 혼재한다. <부표 5-1>에 정리된 북한의 주요 경제관리개선조치 가
운데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보유이윤 비중 증가이며, 둘째, 근로자에 대한 능력급 지급에 따
른 상여금 부담 증가, 셋째, 농업생산량의 보유비중 증가, 넷째, 농지사용
료 부과, 다섯째, 가격인상 및 임금인상을 들 수 있다. .
북한의 주요 재정수입원천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
익금이다. 각 수입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거래수입금에 대한 변화이다. 이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
가의 판매소를 통한 거래가 늘어날수록 수입은 증가한다. 이번 개혁조치
중 가격인상 및 임금인상은 거래수입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정부
의 판매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인상하였으므로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간접세 형태의 거래세를 통한 정부의 수입규모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수매가격도 동시에 인상하였으므로 실제
수입의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운
영하는 판매소에서 거래가 발생해야 이러한 소득이 증가하나 생산의 증
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래의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여전히 소비자들 중 일부분만 국영판매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뿐이어서 생산능력의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금번 가격 및 임금인상 조치이
후 이미 농민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가판매소에서의 가격
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각 생산자들이 국
가수납을 기피하고 농민시장 등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추진할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강제로 이를 단속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생산
규모를 감소시키게 되어 경제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므로 거래수
입금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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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기업이익금에 대한 영향이다. 국가기업이익금은 모든 국영기
업소들이 이익금 가운데 국가가 인정하는 일부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수입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의 유보이익을 확대하
여 이를 통해 기업의 재투자와 근로자들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도
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노동참여와 경영자들
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이 증가하면 다시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서 장기적으로 국가
소득의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은 생산과 유통을 포괄하는
모든 기업소에 적용되므로 국가기업이익금을 통한 정부의 재정수입은 상
당규모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셋째, 협동단체 이익금과 관련한 변화이다. 협동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유이윤의 확대와 책임경영제는 예산수입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며 가격
인상은 예산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자체배분비율을
증가시킨 조치는 국부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며 농지이용수수료 부과
는 국가수입의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농업부문
의 수확이 기본적인 생계를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러
한 수수료나 국가에 대한 수납비율은 지켜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
로 정부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지출의 변화
북한의 국가예산지출은 그 목적에 따라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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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지출의 추이
첫째, 북한의 재정지출이 보이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GNP에서 국가재
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앞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재정은 1960년대에 GNP의 50∼60%를
차지하였다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
에는 60%대를 유지하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70%대를 거쳐 1980년에는

79.2%에 달한다. 그러나 그 후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재정
의 對GNP 비중이 71.5%에 가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의 급격한
경제침체로 1993년과 1994년에는 GNP의 91%를 재정이 차지하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정도로 재정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GNP
의 급격한 감소가 첫 번째 원인이 되었고 정부가 기존의 재정지출을 한
꺼번에 줄이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5년부터 북한은 재정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1999년 4월에 다
시 재정에 관한 발표를 재개하였다. 이 발표와 북한이 UN에 제출한 자료들
을 근거로 추정한 對GNP 재정비중은 50%대로 하락하였다. 이는 북한의 재
정수입 기반이 붕괴되어 국가재정이 크게 위축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정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한재정은 GNP의 25% 내외를
차지하여 북한의 재정비중이 남한의 갑절이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41)
둘째, 북한의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규모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서 북한이 일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을 보여준다. 남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와 달리 상당
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온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흑자재정 편
141) 북한 경제의 국가소유로 국민소득의 대부분이 예산에 활용되고 있음은 1990
년대의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1999년도 예산의
對GNP 비율은 58.4%에 이르고, 한국은 16.9%에 불과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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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예기치 않은 변화가 경제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요인을 방지하기 위
해 모든 경제분야를 철저히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적 현상으로
보인다.142)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흑자재정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사회주의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자원이 소비재 생산에 투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질가계 소득의 증가를 막아야 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의 흑자재
정 편성은 1960년대 이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
로 관찰되는 현상이다143).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의 심화 이후
변화되어 적자재정이 관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긴급한 경제재건을 위한
재정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4) 다음 <표 5-3>은 1990년대부터 2001
년까지 북한의 세입ᆞ세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기
본적인 예산구조는 흑자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3> 북한의 세입·세출 추이145)*
(단위: 억 원)

연도

1991

1992

1993

1994

-

1998

1999

2000

2001

세입

37ᆞ1

39.5

40.5

41.5

-

19.7

19.8

20.9

21.5

세출

36.9

39.3

40.2

41.5

-

20.0

20.0

20.9

21.5

* 북한에서 발표한 북한화폐로 계상된 예산규모
142) Hwang, Eui-Gak, 1992, “the Korean Economies: A Comparison of North and
South”, pp. 176∼177. 북한 스스로도 “사회주의하에서 예산은 언제나 흑자예
산으로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사회과학원(1985), 경제사
전, 제2권, p. 707.
143) 김원진, “북한의 예산제도 변천과정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중ᆞ소와의 예산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144)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재정적자는 고용을 증대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결과
로 발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145) 1994년과 2001년의 예산(세입ᆞ세출)은 그해 4월 각각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서 확정된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실제로 집행된 것들이다. 북한은 1995년
부터 1997년까지는 예산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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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 재정지출의 부문별 추이와 특징
북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사회주의하에서의 재정이란 당의 정치적
기조하에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정권기관의 기능을 재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러한 재정의 역할이 곧 예산을 통하
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재정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은 “경제, 문화, 건설과
국방력의 강화 및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유일적으로 보장한다.”146)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재정지출의 주요항목은 인민경제비, 사회문화 시
설비, 군사비, 행정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관리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
표하지 않고 있으며 그 비율도 부분적으로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지난해에 비해 증감된 비율정도만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근거로 통일부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북한의
재정지출통계들을 산출하고 있다.
인민경제비는 남한의 경제개발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사회부
문의 기업 및 경제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을 내용으로 하며 국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민경제비에서는 생산확대를 위하여 각
종 시설물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 건설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인민경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건설 투자는 생산적 건설부
문과 비생산적 건설부문으로 구성되며 생산적 건설에는 공업, 농업, 운수,
통신, 상업 및 사회 급양건설이 포함되고, 비생산적 부문에는 주택, 문화
기반, 과학연구기관, 보관기관, 공공건설 등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원자
재나 중간재를 생산ᆞ유통하는 데 소요되는 유통자금의 공급이나 기타
용도에도 충당된다.
146) 사회과학출판사(1985), 경제사전(2), p.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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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제비 중 기본건설 투자를 제외한 지출에는 각종 보조금도 포함
되어 있다. 예컨대 계획손실을 내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식량이나 생필
품 등에 대한 가격보조금, 그리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장ᆞ기업소
를 위한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지원자금,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도시경영
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이 중요한 지출항목에 속한다. 그
외에도 기업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금, 주택 경영면의 손실을 보충하
기 위한 예산지출, 거래수입금의 초과 납입을 상쇄하기 위한 지출, 재고
증가를 위한 지출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그밖에 고율의 거래세 부과 때
문에 생겨난 소비재의 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나 수출보조금
등도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2/3가량을 차지해온 인민경제비는 1990년
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구체적인 숫자로 발표되지 않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된 수준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공업설비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
도를 고려할 때, 북한이 더 이상 경제분야의 필요투자를 정부수입으로 충
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정부가 경제개선 조치를 독립채산
제의 실질적 운영을 강조하며 부족한 원부자재를 해당공장이 직접 해결
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재정능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현실적 조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시책비는 사회개발을 위한 지출로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
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지출항목에
는 문화, 선전, 출판, 간부양성 등 일련의 경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의 의하면 북한
의 문화시책비 비중이 크게 높아져서 38%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규모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북한 당국이 수십만 명의 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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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에 대한 복지
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게 된 것이 그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군사비는 군수공업 발전과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투자, 장
비 현대화, 병력 유지 및 전인민무장화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북한의
군사비는 1967년도 이전에는 민족보위비라는 명목으로 발표되었고 인민
경제비 및 사회문화시책비에 은폐하였던 것을 1967년부터 국방비라는 항
목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1968년의 통계에는 재정지출의 32.4%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점차 국방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현재 14% 안
팎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이 발표하는 세출예산 중 군사비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특히 의문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사실상의
최고 직위화하면서 강성대국 기치하에 선군정치를 앞세우고 있으며 1998
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에서 최근의 핵무기 개발시인에 이르기까지
군사력강화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의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1967년부터

30% 수준을 상회하다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2년부터 20% 이하로 급
격히 하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전체 예산액의 12% 수준으로
낮아졌고 1999년도 이후 군사비 비중이 14.5%로 상향조정된 후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소위 제2경제권으로 지칭되는 군사경제권의 경제활동이 활
발한 탓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군사비 규모만을 군사분야의 지출로 규정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군사비의 상당부
분이 인민경제비에 포함되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
질적인 군사비 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의 30% 정도에 이를 수도 있는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군사비를 다른 예산 아래에 은폐한다
는 의혹은 이미 전부터 있어 왔으나 실제 군사비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는 밝혀진 바가 없다.

166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기관관리비는 국가일반행정 및 경제관리 행정비, 안전사업비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예산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이 관리비가 실제로 북한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정보분야 조직의 운영경비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관리비가 공적인 행정관리 및 유지를 위한 비
용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 경제개선 조치에 의한 재정지출의 변화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는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및 관리비등
전반적인 지출부문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가격의 인상에 따른 지출부담의 증가이다. 북한정부는 지금
까지 농산물에서부터 필요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부수요를
거의 무료로 수납하거나 형식적인 구매를 통해 충족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물가가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정부의 급격한 지출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임금인상이 초래하는 지출수요의 증가이다. 북한이 기업소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각 개별기업이 책임지도록 부담을 전가하더라도 공무
원이나 군인 등 정부내 인력에 대해서는 직접 그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금번의 임금인상은 부가가치에 따른 인상이 아닌 정책적인 측면에
서 중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도록 인상하였으므
로 정부의 인건비 상승은 일반 기업소에 비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로 인한 정부의 인건비 지출부담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화폐화의 진전에 다른 부담이다. 이번 개혁조치는 명령을 통한
자원의 배분 및 분배제도를 화폐를 통한 배분 및 분배구조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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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거래는 화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의 모든 경제관
련 행위가 명령이 아니라 화폐를 통해서 움직여지도록 전환된 탓으로 정
부의 화폐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화폐의 유무가 정
부활동에서 제약요인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4.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문제의 해소방안
가. 경제조치와 재정문제
북한이 시행한 제도적 변화 가운데 배급제의 폐지, 물가의 현실화, 구
매력의 제공 등은 화폐를 통한 경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전제로 화폐화

(Monetizat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화폐화란 모든 경제활동의 가치를
화폐를 통해 측정하고 경제행위의 대상을 모두 화폐로 거래하는 것을 의
미한다. 화폐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기존 명령경제는 화폐경제로 전환
하게 되며 그 결과 국가계획기구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던 자원의 배분
과 생산품의 분배가 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거시적 경제운용의 틀이
바뀌게 되었다.
외화환율의 현실화 및 외환과의 직접교환을 가능하도록 함으로 지금까
지 분리되었던 북한의 내부시장과 국제시장이 상호연계성을 회복하게 되
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차등급여지급을 가능하게 하였으
며,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였고 농산물의 자체배분비율을 확대한 것은 모
두 경제의 자기책임원칙과 개인의 열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북한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
나 북한정부는 이로 말미암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예산의 압박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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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명령이 아닌 화폐로 경제를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었고, 둘째, 가격인상 및 임금인상으로 재정지출
을 위한 화폐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셋째, 독립채산제의 강화 및 농산물의
자체배분비율 확대로 인해 정부의 예산수입이던 사회순소득이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과정에서도 이러한 재정부족의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였
다. 중국에서도 개혁과정에서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윤의 기업
보유 비율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
가 심화되기에 이른다. 중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처를 취하게 된다.
첫째, 경제외적 예산을 감축하는 대신 경제관련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
다. 예컨대 국방비 지출은 1950년대에 국가 총수입의 30%를 넘어섰으나

1970년대에는 10%대로 하락하게 된다.
둘째, 기업의 투자 및 경영에 대한 자금수요를 상업은행을 통해 해결하
도록 바꾸었다. 국가가 생산수단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개혁 이전에는 이
윤의 전부를 국가수입으로 가져갔었다. 그러나 개혁 이후 이윤의 상당부
분을 기업이 보유하여 그 이득을 향유하게 하는 대신 투자에 대한 부담
도 기업이 스스로 감당하도록 전환하기에 이른다.
셋째, 기업이윤을 기업이 보유하는 비중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이윤 가
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세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기업의 이득 중 일부를 국
가가 법인세 형식으로 수취한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 문제
와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문제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기에 이른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진보와 정부의 기능조절이 모두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으
므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그 결과 세금제도나 세율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적정수준을 찾아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넷째, 정부보조금의 조절을 통한 예산수요의 조정이다. 경제개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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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대신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통
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나 정
부가 보조금을 통해 투자를 집중하는 사업은 주로 에너지와 운송부문 등
의 사회간접자본분야에 이루어 졌다. 그 결과 경제 전체에서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 역할도 줄어들게 되었다.147)
나. 북한의 개혁과 재정문제 해소방안
북한의 이번 개혁이 야기하게 될 재정부족은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임금인상 및 가격인상에 따른 한시적 재정문제이며 둘째
는 기업의 이윤유보 및 농산물의 자체배분비율 증가에 따른 국가소득의
감소문제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문제이다. 한시적 재정부족 문제는 국영
기업의 판매가격 인상과 유통수익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기업들에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초기 재정수요와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합리화되거나 구조조정을 거
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자금 등의 확보가 필요한 탓으로 국가재정
의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도 기업의 독립채산제강화에 따른 자율성확대와 인센티브
제고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 예
상된다. 따라서 재정부족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될 것이
다.
북한은 재정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이다. 북한은 현재 일원적 은행제도를 활
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은행을 통한 신용창출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
며 단지 현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도만 존재한다. 북한이 인플레이션 문
147) World Bank(1990), 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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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겪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려면 신용을 통한 재
정공급의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투자재원을 기업 스스로가 감당하도록 전환하여야 한
다. 이는 기업투자에 따른 정부의 재정수요를 감소시키는 직접적 효과
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문제인 연
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재정지출의 구조를 전환하여 비경제부문의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방예산의 비중이 높아서 생산부문에 투입되어야할
자본형성에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대
한 합리적 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재정지출의 조정은 당장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안이므로 초기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급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재정구조에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기업관리 방식의 전환은 국가의 재정수입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새로운 세제의 도입 및 개발과 적정세율의 모색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
다.
다. 북한의 공채발행: 재정부족을 위한 탈출구인가?
1) 공채발행
북한은 2003년 3월 26∼27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회의에
서 ‘여유화폐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기 위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민생활공채는 2003년 5월 1일부터 발행하
기로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할 데 대한 법령”들
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북한이 발행한 공채는 10년만기로 2013년 4월 말이 채권소멸시기이며

제5장 최근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 171

액면가는 500원, 1천 원, 5천 원의 세 가지로 발행되었으며 공채의 수익
성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채권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
을 통해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주는 형태로 제공된다. 추첨은 처음 2년간
은 6개월마다 한번씩, 그 이후에는 1년에 한번씩 시행하게 되며 당첨자는
당첨금과 원금을 찾게 된다. 로동신문의 해설에 따르면 추첨횟수는 10년
간 11회 시행할 것이며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원금만을 기간 안에 돌
려받게 된다( 로동신문 , 2003. 3. 30).
공채상환은 2008년 12월부터 시작되며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3년
말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 또한 인민생활공채
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설 인민생활
공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아래에 인민생활공채상무를 두며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리, 읍, 구, 동사무소들에 공채협조상무를 조직하였다. 인민생
활공채를 판매하기 위해 “많이 구매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강성대국 건
설을 위한 애국적소행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고 밝히고 있다( 내각공보 , 2003. 3. 27).
2) 공채발행의 목적
북한의 제10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문일봉 재정상이 보고한 내용
에 따르면 이번 공채발행은 내부자금의 동원과 물가안정이 그 주요목적
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일봉 재정상은 북한은 “(민간의) 여유화폐자금을 (정부가) 효과적으
로 동원 이용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
한 사실은 북한이 자금동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북한
정부가 재정적인 압박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로동
신문 에서는 “이번 공채발행의 목적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
경제를 현대화하고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데 있다”라고 하여 인민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재정공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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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한다고 구체적인 용처를 언급하고 있다( 로동신문 . 2003. 3. 30).
북한은 전통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급중심의 경
제를 운영해왔으며 공급을 통해 소비수준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왔으므로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초과하여 누적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누적된 초과 구매력은 지속적인 인플레 압
력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구매력과 국가에서 제정한 가격 사이에 누적되
어온 괴리의 폭이 2002년 7월달의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한때 줄어들
긴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급여 및 상여금 인상과 정부구매가격의 상승
에 따라 화폐공급이 확대된 규모만큼 생산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플레 압력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148) 로동신문은 해설을 통해 “우
리나라에서 발행하게 되는 공채의 인민적 성격은 나라의 화폐유통량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여 통화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누구나 골고루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한다는 데서도
표현된다”고 하여 화폐가치의 안정이 이번 공채발행의 주요 목표 중 하
나임을 밝히고 있다.
3) 공채 발행의 의미
북한은 해방 직후와 6ᆞ25 전쟁때 공채를 발행한 이후 도합 세 번째로
공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공채는 저축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
으며 저축이 발전될 경우 공채는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채는 본질상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적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축적금을 동원하는 한 형태이며
저금의 성격을 띤다.
148)

주민들의 저축을 조직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형

조선신보 4월 1일자에 실린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최국장은 7ᆞ1조치 이후 국가의 수입과 지출 사이의 괴리가 사라지지는 않
았지만 줄어들었다고 하여 인플레 압력의 존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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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들이 발전함에 따라 저금형태로서의 공채의 의의는 사라진다”( 경제사
전 , 1권, p. 168).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의 기능만을 고려하는
북한의 공채에 관한 정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북한의 공채발행은 아래
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주민의 축적금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둘째, 저축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발행한 인민공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
시적 형태의 채권이다. 둘째, 복권과 같은 형태의 당첨금과 다량구매자
에게 정치적, 물질적 보상을 하는 방식의 이득을 제공한다. 셋째, 새로
운 형태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강제저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
정된다.
4) 공채발행의 배경
북한이 공채발행을 통해 민간의 여유화폐자금을 동원하고 물가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환수기능의 고장이다. 북한에서 화폐의 유통과정은 <그림

5-1>과 같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는 중앙은행 → 기관,
기업소 → 주민 → 국영상점 → 중앙은행의 과정을 거쳐 국고로 환수되
며 이는 다시 정부예산에 따라 민간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북한내의 생산부족으로 국영상점 및 기업소의 화폐환수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화폐회수 기능을 하던 상품의 유통
망이 붕괴되어 화폐의 공급은 이루어지지만 회수는 되지 않는 상황을 초
래하였으며, 공급된 현금이 공적시장에서 유통되기보다 농민시장이나 암
시장에서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내부에 많은 인플레 압력을 유
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의 인플레 압력은 <그림 5-1>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생산부족으로 인해 공적시장에서 화폐의 흡수기능을 상실
한 탓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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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북한의 화폐 유통과정
기관ᆞ기업소

중앙은행

공적시장

주민

농민시장

주민

국영상점
기업소

둘째는 예산부족에 따른 투자기능의 마비이다. 북한의 현금 환수기능
에 발생한 장애는 국가의 예산부족을 초래하였고 기관 및 기업소 등의
투자계획과 경제건설 투자를 실현하는 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
한 사실은 경제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북한 정부로 하여금 주민들의 보유현금을 환수하기 위해 나서게 된 배경
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3년도 예산지출을 2002년대비

14.4%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예산수입은 13.6% 증액할 것으로 발표하였는
데 예산수입의 일부를 공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로동신문 ,(2003. 3. 30)에서는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채는 예산수입으
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번 공채발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예산수입 제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공채의 판매조건과 전망
공채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로 나누어지며 국영기업이 주체가 될 경우에는 회사채 성격을 띤
공채가 되기도 한다. 북한은 이번에 발행할 공채를 인민생활공채로 명명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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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지닌 공채라고 판단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채권매입시 구매행위의 주요 기
준은 수익성과 안전성이다. 공채는 국가 혹은 정부기관이 발행자가 되므
로 안전성이 높은 반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북한은 이번 공채와 관련하여 이자를 제공한다거나 이자율이 얼마가 될
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단지
원금상환과 추첨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당첨금의 제공만을 확인하고 있
어서 현재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
첨금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수익성은 당첨금의 규
모에 달려 있다.
북한의 인민생활공채는 이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무이자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로또 복권’과 같은 성격을 가미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발표되었다.149)
이번 공채의 당첨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존재하
지만 당첨금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또복권은 비당첨자
가 지불한 금액 중에서 당첨금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발행기관의 수익
이 된다. 그러나 북한의 공채는 비당첨자에게도 5년 후부터는 원금을 지
불하여야 하므로 국가가 얻게 되는 수익은 구매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분
이다. 따라서 이 수익은 일정한도를 넘지 못할 것이며 당첨금의 총액이
높게 책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첨금이 구매자들을 끌어들일
만큼 인센티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당첨금의 규모
와 당첨자의 숫자에 달려있을 것이나 당첨금의 규모 및 당첨자수가 충분
한 인센티브가 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149) 북한에서는 복권을 “유휴화폐를 동원리용하며 현금류통을 원활히 하는 데서
도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비용지
출에 복권을 이용해 왔으며 일반예금에 대해서도 복권을 추첨하여 당첨자에
게 현물이나 현금을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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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현재소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의 공채는 현재소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없
을 뿐 아니라 비공식 시장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은 현재 인플레가 연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실질소득의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따
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제공하는 방식의 공채는 주민들의 희
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익성의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손실을 발생시키며 실질소득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
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채는 국가가 지불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채는 안
정성의 기준에서도 주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채는 국가가 그 지불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폐량이 많아질 경우 주기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화폐적 자산을
일방적으로 흡수해왔다. 따라서 공채를 사는 경우 화폐자산을 일정규모
이상 소지한 것으로 이미 공개되는 효과를 지니므로 북한의 공채는 안
전성이라는 기준에서도 주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북한당국이 공채를 일반매각하기에 장애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환금성의 부족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반저축도 강제적으로 시행한 경
우가 많았으며 주민들이 예금통장에 적립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해온 적이 많다. 따라서 공채가 만기가
되더라도 정부의 지불약속이 그대로 지켜질 지에 대해 불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만기일에 가서 현금으로 지불하기보다 예금통장으로 지급
하고 인출에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공채의 환금성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내에서 주민간 채권매매가 허용되지 않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다시 수매하거나 만기가 되지 않는 이상 구입한
채권을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환금성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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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이상 공채발행의 성공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행한 인민생활공채는 공채의 주요 구매조건인 수익성, 안전
성, 환금성 등 모든 면에서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되지 못하여
강제매각 방식이 아니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 북한의 공채 매각방식
공채발행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이 매각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정부
에서는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이용한 자발적
방식과 행정기구를 통한 강제적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의 인민생활공채는 주로 강제적 방식에 의해 매각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은 10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에서 필요한
공채 판매조직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인민생활공채 발행사업은 자발성의 원칙과 공민적 의무를 결
합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게 된다”고 밝히고 있어서 자발성을 근거로 한
매각만이 아니라 공민적 의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여 강
제적 방식의 매각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였다( 로동신문 , 2003.

3. 30).
내각공보에서는 공채판매가 전국에서 행정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인민생활공채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 시, 군
들에 비상설 인민생활공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아래에 인민생활공채 상
무를 두며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리, 읍, 구, 동사무소들에 공채협조상무
를 조직한다”( 내각공보 , 2003. 3. 27).
인민생활공채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판매를 할 뿐 아니라 기관 및 기업
소를 매개로 하여 단체매각 혹은 단체를 통한 개별매각의 방식을 활용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2002년 7ᆞ1조치 이후 북한의 기관 및 기
업소가 이윤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직접 구매력을 소유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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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조직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인민생활 공채발행의 규모추정
북한이 공채발행을 통해 기대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예산수입 증가, 인
플레 압력의 감소이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적 안정을 회복하고 상품과 가
격간의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경제계획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경제건
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채발행을 통한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 지는 얼마나 많은 공채를 판매할 수 있을지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북한이 예산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공채 매각규모는 북한
의 지난해 예산의 1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3년 예산
수입을 전년대비 13.6% 증가한 규모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2000년대 평
균 증가율 4%를 10% 가량 상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증가율을 제외
한 10%가 공채를 통해 충당하려는 예산규모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4> 2000년대 북한의 예산 변화
연도

2000

예산

2001

결산

예산

2002

결산

예산

2003

결산

예산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입 204.1 209.0

5.6

215.7 216.4

3.4

221.7 222.8

3.0

253.1 13.6

지출 204.1 209.6

4.7

215.7 216.8

3.5

221.7 221.3

2.1

253.1 14.4

* 금액은 2000년도 불변가격 기준
** 증감률은 전년대비 표시임.
자료: 한국은행

<표 5-4>는 기존 가격체계하에서 북한의 증가된 예산규모를 추정한 것
으로 예산의 10%를 공채로 충당한다면 25.3억 원이 되며 이를 7ᆞ1경제
조치 이후의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의 평균 인상률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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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로 상정하여 곱하면 380∼506억 원 가량의 공채를 매각해야 한다
는 결론이 도출된다.150)
북한 주민들을 2천만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1,900∼2,530원 가량의
공채를 매입해야 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7,600∼1만

120원 가량의 공채를 매입해야 북한정부가 기대하는 예산수입을 확보
할 수 있다. 북한의 매 가구가 주민 1인의 월 기준임금 2천원의 4∼5개
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채매입에 지불해야 한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며, 그 규모 면에서도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8) 인민생활 공채 발행의 효과
재정수입에 대한 영향
주민들의 보유화폐를 공채를 통해 거두어 들여 재정에 투입하게 되므
로 목표금액을 달성하건 그렇지 못하건간에 일단은 재정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록 공채를 통한 재정수입은 증대한다 할지라
도 개인소득의 정부예산 귀속이 인센티브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경제개선
조치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관 기업소들의 거
래수입이나 기업 및 협동단체의 이윤증가폭이 감소함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입감소의 비중은 정부가 공
채를 얼마나 강제성을 가지고 판매하느냐에 의해 달라지게 될 것이나 강
제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판매규모가 줄어들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재정
수입의 증가효과도 제한적인 규모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150) 분야별, 상품별로 임금 및 가격인상률은 일정치 않으나 7ᆞ1조치 이전에는
기준임금이 110원이었으나, 이후에는 2천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15∼20배 가
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실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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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압력에 대한 영향
인플레 압력은 화폐량 증가에 따른 압력과 수요견인(demand-pull)에 따
른 압력, 비용추상(cost-push)으로 인한 압력이 존재한다. 북한정부의 공채
판매는 민간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흡수하게 될 것이므로 화폐량 증가에
의해 유발된 인플레 압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채발행은 재정충당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민간보유
화폐량을 정부의 재정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화폐의 절대규모를
줄이기 보다는 추가적인 화폐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채발행은 사실상 화폐량의 증가폭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뿐 기
존 인플레 수준을 감소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공채발행으로 발생하는 재정능력을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투입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결국 확대재정정책
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확대재정정책은 다시 국
내수요의 증가를 유발하여 수요증가에 의한 인플레 압력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정확대가 생산의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인
지 혹은 수요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인지가 인플레 압력에 대한 최
종효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생산의 확대보다 재
정사업을 위한 수요확대가 먼저 발생할 것이므로 공채발행이 인플레 압
력의 감소에 큰 기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중유공급이 중단되어 있으며 향후
에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한 외부지원이나 경제교류가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생산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북한내 인플레 압력증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7ᆞ

1조치 이후 임금 및 상여금 인상, 기업보유 이윤비율 증가 등 국내 화폐
공급의 증가를 초래할 요인들이 상존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제약은 경제
적 유인효과를 감소시킴으로 개혁조치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건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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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반적으로 북한의 공채발행이 인플레 압력 증가속도를 둔화하는
데 기여는 할 것이나 화폐증가 외의 인플레 압력 발생요인이 많아서 여
전히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인센티브 감소로 생산성
개선을 저해할 경우 인플레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5. 결론: 재정부문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북한은 2002년 7월에 단행한 경제개선 조치 이후 국가로 기업의 이윤
유보율과 농민들의 자기분배 몫을 확대함으로 재정수입이 단기적으로 감
소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재정지출 면에서도 가격인상, 임금인상, 화
폐화 등으로 그 지출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생산을 확대하여 연결되어 공적 유통망이 활성화되면 재
정수입문제는 완화될 것이나 핵문제로 인한 국제협력의 위축 등으로 생
산확대가 본격화되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7ᆞ1조치 이후 재정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국가사업을 위한 투자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재정충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기로 하여 2003년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공채는 재정충족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그 효과
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공채판매로도 단기간의 자금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
다. 즉 북한정부가 공채판매라는 폐기된 바 있는 정책수단을 다시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개선조치 이후 확대된 재정수요 증가로
단기간에는 국가의 예산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국가재정이
담당해야할 영역구분을 새로 시행하고 가급적 국가재정이 담당할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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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취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생산확대를 위해 비경제 부문의 예산을 감축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식적으로 2003년의 경우 전체예산의 15.4%
로 계상된 국방예산을 감축하여 생산부문에 투입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기업들의 운영을 완전한 독립채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에서는 모든 기업들의 운영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어서 생산이 되지 않
는 기업들의 유지와 생산설비의 개보수에 관한 부담이 모두 국가예산으
로 얹혀지게 된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많은 기업들
이 자력으로 경영하고 투자하도록 하면 정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실
제로 북한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상당한 정도의 진척을 보
이고 있다. 단지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시장경제에서의 민간기업과 유사
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파산에 관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기업에게 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실업자
에 대한 생존생계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런 모든 제도가 구비되기까지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일단
이미 북한에서 추진하는 독립채산제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도록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상업은행의 도입이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필요성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우선은 민간자본을 생산부문에 투입하기 위해 필요
하다. 국가가 직접적인 투자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개별 기업이 자본을
유치할 능력이 있어야 하나 현재의 제도로는 민간부문의 자본이 생산부
문에 투자될 길이 없다. 다음은 자본의 창출효과를 위해 필요하다. 상업
은행과 중앙은행이 분리될 경우 상업은행의 대출활동과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은 자본의 승수효과를 발생한다. 그러나 본원통화 중심의 화
폐정책을 운용하는 북한의 엄격한 일원적 은행제도(mono-tier banking

system)에서는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자본의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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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본부족의 심화를 막을 수 있는 국내적 수단이 없다.
넷째, 북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세제도입이 필요하다. 북한
은 현재 독립채산제를 확대하면서 일정비율의 생산품이나 수익금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소유의 기업들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임
금외에는 모두 국가로 귀속되어 경영이익 형태가 되었으나 독립채산제의
확대실시와 기업의 이익금 보유비율 증가로 국가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
한 이론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소유개념
을 고려할 때 현재 국가에 지불하는 금액은 국가소유의 생산설비나 토지
등의 사용료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식으
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설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도 점차 민간에 이
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도입한 경제개선조치는 단기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심화
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공채판매의 효과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이보다는 개혁의 확대를 통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부문의 전반적인 재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재정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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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 북한의 경제운영방식 개편 내용
구분

조치 전

조치 후

비 고

가격

ᆞ국정가격<<농민시장가격
ᆞ가격단일화 추구
ᆞ국정가격≒농민시장가격
(수십배∼수백배가격격차)
ᆞ시장가격 인정

임금

ᆞ노동자 월평균 임금:
100∼150원

ᆞ노동자 월평균 임금:
2천 원 내외로 인상

ᆞ가격인상에 따른
생활비 보전

ᆞ고려사항: 생산원가, 국제
시장 가격, 국내 수요ᆞ
ᆞ폐지 ( 실제가격과
ᆞ고려사항: 생산원가
공급
판매가의 차이를 국
가격설정 ᆞ설정기관: 중앙 및 지방 ᆞ설정기관: 중앙 및 지방
가재정에서 보전해
행정기관
행정기관 이외에 지방공
주는 제도)
장에 대해 가격설정 재
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
ᆞ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
적, 국가적 중요사업과 도
ᆞ‘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별 공업총생산액, 기본건
ᆞ중앙집권적 계획경
원칙’에 의거하여 계획
설투자액 등만 작성
계획수립 수립 권한이 ‘국가계획
제체제의 분권화
ᆞ여타 세부사업은 해당 기
위원회’에 집중
관, 기업소, 지방행정기
관이 수립
ᆞ독립채산제 강화: 부족한
ᆞ독립채산제의 느슨한 운
원부자재는 해당 공장ᆞ
영: 원자재 등을 국가에
기업소가 자체 해결
의존하려는 경향
ᆞ원가개념 강화: 자금, 물 ᆞ유명무실한 독립채
ᆞ원가개념 부족: 원가개념
자, 노동력 투입 대비 실
산제를 실질적으로
보다 국가계획 목표달성
운영
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우선
공장ᆞ
재정계획 방법과 계산체 ᆞ국가계획 달성보다
ᆞ생산전문화 부족: ‘자력
원가절감을 통한 수
기업소
계를 수립
갱생’의 원칙하에 각 공
익성 제고 도모
경영
ᆞ생산전문화 유도: 연합기
장, 기업소가 원자재부터
업소, 협동농장, 모든 공 ᆞ생산전문화를 통한
완성품까지 생산하는 경향
기업의 ‘자력갱생’
장, 기업소에 대해 생산
ᆞ각 공장ᆞ기업소의 경영
원칙 완화
전문화를 유도
활동에 대한 국가경제기
ᆞ내각과 중앙경제기관의
관의 각종 통제(재정통
기관, 기업소 활동을 제약
제, ‘원’에 의한 통제 등)
하는 불필요한 규정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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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치 전

조치 후

비 고

ᆞ원부자재 시장을 개설
ᆞ일정 비율의 생산물을 자
ᆞ원부자재 거래는 시장이
ᆞ시장 범위의 확대
재용 시장에 납품
원부자재
아닌 공장ᆞ기업소간 계 ᆞ다만 교역물자의 종류와 ᆞ원부자재 배분의 효
시장
약에 의해서만 가능
율성 제고
범위는 국가가 규정하고
대금은 은행결제로 이루
어지도록 규제
ᆞ각 공장ᆞ기업소의 실적
평가는 ‘벌어들인 수입’
을 기준으로 실시
ᆞ수익성이 좋은 공장ᆞ기
ᆞ‘평균적 분배주의’ 팽배
업소들에 대해 더 많은 ᆞ능력급 강화
ᆞ‘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
수익을 분배하여 노동자 ᆞ국가의 무차별적 노
분배방식
는다’는 ‘사회주의 분배
동력 동원 관행 자
에게 추가노임(상여금)을
원칙’의 유명무실
지급
제
ᆞ유휴노동력을 국토, 농촌
건설 등에 동원하되 작
업수행정도에 의거하여
반드시 보수를 지급
ᆞ식량, 소비재, 주택 등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도록 ᆞ배급제도의 사실
ᆞ식량, 소비재, 주택 등
상 폐지
조치
사회보장 에 대해 국정가격을 적 ᆞ다만 무상교육, 무상치 ᆞ재정지출 규모축
체계
료, 사회보험(일시적으로
용하여 거의 무상으로
소를 통한 ‘작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
정부’로의 전환 기
공급
반 조성
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
는 보험제도) 등은 유지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공보 2002-8-21호에서 인용

제6장 경제특구 확대의 평가와 향후전망
李鍾雲

1. 문제제기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국내 타지
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호혜적ᆞ차별적 정책을 시행하여 특정한 경제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정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경제특구는 1960
년대 이후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등과 같이 주로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무역, 물류, 금융, 기술혁신이 결합된 종합적 성장거점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국제자본의 현지 투자와 기술유입 등이 절실한 개도국에서 국가발
전 전략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시행하여 멕시코 마낄라도라(Maquiladora)제
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자유수출지역(Free Export Zone) 등은 경제발
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51) 특히 중국의 대외개방
과 고도 경제성장에서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한 선전 등의 연해경제특구
가 핵심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특구정책 도입은 대외
개방과 경제개혁의 부분적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경제의 개방을 논할 때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와 경
151) 성장거점으로서의 경제특구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은 박재룡 외, 2002, 경제
특구의 성공적 추진 방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364호);
Ge, Wei. 1999,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 Opening of the Chinese
Economy: Some Lessons for Economic Liberalization.” World Development. Vol.
27, No. 7, pp. 1,267∼1,285; 홍익표. 2001.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68∼90; 서봉교, 2001, 북한 경제
특구의 전망과 과제: 중국 특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LG경제연구원),
pp. 4∼1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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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특구의 추진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언급되곤 한다. 이는 만성적인 경
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수출 확대, 외자 유치, 선진기술 도입
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지역에서의 예외적인
정책과 제도의 시행으로 1국가 2체제적인 경제영역(economic enclaves)이
형성되어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02년 9월 12일「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평안북도 신의주지역을 경제특구의 형태로 개
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북한의 경제특구 중심의 대외개방에 대한 국
내외의 관심이 높다. 신의주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은 북한이 취하였던 7
월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11월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관련법 발
표 등의 일련의 변화 움직임과 연계ᆞ추진되어 북한의 경제특구 활성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북핵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신의주
경제특구는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당국이 특구지역에
입법ᆞ행정ᆞ사법권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대외사업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아태평화위원회 및 민경련)
이 공단건설에 대해 합의한 이후 지연되어 오던 개성산업단지의 조성이

2002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연내착공을 합
의하고 11월 27일에 북한이「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ᆞ공포함으로서 본
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개성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북한당국의 적극
적인 의지와 기대는 안보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개성지역을 경제특구
형태로 개방하였다는 것과 남한측 사업주체인 현대아산과 토지개발공사
에게 공업단지 조성과 운영을 위탁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한 것에
서도 알 수 있다. 2002년 10월 핵개발 시인이후 북한의 대서방 관계는 대
부분 악화되고 남북관계도 전반적으로 정체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함
으로서 북한 나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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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북한은「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을 2003년 6월 28일(개발규정
과 기업창설운영)과 10월 1일(세금 및 노동규정)에 각각 공포하였다. 또
한 북한은 개성공단 착공식(2003년 6월 30일)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공단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개성공단지역에 직교역
사무소를 설치하고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152)
신의주와 개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배
후 지역인 중국 단동과 남한의 수도권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특구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성은 지형적으로 남한과 접해 있기
때문에 남한 자본의 유입이 용이하고 시장접근성이 높아 인프라 등의 투
자환경 개선이 동반될 경우 남한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업단지로서는 북
한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상의
장점 때문에 신의주와 개성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은 북한의 여타 지역이
개방되는 것과는 다른 각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는 입지적 조건이 유리하다고 하여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외자 유치와 경제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
해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외국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처한 열악
한 물리적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당국은 신의주와 개성지역에 새로
운 경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자세로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 도입을 추진
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와 함께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안정적
인 대외관계 형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7ᆞ1경제관리개
선조치와 함께 북한이, 비록 제한적이지만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관리 및
운영체제를 도입한 경제특구 확대정책의 배경과 원인을 우선적으로 살펴
152) 연합뉴스 , 2003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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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또한 신의주와 개성지역의 경제특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경제특구정책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이 해
결하여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제특구 확대정책의 배경과 내용
최근 북한이 각종 우대조치와 개발의지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신의
주 경제특구와 개성산업단지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난의 심각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 형식을 통한 부분적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
었다는 현실여건의 반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1980년대 이
후 지속적인 경제침체에 빠져 있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비록 1999
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30∼40% 수준으로 하락한 산업가동
율은 설비의 노후화와 에너지ᆞ원자재의 부족, 낙후된 기술로 인해 여전
히 낮으며,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
난이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이며, 장기화된 경제
위기로 내부자원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당국은 남한을 포함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과 적극적인 경제특구 정책을 통한 해외 자본과 기술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지도부는 1990년대 말부터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 출범과 함
께 체제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회생을 위해 일
련의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의 경제특구 확대를 북한
의 변화된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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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경제난에 의해 북한당국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
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실용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경제특
구 확대는 외국 자본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북한당국의 전향적인
정책수단의 변화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당국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촉발된 극심한 경제
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가 공식화된 1998년까지 적극적인 정
책방향과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북한당국은 경제정책의 변화가 미
칠 정치적 파급을 우려하여 단지 종래에 실시되던 북한 경제관리체제의
틀 안에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1990년대 시행한 대부분
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일시적으로 추진되다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 최초
의 경제특구라고 할 수 있는 라진ᆞ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도 정치
ᆞ안보논리가 경제적 목적보다 우선시되어 투자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유
인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행초기 2∼3년 이후에는 투자활성화
를 위한 별 다른 정책이 제시되지 못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의지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경제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
의에서 헌법 수정과 내각체제의 출범과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김정
일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1998년 개정된 헌법
에는 소유구조의 조정과 개인소유의 범위 확대(20∼24조), 독립채산제 실
시를 통한 자율성 확대(33조),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주 및 여행의 자유권
확대(75조) 등으로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방안으로서 무역주체에서 국가독점권을 삭제(36조)하고, ‘특수경제
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창설 및 운영의 장려(37조)를 포함하였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합작법, 합영법, 외국투자은행법을 포함한 9개의 외국인
투자유치 법규를 개정하고, 동년 5월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 등 5
개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밖에도 2000년 이후에는 가공무역법(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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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투자기업 최신기술도입규정(2001. 8),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2001, 4) 등을 새롭게 제정하여 외자유치와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153)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북한당국은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독립
채산제 실시와 연합기업소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경제관리방식의 변
화를 추진하고, ‘신사고론’과 ‘실리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정치ᆞ경제
이념을 제시하며 경제정상화를 시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남한과 서방국
가와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 활동은 강화하였다. 특히 지난 2000년

6ᆞ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경
의선 철도연결 등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획득을 위한 북한의 노력은 EU국가들을 중
심으로 서방 선진국들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1990년대 초반이후 불편한
관계에 있던 러시아와의 관계복원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비록 관계개
선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지만 미국과는 2000년 조명록 차수와 울브라이
트 국무장관의 교차방문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제운영에서의 실리ᆞ실적 중시, 경제하부단위의 자율성 확대, 분배ᆞ가
격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는 1998년 9월 이후 점
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나름의 실용주의 경제정책 도입의 일환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신의주와 개성의 경제특구 확대는 외국
자본유치를 위해서 법제도 정비작업과 서방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진행
하던 북한당국의 대외개방 확대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7ᆞ1조치와 같은 대내 경제부분의 변화와 제한적이지만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이면에는 최고지도부의 의
지와 함께 실무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제부문 기술관료의 영향력
153) 1990년대 하반기 이후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위해 정비된 북한
법체계에 대한 내용은 장명봉ᆞ박정원, 2001,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
법제 정비동향 (서울: 한국경제연구원)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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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경제특구 확대정책의 세번
째 배경으로 실리 추구적인 경제엘리트그룹의 형성을 꼽을 수 있을 것
이다. 북한은 1998년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당면한 경제적 어
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관료를 내각의 경
제부처에 전진 배치하였다. 이는 북한 나름의 개혁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회생을 목표로 점진적 개혁ᆞ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실
용주의적 테크노크라트(technocrats) 계층이 북한에 형성될 수 있음을 암
시한다.154)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편과정에서 내각은 과거 정무원보다 강한 역할
과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내각의 기능강화에서 주목되었던 것은 50∼60
대의 기술관료를 발탁하며 경제부처의 세대교체를 단행하였다는 점이다.
경제부서의 책임자인 위원장과 상(相)은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고려해 내
부 승진시키거나 관련분야에서 발탁함으로서 기술관료들의 정책 영향력
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0년대 하반기 이후 정부부서의 중
급 간부들과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강화함으로서 국제경

154) 향후 북한의 개혁전망을 논할 때, 북한 권력핵심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s)
계층의 형성과 이들 실용주의적 기술관료 계층과 군부를 포함한 보수 권력
집단의 갈등에 의한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시
나리오는 1980년대 개도국 민주화 과정과 원인을 분석한 권력핵심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권력투쟁과 협상 이론을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에 접
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기술관료의 위상강화와 테크노
크라트 계층의 형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에서 근본적인 개혁 및
변화(사유화와 민영화 등)가 단기간에 촉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경
제정책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경제관료들이 다른 정치
기관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관료 자신들조차도 북한의
권력집단의 일부로서 체제가 변화될 경우 그들의 기존 특권적 지위가 상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제유지에 위험이 되는 급진적 개혁ᆞ개방은 사실
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소장 기술
관료들의 역할은 향후 경제운용 전반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며 경제회복을
위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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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제 및 시장경제 운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게 되었
다. 예를 들면 1998년의 경우에 120여명의 실무급 관료들이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재정성, 중앙은행, 무역은행 등 경제관련 기관의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금융 및 해외투자, 국제분쟁처리철차, 기업회계, 금융기법,
기업경영, 관세제도와 같은 시장경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155) 이들은 해외연수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법령의 제정이나 대외무역 정책에서 일정한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최근 단행한 7ᆞ1조치와 신의
주, 개성의 경제특구 확대와 같은 과거와는 차별되는 경제정책의 추진배
경에는 1990년대 하반기 이후 증대되고 있는 경제 기술관료의 역할을 무
시할 수 없다.
이밖에도 6ᆞ15정상회담 이후 개선된 남북관계와 대서방 경제관계의
확대 등이 경제특구 확대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원인
을 바탕으로 북한당국은 7ᆞ1조치를 단행한 직후인 2002년 9월에「신의
주특별행정구」설치를 발표하며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신
의주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은 이미 2001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가능성이 높이 점쳐졌던 사안이었으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법령)을 통해 발표된 기본법이 특별행정구에 입법ᆞ행정ᆞ사
법권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영사업무와
대외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과거와는 다른 실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
어 관심을 끌었다.

6장 101조로 구성된「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특구의 법률제도가
향후 50년간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명문화하였으며, 경제특구의 행정에
대해 많은 권한이 행정장관에게 부여되었다. 특히 경제특구 기본법이 개
155) 조명철, 2001,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북 협력방안 ,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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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156) 이밖에도 경제특구 기본
법은 독자적인 화폐금융시책과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23조),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제도(24조), 특혜관세제도(25조), 특구의 독자적인 예
산 편성 및 집행(27조), 특구내 노동자의 직업이동 및 외국인력의 취업
허용(50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경제특구 기본법을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나, 신의주 경제특구는 북한이 1990년대 추진하였던 라진
ᆞ선봉경제특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자율성과 외국인 투
자유치를 위해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비
록 어우야(歐亞)그룹 양빈(楊斌)회장이 개인비리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북한당국은 초대 행정장관을 외국인으로 임명하고 또한 특
별행정구 장관에게 특구의 행정 및 개발사업의 전반적 관리와 행정부
관료의 임명권을 부여하는 등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방식을 보이
고 있다.「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살펴보면, 북한당국은 특구지정
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중국의 경제특구 경
험과 제도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 활성
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물적 인프라의 구축과 투자환경 개선이 조속
히 마련되어야겠지만,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
다.
156) 경제특구 기본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
지만, 토지의 개발ᆞ이용ᆞ관리권한은 개인투자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
다. 또한 동법 17조에는 신의주특구내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
한 상속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는 특구지역에서 개인소
유의 재산을 임의로 국유화할 수 없으며, 만약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불가피
하게 개인소유의 재산을 몰수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을 언급하였다.「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홍익표
(2002), 한국수출입은행(200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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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정 치
(1장)

ᆞ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및 자율성에 대한 규정을 통해 독자
적인 입법, 행정, 사법 권한 행사를 명시(2조)
ᆞ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특구의 행정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
섭 배제(6조, 7조)
ᆞ정치활동은 금지(10조)
ᆞ행정구 명의로 대외사업과 영사업무 가능

경 제
(2장)

ᆞ토지의 개발ᆞ이용ᆞ관리권 부여하고 개인의 상속권을 보장
(12조, 24조, 17조)
ᆞ토지 임대기간을 50년간 보장하고 만기후 기간 연장 가능
ᆞ독자적인 화폐금융정책 및 외화 반출입(23조), 투자기업에 대
한 조세상의 우대제도(24조), 특혜관세제도(25조)를 규정하여
특구의 자율성 강화
ᆞ독자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27조)
ᆞ투자 및 기업설비에 대한 규정(29∼31조),
ᆞ주 48시간 노동시간(19조), 휴가 및 사회보장제도 규정(25조)

문 화
(3장)

ᆞ11년 무료의무교육제(33조), 의료 보험제 실시(38조)
ᆞ특구내 문화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제정
ᆞ신문ᆞ잡지 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체신ᆞ방송의 자체 운영

주민
기본권
(4장)

ᆞ특구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명시
ᆞ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규
정을 포함함으로서 외국인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
ᆞ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를 특구에 위임(49조)

기 구
(5장)

ᆞ입법회의의 구성과 권한, 장관의 권한과 임무, 행정부의 권한
등을 규정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명시
ᆞ입법회의 의원은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

ᆞ특구는 북한의 구장 구기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구장, 구기 사용
구장ᆞ구기 ᆞ특구에는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외의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지
(6장)
않음
ᆞ하늘색 바탕에 흰색 목란꽃이 중앙에 위치한 구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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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당국의 합의서 체결이후 현대아산의 자금
난과 함께 미국의 대테러전쟁, 서해교전사건, 남북 당국간 대화의 파행
등 여러 국내외 환경의 변화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2년 11월에 북한이「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고 2003년

6월 30일에 개성공단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서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접어
들었다. 개성지역이 경제특구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특혜적ᆞ예외적
법적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개성공업지구법」은 5장 46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자의 범위와 권리, 경제적 특혜사항,
토지 이용기간, 노동력 이용, 세금, 분쟁해결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
어 있다(표 6-2 참고).157)
특히 개성공단이 남한기업의 투자유도를 목표로 함으로서 남한 투자가
와 기업관계자의 특구 출입 및 체류, 투자가 신변보호, 자유로운 경제활
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경제특구에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부여하며 자율성을 강조한「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보다
는 획기적인 면에서는 다소 강도가 약하나, 개발업자가 공단의 토지를 임
대하여 인프라 건설과 투자유치를 하는 개발방식, 행정기관의 간섭 배재
명시, 투자자의 상속권 보장, 공단관리기관의 구성원을 개발업자 추천으
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편 통신의 자유로운 이용(29조)을 명시하고,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사이
에는 관리기관 발행 출입증명서를 소지하고 사증 없이 지정된 경로로 출
입을 가능(28조)하게 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지적
되던 남한 투자자의 출입과 물자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으
로 평가되고 있다.

157)「개성공업지구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법무부. 2003. 북한 개성공업지구
법 분석 , 신지호. 2002.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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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내용

제1장,
기본사항
(1조∼9조)

주 요 내 용
ᆞ국제적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목표(1조)
ᆞ개발업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부지정리와 인프라 건설, 투자를 유치(2
조)
ᆞ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의 개인법인의 투자 가능(3조)
ᆞ기업창설에 대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3조)
ᆞ인프라 구축 및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부분의 투자 장려(4조)
ᆞ지방행정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 간섭을 금지하고, 관여시는
중앙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함(6조)
ᆞ상속권 보장, 투자가의 재산 국유화 금지, 재산 수용시 투자기
업과의 사전협의 필요(7조)

ᆞ토지의 개발ᆞ이용ᆞ관리권을 개발업자에게 부여(11조∼14조)
ᆞ토지 임대기간을 50년간 보장(12조)
제2장, 개발
ᆞ주민 이주 및 기존 건물 철거는 북한 중앙기관의 책임이나, 비
(10조∼20조)
용은 개발업자가 부담(15조)
ᆞ개발업자가 투자기업의 배치 담당(18조)
ᆞ관리운영기관 및 관리기관 구성, 운영자금에 대한 규정(21∼27조)
ᆞ남한과 개성공업지구 사이에는 관리기관 발행 출입증명서를
제3장, 관리
소지하고 사증 없이 지정된 통로로 출입 가능(28조)
(21조∼34조)
ᆞ야외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의 제
한 없이 광고 가능(31조)
ᆞ기업창설과 관련하여 신청서 제출후 10일 이내 승인 결정(35조)
제4장,
ᆞ노동력, 기업의 경영범위, 가격 결정, 유통화폐, 은행, 외화 반
기업창설 및
출입 및 이윤 송금, 지사 설립에 대한 규정을 포함
운영
ᆞ기업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4%, 인프라 건설 및 경공업, 첨단
(35조∼45조)
과학 기술 부문은 10%(43조)
ᆞ공업지구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
제5장, 분쟁
간의 협의방식으로 해결
해결
ᆞ협의가 어려울 경우, 남북 상사분쟁해결 절차 또는 중재, 재판
(46조)
으로 해결
ᆞ채택한 날부터 실시
ᆞ공업지구와 관련된 남북간 합의서의 내용은 기본법과 동일한
부칙
(1조∼ 3조)
효력을 가짐
ᆞ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해석권한을 가짐
참고: 법무부(2003),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 pp.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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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개성공업지구법」제정 한달 뒤인 2002년 12월 23일에 현
대아산에게 개성지역 2,00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증을 발급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28일과 10월 1일에는 개성공단 개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시한「개발규정」과「기업창설운영규정」,「세금 및 노동규정」을 각각
발표하여 개성공단 조성ᆞ개발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19개
조항으로 구성된「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은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와 북
한 당국과 남한 개발사업자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공
단개발의 안정적 추진과 남한의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과 토지개발공사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개발사업자가 토지
측량ᆞ지질 조사후 공단개발의 전체적 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인프라 건
설은 개발주체가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ᆞ위탁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남한 개발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인력,
물자, 용수 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남북한
인력의 출입, 물자의 반출입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공
동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158)
위에서 살펴본 개발규정과 함께 제정ᆞ발표된「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에는 투자부문, 투자 장려부문 및 기업창설 형식(2∼4조), 경영
조건과 자본금(6조), 투자기간 및 형태(10조), 경영활동 범위와 채권 발행

(16∼18조), 회계결산, 이윤배당 및 청산방법(21∼32조) 등에 관한 구체적
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월 1일 발표된「개성공업지구 세금 및 노동
규정」은 공단개발 및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북한당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핵심적인 사항은 개성공단에 입주할 기업의 소득세(법인
세)를 주변국가 경제특구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결산이율의 14%로 결정
한 것이며, 북한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하고 사회보험료를 최
저임금의 15%(월 7.5달러)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세금규정의 11조에 “공
업지구에서 세금의 계산과 납부는 미국 달러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
158) 한겨레신문 , 2003년 6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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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단 진출 외국기업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공단개발에 위한 북한당국의 법제도 정비작업에 의해 기업창설과 세금,
노동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는 어느 정도 정비된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당
국은 앞으로 남한 인력의 출입 및 체류, 물자의 반출입, 회계, 외환, 관리
기관, 세관, 광고, 부동산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추가로 제정할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159)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한의 적극적인 노력과 북한의 경제난 극복
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수차례의 중단위기를 극복
하며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거행하고 동년 7월과 8월에는 1단계 100
만평 토지에 대한 측량 및 토질 조사가 실시되었다. 비록 2000년에 현대
아산과 북한당국이 합의한 개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 및 규모축소, 사업
지연이 현재로선 불가피하지만,160) 2004년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한 1∼2
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161) 또한 개성공
단의 분양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중소
159) 연합뉴스 , 2003년 10월 1일자.
160) 2000년 8월에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 및 민경련이 합의한 개성공단
의 개발계획은 공단조성을 3단계로 진행하여, 2001년까지 1단계, 2002∼2004
년에 2단계, 2008년까지 3단계로 공단건설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우선 제1단
계의 100만평 부지에는 단기간 내에 생산ᆞ가동할 수 있는 섬유, 의류, 신발,
피혁, 전기ᆞ전자 조립 분야를 유치할 예정이었다. 2008년 제3단계 공단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800만평(26.6㎢) 부지에 1,200개 업체가 입주하여 약
16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공단개발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1,200만평(40㎢) 부지에 주거단지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신도시
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공단건설사업이 여러 이유로 지연됨으로써 현
재로서는 개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 및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개
성공단 개발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홍순직. 2002.「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조건」, 통일경제 (2002년 7ᆞ8월)과 전경련 동북아경제센
터, 2002, 개성공업단지 개발의 경제적 효과 를 참고.
161) 2003년 11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2004년 상반기에 개성공단지역에 직교역 사무소를 설치하고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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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동중앙회, 섬유산업연합회, 전자공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162)
따라서 착공 지연에 의해 현재까지 성과가 미미한 개성공단개발사업의
모멘텀(momentum)을 유지하고 대북진출을 계획하는 남한기업이 중국이
나 동남아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성 판문군 평화
리에 조성하기로 한 100만평 규모의 공단조성 예정지 가운데 일부를 시
범단지로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반시설 조성의 빠른 추진과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일정한
기여를 바탕으로 한 공단개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기여를 확
대하는 방안으로 북한당국이나 건설관련 사업체가 공단조성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개발수익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보장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 대북투자를 신중
히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이
미 남북한 경협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의 실패는 곧 북한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
제특구정책의 마지막 수단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북한 경제특구의 가능성 평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지역과 개성공단의 경제특구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이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유리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162) 이러한 기대는 2003년 1월말 현대아산에 개성공단 입주를 신청한 남한기업
이 업종별로 섬유 192개, 의류 186개, 기계ᆞ금속 143개, 전기ᆞ전자 87개 등
총 912개 업체에 이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2003년 9월 산업자원부
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가입한 3천여개사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수요를
한 결과 206개 섬유업체가 입주를 희망하였다( 조선일보 , 2003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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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여타 지역보다 신의주와 개성지역이 경제특구로 개발될 때, 성공
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배후지역으로서 중국 및 남한이 위치하
고 있어 인근 접경지와의 산업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복원공사가 완료되어 남한과 중국의 육로운송이
시작되면 신의주와 개성은 중국 및 남한과의 중계운송 및 중계무역의 주
요 거점으로 성장할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신의주와 개성지역에는 외자유치에 의한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사
회간접시설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 남한시장으로
진출하기 용이한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남한기업과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또는 위탁가공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체제전환국 경제특구 사례연구에서 특구정책 도입의 주요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 ▲국내경제와 외부시장과의 연결을 위한 중계거점
의 기능과 ▲실험적 경제정책의 부분적 시행을 위한 도구적 기능, 그리고
▲특정지역의 경제특구 활성화 이후에 주변지역으로 파급효과를 유도하
는 성장축 기능163)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타 지
역을 개방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의주와 개
성은 인프라 등의 투자환경이 개선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
는 각종 정치ᆞ군사적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동반될 경우에는 입지적 장점에 기반하여 특구개발의 성과가 어
느 정도 가시화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새롭게 지정한 경제특구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신의
주와 개성공단은 산업 및 물류가 결합된 경제특구 또는 인근 배후 접경
지와의 경제협력에 기초한 특구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163) 자세한 내용은 Ge, Wei. 1999.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 Opening of the
Chinese Economy: Some Lessons for Economic Liberalization.” World Development. Vol. 27, No. 7, pp. 1267∼128과 윤덕룡, 2002,「신의주 경제특구의 전
망」, 정세와 정책 , 통권 7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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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 및 물류 결합형 경제특구
신의주와 개성지역의 지리적 조건은 북한이 1990년대 초반부터 일종의
경제특구 형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나진ᆞ선
봉지대와 비교할 때 장점이 두드러진다. 나진ᆞ선봉지대는 교통이 불편
하여 북한내 여타지역과 단절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과거 대외적으로 중
국의 연변지역과 소규모의 교역 정도가 있었던 매우 고립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ᆞ운송과 통신망은 취약하였고, 사회간접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 경제특구로서의 초기 투자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164)
그러나 신의주지역은 북한 최대의 변경무역도시로서 도로와 철도 등의
수송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단동∼심양∼베이징 구간의 중국철도
와 연결되는 국경통과지점으로서, 베이징을 경유할 경우 몽골횡단철도

(TMGR) 또는 중국횡단철도(TCR)를 이용해 러시아ᆞ유럽으로 연결된다.
개성지역 또한 경의선 연결사업이 완료되면 철도를 통해 남한시장과 연
결되고 다양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중국과 남한의 접경지역에 위치
한 입지적 조건을 활용할 경우, 신의주와 개성지역은 일본과 남한상품의
중국 및 러시아 내륙지방으로의 운송과 중국 상품의 남한 및 일본수송의
주요한 경유지점이 될 것이다.
최근까지의 신의주의 경제적 기능은 북-중간 변경무역의 중계지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이며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산업구조나 외자유치, 물류 중
계지로서의 기능은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관계와 한반도의 냉전체제 지속
으로 고려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신의주지역이 개방되는 시점에서의 새로
164) ‘나진ᆞ선봉경제무역지대’의 열악한 초기투자환경과 투자유치정책 실패의 원
인에 대한 분석은 서봉교. 2001. 북한 경제특구의 전망과 과제: 중국 특구와
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LG경제연구원), pp. 15∼23; 홍익표. 2001. 북한
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46∼
6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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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외자 유치전략은 북한진출과 중국 동북지역 진출을 고려하는 남한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단동지
역에는 500여개의 외국 기업이 운영중이며, 상당수의 남한기업도 저임노
동력 활용 등을 이유로 제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지
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해외에 조성한 공단인 ‘인천단동산업단지’가
단동변경경제합작구에 위치하고 있다.165) 신의주 지역은 섬유, 의류, 제
지, 신발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경공업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수출지향적인 가공무역을 육성하고자 하면
섬유ᆞ의류산업과 같은 분야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개발 초기단계에서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고 대북 진출의 교
두보 확보를 위한 북한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추진하려는 남한기업의 투자
를 유도하기 용이하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진전을 보이면 섬유ᆞ의류ᆞ
전자조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집약 산업뿐만 아니라, 통신 및 정보기
술 분야와 같은 첨단산업부문의 개성공단 투자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한 및 동남아에서 생산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산업위주로 개성지역
에서 위탁가공이나 직접생산이 고려될 수 있으며 운송부문과 호텔ᆞ음식
점, 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분야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공단 및 배후 단
지의 조성이 본 괘도에 오르고 남한기업의 개성공단 투자가 활성화 되면
북한의 낮은 대외 신용도와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북한진출을 주저하
는 일본과 여타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근 배후 접경지와의 경제협력에 기초한 특구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배후 접경지역인 중국 단동과 남한 수도권
165) 인천단동산업단지는 단동시로부터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 1996년
12월부터 438,858㎡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단조성원가로 한국기업에 토지
를 분양하였다. 2003년 현재 46개 한국 중소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100% 분양된 상태이며, 6개의 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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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인프라와 각종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들 지역과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할 경우, 신의주와 개성은
배후 접경지역과 ‘통합경제권’으로서의 기능과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가
능성이 높다. 국경도시간의 협력은 ‘동남아 성장삼각지대’(싱가포르-말레
이시아의 조호르주-인도네시아의 리아우주)나 홍콩-선전, 유럽연합의 다
양한 도시간 경제협력의 경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신의주는 배후 접경지역
인 중국 단동과의 하나의 경제권 구축을 통해 ▲자원의 공동이용, ▲불필
요한 경쟁의 감소에 따른 자원절약, ▲외국인 투자의 촉진, ▲규모의 경
제실현, ▲분업구도의 형성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166)
비록 독자적인 개발이나 외자 유치를 위해 단동과 서로 경쟁관계가 형
성될 수도 있지만, 신의주지역이 한반도의 주요 물류 연결고리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경우 단동과의 통합경제권 형성은 가시화 될 수 있으며 경
제특구로서 성공할 잠재력 또한 높다.167) 단동은 신의주와 마주보며 위치
한 ‘단동변경경제합작구’를 중심으로 1990년대 하반기에 산업 활동과 외
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대폭 확충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
의 산업인프라는 비교적 현대화되어 있으며, 신의주 지역의 부족한 시설
을 보완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1998년 10월에 완공되어
현재 석탄화력 70만kW의 발전능력을 보유한 華能단동전력은 신의주지역
의 부족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발전능력을 보유하
고 있다. 따라서 신의주지역은 독자적인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이전
에 중국 동북전력망과 연결하여 안정적인 산업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밖에도 신의주지역의 낙후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
166) 김원배. 2000.「신의주-단동 연계 지역개발 방안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 통
권 제34호, pp. 5∼17, 김화섭. 1998.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 거점지역
단위간 분업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167) 신의주-단동지역의 산업현황과 경제교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원배(2000),
이찬우(2001), 조명철ᆞ이종운(200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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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신선 광케이블화, 컴퓨터 통신망 및 국제전화 설비 확충, 무선전화
도입과 같은 사업은 단동지역의 시설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적은 비용
으로 사업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지역은 남한과의 군사적 접경지역으로 과거 북한당국이 산업기반
을 조성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산업인프라가 열악하다. 또한 경제특
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전기, 통신, 용수 등과 같
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마저도 노후화로 인해 효
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현대아산과 북한이 개성공단개
발에 합의하고 ‘남한기업 전용 경제특구’로 개발을 추진할 때 이미 모든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에서 출발한 상태이므로 현재의 인프
라 수준은 별 의미가 없다. 개성공단 개발이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
해 현대아산과 남한의 개발사업체가 의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인프
라 구축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듯하며, 또한 공단개발 초기에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도 초기
에는 수출 및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분야가 주를 이룰 것이므로 수도권
을 배후로 한 산업 및 물류 결합형 경제특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단지 군사분계선의 통과가 불편하다면 위에 언급한 공단개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의선 복원 및 도로 개통과 함께 휴전선 지역
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4.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및 향후전망
이상과 같은 경제특구로서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신의주와 개성공업
지역은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당국의
신의주와 개성지역에 대한 경제특구 지정은 국내외 기업의 관심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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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여타 지역의 개방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특구는 입지적 조건이 유리하다고 하여 성공이 보장되는 것
이 아니며, 외자유치와 경제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
력들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는 소수에 불구하며 북한의
경우도 1990년대의 ‘나진ᆞ선봉자유무역지대’의 개방이 실패하였으므로
경제특구의 성공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정치ᆞ경
제적으로 불안정하고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외자도입을 통한 경
제특구 개발이 더욱 어렵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의주와 개성지역이 다른 경쟁
지역에 비해 투자환경이 나아야 하며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불안
감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만일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운영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 조치
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특구 확대를 통한 외자유치와 기술도입이라는 북한당국의 목표는 실
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대외개방에 대한 일관된 태도
를 보여야 하며, 2002년 9월의「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발표이후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신의주 경제특구의 구체적 개발 방안이나 제도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나진ᆞ선봉지역의 실패 원
인과 외국 경제특구의 사례연구를 참고로 하여, 북한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와 개성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투자유치전략의 차별화
북한의 경제특구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경제특구들과 경쟁하여야 하
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이들 국가들에 비해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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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
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들 지역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나, 북한이 단기간에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지닌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외국
인 직접투자 및 남한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은 차별화된 투
자유치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산업적ᆞ입지적 조건을 고려해 외국기업의 투자매력도가 높
은 일부 지역을 ‘선택’적으로 경제특구화하여 사회간접설비의 현대화와
특구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경제
난으로 인한 투자재원의 부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성공가능성이 희박
한 다수 지역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1∼2개 지역이 경제특구로서의 경쟁
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지역별 투자 적합성을
평가할 때, 남포, 원산, 안주지역 등도 경제특구로서의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북한당국이 이미 신의주와 개성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들 두개 지역의 경쟁력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대외 개방의 제스처로서 여러 지역을 경제특구로
추진할 경우, 투자재원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투
자 기업도 분산되어 모든 특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할 것이
다. 따라서 신의주와 개성지역은 입지적 조건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북한은 추가적인 경제특구의 추진보다
는 기존에 확정한 두개 지역의 성공을 위해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 지역이 대표적 특구로 발전되면 북한의 개방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의 인식도 전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타 지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
생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특구지역에 투자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산업 및 서비스를
선정해 그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외국 기업 및 투자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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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북한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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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현재 신의주와 개성에 투자 가능성
이 높은 국가는 남한과 중국 정도이다. 북한당국도 신의주와 개성을 개방
하는 단계에서 잠재적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
서 남한과 중국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며, 또한 제시된 투자 인센티브가 법적ᆞ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의주지역의 산업적 조건과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경공업, 물류, 정
보통신 분야가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 분야의 설비제공 위탁가공 및 합작투자, 그리고 경의선 연
결에 따라 물류단지 건설에 북한은 선별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
다. 물류 및 유통단지건설과 통신인프라의 구축에는 경제특구에 투자하
려는 남한 및 중국기업에게 개발과 운영권을 부여해 투자기업의 사업구
상에 따른 특구개발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남한의 인프라와
시장,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구개발이 진행되어
야 하며 남측 사업주체인 현대아산과 기타 사업주체의 개발구상에 따른
공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남측의 개발주체 및 입주 예정기업과 지
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적ᆞ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나. 물적·인적 인프라의 확충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경우 대부분 개방초기에 사회간접시설이나
기존 산업설비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이다. 북한 또한 교통, 통신, 전력, 용수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시설이
경제난으로 인한 투자부족과 관리체계의 후진성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
다. 북한이 신의주 및 개성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 열악한 물적 기반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물적 인프라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렵더라도, 외국투자가나 남한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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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결정하고 현지 생산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투자
기업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각종 인프라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에 나름대
로 노력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화물의 운송, 공업용수 및
전력의 공급, 통신시설의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경제특
구 인프라 구축계획을 마련하여 주변국이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외국인 투
자가에게는 장기 소유권 및 사업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국
제민간자본의 유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규모 자본유입이 요구되는 물적 인프라의 확충은 중장기적인 차원에
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의 확충은 북한의 변화
및 특구개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단기간에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예를 들면 투자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경제특구 내에
서의 외환거래 및 송금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투자기업의 불편을 완
화하는 것이다. 과거 나진ᆞ선봉지대의 행정절차는 복잡하고 처리기한이
장기간 소요되어 투자기업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따라서 입주기업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생산ᆞ납기 지연
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관련 행정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경제특구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one-

stop-service)와 투자관련 전담부서의 현지출장소 운영과 같은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진 최대 장점인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투자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을 경제특
구지역에 배치하고, 내ᆞ외국인 입주 기업인이나 기술자들을 위한 거주, 문
화시설을 보완하고 이러한 시설의 소유나 낮은 이용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경제특구 개발의 청사진이나 발표된 법ᆞ제도의 내용이 아무리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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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성실한 집행이 동반되지 않
으면 경제특구로서의 매력은 상실된다. 신의주 및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
을 위해서는 투자한 기업이 자율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당국은 경제 특구에 진출한 기업
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나진ᆞ선봉지역의 사례와 남
한기업의 대북 투자사업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과거 북한은 외국인 기
업의 경영권과 사업 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투
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제정된 외국인투자관련 법안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
다.
또한 북한당국은 투자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
여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력은 국가 중계기관을 통해 조달하도록 규정되
었으며, 국가기관은 기업에 배치된 인력의 노동조건, 임금 지급방식까지
도 직접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 조건으로는 저임노동력
활용이 주요 투자동기의 하나인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특구지역에 한해서라도 투자기업의 노동자 채용
및 해고를 허용하여야 하며 인력관리와 임금조건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밖에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과실송금
보장,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연결 및 인적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168)
라.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특구의 투자환경 개선에는 북한당국이
168)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
치 및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황동언(2000), 서봉교(2001), 최수영(2001), 홍순직
(200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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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선결요건이 있는 반면, 대외경제 협력의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적으로 신의주 경제특구의 경우는 최대장점인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
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신의주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군사ᆞ
안보적인 이유와 대규모 자금조달의 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신의주 개방
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우야(歐亞)그룹의 양빈(楊斌)회
장의 행정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북한과 외교적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으
며 신의주가 중국 단동과 경쟁관계를 가질 수 있음에 경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획득과 중국기업 및 화교
자본의 직접투자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참여를 유도
하는 방안의 하나로 신의주-단동 통합경제권의 상호 보완성과 낙후된 동
북3성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포함하는 신의주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장기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중국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169)
신의주지역의 개발과 함께, 남한기업을 주요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성지역이 산업단지 및 물류 중계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연
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북한당국은 경의선 연결사업의 조속한 완
료와 남북간의 안정적인 교통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경의선 연결을
통해 중국과 남한사이의 육상운송이 가능해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투자지역으로서의 신의주 및 개성의 입지적 가치는 상승할 것이며
이는 남한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과 같은 주
169)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2003년 8월 3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개최된 경
제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북지역 경제부흥을 현재 추진중인 ‘서부 대개발’
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가정책으로 언급하였다( 조선일보 9월 2일자). 중
국정부가 국가정책으로「동북3성 경제부흥계획」을 공식 채택함으로서 북한
은 신의주경제특구와 나선지역 등의 북한 배후 접경지역과의 경제협력에 미
칠 효과와 이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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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의 투자를 촉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중국과 남한과의 협
의를 통해 신의주지역 및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
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과 남한시장을 목표로 한
남한, 중국,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 및 대외관계의 구축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경제특구지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1990년대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추진되었던 대부분의 남북 경
협사업은 남북간 및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ᆞ군사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
아 왔다. 실례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당국사이에 합의된 개성공
단 개발계획이 최근까지 지지부진하였던 이면에는 불안정한 북한의 대외
관계로 인한 높은 투자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서 신의주 경제특
구 지정으로 형성된 대북진출에 대한 남한기업의 관심이 급격히 냉각된
경험에서도 대외관계의 안정화가 대북 진출을 추진하는 남한 및 외국기
업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시사하였다. 경제특구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경우는 사업초기에 상당한 규모의 투
자가 요구되므로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와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대외관
계는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
라서 북한은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대외관계의 형성에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핵개발을 둘러싼 문
제로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다. 어떤 측면
에서는 북미관계는 북한의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개방과 전반
적인 대외경제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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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개선은 특구지역 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 및 기술의 유치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반드시 필
요하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greement), 미사일통제
체제(MTCR) 등과 같은 국제적 협약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반입
규제가 북한에 적용되고 있어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특
정기술 도입 및 외국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개성
공단지역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권에 관심을 가지는 남한의 통신업체의
경우, 남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CDMA방식의 이동전화사업의 원천기술이
미국의 퀄컴(Qualcomm)사에 있으므로 개성지역에서 CDMA방식의 이동
전화 서비스가 북미관계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미국의 반
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경제특구지역의 산업설비 구축 및 인프라 현대화
를 위해서 필요한 금속, 기계분야의 고급기술 및 원자재는 반출이 규제되
어 있다. 이밖에도 광전송장비, 전자센서, 화학제품 등 대부분의 첨단기
술과 장비는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어 개성공단진출에 따른 남한기업의
기술이전과 설비지원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수출
장애요인과 외자 및 기술유입을 제약하는 국제적 규제들을 고려할 때, 북
한은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7장 농업부문의 정책변화와 과제
金永勳

1. 문제제기
2002년 북한은 많은 변화를 추구했다. 그 사실은 하반기 들어 남북한
관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서 관찰된다. 또한 각각의 사안들이 지니
고 있는 중량감과 실천 가능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변화 의지가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2년 하반기 남북한
접촉과 대화는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
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 시기의 주요 남북 접촉을 들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 8)를 시작으로 남북경제협력제
도 실무협의회(2002. 1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종래와 달리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
제 부문의 개혁ᆞ개방과 관련된 조치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2
년 7월 1일에 물가ᆞ임금ᆞ환율을 현실화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
했고,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를 위시하여 11월 들어 잇따라 개성공
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설치하는 등 새롭고 강도 높은 개혁ᆞ개방
실험에 돌입했다.

7ᆞ1조치의 주요 내용은 국정가격ᆞ임금ᆞ환율의 현실화, 경제계획 및
관리의 분권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치에 대한 해석은 상반되었다. 시
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는 시도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비대해진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여 계획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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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상화하는 데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었다.170) 그러나
이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후자측에서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7ᆞ1조치에서 농업부문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는 식량의 국정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점과 농장의 식량 자체처분권을 확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 두 내용은 모두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협동농장에서 생산동기를 강하게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본 장은 북한의 농업부문에 대한 7ᆞ1조치의 효과를 진단하고 전망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과거 농업부문의 개
혁적 조치를 통해 7ᆞ1조치의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7ᆞ1조치에 대한
농업부문의 기대와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북한 농업부문을 개략적으로
전망하고 농업이 직면한 과제를 제시한다.

2. 과거 북한농업의 경험: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2002년 하반기 연이어 발표된 7ᆞ1조치와 새로운 특구 지정은 북한의
경제가 새로운 시도를 추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자는 내부의 경제
정책 변화에 해당되며 후자는 대외 경제개방에 해당된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변화 노력이 있었다. 합영법(1984)과 나진ᆞ선봉경제지대(1991) 등
경제개방정책과 1990년대 내부 경제정책 변화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7ᆞ1조치의 배경으로서 1990년대 중후반 북한 농업부문에서 취해진
개혁 실험과 개방적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70) 7ᆞ1조치에 관해 대비되는 견해는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
망 , 북한경제개혁연구 , 아연학술총서2, 김연철ᆞ박순성 편, 2002. 9)과 조
동호( 계획경제 시스템의 정상화-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 KDI
정책포럼 제160호, 2002.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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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생산부문 제도개선 경험: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북한은 1996년에 농업생산부문에서 실물의 차등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부문은 2002년 7ᆞ1조치 이전부터 작업분조의 성과에 따른 차등분배
와 동기유발을 강조하여 제도적으로는 동기유발체제가 차츰 강화되는 추
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의 증투(增投)만으로 농업생산이 증대될 수는 없었다. 즉 제도개선과
유리한 가격조건의 제시 이외에 또 다른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서는

1996년의 분배제도개선 경험(새로운 분조관리제)을 사례로 자세히 설명
할 필요가 있다.
1)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개혁적 성격
북한은 식량부족이 위기상황에까지 치달았던 1996년에 협동농장에서
행해져 오던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
는 개혁적 조치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기존의 제
도와 달라진 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일영 외 1997).
<표 7-1> 북한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 비교
분조관리제(1966∼95)
구 성

생산 계획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ᆞ10∼25명
ᆞ5∼10명
ᆞ농장원들의 능력, 요구, 연령 ᆞ주로 가족, 친척으로 구성
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치
ᆞ해당연도 국가전체의 생산목 ᆞ최근 3년간의 평균 수확고와
표에 따라 분조에 제시된 계 ᆞ그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
획치
고의 평균치로 설정

농산물 처분 ᆞ초과생산분 국가에서 수매
자료: 이일영 외(1997)에서 재인용

ᆞ초과생산분 분조 자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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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작업분조의 규모가 작아져 분조 내부의 결속력이 높아졌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종래 분조관리제 하에서는 하나의 작업분조가 농장원
개개인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하고 각 연령층을 배합하여 10∼25명으로
구성된 데 비해,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가족, 친척을 단위로 7∼10명 혹은

5∼8명으로 분조를 구성하여 분조원간의 결속력 강화를 통한 생산단위의
개별화를 추구했다.
둘째, 생산계획목표치를 낮추어 분조가 추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여지
를 확대했다. 종래의 분조관리제 하에서는 해당연도의 전체 국가생산목
표에 따라 자체적인 계획치가 각 농장, 작업반, 분조에 주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과거 3년간(1993∼95)의 평균 수확고와 19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를 합해 나눈 평균치보다 약간(통상 10%) 적은 양
을 생산계획으로 설정했다. 이는 생산량이 크게 감축된 최근 3년간의 생
산량의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목표생산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종전에 비해 작업분조의 생산목표 달성이 용이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으로서 초과생산
분의 처분권한 이양을 들 수 있다. 즉 초과생산분에 대해 정부가 수매를
강제하지 않고 분조의 자유처분에 맡긴다는 점이 주목되는 내용이다. 초
과생산물(추가분배 몫)의 처분과 관련하여 종래의 분조관리제에서는 국
가가 일정액을 지불하고 수매했던 데 비해,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는 초
과생산물을 전부 현물로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그 초과생산물에 대한 처
분권도 허용하고 있다.
초과분배분을 현물로 지급하는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집단농장의 생산
물 분배형식 측면에서 본다면 도급제의 요소를 종전보다 훨씬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추가로 분배받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
민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협동농장의 도급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농업
부문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상당한 수준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초과생산분의 현물 지급은 북한 사회주의 농업부문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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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소가 시장경제 방식의 도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쌀 수매가격이 kg당 80전에 불과한 반면 농
민시장가격은 kg당 47원에 달해 농민시장가격이 60배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었다. 옥수수가격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농민시장의 곡
물가격은 소비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서 구매하는 소매가격에 해당되는
가격이다. 따라서 협동농장원이 곡물을 농민시장에 내다 팔 때의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시장 판매
가격과 공식 수매가격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협동농장원이
초과생산물을 농민시장에 판매할 수만 있다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동
기유발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분
조관리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 분배제도가 정착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성
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
음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당시 농업을 둘러싼 경제여건과 농
업개혁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실패
중국의 경우 1978년 생산책임제가 변경의 1개 현에서 다시 실시된 이
후 짧은 기간 동안 전국에 걸쳐 많은 변혁이 이루어졌다. 우선 생산책임
제 재도입 6년 만인 1984년 들어 각 농가에 농업경영이 위탁되는 시장경
제하의 농업경영상태로까지 발전했으며, 농업생산량도 비약적으로 증대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7-2 참고).
그러나 북한 농업에서는 새로운 분배제도의 동기유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선 1997년 이래 북한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보고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 농업생산도 1990

220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년대 중반 크게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실험적
으로 도입된 이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2> 중국의 주요 곡물 생산성 증대 추이 비교
벼

옥수수

단수(톤/ha) 증가율(%)
1966
1972
1978
1984
1990
1996

3.14
3.25
3.98
5.36
5.72
6.21

3.5
22.5
34.7
6.7
8.6

밀

단수

증가율

단수

증가율

1.71
1.93
2.80
3.96
4.53
5.20

12.9
45.1
41.4
14.4
14.8

1.06
1.37
1.84
2.97
3.19
3.73

29.2
34.3
61.4
7.4
16.9

자료: FAO, FAOSTATISTICS Database.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입 초기단계에서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이 실질적
으로 증대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① 협동농장의 작업분조에서 목표계획치를 초과하는 생산량을 달성
하고, ② 작업분조원들이 초과생산분에 해당되는 양만큼 추가적으로 분
배를 받고, ③ 분조원들이 추가 분배분을 인근의 농민시장에서 팔아, ④
분조원 모두 높은 소득을 얻게 되면, ⑤ 새로운 분조관리제 분배제도의
동기유발효과가 구현될 뿐만 아니라, ⑥ 작업분조가 독자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하게 되어 차기의 농업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미 살
펴본 바와 같이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수년간 북한의
농업생산은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 농업에서 새로운 분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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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도입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요인을 구분해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생산량 책정수준이 여전히 높아 작업분조에 할당된 목표계
획치를 초과하는 생산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
의 식량생산량은 잠재생산능력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
한 정부가 생산목표치를 현재의 식량생산량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실제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도입될 당시의 생산목표치를
시산해 본다면 그 목표치가 북한농업 상황에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수
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작업분조에 할당된 목표생산
량이 비록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비료, 종자, 에너지 등 농업
생산자재가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충분한 조건이
라면 목표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물적 뒷받침은 매우
취약해진 상태이다.
셋째,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농민시장이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
으나 자유시장으로서의 안정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민시장
에서 식량의 유통은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합법성을 부여
받지는 못하고 있다.
넷째, 농업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요소시장이 없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기본적인 농업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생산
요소시장이 존재한다면, 초과 생산분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
득이 재투자되어 확대 재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는 당시 자유로운 농업생산요소시장이
없었으며, 따라서 초과소득이 농업생산에 재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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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판단할 때, 초과생산이 가
능해지도록 하는 물적 토대, 초과 생산분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여건, 그리고 농가가 취득한 초과소득이 재투자될 수 있
도록 하는 요소시장여건 등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내포하고 있는 인
센티브시스템이 잘 작동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문화, 정치)도 농업개혁에 조응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은 여전히 농촌부
문의 사회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농촌에서 전인민적 소유를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농업부문의 개혁적 모습과 양립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농업생산부문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부문에서 제도개혁만을 통해 단기간 내에 시장경제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이 급격히 증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농업복구계획(AREP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유치 노력
북한은 1996년 농업부문에서 제도개혁을 실험한 바 있으나, 그 제도개
혁의 성과가 나타나는 데 물적 토대의 취약성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
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의 물적 지원 없이 북한
스스로 난국을 타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8년부터 입
안해 추진한「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

mental Protection) 계획」은 국제사회에 물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대외적
으로 그 내용을 개방한 농업부문의 복구계획으로 볼 수 있다.

1998년부터 추진한 AREP 계획은 농업정책의 우선순위와 국제사회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는데 이 계획의 중점과제를 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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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 7-3> AREP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지원 소요액
(단위: 백만 달러)

하위 프로그램

계획기간별 지원 요청액
1998∼2000년1)

2000∼02년2)

투입재 프로그램
ᆞ비료
ᆞ기타(연료, 농약 등)

213
173
40

160
123
37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
ᆞ농지 복구과 보호
ᆞ관개향상

39
21
18

39
11
28

비료산업 재건

12

-

산림, 환경보호 프로그램
ᆞ한계지 농업 지원
ᆞ양묘장 복구 및 조림
ᆞ자연림과 산림 부문 관리

52
2
49
1

33
11
12
10

AREP 지원과 능력배양 프로그램
ᆞ종자생산
ᆞ생물(bio)농약 생산과 지원
ᆞ농업기계화 향상
ᆞ농업 부문 연구와 관리

27
9
2
11
6

18
9
2
7

총 계

344

250

주: 1) FAO/UNDP(1998. 11)
2) UNDP(2000. 5)

첫째, 투입재 프로그램은 투입재 소요량을 새로운 생산목표량 570만
톤(조곡 기준)에 맞추어 책정하며 이모작 및 감자재배 확대사업을 중심으
로 추진한다.
둘째,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은 관개시설이나 토양 개선 등 인프라를
복구하거나 확충하며 이 분야의 장기적 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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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문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홍수피해
를 입은 방조제와 제방 등 농업생산기반 복구, 농업생산기반 복구를 가속
화시키기 위한 취로사업 확대, 취로사업 추진에 소요될 식량(Food for

Work)의 확보 등이다. 한편 당시 평안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던 관개체계
개편사업(개천-태성호 수로건설 프로젝트)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다른 지
역에서도 시행하는 것을 계획내용에 담고 있다.
셋째, 산림과 환경보호 프로그램은 식량과 에너지 위기에 따라 산림자
원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산림 복구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사지 농업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긴
요한 것은 조림과 사방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확보하는 일이다. 대홍수 피
해를 입은 양묘장 복구를 위한 물자조달과 조림을 위한 취로사업용 식량
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넷째, AREP 지원과 능력배양 프로그램은 농업부문의 관리를 향상시키
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 농업 지원 서비스, 교육과 기술 지원 등 일
련의 과제수행을 위한 준비를 위한 것이다. 이 중 농업부문에 대한 종합
적인 연구 및 관리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중점적인
연구분야는 에너지 확보, 수출잠재력 활성화, 원예 및 온실사업 확대 등
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제사회의 물질적 지원이
었다. 북한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
했다. 북한 당국은 외부지원 요청액으로 당초 계획기간(1998∼2000년)의
사업 지원으로 3억 4,400만 달러를 제시한 바 있으며, 새로운 계획기간

(2000∼02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2억 5천 만 달러를 요청했다.
종합적인 농업복구개발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일정 기간에 대
규모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목표와 계획 하에서 조직적으
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높다. 그러나 1998년에서 2000년 초까지 2년간 북
한 AREP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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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로 조직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첫째, 2000년 초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이 1억 2,800만 달러에 머물고 있
어 당초 필요로 했던 지원규모 3억 4천 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한 기반조성분야보다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2000년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에서 80% 이상이 비료 등 투입물
지원에 집중되었으며 새로운 계획에서도 투입물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차관을 확보한 평안남도 관개개편사업
을 제외하고 농업생산기반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은 취로사업용 식
량 지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비료공장 및 농기계공장 재가동과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계획에서는 지원요청대상
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셋째, 2000년 개최된 2차 원탁회의에서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남한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한 비료가 AREP계획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이 AREP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복구개발계획은 문자 그대로 ‘복구와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므로, AREP계획의 중심과제는 손상된 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을 복구하고 확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과거 AREP계획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은 식량과 비료 지원을 중심
으로 추진돼 왔다. 이는 단기적인 식량문제 해결이 농업생산기반 복구와
확충에 앞서 북한 농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의 상황을 알리는 데 폐쇄적이던 북한이 농업상황을 외부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
사실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은 단지 시간을 벌어준다는 차원에서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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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북한의 농업복구개발은 북한의 능력과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과 자원이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가도 중요한 관건이다. 주변국들이 북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 농업복구개발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과 개혁에 대한
북한의 자세이다. AREP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 입안과 발표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개방적인 자세는 국제사회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작 사업추진과정에서 북한의
개방수준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
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진로를 결정하려
한 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를 먼저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다.

3. 7·1조치의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국내 공급 증대를 위한 내부 경제개혁조치로서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와 외국자본과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새로운 특구 지정은 모두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단속적으로 시도해 오던 개혁ᆞ개방적 조치들과 내용
면에서 전혀 새로운 조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의 경제개선조치와 특구 지정이 세간의 주목
을 끌 만큼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다음 세 가지 요소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첫째, 2002년의 조치들은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이 거의 동시에 집중적
으로 이루어져 상호보완적인 작용이 기대되었다. 둘째, 2002년 후반기의
남ᆞ북대화, 북ᆞ미대화, 북ᆞ일대화 진전과 맞물려 내부의 개혁적 조치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환경도 함께 조성되었다. 셋째, 1980∼90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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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이 실험적이거나 조심스러운 접근인 데 비해 이번 조치들은 공개
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절에서는 농업부문의 입장에서 7ᆞ1
조치의 기대효과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분권화 확대에 대한 효과

7ᆞ1조치의 주요 내용은 가격개혁과 분권화의 확대라고 분석되고 있
다. 농업생산부문, 즉 협동농장이 자체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
권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생산물의 구성도 달라지고 농자재의 투입비율
도 달라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될 것이다. 농장의 경영에서 생산물
의 구성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원을 효율적 이용할 수 있다면
농장의 이익증가와 함께 구성원의 소득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7ᆞ1조치 이전까지는 중앙에서 할당된 생산목표가 있었으므로 농장이
농작물 구성을 변경하기가 곤란하였다. 그러나 농장에 자율권이 부여되
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 신호에 따라 협동농장의 수익 극대화를 위
해 농작물의 구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7ᆞ1조치 이전까지 쌀과 옥수
수의 교환비율(국가수매가격 비율)은 3 : 4였다.171) 쌀과 옥수수의 국가수
매가격이 kg당 각각 40원과 20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교환비율은 1 : 2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농자재의 상대가격에 변동이 없는 한 협동
농장에서는 옥수수보다는 쌀을 더 많이 생산코자 할 것이다.172)
171) 쌀 1kg의 국가수매가격은 80전이었고 옥수수 1kg은 60전이었으므로 쌀 3kg
과 옥수수 4kg이 서로 교환될 수 있다(권태진).
172) 북한은 이미 이모작 확대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경험한 바 있다. 옥
수수와 밀/보리의 교환비율이 옥수수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밀/보
리가 식량으로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생산을 선호함으로
써 협동농장단위에서는 밀/보리의 이모작 확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서해안 지역
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경험이 있다. 밀/보리 재배의 기피현상은 생산할당이라는
문제와 생산체계의 미확립에 따른 위험 회피라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였
지만 결국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즉 이모작 확대 정책에 따라 옥수수
의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밀/보리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권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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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동농장의 자율권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서로 상승작
용을 할 경우 개별 협동농장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
적으로 활용코자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상승만으로도 보유자원의 이용
을 증대시키고자 할 것이며 농산물이나 농자재의 상대가격이 변함에 따
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7ᆞ1조치 이후에도 농자재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
에서 더 많은 농자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집중될 것이지만, 점차 농자재
공급이 증대된다면 농자재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품목부터 확보하려는 합
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7ᆞ1조치의 내용 중에는 협동농장의 작업반우대제를 폐지하고 분조관
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평균주
의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미 1996
년에 소그룹의 동기유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
한 바 있으며, 2002년 초부터는 한 걸음 더 나가 ‘가족영농제’를 부분적
으로 도입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02년
초부터 신의주와 온성에서 3∼4가구를 한 분조로 묶어 농사를 짓게 하고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분배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농산물 유통부문에 대한 효과

7ᆞ1조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공정 식량가격의 대폭 인상이다. 그
것은 단순한 인상에 그치지 않고 크게는 수백 배까지 높은 장마당 가격
수준에 맞추어 가격단일화를 추구했다. 이는 점차 암시장에 의존해 가는
식량 유통을 공식유통망으로 되돌려 정상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ᆞ1조치가 발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
마당의 농산물가격은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7ᆞ1조치 이전 장마당의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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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kg당 40∼60원 수준으로 새로 정한 공정수매가 40원과 비슷한 수
준이었으나, 7ᆞ1조치 발표 2개월 후 장마당의 쌀 가격은 95∼155원으로
폭등하였다( 조선일보 , 2002. 9. 11).
장마당 가격의 폭등과 함께 양곡 공급물량의 부족도 해소되지 않고 있
다. 양곡 판매소에서는 판매할 쌀과 옥수수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7ᆞ1조
치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7ᆞ1조치 발표 당시 북
한은 식량 배급제의 완화 내지는 점차적인 폐지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식량배급제를 완전 판매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어 국정 양곡판매소와 장마당 간에 가격차이가 없
어져야 한다. 7ᆞ1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차이를 없앴으나, 암시장
인 장마당 가격이 곧 폭등했다는 사실은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곡의 배급제를 없앨 수 없
다. 양곡 배급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식량 구입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체제의 포기 혹은 정권유지의 포기가
아닌 한, 식량의 공급이 충분해질 때까지 북한 당국은 식량 배급제를 폐
지할 수는 없다.
한편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7ᆞ1조치가 성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농장이나 농가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농장이나 농가가 생산 차원에서 초과생산물을 생산하
는 것은 물론 유통 차원에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
다는 것이다. 농가는 초과생산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상된 가격으로 국
가수매에 응하거나 장마당에 팔거나 자가 소비를 증대시키는 선택을 할
것이다. 국가수매에 응할 것인가 장마당에 팔 것인가는 장마당에 대한 당
국의 통제정도와 당시의 장마당 가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북한의 곡물
공급량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장마당
가격이 국정 수매가격에 비해 당분간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 당국이 무엇을 중시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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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북한 당국은 식량 배급제를 점차 완화하는 대신 구매자들이 공
식적인 유통망을 통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보
인다. 즉 국영상점이라는 유통망을 정상화하고 확충함으로써 식량분배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장마당의 통제를 의미한다. 7ᆞ1조치
이후 장마당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북한의 의
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식량의 공급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공식 공급경로를 통한 식량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장마당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
능했다. 장마당의 통제와 공식 유통망의 확충은 충분한 식량 공급과 동시
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공식 유통경로로 시장
을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수매가를 장마당 가격에 근접하도록 끊임없
이 조정하는 한편 식량 공급량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효과

7ᆞ1조치의 핵심은 국정가격 및 임금 인상과 분권화 확대이다. 이 두
핵심 경제조치가 북한의 농업부문에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종적인
효과는 농업생산 증대이다. 이는 가격인상효과가 분권화시스템(보수 차등
지불을 통한 동기유발 체계)을 통해 농장의 작업분조와 개별 농장원에게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농업생산이 증대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7ᆞ1조치에 의한 농업생산증대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는 두 방향의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농장이 수취하는 수매가격의 상대
적 인상폭을 분석해야 한다. 농산물의 정부 수매가격 인상률이 임금 인상
률 및 타재화(특히 농업생산자재)의 가격 인상률보다 높다면 농업생산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성과에 따른 차등분배가 이루어져
동기유발효과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개별 농장원의 성과
에 따라 차등분배가 실현되고 있다면 농업생산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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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의 쌀 수매가격 인상률은 임금과 생필품가격 인상률보다
높다. 그러나 농장이 구매해야 하는 전력과 에너지 등 농업투입요소가격
상승률과 비교한다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4).173) 생
산물가격 인상률이 생산요소가격 인상률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생산요소
투입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혁신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생산은 증대되기 어렵다. 요컨대 적어도 쌀의 경우 생산에 있어 7ᆞ1조치
의 가격인상효과는 중립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농장 구성원이 분배
받는 곡물의 상대가치는 높아지므로 자가 소요량을 상회하는 분배를 받
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부분적인 동기유발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표 7-4> 7·1경제개선조치의 가격 인상률 비교(쌀을 중심으로)
구 분

단 위

조정전(A)

쌀 수매가격
임금(생산직)
생필품 및 각종요금
원자재가격
- 경 유
- 전 력

원/kg
원/월

0.8
110
..

40
2,000
..

50배
18배
10∼40배

1
0.035

38
2.1

38배
60배

원/㎘
원/kWh

조정후(B)

인상율(B/A)

주: 쌀 수매가격은 조선신보 (2002. 7. 19) 기사 참고.

라. 농업생산의 변화

7ᆞ1경제개선조치가 북한 농업생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과거의 식량생산량과 최근
국제기구가 전망한 2003∼04 곡물연도의 생산량 추정치를 비교해 봄으로
173) 쌀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로서 비료, 농약, 농기구, 종자 등이 가장 중요하지
만 이들 요소가격과 인상률에 관한 정보가 없어 전력과 경유가격 상승률을
대표 비교치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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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7ᆞ1조치의 생산증대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1995년 이래 북한의 식량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1994년에 급격히
하락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995년까지만 해도 약 400만 톤 수준을 유
지하고 있었으나 이듬해 다시 300만 톤 이하로 하락해 식량부족은 식량
위기 상황으로까지 심화되었다. 1998년 들어 생산량이 340만 톤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2002년까지 식량생산량은 400만 톤을 하회하고 있다.
계속되는 식량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주민에 대한 식량 배급량을 필요
량의 75%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에는 식량 소요량이 600여만 톤에 달하고 있었으나 6년 후인

2002년에는 배급량(소요량)을 18%가 줄어든 490만 톤으로 책정하고 있
다. 배급량을 크게 감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족한 식량을 상업적으로 수입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많은 부분을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작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상업적 수입과 원조로 충당되지 못하는 절대부족분이
연평균 50만 톤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7-5>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1995/96
국내공급량 4,077
4,077
생산량
n.a
이입량
5,988
소요량
3,688
식용
1,400
사료용
900
기타
1,911
부족량
700
수입량
630
원조량
581
절대부족량

주: 1)
2)
3)
4)

1996/97
2,995
2,837
158
5,359
3,798
600
961
2,364
500
660
1,204

1997/98
2,663
2,663
n.a
4,614
3,874
300
440
1,951
700
760
491

1998/99 1999/00 2000/01
3,481 3,420 2,920
3,481 3,420 2,920
n.a
n.a
n.a
4,835 4,751 4,785
3,925 3,814 3,871
300
300
300
610
637
614
1,354 1,331 1,865
300
210
200
840
586 1,100
214
535
565

FAO(Nov. 2001)
FAO(Nov. 2002)
FAO(Oct. 2003)
기타 자료는 WFP(Sep. 2000)에서 재작성

(단위: 천 톤)
1)

2)

3)

2001/02 2002/03 2003/03
3,656 3,840 4,156
3,656 3,840 4,156
n.a
n.a
n.a
4,957 4,921 5,100
3,855 3,893 3,944
300
178
178
802
851
978
1,301 1,084
944
100
100
100
819
700
440
382
284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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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ᆞ1조치가 시행된 이후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농업생산에 대
한 그 효과를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의 추정에 의하면 2001년(2001∼02 곡물연도)에 비해 2003년(2003∼04 곡
물연도)의 곡물 생산량이 약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의 피폐로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북한 농업생
산의 특성상 기후가 온화한 연도의 농업생산은 크게 증가한다. 남한지역
과는 달리 2003년 북한의 기후는 온화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농업생산
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이 많았다. 또한 2004년 하곡 생산량은 아직 파종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전망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식량생산이 7ᆞ1조치의 직접적인 영
향을 받아 증대되었다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
하기는 어렵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수년간의 생산량 추이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
7ᆞ1조치는 농산물 수매가격을 인상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분배체계를
강화하여 농장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시켜 농업생산 증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ᆞ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 생산증가가 7ᆞ1조치의 효과이며 또한 장기적인 추세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현재로서는 심각한 자본부족문제를 해소해야 7ᆞ1조치의 제
도개선효과가 생산증대로 보다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의 장기침체와 농업생산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7ᆞ1조치의 곡물 수매가격 인상과 노동의 동기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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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기 위한 제도 강화 역시 그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경
제사정은 생산요소 공급과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자본이 크게 부족했던

1996년 상황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산물가격 인상과 제도
개선만으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
다. 부족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규모 자본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첫째, 중단기적으로 농업생산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 농업생
산과정에서 노동력을 더 투입한다는 것은 농업기자재를 더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기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농업노동생산성
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지규모와 균형을 이루
는 수준으로 농업기자재를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
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
하다.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못했다. 계속되는 식량부족으로 북한은 산림을 훼손하
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농경지를 확대하고 약탈적인 농법으로 영농을
해왔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생산기반 부족으로 인해 조그만 자연재해에도 농업생산량이 급격히 하락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거듭된 자
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이 피폐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NDP 1998, 2000). 또한 식량과 에너지의 만성적 부족으로 무분별한 산
림 경사지 개간과 임산연료 채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순
환을 끊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
를 대규모로 유치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식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기본식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인도적인 차
원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식량의 유통질서를 회복하려는 경제관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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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식량의 공급이 소요량에 크
게 미치지 못한다면 공식가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암시장가격이 다시 형
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모든
경제정책수단이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 세 과제는 현 상황에서 북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남한이
포함된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북ᆞ미, 북ᆞ일, 남ᆞ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일원이 되는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뢰관계 구축
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개혁ᆞ개방 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
제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개혁조치의 꾸준한 이행과 실행 가능성 있는 개
발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내부 개혁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동기유발을 확대시
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농민들이 생산활
동에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1996년 새로운 작업분조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제도를 강화코자
시도하였으나 실험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인센티
브제도를 좀 더 과감하게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영농제를 도입
하고 실험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이 농업개
혁과정에서 추진하였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크
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가족영농제를 실험에 그치지 않고 정책화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개방정책과 내부 개발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어
야 한다.
농업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현재 북한 실정에 맞는
적합한 모델 개발이 관건이다. 북한은 농업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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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부족하므로 한정된 지역을 우선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적 접
근이 필요하다. 북한은 부족한 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이미 특
구를 설치하여 개방하는 경제개방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
문에서도 특구 주변부에서 특구의 농산물 수요 충족을 겨냥한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농업개발방식은 특구 주변의 농업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성공
시킨 후 이 경험을 점차 북한의 내륙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내포하
고 있다. 또한 이 접근방식은 대내외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
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 특구 주변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시작하므로 자본부족과 기술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개혁과 외
부적으로는 개방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개혁과 개방이
서로 보완되지 않고 단지 어느 한쪽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취해진다면, 정책 자체도 실패로 끝날 뿐 아니라 자본을 공급
할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제Ⅲ편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제8장 향후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과제:
7ᆞ1조치를 넘어
金根植

1. 문제제기: 7·1조치와 북한의 체제변화
일반적으로 체제변화(system change)라는 개념에는 이른바 ‘체제전환

(transformation)’174)과 ‘체제개혁(reform)’이 모두 포괄된다. 코르나이에 따
르면 현실사회주의의 체제변화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
의 내용에서의 ‘깊이(depth)’와 속도에서의 ‘급진성(radicalism)’ 여부를 기
준으로 삼아, 내용에서의 부분성과 속도에서의 온건성일 경우 그것은 ‘개
혁(reform)’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용이 전면적이고 속도에서도 급진
적일 경우 그것을 ‘혁명(revolu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75)
여기서 코르나이의 ‘혁명’은 통칭 ‘체제전환(transition)’을 전제하는 것
으로서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즉 체
제전환과정이란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질서형태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
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개혁’은 현재의 집권자와 그와 연합된 국가기구
내부 또는 외부의 그룹에 의해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급진적이고 대규모적인 혁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부분적인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176)
174) 북한의 변화를 포함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이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으로 해서 ‘체제이행(transition)’과 동일한 의미
로 사용될 수 있다.
175)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386∼392.
176) 정형곤(2001), 체제전환의 경제학 , 서울: 청암미디어, p.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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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개혁과 체제전환간의 관계는 국내외적 정치, 경제적 환경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위
로부터의 개혁은 ‘체제 내적 개혁(reform within the system)’에 머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체제전환’, 즉 ‘체제이행’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공산당독재,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 이데올로기 독점 등을 특
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처럼 경제부
문 뿐만 아니라 정치부문과 이데올로기부문에서 급격한 변화와 단절로
나아갈 때 이를 ‘체제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처럼 사회주의의 기본
틀, 특히 정치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체
제개혁’(system refor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77)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7ᆞ1조치는 체제전환과정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체제 내적 개혁이다. 7ᆞ1조치는 북한의 정치부문이나 이데올로기부문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경제부문에 대한 개혁이다. 아직까지 북한은 수령 중
심의 당독재체제나 집단주의 사상의식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북한인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에 메스를 대 ‘우리 식의 경제개혁’178)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경제개혁이 체제전환으로 나아갈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
쨌든 체제전환 전의 체제개혁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79)
177) 이와 관련해 급진적인 체제전환의 경우 정치개혁과 동시에 혹은 정치개혁을 통
해 근본적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이른바 ‘이중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체제개
혁의 경우는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혹은 같은 정치지도부에 의해 경제체제만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일변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상식(1997), 경
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변화: 북한의 개혁전망 ”, 국제정치논총 , 제37집 2호, p. 151.
178)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의 말. 조선신보 , 2003년 4월 1일자.
179) 이에 대해 박형중은 사회주의 경제개혁단계를 ① 스탈린 고전체제, ② 부분
개혁체제, ③ 동유럽형 시장사회주의(유도형 계획경제) 또는 (중국식) 사회주
의 상품경제, ④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으로 나누어 북한의 7ᆞ1조치
는 부분개혁체제에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로의 과도기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북한이 취할 조치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단계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조
치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형중(2003. 8. 21), “북한경제개혁의 현 단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남대 북한대학원 주최, 북한경제전문가 워크숍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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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념 규정을 염두에 두면서 7ᆞ1조치의 핵심적 특
징 및 한계와 문제점, 경제개혁 성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향후 경제개혁
의 전망 등을 분석하겠다.

2. 7·1조치의 특징 및 한계와 문제점
가. 특징
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터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
에서 경제관리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지휘하는 기능’인데 7ᆞ1조치의 핵심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
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를 만들려는 것이다.180) 7ᆞ1
조치의 특징으로 크게 생산자 위주의 가격설정으로 공식경제의 정상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개별 경제단위의 자율성 확대, 사회주의 분배제
도의 수정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7ᆞ1조치는 생산자 위주의 가격설정으로 공식경제의 정상화를 도
모하고자 하였다. 국가가격제정국 관련자에 따르면, 7ᆞ1조치 결정은

1990년대 후반 북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자 수요
와 공급의 배리현상이 나타났는데, 7ᆞ1조치로 생산을 늘려 수요와 공급
의 배리현상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181) 이번 가격결
정은 국정가격과 장마당가격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공식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일보 가 7ᆞ1조
치에 대한 당정기관 간부들과 군관들의 강연학습 자료용으로 배포된 문
건을 입수하였다고 하는데, 이 문건에서 “지금 국가가격이 농민시장가격
180) 로동신문 , 2002년 10월 3일자.
181) 조선신보 , 2002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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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눅은(낮은) 데로부터 장사행위가 성행해 국가에는 상품이 부족하나
개인들에게는 상품이 쌓여 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액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라고 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7ᆞ1가격조치는 기존의 ‘소
비자 위주의 가격 결정’을 ‘생산자 위주의 가격조정’으로 바꾼 것이다. 생
산자 위주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2중가격의 폐해를 극복하고 이를 생산
확대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182)
그리고 7ᆞ1조치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7ᆞ1조치를 보면,
북한이 시장중심의 가격결정방식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가격ᆞ임금인상의 기준이던 쌀가격의 산정은 기존에는 물, 전기, 비
료 등의 요소투입에 따른 생산원가만을 고려하였으나 7ᆞ1조치 이후부터
는 국제시장가격과 국내의 수요ᆞ공급요인도 감안했다. 여기서 쌀가격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생산원가, 국제가격, 수요공급법칙이라는 세 가지 요
소는 가격결정기구가 단순히 국정가격원칙에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장마당의 쌀가격에 맞춰 가격
을 현실화하였으며 모든 가격을 ‘제 가치대로 계산’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가격제정권한은 현실에 존재하는 가격을 국정가격의 조
정을 통해 추인하는 기능 밖에 없는 명목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
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멋대로 할 수 없다. 가격을 철저히 중앙과 지
방행정단위들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 시장의 원리가
182) 기존에 북한에서는 생활비와 가격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는 생활비, 즉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물가를 낮추는 것이다. 임금의 인상은 주로 노동자, 사무원에
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물가의 인하는 농민을 포함한 전인민에게 혜택이 돌
아간다. 그 결과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가격은 떨어진다. 이처럼 과거에는
소비자 위주로 가격이 설정되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신보 , 2002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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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183)고 말한 가격제정국 관계자의 말
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고 실제로는 국가의 가격제정ᆞ통제기능을 표명하
면서도 수요공급원칙에 기초한 가격기구의 도입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것
이다.184)
다음으로 7ᆞ1조치는 개별 경제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1965년
이래 국가계획의 수립권한은 전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었
으나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 국가적인 중요사업만을 수립하고 세부사
업은 해당기관, 기업소, 지방행정단위 등이 수립토록 변경하였다. 즉 계
획이 과거에는 세세한 품목에 이르기까지 지표화되었지만 주요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자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
의 상당부분이 하부위임되었다.185) 이에 더하여 가격은 중앙 및 지방행정
단위가 설정하나 지방공장에 대해서는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
여했다. 지방공장은 주로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가가 가격제정원
칙과 기준을 정해주면 해당공장은 상급기관의 감독 하에 상품가격을 설
정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당의 간섭으로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현
상, 즉 ‘경제의 정치화’를 막고 기업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동
안 당간부가 행사해왔던 주요 의사결정권한을 지배인에게 이양하였다.186)
또한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과 초과이윤을 기업이 모두 재투자재원
으로 자체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장ᆞ기업소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였다.
183) 조선신보 , 2002년 7월 26일자.

184) 박순성(2002. 10. 11), “북한의 가격ᆞ배급제도의 변화와 전망,” 북한의 개혁
과 개방 100일: 현황과 전망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매일경제신문사 공동
주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 36.
185) 이에 대해 북한은 “계획경제라 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생산경영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중앙에서 계획화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186) 오승렬, 북한과 중국의 초기 경제개혁 비교 및 시사점 , 북한의 개혁과 개
방 100일: 현황과 전망 ,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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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7ᆞ1조치는 사회주의 분배제도의 수정을 꾀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는 생산력 발전수준이 아직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 정도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고 노동에서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런데 생산물의
분배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힘든 일을 한 사람과 헐한 일을 한 사람, 기
술기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꼭 같은 보수를 주는 평균주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집단의 노력적 열성이 떨어뜨릴 수 있다’187)
며 평균주의를 강력 비판하면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르는 분배’의 원칙
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평가방법이 기존의 ‘노력일에 의한 평가’에서 ‘번
수입에 의한 평가’로 변경됨으로써 과거 노력시간 연장 형태의 노력동원
운동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동원운동으로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이는 무임승차를 없애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통한 새로운 분
배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중노동부문에 대해서는 ‘누진노
급제’188)를 도입하여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였다.
나. 한계와 문제점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 누적과 기존 개혁개방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7ᆞ1조치라는 전향적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였지만
이것의 한계와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ᆞ1조치가 잠정개혁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187) 조선신보 , 2002년 7월 19일자.

188)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루진로급제’는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사
회주의 분배원칙을 탄광, 광산 등 중노동부문에 적용한 제도이다. 정량계획
의 70%를 달성하면 기본생활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 석탄을 캐면 ‘루
진생활비’가 가산된다. 그리고 계획을 120% 이상 수행한 다음부터의 생산실
적에 대해서는 5배의 ‘루진생활비’가 지급된다. 매달 계획을 300%로 수행한
다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2만∼3만 원의 ‘루진생활비’를 받게 된다. 평안남도
순천시 2.8직동청년탄광에서는 탄부들이 평균 3만 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으
며 최고 6만 원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조선신보 , 2002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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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한다. 7ᆞ1조치의 성공 여부는 생산과 공
급 확충을 통한 물자의 수급 균형인데, 현재의 인프라 수준에서는 그것의
성공이 불투명하다. 경제적 성과는 제도 개혁과 그 주창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급능력(capacity)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기술 등의
생산요소 투입 증대를 통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7ᆞ1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동률의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방산업이나 소비재산업에서 7ᆞ1조치의 효과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원자재 부족과 에너지 부족, 투자정책
의 한계로 가동률이 높아지기 어렵다.189) 낮은 가동률은 분업체계를 혼란
시킬 것이며 부품산업을 비롯한 중간재시장의 활성화도 상당기간의 시간
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90)
이처럼 북한 경제가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단상태의 성장엔진이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에 따른 높은 물가 불안과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악의 신용상태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 난조로 이들 국가
는 물론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 도입도 싶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매점매석, 지하경제영역의 확대, 부패 만연 등의 사회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수익에 따른 배분과 새로운 가격체계는 기업의 성
과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공장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소득격차가 발생할 것이다.191)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
189) 2003년 초 탈북한 모 연합기업소 자재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2002년 8, 9, 10
월 3개월 동안은 국가가 기업에 대부해주는 방식으로 인상된 임금을 노동자
에게 지불했으나 11월 이후에는 기업이 국가 대부금을 상환해야 했고 노동
자의 임금을 자체적으로 주어야 했는데 생산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는 바
람에 노임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190) 김연철(2003. 8. 21), 북한 경제개혁의 평가 및 전망 , 경남대 북한대학원 주
최, 북한경제전문가 워크숍 발제문.
191) 평균 임금이 2천∼3천 원인 반면, 황해남도 안악군에서는 가족단위로 30만 원
이상의 돈을 받는 농장원들이 있다고 한다. 조선신보 , 2003년 4월 22일자.

246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내의 동질성이 파괴되고 평등개념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붕괴될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초유로 예상되는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원리도 요구된다.
또한 관료적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당국
의 의지와 공급불안이 가져온 현실 경제의 불균형 성향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현상은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없고 국정가격
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 간의 격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수년간 안정화되었던 암시장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암시장가격의 상승은 국정가격의 재조정 압력으로 작용
할 것이다. 소득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재발된다면 불안이
극화될 것이다. 전언에 따르면, 경제조치 이전 백미가격은 1kg에 50∼60
원 정도였으나 직후인 7월 15일 이후 95원까지 올랐고, 평북 신의주 장마
당의 백미가격은 종전의 세 배에 가까운 155원까지 폭등했다고 한다.192)
다음으로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경우,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이 외
부로부터 유입되지 않고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해외자본을 도
입하기 위한 북한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다행히 김용술 부상이 투자
환경과 관련해 아직 조정중이지만 과거 합영사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투
자지분은 최대 50%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이
증가해도 문제 없고, 예컨대 싱가포르 회사와의 합영에서는 70%나 80%
의 비율로 투자를 받은 바 있다고 얘기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
다.193) 그러나 이번처럼 비공개 언급이 아닌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
령의 제ᆞ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7ᆞ1조치에 의해 물질적 자극이 강화되어 주민들의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신사상적 자극ᆞ집단주의에
대한 담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나기는 그리 쉽지
192) http://nk.choson.com/news/NewsPrint.html?res_id=22614
193) http://nk.joins.com/print.asp?key=2002090415392450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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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않다. “7ᆞ1조치로 어떠한 사상의식적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
에 7ᆞ1조치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탄부들의 대답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것이었다.194) 그러나 주민들은
조정된 가격에 맞춰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인상된 임금
으로 새로운 가격체계에 맞춘 자신들의 지출구조를 짜서 경제생활을 운
영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
꾸어 버릴 것이다. 일종의 가계차원의 경성예산제약은 가격기구의 작동
과 시장경제 영역의 확대에 따라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이익을 계산
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
이다.195) 그러나 시장경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이것에 적
응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카바이트직장장 김
남웅의 “솔직히 말하여 지난날 우리 로동자들이 실리란 말 자체를 몰랐
지요. 그저 설비를 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였지요”라는 말에서도 잘 드러
난다.196) 국가적 차원에서 시장경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7ᆞ1조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려면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이는 우호적 대외환경이 전제되어 있다.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군수산업을 위해 중공업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재 생산의 정상화나 외부 지향적 경제정책에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김일성은 “북한이 국민총생
산의 30% 정도 국방비에 투입하는데 그런 엄청난 군수 국방부문에 투하
하여 경제에 힘을 돌릴 수 없다”197)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적대환경이 개
선되어야 7ᆞ1조치의 내부적 개혁도 가능하고 외자유치도 용이하다는 것
194) 조선신보 , 2002년 10월 11일자.
195) 박순성, 위의 글, p. 40.
196) 조선신보 , 2002년 11월 15일자.
197) 송두율 교수가 경남대 북한대학원생에게 한 강연내용(2003. 7. 12. 독일 베를
린자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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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한다.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욱 개선하여 식량 등을 지원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경제
제재 해제조치를 이끌어내어 수출시장으로서 거대시장을 확보하고 IBRD,

ADB,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
하여 청구권형태의 배상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7·1조치의 성공 및 진전된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과제
사회주의체제에서 경제개혁은 중앙집권적 계획모델에서 분권적 시장모
델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앙집권적 계획모델의 특징은 ① 정책결정의
중앙집중성, ② 계획의 위계적 성격과 계획달성의 의무, ③ 양적 개념(물
적 지표)의 경제개혁과 계산, ④ 화폐의 수동적 역할 등으로 개념 규정할
수 있다. 분권적 시장모델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① 투자의 우선순위 조
정, ② 경제주체의 확대, ③ 경제운영체계의 변화, ④ 국제시장구조에 참
여 등이 필요하다. 특히 ④는 경제개방인데 ㉠ 무역정책의 분권화, ㉡ 수
출확대, ㉢ 외자유치 등을 의미한다.198) 여기서는 이러한 개념규정을 염
두에 두면서 경제노선의 차원, 경제관리의 차원, 사회주의 원칙의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7ᆞ1조치 성공과 진전된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가. 경제노선의 차원
산업정책을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발전전략에서 소비재산업과
첨단산업의 동시 발전전략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당장은 경제안
198) 김연철(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 서울: 역사비평사, 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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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와 생산정상화를 위해 농업과 경공업, 에너지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혁명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전통산업보다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에 바탕을 둔 도
약형 방식의 첨단산업 정책과 병행 실시해야 한다. 즉 북한이 전통적인
단계별 산업개발 모형인 추격형(catch-up) 개발전략보다는 주민들의 기초
적인 의식주를 해결한 후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全산업의 이노베이션

(innovation)을 추진하는 도약형(leap-frog) 성장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199)
북한은 이미 1999년 1월 16일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자 라는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경
제발전노선으로 내놓았다.200) 이어 2000년 공동사설에서 사상, 총대, 과
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2000년 7월 4일 근로자ᆞ 노동신문 공동논설로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
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가 발표되어 과학중시사상이 김정일시대의 확고
한 경제발전노선으로 자리잡았다. 과학기술중시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자기들의 경제수준이 후진국수준임을 인정하면서도 21세
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진화적 과정’을 통한 발전으로는 불가
능하고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디지털경제시대에 곧바로 진입하
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은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달려 과학기술발전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부흥과 ‘조선식 사회주의’의 전도가 달려 있다고 주장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201)
그러나 저발전 국가에서 그러하듯 북한도 현실이 선언적 주장을 따라
199)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경제센터 동북아팀(2002. 10. 1), 한국의 경험에 비
추어 본 북한 경제개발 전략과 과제 .
200) 김근식,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3대제일주의에서 과학기술중시로 ,
현대북한연구 3권 2호를 참고.
201) 로동신문 , 1999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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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즉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과학기술분야 관련 예산의 증액(약 5∼

6%)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나라의 부강번영과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
한 기본 열쇠의 하나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중요하게 과학기술
의 발전에 의하여 좌우되고, 과학기술을 국력과 군력’이라는 자신들의 주
장대로 자본의 축적양식의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현실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나. 경제관리의 차원
경제관리의 차원에서는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하부 재량권의 전면적
확대, 그리고 관료적 조정기제의 포기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흔히 ‘쌍궤제’로
알려져 있는 1980년대 중후반 중국의 기업개혁을 참고하여, 계획생산량
에 대해서는 국정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을 허용하는 쪽이 인센티브 제고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차등지급이 물질적 인센티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업선택과 직업전환
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직업 내에서도 노력에 따라 차등지급하
는 임금구조를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하부 재량권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국영기
업소의 독자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라며 “독자성을 경영활동분야
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하거나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절대적인 자
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경적 편향”이며 기업활동의 ‘자유화’와 ‘분권화’
를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그 독자성은 기업소 활동의 전반이 아닌 경영
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부정할 경우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계획성과 균형성을 파괴하고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을 조장

제8장 향후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과제: 7ᆞ1조치를 넘어 251

시키는 해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영기업소
는 또 국가가 제시한 생산계획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며 독자성을 이유
로 국가계획 수행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하거나 기업소 자체의 수익을 확
보하는데 기업활동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202)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현재의 북한경제를 살릴 수 없고 기업이 생산품
목, 생산량, 판매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리고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높은
잠재적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 하청-도급 형태
의 도입이나 개인 상업 및 수공업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7ᆞ1조치로 관료적 조정체계에서 관료적 조정과 시장조정이 공존
하는 이중경제체제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경제
체제는 암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이중경제체제였지만 7ᆞ1조치로 시장
조정체계가 공적 영역으로 흡수된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관료적 조정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조정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7ᆞ1조치는 독립채산
제 강화 및 경제 지렛대 중시 등을 통해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려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자주권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는 아니
다. 기업자주권 확대는 가격개혁과 시장메커니즘의 수용이라는 근본문제
와 맞물려 있다. 기업자주권의 확대 및 기업내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는 대
안의 사업체계, 즉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라는 운영상의 변화를 의미한
다. 정책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포기하고 행정경제일꾼을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
제, 내각중심제’203)를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2) 경제연구 , 2001년 5호 참고.
203)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는 내각이 경제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주인으로 당
의 경제정책과 방침에 따라 경제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그리고 중앙집권적
으로 장악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설명은 김갑식(2001), “북
한의 경제정책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와 당정분
리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논문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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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주의 원칙의 차원
사회주의 원칙의 차원에서는 크게 가격 자유화, 은행 개혁, 협동농장
개혁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국가가 가격제정 권한을 고수하는 방식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화
를 기대하기 힘들다. 국가의 가격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
하려는 시도는 수요공급의 변화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가격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현실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204) 고정
가격의 한 가지 장점은 국영기업의 경영자들이 경제계획에 따라 생산활
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격기능
의 결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제여건 변
화가 국내경제에 주는 자극을 무효화하고 저축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북
한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205) 향후에는 가격을 시
장에 맡기는 전향적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가격기능을 인정하고 화폐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은
행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7ᆞ1조치의 기업소에 대한 독
립채산제 강화 및 ‘번수입에 따른 분배’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해나가고
동시에 임금인상에 따른 통화견인 인플레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일은행제도를 해체하고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김용술 부상도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신탁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6)고
말한 바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취하는 경제개혁
조치 중 은행제도 개편은 다른 어느 개혁조치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
204)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2002. 8. 22),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
후 전망 .
205) 전홍택(1999), 북한의 금융제도 ,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 경제통합론 , 서
울: 오름, p. 169.
206) http://nk.joins.com/print.asp?key=2002090322363050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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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신탁은행 설립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
기 위한 초기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재정자금 위주의 자금공급체계를
금융자금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기관, 기업소에 대한
재정자금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신탁은행에 조선중앙은행의 상업은행 기
능을 이관하여 기관, 기업소들로 하여금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은행
의 대출금으로 충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유 현금을 환수해
야 한다.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수신이자율 인상, 자유로운 예금입출금 보
장, 예금자 비밀보호, 여수신 금융상품의 개발 등 대주민 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주민보유 현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환수해야 한다. 또한 중
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상업은행의 여수신을 통제함으로써 시중 유동
성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207)
지금까지는 국가재정 재원을 기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이익금’ 및 ‘거래
수입금’ 등의 형태로 전담하였는데 국가가 기업부문에 더 이상 자금지원
을 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재정재원 납부를 강요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
라서 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대신 1974년에 폐
지된 세금제도를 부활시켜 주민들로 하여금 일정한 세금을 납부토록 하
여 재정재원을 충당할 것이다.208) 결국 예금, 대출 기능의 강화, 거래기업
의 관리, 물가조절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기능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협동농장을 단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협동농장으로의 이양과 정부의 이익유보를 통해 농민
의 소득이 노동성과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집단농장ᆞ국영농장의 운영함으
로써 노동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협동농장 생산물에 대한 점진적인 가격 자유화에 착수하여 현재의 협동농
207) 박석삼(2003. 8. 21), 북한 재정금융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경남대 북한
대학원 주최, 북한경제전문가 워크숍 발제문.
208) 박석삼, 북한 금융현황과 개혁전망 ,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현황과 전
망 ,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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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작업체계와 분배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세 번
째 단계에서는 협동농장의 규모를 경영의 효율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규
모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을 개
편하여 종자, 기계, 금융, 농자재, 농기업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공적기관으
로 육성하는 한편 농지는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한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확대와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209)

4. 7·1조치를 넘어 적극적 개혁으로
가. 개혁으로 나가는 첫걸음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는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을 반
영한 특징과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성격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고 바라본다. 여기서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발전된 측
면)은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 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 군중
노선, 집단주의 등이고,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덜 발전된 측면)은
기업소의 상대적 독자성, 독립채산제, 노동에 의한 분배, 상품화폐관계와
가치법칙의 이용 등이다. 북한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하
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법칙과 범주를 집
단주의적 본성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과도적
성격과 관련된 법칙과 범주의 이용을 홀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지나
치게 내세우며 절대화하면 자본주의적 요소가 생겨나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변질된다고 경고한다.210) 이에 덧붙여 사회주의 사회가
209) 김영윤(2002. 11. 23),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농농장 개편 방향 , 북
한경제포럼.
210) 박영근 외(1992), 주체의 경제관리리론 ,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p.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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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면 할수록 공산주의적 성격은 더욱 확고해지고 과도적 성격은 점
차 약화되고 소멸되어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7ᆞ1조치는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이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7ᆞ1조치 이후 북한이 내세웠다는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실리 사회주
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실리 사회주의에 대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렴병호 교수는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실질적
으로 인민들이 덕을 보는 경제를 건설하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실리입니
다. 자유경제는 아닙니다. 아래단위 창발성은 나라의 계획적인 지도로 보
장되는 것입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실리와 이윤을 분리시켜 사고
하면서 실리는 개별적 단위가 아니라 집단주의의 견지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한다. 또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본위주의, 기관본위
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인 수요를 무시하고 이윤 획
득만을 목적으로 한 증산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통
일적인 지도 아래 누구든 사회와 집단에 보탬을 주는 방향에서 자기의
창발성을 발휘해야 더 많은 분배 몫이 돌아가도록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고 강조한다. 북한의 이론가들은 실리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경제는 자본
주의 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단언하면서 실리 사회주
의가 자본주의와 다른 점은 집단주의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 원
칙을 견지하면서 생산성,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211) 실제로(농민)시
211)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허재영 교수는 사회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에 있는데 이것은 김정일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에서 정립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리에 대한 김정일의 사고의 맹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당시는 실리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것을 경제적 효과
성이란 개념으로 론했지요. 그를 옳게 보장하기 위한 방도를 연구한 론문도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
라 사회적으로 환원되는 리익을 선차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사상이 오
늘까지 내려오면서 실리란 개념으로 정식화되었다고 봅니다.” 조선신보 ,
2002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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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행정기관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해당 행정단위에서 그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게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ᆞ1조치를 기존 경제관리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관리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03년 3월에 북한은 종전에 있었던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
비품시장’으로 확대하여 농토산품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사고 팔게
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의 대다수 공장, 기업소들이 생
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그 결과 수입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품들이 농민
시장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
하는 조치는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맞게 취한 조치,
즉 시장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국
가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실시해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일련의 경제개혁의 연장선에서 시장의 기
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212) 최근에 북한의
경제행정일꾼들은 과거에 구두선에 머물렀던 ‘시장도 상품유통의 한 형
태’ 또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시장의 기능을 홀시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
들을 실제 현장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다.213)
북한은 7ᆞ1조치와 그 이후의 경제개혁이 사회주의의 본질인 ‘집단주
의에 기초한 사회’와 그 경제적 기초인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를 확고
212) 조선신보 , 2003년 6월 16일자.

213) 필자가 2003년 8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측 안내원들과 양각도 호텔 복
무원들은 ‘시장’이라는 단어를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필자가
처음 북을 방문했던 2001년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였다. 또한 2003년 9월
평양관광단의 일원으로 다시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곳곳에서 북측 사람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관광단을
실은 버스에 비디오 촬영기사가 동승하여 전체 일정을 밀착 촬영했다가 떠
나는 날 비디오로 편집해서 고가에 파는가 하면, 관광단이 이동하는 곳마다
매대를 만들어 기념품과 음식 등을 파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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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이론에서 이탈한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7ᆞ1조치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하는 도구, 즉 독립채산제, 노동에 의한 분배, 상품화폐관계(=
시장원리)와 가치법칙의 이용 등을 강화시켰고 주택비를 포함한 개인부
담의 증대(=국가부담의 축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앙집권화보다는 기
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고 경제의 계획적 조절보다
는 시장적 조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214) 이
러한 점에서 7ᆞ1조치는 “사회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공산주의적 성격
이 강화되고 과도적 성격이 소멸된다”는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써 종래 북한의 경제관리이론과 비교하면 변화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북한은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경제관리개선조치
대신 ‘경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북한은
체제개혁으로 나가는 첫걸음인 경제개혁, 경제구조개혁을 차근차근 밟아
가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북한이 위로부터의 경제개혁인 7ᆞ1조치를 단행하면서 국가의
관료적 조정기제, 집단주의 등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려는 의지
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의 운용과정에서는 시장적 조정기제, 분
권화 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지와 달리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과
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7ᆞ1조치가 나왔으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비
가역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혁은 장기적으로 체제전환으로 나아갈 수
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체제개혁이 기존의 사회주
의 틀을 곧바로 해체하려는 급진모델로 귀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김정일
중심의 공고한 정치체제가 아래로부터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없는 한
214) 강일천(2002. 10. 5),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 전반적 가격과 생활비의 개정조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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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혁은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점진적
개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점진적 개혁이 결과적으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강화라는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겠지만 진행방식이 단
숨에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7·1조치를 넘어 체제변화로
북한은 실리 사회주의를 말하면서 사회주의 원칙(집단주의, 국가의 통
일적 지도 등)의 견지라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북한의 언술이 그러하듯
사회주의 원칙의 견지는 내적 통합의 관점에서 주장될 뿐이고 실제로는
실리를 정책결정의 최우선에 놓을 것이라고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다. 또한 북한의 이론가들은 실리 사회주의를 아직까지는 경제개혁 관
점에만 국한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리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는 정치적ᆞ이데올로기적 측면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분야들에서의 변화가 실리 사회주의와 궤를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리 사회주의는 경제개혁을 뛰어넘어 다른 정치ᆞ경제ᆞ이데
올로기 등을 관통하는 북한의 새로운 체제개혁으로 발전해야 한다.215) 이
새로운 체제개혁은 수령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주체사상 등을 특징으
로 하는 주체 사회주의와는 그 폭과 내용에 있어 질적으로 상이하다.
우선 경제개혁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리 사회주의가 새로운 체제
개혁의 전략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
혁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의 7ᆞ1경제개혁과 실리 사회주의가 성공적으
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이 전사회적 영도기능에서 정치사상적 통제기능
과 엘리트 충원기능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상대
215) 북한의 체제개혁을 고려할 때 그 대표적 범주로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이데
올로기가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형성, 체제변화
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추동해내는 전사회적 동원이 산업화, 조직화, 정당
화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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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민감한 내각에 실질적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무원책
임제, 정무원중심제’와 이를 발전시킨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도입하
여 당은 당 내부의 정치사상적 사업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게 하고 경제
사업은 정무원이나 내각에 전담하도록 하는 역할분담조치를 시행하고 있
다.216)
그러나 당정분리에 의한 내각중심제가 정착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도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현실은 내각중심제의 공
고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개혁에 의해 시장적 조정기제가 강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도 관료적 조정기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더욱이 관료적 조정
기제를 통해 시장적 조정기제를 관리하고자 하는 북한은 내각에 일체의
경제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시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엄격한
규율과 법칙을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내각은 경제효율성 추구라는 관
점에서 관료적 조정기제와 시장적 조정기제를 상호 배타적으로 것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시장적 조정기제를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
세가 요구된다. ‘경제의 정치화’와 관료적 조정기제에 대한 고집이 남아
있는 한 경제구조개혁이 체제 전반의 개혁으로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정치ᆞ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상응하
도록 주체사상의 유연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의 공식이데올로기
216) 경제전반의 책임기구로서 정립된 내각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었음은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 10기 4차 회의에서 하나의 의제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내각의 주체89(2000)년 사업정형과 주체90(2001)년 과업에 대하여’가 토
의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년도 예산집행
결산과 새해년도 예산문제가 토의되긴 했지만 정식으로 내각의 사업에 대해
토의된 적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내각의 위상이 제고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다. 홍성남도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사업에 대해 토의하게 된 것이 ‘현실발
전의 요구에 맞게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고 강조했다. 조선신보 , 2001년 4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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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체사상은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주체사상은 이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구
체적 방침과 수단으로서의 ‘실천 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에서 자신
의 진리를 토대로 실천을 위한 구체적 원칙과 방법을 제공해주는 보다
추상화된 형태의 ‘순수 이데올로기(pure ideology)’로까지 격상되었다.217)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 도출되는바, 1990년대 위기상황에서는 이미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된 고도로 추상화된 주체사상이 직접 대중에게 위기극복과 체제안정
의 정당화작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하위담론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하위담론들은 원칙적으로는 주체사
상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그 체계나 논리수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추상
수준이 보다 하향화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주체사상이 아닌 하위담론
의 반복적인 체제정당화 작업, 그리고 ‘버티고 인내하자’는 다짐이나 ‘강
성대국을 이룩하자’는 희망 등이 북한에서 현실적인 이데올로기적 역할
을 하게 된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주체사상의 체제 규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주체
사상의 내용과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대중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그것이 전반적인 체제개
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향후 주체사상이라는 순수이데올로기를 고도
로 추상화시켜 명목적으로만 고수한 채 다른 한편으로 그 하위담론들로
대중에 대한 정당화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주체사상의 규
217) 이에 따라 셔만은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순수이데올로기는
추상적 세계관을 제공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이며 실천이데올로기는 실천의 원
칙과 방법을 제공해주는 마오쩌둥사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진리가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경험을 통해 실천이데올로기로서
마오쩌둥사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 것이다. Franz Schurmann(1968),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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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지배력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1950년대 실천이데올로기로 등
장한 주체사상이 결국은 애초의 순수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했던 그간의 과정은 역으로 향후 북한에서도 순수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은 고도로 추상화되고 오히려 체제정당화를 위한 하위담론들은 주체
사상으로부터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다. 결국 북한이 경제개혁을 체제개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금의
주체사상의 추상화를 더욱 더 고도화하여 주체사상의 사회적 규정력을
약화시키고 현실 사회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하위담론들을 보다 정치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218)
또한 북한은 실리 사회주의라는 경제개혁이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
에 바탕하지 않고 사회주의 사회의 집단주의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강
조하면서 1994년 김정일이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라는 장문의 논
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219) 이 논문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에
들어 북한의 인민대중관이 ‘핵심의 지도’ 중심에서 대중의 ‘자발성’ 쪽으
로 무게 중심이 옮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인민대중의 자발성
과 창조성에 대한 강조는 집단주의와 사상개조에 대한 강조와 밀접히 연
관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조건보다 정신적 무장
으로 극복하려는 몸부림으로 이해된다.220)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발성 강조는 북한이 의도한 대로만 진행되지 않
을 것 같다. 이러한 자발성을 집단주의에 구속하기에는 대내외적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발성의 강조는 결국 북한이 지향
218) 향후 북한의 주체사상 변화전망과 관련하여 서재진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
이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
사상의 핵심원리가 오히려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저항이데
올로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서재진(2001),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 통일연구원.
219) 조선신보 , 2002년 11월 22일자.
220) 장달중, 김정일체제와 주체비전 , 고대 아연, 아세아연구 101호(1999), p.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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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집단주의와 주민 내부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주의간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이 공개적으로 곧바로 진행되지
는 않겠지만 주민 속으로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환
경이 조성된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의해서도 부추겨진다. “자
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자기자신”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식주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또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
는 인식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운
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
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인 집단주의적 인생관보다는 “개인의 안일과 향
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인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농민시장을 통하여 생필품을 직접 구입하고
동시에 이득을 올리는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돈에 대한 가치의식,
개인주의적 실용주의에 대한 의식이 잠재적으로 내면화되어 왔다. 더욱
이 북한의 최근 개혁ᆞ개방조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종전에는 실적을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주는 사회적 시책으
로 기본생활을 보장받았으나 지금은 자기가 자기살림을 주체적으로 개인
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7ᆞ1조치 이후 변화된 모습으로 “농장원들의 생
산의욕이 부쩍 올랐다. 분조장에게 더 많은 분공을 달라고 요구한다. 분
배 몫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스스로 찾는다”221)는 지적이
나 “번 수입을 늘이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지배인, 더 많은 분배를 받기
위해 아득바득 일하는 로동자” 등의 지적은 북한이 레토릭 차원에서 집
단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주민들은 자기의 실용적 이익에 의해 움
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북한 지도부도 실리와 이윤을
분리하여 실리의 집단주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221) 조선신보 , 2002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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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고 있다고 바라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7ᆞ1조치는 그것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집
단주의라는 구두선보다 주민들의 개인주의적 실용주의가 증대되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실제 경제개혁의 성공과 전반적인 체제개혁의 진
전을 위해서도 장차 북한이 실용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
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변화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위로부터 시작된 ‘의도된 경제개혁’은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제한
된 개혁에 머무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수반
하면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체제전환’을 결과할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7ᆞ1조치와 이후 경제개혁조치들은 현단계에서 위
로부터 추진된 ‘체제 내적 개혁’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성공하고 나아가
북한 사회주의 시스템의 변화를 추동하는 체제변화로까지 발전하기 위해
서는 분명 ‘체제전환’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부문의 제한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넘는 전반적 경제개혁조
치가 완성됨과 동시에 체제개혁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이데올
로기, 생활문화의 차원에서도 수령제의 변화, 주체사상의 추상화, 집단주
의의 약화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북한의 체제변화
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제9장 북한의 개혁ᆞ개방 유도를 위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李鍾雲

1. 문제제기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대폭적인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한
데 이어 9월에는 신의주지역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2003년 3월에는 인민
생활공채를 발행하는 등 경제정책에서의 나름대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경제관리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물가ᆞ임금ᆞ환율 등의 가격 현실화와 함
께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국가계획의 분권화와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등의 내부 개혁적 조치를 취하였다. 신의주경제특구의 경우 행정장관
으로 임명된 어우야(歐亞)그룹의 양빈(楊斌) 회장이 해임되는 등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특구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경제개방의 성격을 가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2003년 4월에는 ‘농
민시장’에서 공업제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기능을 확대한 ‘종합시장’
으로의 개편이 시도되었고, 공장ᆞ기업소 등의 구조조정과 기업평가가 달라
지는 기업환경의 변화가 진행되는 등 경제정책 운영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2002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경제정책 변화는 지난
해 10월 도출된 북한의 핵개발문제로 북ᆞ미관계가 경색되는 정치ᆞ군사
적 변화에 묻혀 주변국의 관심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조치
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적인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정책변화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변화가 동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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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써 북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최근의 경제정책 변화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최근에 북한이 소개한 새로
운 경제정책들은 이전의 경제관리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
가경제체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나름의 개혁조치임을 부인
할 수는 없다. 또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 및 기타 현안을 둘러
싸고 미국과 극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보
이고 있는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 남한과의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최근의 경제특구 확대 등 일련의 대외정책 변화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
펴보면 북한은 부분적이지만 대외개방조치를 확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북한의 이러한 내부 경제시스템 운영의 변화와 국제관계 개선의 원인
과 배경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타났다.222) 해석의 다양성
에서 불구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북한경제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경제개혁과 개방에 부정적이었던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이전과는
다른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관리 및 운영방식에서의 조심스러운 변화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하였던 경제운영방식에서의 개선과 어느 정도 유사한 성격이
발견되고 있다.223) 따라서 비록 북한의 진로에 대한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지
222)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김연
철ᆞ박순성 편(2002). 북한경제개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편. 2003 북한경제백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223) 북한의 최근 경제관리방식 변화는 경제적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과거 구소
련이 1980년대에 실시한 개선 완성론,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정책 변
화, 중국 및 베트남의 체제전환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
비록 이들 체제전환국들과 정치ᆞ경제적 환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
치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분석은 북한경제 전망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체제전환국들과의 자세한
비교분석은 본 보고서 2장의 홍익표.「7ᆞ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
혁정책 비교」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2002). 현대북한연구 5권 2호(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경제개혁)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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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야기된 북한 경제구조 및 경제관리
메카니즘의 변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
한당국의 노력정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앞으로 계속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정치적 역학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에 따라 향후 북한 경제시스템의 개혁과 대외개방은 일시적 진전과 후퇴
를 반복적으로 연출할 것이지만, 북한은 경제체제전환의 전체적 흐름 속
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혁ᆞ개방의 방향은 북한지도부의
변화의지와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단계적
ᆞ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경제외교’를 강화하며 서방국가와의 관계회
복에 노력하고 남북경협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면에는 국제적 고립을 탈
피하여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지
원받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만성적인 공급부족과 기술낙후
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과 협력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필수적
이다. 대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북한당국의 최근 인식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ᆞ미관계가 악화되는 상태에서도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대
서방 외교관계 및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극히 제한적이지만 경제관리방식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일 때 남한과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북한이
신의주와 개성지역의 경제특구화를 계속 추진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과거
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남한과 국제사회의 역할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선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개혁ᆞ개방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의 당
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구체적인 실천계획(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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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마련에는 소홀하였다는 느낌이다. 2002년 7월과 9월 사이에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고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 착공,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수교교섭의 가속화를 시도할 때,
국내외 당국자 및 연구자들은 북한의 갑작스런 “신경제정책” 발표에 혼
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실천계획의 부재를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북접근방식에서 “채찍”이냐 “당근”이냐의 이분법적 논
쟁에서 벗어나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경제정책을
도입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나름의 노력을 보이면, 비록 시장경제시스템
의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단기간에 동반되지 않더라도, 북한
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한다는 큰 틀에서 국제사회와 남한은 대북 경제지
원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남한과 국제사회는 다자적 국제협력방식에 의한 대북 지
원의 청사진을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혁ᆞ개
방의 추진은 한반도의 냉전적 환경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
협력체계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장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7ᆞ1조치 이후의 경제정책 변화의 촉진과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경협과 남한의 역
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적 국제협력방
식에서 주요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예상되는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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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남북경협과 남한의 역할
가. 안정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의 구축
남북경협은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 구축이라는 정치ᆞ외교적 환경의 조
성과 함께, 기본적으로 경협참여 민간기업의 이익이 달성되어야만 장기
적으로 지속ᆞ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
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남
한기업과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남북경협이 공식화ᆞ제도화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주도의 대규모 경협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경협과 대북지원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개혁ᆞ개방
을 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남북경협이 북한
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로 1990년대 하반기 이후 남한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연결공사, 개성공단 착공과 같은 대
형 경협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긍정적인 결과로서 지난 10년간 남북교역
과 대북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러나 남북경협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ᆞ군사적 상황변화에 크게 영향
을 받으며 일시적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표면화된 2002년 10월 이후에는 답보상
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러한 답보상태가 장
기화되거나 오히려 크게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경
제교류는 북핵 협상의 진전, 경색된 대외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북한
의 전향적 태도, 경협사업에 대한 남한의 지속적 지원 여부 등 복합적
변수들의 결합 방향에 따라 전개될 것이므로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사
실이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현재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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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협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핵협상이 타결되는 시점에서 북한
의 경제회복과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경협사
업을 준비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핵협상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는 북한의 대화의도가 불명확하고 설사 대화가 진전되더라도 북한이 지
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므로, 우선적으로
현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몇 남북경협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남한
의 명확한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제도적 틀에 의한 남북
경협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6ᆞ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
성과 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 프로젝트 중에서 상징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우위가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경협의 경제적 성과를
북한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과정에서 도출된 북한의 핵개발 문제의 이면에는 KEDO 경
수로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제네바협약 약속지연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과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
드시 성사시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로 야기된 남
한과의 계약 위반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조사, 국내에서 벌어진 대북지원에 대
한 정치권의 분열 등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북한에는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의구심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
는 남북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전
향적인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1) 남북한 철도연결사업과 개성공단의 가시적 성과 도출
현 시점에서 상징성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남북경협 프로젝트
로는 200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철도연결사업과 개성공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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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핵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경의선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선적인 관
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의 철도연결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1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이 합의되고 2002년 4월 임동원
특사 방북 때 동해선 연결이 합의되어 경의선과 동해선 단절구간 복원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여러 국내외 돌출변수의 발생으로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다. 2003년 6월 14일 경의선 연결식이 거행되었으
나, 이는 남북정상회담 3주년에 즈음한 기념적 성격의 행사였을 뿐 실
질적인 철도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의선 연결사업은 북한이 최근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개성공단 건
설사업과 맞물려 있어 북한당국의 추가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당국자간 협상여부에 따라 복원공사의 조기 완료와 열차 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철도, 도로를 포함한 육상교통망의 연결은 현재 남북경협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기업의 최우선 요구사항이므로 경의선을 통한 인
력, 화물의 운송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224)
또한 열차 운행과 같은 가시적 성과는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의선 단절구간이 복원되는 시
점에서 우선적으로 서울-개성간 열차를 조기에 운행하여 개성공단 공사
자재 및 장비의 공급과 인력 수송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남한정부는 경의선 복선화와 시설확충을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
색하여야 하며, 남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 예정지(북)와 도라선역(남)을
연결하는 산업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의선 연결과 함께,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이 거행된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의 의지를 보여주고 남북경협 지속을 위한
북한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지역에
224) 한국무역협회(2002), 2002년도 남북경협 실태조사 결과 p.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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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남한기업의 직접투자는 북한당국의 대외개방 움직임과 북핵 문제
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북한이 개발의지를 보이고 있
는 개성공단지역에 남한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대북투자의 안정
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비록 개성 인근지역의 사회간접시
설과 산업시설이 미비하여 모든 산업기반을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 경제
적 부담은 있으나, 남한과의 인접성, 북한당국의 개발의지와 남한기업
투자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고려할 때 개성지역은 대북
투자를 위한 최우선 거점지역인 것은 분명하다. 이 지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남북경협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경제적 파급이
확산되고 북한 개방의 상징으로 부상하게 되는 추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경제교류의 제도적 정착
남북한 철도연결 및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함께,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
이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2003년 8월 20일에 2
년여의 지연 끝에 발효된「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4대합의서」의 후속조
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남북경협 4대합의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남북간 경제거래를 위한 청산결제, 남북간 경제 교류과정에서 상사
분쟁의 해결절차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기본합의서에 포함된 사
안들을 보다 구체화ᆞ세분화하여 부문별 사안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이
끌어내야 한다(표 9-1 참고).
그럼에도 남북교역의 제도화는 남북한 모두의 정책적 측면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변화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
다. 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마련된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남북경협
의 제도화는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 대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경제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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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남북경협 4대 합의 분야 및 제도정비 방향
구분

필요성
주요 쟁점
- 송금보장, 수용보상, 분쟁 - 남한 투자 보호의 실질적
으로부터의 보호 등 투자 보장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
보장을 통한 경협 확대
투자
보장에 - 투자관련 분쟁의 사전예 우 규정
관한
방 및 해결을 통한 투자 - 자유로운 송금, 수용보상,
합의
장애요인 제거
분쟁보호를 확실하게 보
장받기 위한 분쟁해결 절
차를 규정
- 남북경제교류(주로 투자와 - UN 모델협정을 토대로 북
관련)에 따른 발생하는 소 한의 원천과세권을 적정
이중
과세
득의 이중과세문제해결을 한 수준에서 제한
- 북한이 제공하는 외국인
방지를 통한 경협 확대
위한
투자 조세인센티브를 남
합의
한 기업이 향유할 수 있
도록 간주세액공제 규정
-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 - 북한상사분쟁제도의 미비
결을 통한 피해 투자자 성 보완
상사
- 분쟁과정에 대한 북한당
구제
분쟁
- 분쟁제도구축을 통한 경 국의 간섭 차단
해결을
- 분쟁결과를 존중하고 집
협의 안정성 강화
위한
행하는 법제도 구축
합의

향후 추진과제
- 국제적인 투자보장을 위
한 표준내용에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하여 투자보
장 협정 체결

- UN 모델협정을 토대로 협
정 체결

- 남북중재기관 연계협력
강화
- 남북 “합동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해결의 공
정성ᆞ신속성 제고
- ‘남북공동상사규칙’을 제
정 하여 분쟁결과의 법적
구속력 제고
- 남북교역을 직교역형태로 - 경화가 부족한 북한과의 - 직교역 전환 초기단계에
청산결 전환하기 위해서 대금결 교역확대, 남북교역의 균 서는 대금의 청산결제방
제장치로 청산결제방식 도 형조정, 교역업체의 손실 식을 원칙으로 직교역을
제에
입이 필요함.
정착시키고, 향후 환결제
관한
위험 극소화
- 반출입규모의 제약요인
합의
체제로 방식을 전환
가능성, 국제적인 인정문제

자료: 조명철 외(2000). 南北經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새로운 경제정책의 추구 등과 같이 북한 내부의 정책적 변화가 동반되어져
야만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의 제도적 연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협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함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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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사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되어져야 한다.225)
남북한간에 합의된 4대 합의서의 구체화를 위해 모색할 수 있는 최우
선적인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상사분쟁조정기구의 설치와 경제공동위원회
및 연락사무소 설치ᆞ운영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
들에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그 중에서도 상사분쟁을 합리적 제도와 기구를 통해 해
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설치는 남북 상호간에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
며, 2003년 10월 12일에 개최된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ᆞ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경협의 제도
화 작업에서 비교적 진전된 분야이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ᆞ개방 유도를 위해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변화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
의 법적ᆞ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 못지않게 남한의 대
북 경제교류 제도의 정비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남북교류 활성
화와 제도화에 대한 남한 스스로의 노력을 보이며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북한의 경협제도와 법체계가 남한의 변화에 동반하여 개선되는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북 경협참여 업체에 대한 규제는 이미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완화가 요구된다.226)

225) 남북경협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제도화에 대한 사항은 조동호 외(2001), 남
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조명철 외(2000), 南北經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226) 조동호 외(20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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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경제 영역 확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 촉진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교류의 활
성화와 남북경협의 공식화ᆞ제도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주도의 대규모 경협프로젝트가 성공적
으로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제도화는 당국자간 협의 진전
여부에 크게 의존하고 북한당국의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으로서 위
로부터의 변화(Top-down)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나 북한 권력상층부의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전향적 조치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의
식변화와 사회주의 경제 메카니즘의 자생적인 구조변화에 따른 아래로부
터의 변화(Bottom-up) 요구에 의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 따라야 한
다. 동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전환 사례를 살펴볼 때,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경제회복에 대한 주민들의 지향이 체제전
환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개혁ᆞ개방
을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경제에서 최근 발견되고 있는 ‘시장화’
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비공식 사경제부분의 확산에 대한 남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와 그
에 따른 경제행위의 변화 그리고 국가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 상승이, 비록 간접적이고 장기적이지만, 북한의 자생적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이 2002년 취한 7ᆞ1경제개선조치 및 이후의 추가적인 정책변
화는 1990년대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비공
식 사경제부분의 확산과 밀접한 연관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북한의 중앙집권성과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
구가 북한의 내부개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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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에 취한 경제정책 변화의 주요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
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국가계획의 분권화와 기업부
문의 경영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북한이 이와
같이 과거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경제관리에 있어서의 변화를 단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북한
이 지난 수세기 동안 고수하여 온 ‘계획의 일원화ᆞ세부화’ 원칙과 같은
몇몇 핵심 경제관리 운영방식을, 비록 부분적이지만, 변화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우선적인 대답은 북한이 지난 1990년 초
반이후 겪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계획경제 시스템에 자연 발생적
인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북한당국은 변화된 경제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단행한 국정
가격의 암시장 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의 인상과 임금의 대폭 인상과 같
은 변화조치는 경제난을 지나면서 발생한 ‘이중가격체계’와 같은 새로운
경제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식량, 에너지, 외환, 생필품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산업 가동율이 1990년대 중반에 25%정
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북한 계획경제의 운영 원칙인 ‘계획의 일원화ᆞ
세부화’에 따른 중앙집권적 생산계획의 작성과 수행은 제대로 기능 할 수
없었다.227) 또한 공업생산부분에서의 계획체계의 기능 마비와 함께, 1990
년대 북한은 식량의 부족과 극심한 생필품 부족으로 국가배급체제가 붕괴
되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기존 경제관리시스템의 기능이 거의 마
비상태에 빠짐으로서 북한에는 새로운 경제현상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
로서, 국영상점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암시장이 급격히
227) 북한 계획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활동 및 사경제 출현에 대한 내
용은 박형중. 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해남); 정세진. 2000. ‘계획’
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아카데미)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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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었고 일반주민들은 소규모의 개인텃밭의 경작이나 가내수공업과 같
은 개인부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암시장이 확산되고 일반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증가함으로서 중앙계획경제의 틀과 통제에서 벗어나는
사경제부문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와 국가계획에서 일탈한 영역인 사경제 또는 이차경제(the Second

Economy)가 공존하는 이중구조 형태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228)
국가배급체계의 붕괴와 함께 암시장에서의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공식임금만으로는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
는 상황에 직면한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계획경제의 규율에 벗어나
는 사적 경제활동에 주력하도록 강요받게 되었다.229) 지속되는 경제난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사적경제 활동의 증가는 북한 계획경제시스템의 근
간을 이루던 각종 원칙과 제도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이는 곧 사경
제 영역이 더욱 확산되는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7ᆞ1조치를 통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계획경제의 구조
적 변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양식의 변화에 의한 북한당국의 피동적인
정책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북한당국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
나려는 사경제영역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제관리 방식의 변경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경제에서 1990년대 이후 발견되는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중앙
당국의 정책 변화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록 제한적이고 수
228) 북한에서 관찰되는 이차경제 현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헌을 참
고. 정세진. 2000.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
울아카데미), Jeong Sei-Jin. 2000. “Expansion of North Korea's Second Economy
and Change in Governance Structure.” The Economics of Korean Reunification.
Vol. 5, No. 1. Chun Hong Tack. 1997.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North Korea's Second Economy.” The Economics of Korean Reunification. Vol.
2, No. 2.
229) 박형중. 200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p. 36∼40, 정세진. 2000.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p. 9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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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경제운영방식의 변화이지만 새로운 경제현상에 따른 북한당국의
대응과 적응은 시장지향적 개혁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 및 지방행
정당국, 기업, 주민들이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와는 다른 일정한 사적경제
활동을 인정하는 변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예상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경제의 확산과 체제전환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
다. 또한 체제전환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가를 불
가피한 현상으로 분석한 것에서도 북한에서 최근 관찰되는 여러 경제현
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230)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경제에서 최근 발견되고 있는 사경제부분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경
제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
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원칙과 이론의 전수와 같은 막
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저개발국가의 농민과 도시빈민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대부지원 프로그램(Small Credit

Program)을 대북지원 NGO나 국제기구가 설립하여 북한주민들의 소규모
상업 활동이나 가내수공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231) 또한 식량지원에
머물고 있는 남한정부의 대북지원의 형태를 생필품과 공산품으로 다변화
하여 남한의 지원물품이 북한의 ‘종합시장’으로 유입되게 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과 규모를 확대시키는 간접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각
종 소비재가 시장에서 다양하게 거래되고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과 기업
230) Kornai. 1994. “Transformational Recession: the Main Caus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9: 39-63; Kaminski. ed. 1996. Economic Transition in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NY: M. E. Sharpe Press; Eilat Yair and Clifford
Zinnes. 2002. “The Shadow Economy in Transition Countries: Friend or Foe? A
policy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Vol. 30. No. 7. 1233-1253.
231) 북한지역의 중소사기업 및 자영업 지원방안은 박형중 외(2002), pp. 116∼117
참고.

278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의 사고방식과 경제행위가 변화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 확대되
고 일반주민들의 경제적 요구수준이 상승될 때,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변
화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운영과 관리 전반에 있어 빠르게 변화
할 가능성이 높다.
다. 정보화 촉진을 통한 북한 내부의 변화 유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은 경제활동의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사회 각
부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ᆞ확대시켜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다. 또한 사회구성원간의 정보 교류를 증대시켜 구성원들이 다양한 가치
관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보유함으로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이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차지
하는 비중이 증가함으로서 개별 국가들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관
련 산업의 활성화를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삼고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 또한 최근 정보통신을 행정이나
군사조직 위주로 운영하던 과거의 형태에서 다소 벗어나 정보통신산업이
경제 각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정책적 차원에서 정
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정보화 촉진을 강
조하고 있다.232)
232)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정보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한 IT산업 육성에 깊은 관
심을 표명하면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북한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최근 북한에서는 컴퓨터 교육과 정
보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언론매체는 컴퓨터 활용의 중요성과 컴퓨터
사용법을 거의 매일 소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대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되
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우수한 개발인력 양성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책과 추진과정, 성과 및 문제점에 관한 분
석은 이종휘 외(200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2), Jong-Woon Lee(2003b)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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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한은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1990년
대 후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간의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을 확대
ᆞ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IT분야 산업협력과 대북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의 확대에 의해 북한 정보통신 분야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경우,
북한당국은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식, 기술, 설비의 보유를 위
해 대외 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정
보화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이 확
산되어 외부 정보의 유입과 주민들간의 정보교류가 활성화되어 종국에는
경제체제 및 운용 변화에 대한 일반 주민의 기대 및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1990년대 후반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정
보화에서는 개혁ᆞ개방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딜레마와 이중적 접근이 잘
나타난다. 북한당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화의 촉진이 가져올 수 있는 북한 사회
의 변화와 체제 위협적 상황의 발생을 우려하여 통제 가능한 제한된 범
위 내에서의 정보화와 정보통신 분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
한 이중적 태도는 인터넷 도입과 관련한 북한의 최근 정책에서 잘 나타
난다. 북한당국은 인터넷이 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과 유통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 우선하여 개인들의 인터
넷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233)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은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며 사회 전반의 정보화
233) 북한당국은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에는
최근 내부용 네트워크 시스템인 인트라넷(Intranet) 형태의 컴퓨터 통신망이 평양지역
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인트라넷과 방화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통제하고 정치적 부작용을 막으면서 인터넷을 제한적으로 운
용하려고 한다. 이는 북한이 정보통신기술의 육성과 인터넷의 활용에 있어서 경제적
으로 필요한 부문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면서도 내부의 정보유통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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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적인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큰 지식과 정보의 집약
적 산업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정치 우위의 원칙에 따라 외부 정보의 유
입과 유통을 제한한다면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북한이 직
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북한당국의
선택과 정보화가 촉진됨으로서 확산되는 정보통신기술 사용자의 요구
증대에 의해 인터넷의 점진적 허용과 같이 정보통제가 완화되는 방향으
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련 기술과 장비의 도입을 위해 외부
와의 교류가 확대되고 남한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
이다.
정보통신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사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
탕으로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의 남북한 협력은
주로 소프트웨어 임가공과 개발사업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하
드웨어 부문의 남북한 IT협력 및 통신서비스 분야의 대북 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 인력의 교육과 기술이전이 용이한 IT분야
의 합작기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남북한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하나비즈닷컴과 북한의 민경련 및 평양정보센터가 2001년 8
월 중국 단동에 최초의 남북한 IT분야 합작회사인「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남북 IT산업협력단지인「고려정
보기술센터」가 2002년 3월에 평양에서 제1연구개발동의 준공식을 가졌
다.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남북
한 IT협력사업이 확대되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북한당국이 남한기업들과의 통신협력사업에 관심을 표
명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경제회복과 장기적으로 변화를 촉진한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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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남한은 북한의 통신서비스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
다. 비록 현재로서는 논의단계지만 개성공단 건설과 함께 입주 기업에게
유ᆞ무선 통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남한의 통신업체가 주축이 된
통신 인프라 건설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의 대
북지원과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정보통신 관
련 기술 및 설비의 북한 이전에 적용되고 있는 바세나르협정에 의한 ‘전
략물자반출제한제도’의 탄력적 해석이 필요하다. 바세나르협정에서 정보
통신 관련 장비와 기술은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
자로 분류되어 있어 북한이 외부로부터 첨단 정보통신기술 및 장비를 수
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북한 통신망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이전 및 교역, 전문인력의 교육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핵심 통신기술과 장비의 대북 반출이라는 시각보다는
북한 경제회복과 개혁ᆞ개방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야 한다.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주민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화의 촉
진은 외부접촉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고와 정보에 노출됨으로서 북한 주
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남한의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유도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및 기술지원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낮은 국가 신인도와 높은 투자
리스크를 고려할 때, 상업차관 등의 국제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재원확보
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제공적자금의 조달은 북한이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북한이 국제통
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
융기구의 가입조건을 충족하여 이들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면, 북한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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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건, 산업시설복구, 인프라 복구ᆞ확충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자금의
일부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234)
비록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직접적인 개발자금 지원을 우선적으
로 언급하였으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고 이들
금융기구로부터 양허적 성격의 자금을 제공받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경
제정책의 변화와 경제관리제도의 개선은, 간과하기 쉽지만, 앞에 살펴본
해외자본의 유입 효과에 못지않게 북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으로 예상된다. IMF는 매년 동 기구의 협정문 4조(Article IV Consultations)
에 따라 각 회원국 거시경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회원국이 IMF의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는 거시경제조사가 보다 빈번히 행해지며, 주로 경
제의 안정성과 관련한 분야에 집중되어 실시된다. World Bank와 ADB도
에너지, 운송, 농업 등 다양한 경제분야의 평가를 실시하며, 빈곤퇴치, 환
경분야와 같은 사회적 이슈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234) 북한은 비록 자금지원의 조건이 까다롭고 정책권고의 강도가 높은 IMF의 차
관(loan)은 가입초기부터 활용하기 어렵지만, 세계은행그룹의 긴급경제복구차
관(Emergency Recovery and Rehabilitation Credit), IDA차관(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Credit) 또는 ADB의 아시아개발기금(ADF: Asian Development Fund)과 같은 양허적 조건의 자금(concessional lending)은 우선적으로 요
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그룹의 IDA차관과 아시아개발은행
의 ADF차관은 1인당 GDP가 매우 낮아 이들 개발은행의 일반융자를 받기에
부적합한 저소득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1인당 GDP는 양허성
자금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IDA자금과
ADF자금의 수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IDA자금은 2002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875달러 이하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IDA자금은 국제금융시장 금리수준인 세계은행그룹의 IBRD 일반융자와는 달
리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며 다만 0.75%의 서비스비용이 부과되며, 10년
거치기간(grace period) 을 포함하여 20년, 35년 또는 40년의 상환기간을 제시
하고 있다. IDA자금과 유사한 형태로 아시아개발은행의 ADF자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없고 다만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비용을 부과한다. 북한
이 경제재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무상지원환산율이 매우 높은
IDA자금과 ADF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북한의 투자재원 마련에 상
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대북지원을 위한 세계은행그룹의 IDA차관과
아시아개발은행의 ADF차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ᆞ박영곤(2000),
Bradley Babson(2001), Jong-Woon Lee(2003a), 세계은행그룹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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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 평가를 돕기 위해 각종 사안에 대해 국제적 기준
을 따른 통계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경제 및 사회분야에 대한 연간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제금융기구는
회원국에게 경제개발전략과 관련된 각종 분야의 정책조언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거나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
우는 자금지원조건에 거시경제운용과 관련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제금융기구와 회원국
사이에 형성되는 이러한 역할과 의무를 관찰할 때, 개발자금의 지원은 북
한경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조사 및 평가를 동반하게 되고, 북한은 지
속적인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권고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IMF와 World Bank의 권고사항에
는 통계자료의 국제적 기준적용에서부터 무역ᆞ금융분야의 관리체계 변
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는 개발자금의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관리 능
력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기구는 개발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IMF의 기
술지원은 대부분 회원국의 통화, 외환 및 재정부문에 대한 정책과 관리능
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통계 및 금융제도 개선과 관련한 기술지
원도 실시하고 있다. World Bank와 ADB와 같은 개발은행의 기술지원은
보다 광범위하다. 주요 지원분야로는 정책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지역간
경제협력, 환경보호, 운송 및 에너지부문의 관리 및 효율성 향상, 자원관리
등이다. World Bank와 ADB는 다양한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기술지원과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는 개발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지원뿐
만 아니라 각종 교육ᆞ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의 정부 관료와 전문
가들의 능력을 배양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관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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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제금융기구의 교육프로그램은 세계은행의 경제
개발연구소(EDI), 국제통화기금의 IMF Institute 등과 같은 부설기관들을
통해 직접 실시되기도 하나, 주로 현지 또는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산업
체와 협력하여 위탁교육, 정책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의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다.235)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정부관료와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ᆞ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제
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가 지원
하는 다각적인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와 지식이 부족한 북한의 전문관료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해외
에서 시장경제와 관련한 연수를 받은 북한 정부관료 및 경제전문가가

8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ᆞ1경제개선조치의 배경을 분
석한 徐文吉(2003)의 논문에서 1990년대 하반기 이후 서방국가에 파견된
경제시찰단, 정부관료, 경제전문가들이 귀국하면서 북한의 최근 정책변화
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이 북한의 경
제운영방식에 대한 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236) 따라서 무역, 금융, 재정, 회계분야의 기술관료와 전문가
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북한경제가 처한 근
본적인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개혁ᆞ개방
이 불가피함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국제법, 금융
및 무역시스템, 외국인투자 등과 같은 북한경제의 세계시장 참여과정에
서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금융지
235) Bradley Babson(2001), p. 462.
236) 徐文吉(2003), 조선경제조절의 의의와 과제 (상해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 주
최 조선경제 1주년 학술회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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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세부과제 및 추진전략
남한(남북경협)

국제사회

상호주의적 포용정책에 의한 대북지원과
안정적인 남북 경제협력 체제 구축

다자간 협력방식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관계개선

- 남북 경제교류의 공식화 및 제도적 정착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 및 성실한 실천
경제공동위원회 및 연락사무소 설치
상사분쟁조정기구의 운영
직교역 체제의 확립
국내 경협제도의 정비
- 추진중인 경협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도출
경의선ᆞ동해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시범공단의 활성화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
- 인도적 대북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민간중심의 대북지원사업과 NGO
활동지원
대북지원을 개발사업 위주로 전환
- 사회ᆞ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
민간단체의 대북 파트너쉽 형성 및 확대

- 북ᆞ미관계 개선(북한의 핵 포기선언 유도)
무역 및 투자제한 완화
식량 및 에너지 지원 재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경제 지원 허용
- 북ᆞ일관계 개선
수교 회담 재개
대북경제제재 완화
- 기타 주변국의 대북지원 확대
대외개방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설득
TKR-TSR 연결을 위한 러시아의 참여
유럽과의 경제교류 확대
-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개선
북한에 대한 옵서버 자격 부여
전문가 대상의 각종 교육ᆞ훈련
프로그램
농업재건사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교육ᆞ의료ᆞ보건ᆞ환경 분야 지원

북한 경제의 회생과 개혁ㆍ개방의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
- 사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대북지원
소액대부 프로그램 지원
생필품 및 공산품의 남북한 교역 활성화
- 북한의 정보화 촉진
IT분야 협력사업 활성화
통신망 현대화 사업 및 남북 통신망 연계
첨단기술 이전을 위한 대북 국제규제 완화
이동전화사업 투자
- 대북 투자사업의 활성화
인프라 투자 확대
천연자원 및 수자원 공동개발
남북한 합작생산 확대
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북한 관련 국제프로젝트의 활성화
TKR-TSR 연결사업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
-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및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정상화 및
국제금융기구 가입
- 북ᆞ미관계 정상화(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투명성 검증 이후)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정상교역관계 및 일반특혜관세(GSP) 부여
개발원조 시작
- 북ᆞ일 외교관계 정상화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
‘수교자금’의 집행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확대
동북아 다자간 협력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주변국의 대북 개발사업 확대
유럽의 개발 프로젝트 확대
북한 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중국ᆞ
러시아의 협력
- 국제금융기구 가입
본격적인 양허성 개발자금 및 기술 지원
시장경제교육 지원
외채조정 중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재건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주도

경제관리방식의 개혁과
내부 경제 메카니즘의 자생적 구조변화 촉진

북한 개혁ㆍ개방의 가속화

대외개방 확대
세계경제체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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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금융기구는 기술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북
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ᆞ개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
고 있으며, 양측간의 공식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긍정적 효과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하며, 이들 위해 북한의 변화된 자세와 함께 국
제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식량난과 기아사태에 직면하여 국제사회
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식량, 생필품, 의약품 등의 부족
으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북한의 경제 위기상황을 완화하고자 1995년부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1990년대 하반기에 표출되었던 북한의 경제위기 상황을 완화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비록 식량부족 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긴급 구호성 식량원조는 북한이 최악의 영양부족사
태와 식량위기 상황을 넘어서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주요 관련국과 국제기구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반대론자
들은 국제기구의 식량 및 기타 구호 물품에 대해 북한당국의 군수용 전
용과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도출된 핵개발 문제와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형태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체제연장
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와 반대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북한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은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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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은 식량난 완화라는 인도적 측면과 함께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 방안임을 강
조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비록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같은 획
기적인 정책 변화가 단기간에 동반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
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다소 보이고 대외관계 개선에 노력을 보이면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한다는 큰 틀에서 경제지원을 본격화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주변국의 정치ᆞ안보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자간의 관계로
만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국제기구와 주변국의 공동 참여에 의한 다자간
국제협력의 방식이 현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여기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개혁ᆞ개방 유도를 위한 주
요 관련국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고, 북한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을 위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과 이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북한의 대외관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이 미국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클린턴정부의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유
화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부시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답보상태에 빠졌던
북ᆞ미관계는 9ᆞ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테러리즘의 위협과 연계시켜 문제시하고, 특히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
스 켈리 특사의 방북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도출됨으로써 현재
까지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ᆞ미간의 대립은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고 북한이 지난 2000년 이후 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외교’를
강화하던 서방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부
로부터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북핵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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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타결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완화와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핵협상 타결 이
후에도 북한이 개혁ᆞ개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보일 때 실행되겠지만, 미국의 경제제재 완
화조치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교역 및 경제지원과 관련한 규제조치의 해
제를 동반하게 되고, 이는 북ᆞ미간의 경제교류를 촉진시키고 미국의 대북한
경제원조를 확대시킬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정상교역관계를 부여
하고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하면 북한 제품의 대미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산업시설의 노후화와 기술의 낙후로 북미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북한제품은 극소수에 불구하나,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제품은 낮은 가격을 활용하여 북ᆞ미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남한기업의 위탁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 섬유, 신발, 의
류 등의 일부 노동집약산업과 북한이 과거 중점적으로 육성한 기계, 화학산
업 분야는 시설 현대화와 선진기술이 도입될 경우 국제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남한
이나 외국기업의 제품이 미국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으므로 높은 인건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남한 및 외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이나 직
접생산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기술
및 설비 이전을 동반할 것이며, 이들 기업의 미국지역 영업망을 활용할 경우
북한제품의 판로개척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은 남한이나 외국기업의
위탁가공과 직접생산은 북한의 수출확대와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ᆞ미간의 경제관계 정상화는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대미 수출확대뿐
만 아니라 미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비록
미국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제재의 해제와 함께
북한의 투자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조기진출을 통한
시장선점효과가 높은 통신, 에너지와 같은 산업인프라 부문과 금융,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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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서비스분야는 미국기업의 대북 투자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양국간 경제교류가 지속되어 북한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낮아지면 공장
설립 등을 통한 제조업 분야의 대북투자와 호텔, 음식점, 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자간 경제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미행정부의 규제조항이 해제되
면 현재 식량지원과 같은 단순긴급구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대
북 경제지원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원조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과거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에 대해 시행한 경
제제재 완화 이후의 개발지원 사례를 살펴볼 때, 미국의 향후 대북 경제
지원은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같은 산업분야에 대한 개발자금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북한이 현재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같은 주변국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촉진
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북ᆞ미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체계에
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갈등적이던 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에 유지되고 있는 냉전적 국제질서의 완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외교적 영향을 받는 일본, EU회원국과 같은 주변국
의 대북지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허용 또는 지원할 경우, 경제재건을 위해 상당한 규
모의 재원을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237) 이와 같
237)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간 상업거래와 직접적 경제원조를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경제지원을 규제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투
표 및 의결권은 출자액에 따른 비례투표권이 부여됨으로서 국제금융기구의
의사결정에서 최대 주주국인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미국은 국제금융
기구 법령(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의 1621조(Opposition to Assistance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Terrorist States)에 의거 국제질서를 위
협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 자국이 출자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로의
가입과 경제적 지원을 규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와 다자간 협약에 의한 통제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규륜(2000), 김연철
(2001), Niksch, Harry and Raphael Pera(200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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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ᆞ미간의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북한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이 가
시화 되면 북한은 대외적인 개방과 대내적인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안정됨으로써 북한의 대외 신인도는 상승될 것이며, 이는 곧 대외경제부
문의 추가적인 확대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나. 일본의 경제협력기금 집행
북한이 외부로부터 대규모의 경제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한
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지원과 투자의 확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
한 양허성자금의 도입,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일본의 ‘수교
자금’ 집행과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확대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간 개발원조(ODA)의 형태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

‘수교자금'은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의 성격
이므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사회의 대
북 경제지원에서 일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의 개
발원조자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교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2002
년 9월의 북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과거 일본인 피랍 문제와 핵ᆞ미사
일 개발문제 등으로 국교정상화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238)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교정상화라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면 일
본의 유ᆞ무상 경제협력자금은 산업생산시설 복구와 사회간접시설 확충
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북한경제에 미칠
238) 북한과 일본은 획기적으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개선의 걸림
돌로 작용하던 과거청산, 일본인 납치의혹과 같은 현안들에 대한 이견차이를
좁혔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인 납치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1명 중 8명
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본내 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일본인 피랍
자의 사망 원인 및 경위의 규명과 생존자 조기귀국조치는 북ᆞ일 관계개선
에 새로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가 악화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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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할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239) 일본이 과거 한국과 동남아
국가에 제공한 국교수교 직후의 경제협력자금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
상의 성격이므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이전의 선
례를 볼 때, 북한에 대한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무상자금과 장기
ᆞ저리 차관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제공
되는 양허적 성격의 자금을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생산부문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에 사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ᆞ일간의 관계개선은 최근 시작된 남북한 사이의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사업과 맞물려서 동북아지역의 물류 환경개선과 같은 동북아 경제협
력의 새로운 계기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지리
적 유리성과 높은 경제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북
한의 폐쇄성과 정치ᆞ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최근까지 러시아ᆞ중국-북
한-남한-일본으로 이어지는 상호협력의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양국간 관계정상화에 따른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공동참여에 의한 대북 경제지원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239) 북한과 일본이 국교정상화에 도달할 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
북 ‘수교자금’의 규모는 현재까지 북ᆞ일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
다. 그러나 1965년에 한ᆞ일 수교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
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전문가들은 80∼100
억 달러의 ‘수교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이 130억 달러 수준의 경제협력자금의 제공을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
였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논의될 일본의 대북
유ᆞ무상 경제협력자금의 규모와 내용은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입
장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북 ‘수교자금'에 대한 자세한 논
의는 신지호. 2000. 일ᆞ북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정식. 2000. 대일 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서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anyin, Mark E. 2001. North Korea-Japan Relations:
The Normalization Talks and the Compensation/Reparations Issue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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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일본의 소극적 참여가 지적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방식에 의한 공동 프로젝트의 추
진에는 일본의 기술력 및 자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북한지역의
개방을 전제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철도연결 사업과 에너지 협
력사업은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북ᆞ일 관계정상화에 따른 일본의 대북 경제
지원은 투자가 필요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공동참여에 의한 다자간 국제협력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유발
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재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살펴볼
때, 북한당국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저해하는 여러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안정과 동북아경제협력의 실천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안
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정세 변화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일
관성 있는 대북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다. 물류연결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진행되면서 후퇴하던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는

2000년 7월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1990년대 소원하
였던 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김정일 국방위
원장이 모스크바를 답방하였고, 2002년 8월에는 러시아 극동지방을 방문
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ᆞ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북ᆞ러 양국
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관
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최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
반도종단철도(TKR)의 연계사업, 러시아의 대북 전력지원, 구소련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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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지원, 극동지역 개발사업의 공동
참여와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양국간
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북한은 부시행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정치ᆞ군
사적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요 산업설비의
복구에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북ᆞ러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또한 1990년대에 약화된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 경
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낙후된 극동ᆞ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양국간에는 상호이익의 추구를 위
해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ᆞ러 경제협력의 상징으
로 거론되고 있는 TSR-TKR 연결사업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며 이는 북한경제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의 연결을 모색해오던 러시아는 2000년 7월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
양방문에서 북한과 양자간 철도운수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
로써 TSR-TKR 연결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TSR-TKR의
연결이 유럽으로 향하는 남한과 일본 화물의 TSR 이용을 크게 증가시켜,
러시아 극동지역이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의 운송과 물류 중개지로 발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횡단철도의 활성화는 막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발전잠재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낙후
된 극동ᆞ시베리아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TSR-TKR 연계사업은 러시아와 남한 사이에 위치한 북한의 참
여가 중요하므로, 러시아는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러시아는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철도 현대화(복선화 및 노후시설 개ᆞ보수) 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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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의사를 이미 밝혔다.240) 또한 철도운영과 관련한 기술전수, 기술인
력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1년에 철도연결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추진을 위해 러시아 철도부의 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하고 TSR의
한반도 연결과 관련한 북한의 철도기반시설을 조사하고 철도시설 현대화
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북한측과 진행하고 있다.
북한 또한 TSR-TKR 연결사업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서 최우선 과제
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TSR과 TKR이 연결되면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국
제화물로부터 통과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대규모 환적ᆞ물류시설의
건설을 통한 외화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경제회복에 있어 해결
하여야 할 중대과제인 철도시설의 보수에 러시아가 경제적 지원을 한다
는 것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북한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의 철도가 전체 여객운송의 약 60%, 화물수송의 약 90%
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운송시스템을 고려할 때, 그 동안 투자부진으로
노후화된 북한철도의 현대화는 북한경제의 회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
우 클 것으로 보인다.241)

240) TSR-TKR 노선구축을 위한 비용추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여천(2001),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 서울: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p. 74 참고.
241) TSR-TKR 연결사업과 함께, 과거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건설된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의 보수와 현대화는 북ᆞ러간 경제협력의 주요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련의 자본과 기술지원을 통해 건설된 산업시설들이 북한의 전체 전
력 생산량의 65%, 철광석 생산의 40%, 석유화학의 50%, 화학비료의 13%, 섬
유제품의 20%를 차지하였다는 알렉산더 티모닌(1996, 120)의 연구에서 소련
의 지원으로 건설된 산업시설들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과거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
의 보수에 기술과 설비부품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북한경제 정상화를 위한
관련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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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럽의 정치·경제적 역할 확대

1990대 초반까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주변 4강을 중심으로 전개
되던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국가들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주요 원조국
으로 등장하면서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국제변수로 작
용하게 되었다. 북한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전반기의 짧은 기간 동안에

EU 집행위(European Commission)와 대부분의 EU 회원국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유럽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유도하고 대외 이미지
개선을 통한 여타 서방국가와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비록 유럽국
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주변 4강에 비해 크지 않으나,

EU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정치ᆞ경제적 관계
를 향상시킬 경우 유럽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럽의 민간기업들이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한다면 북한 경제회
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EU 회원국간의 이러한 외교적, 경제적 관계의 확대는 부시행정
부 등장 이후 북ᆞ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전개되고 있어 더욱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불량국가(rouge states)”의 하나로 분
류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북ᆞ미관계
의 개선은 없다는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이 북
한과 수교를 하고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의 역학관계에 유럽연합의 영향력과 역할이, 비록 제한적이지만, 증대됨
을 의미한다. 부시행정부와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
은 과거와 같은 국제적 고립을 방지하고 서방 선진국가들과의 경제교류
를 유지하기 위해 EU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확대하기 위한 적
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과거와 같이 미국이나 남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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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악화를 이유로 서방국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U의 북한에 대한 향후 정책의 방향은 2002년 3월에 EU 집행위가 승
인한「유럽연합-북한 협력전략보고서」(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에 잘 나타나 있다. 동 보고서에는 EU가 북한의 사회ᆞ경제
적 발전을 위해서 인도적 원조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지원과 경
제개발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의 향
후 대북 지원 중점분야로 ① 효율적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기
구 능력 배양, ② 천연자원 개발과 환경 보전적 차원에서의 관리, ③ 운
송부문의 관리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 무역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역 및
금융 부문의 관리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
관계자의 유럽 현지교육(언어연수, 시장경제 학습)과 선진기술 시찰 활동
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EU의 북한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을 규정한 보고서를 살펴볼 때, EU
회원국들의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의 규모와 종류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거의 인도적 성격의 식량지원 형태를 벗어나, 시장경제
교육, 에너지 부문 재건, 운송부문의 시설 현대화, 농촌지역 개발 등과 같
은 대외개방과 경제회복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중
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들이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장기적
인 전략을 수립한 가운데 대북 경제지원을 실시할 경우, 이는 북한의 경
제난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 개혁ᆞ개
방의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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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
북한에는 현재 WFP, WHO, UNDP, UNFPA, UNICEF 등 6개의 UN 산
하 국제기구가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대북 구호식량지원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WFP의 경우는

1995년 11월에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청진, 혜산, 신의주, 함
흥, 원산에 5개의 지부를 개설하고 있다. 실무인원은 WFP에서 직접 파견된

50여 명을 포함하여 100여 명 정도이며, 현지 업무처리와 식량 배분, 모니
터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WFP는 매년 FAO와 함께 북한의 식량상황과
곡물작황을 평가하여 국제사회의 필요지원분량을 발표하고 있으며, 농업구
조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 이전인 1980년부
터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던 UNDP는 농업복구 및 환경프로그램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lan) 방식으로 대북지원 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UNICEF와 WHO는 어린이들 포함한 주민들의 영양상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기자재 지원, 방역 및 예방접종 캠페인, 의료인 교육
사업 등과 같은 보건ᆞ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UN 산하 국제기구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다국적 NGO와 서방 선
진국가의 구호기관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카톨릭 계통의 154개 단체의 연합체인 Caritas는 1995년부
터 북한에서 식량구호활동과 의료서비스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2,7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242) 북한에는 현재 Children's Aid
Direct(영국), Concern Worldwide(아일랜드), Triangle(프랑스)와 같은 11개의
다국적 NGO가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243) 또한 DGDev(The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for Development)의 식량안보분과(Food Security Unit)
242) Smith, Hazel(2002), p. 12.
243) 대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NGO의 최근 현황과 활동여건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Hazel Smith(2002), Overcoming Humanitarian Dilemmas in the
DPRK(North Korea); 이금순(2000),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 방안: 개발구조를
중심으로 참고.

298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와 ECHO(The 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Aid Office)는 공동으로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북한에 대한 EU의 지원을 관리ᆞ조정하
고 있다.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NGO는 WFP 산하 FALU(Food

Aid Liaison Unit)의 협조를 받거나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북한 상주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대북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에 대한 UN기구, 다국적 NGO, 개별국가를 포괄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1990년대 하반기에 표출되었던 북한의 경제위기
상황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대북 구호활동에 참여하
는 민간단체의 지원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95년 하반
기와 2002년 사이 8차에 걸친 UN기구간 공동지원호소(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K)를 통해 이루어진 대북 지원액은 약 12억
달러에 달하였다(그림 9-2 참고). 비록 식량부족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
<그림 9-2> UN기구간 Consolidated Appeal에 따른 대북 지원실적
(1995. 9∼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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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긴급 구호성 식량지원은 북한이 최악의 영
양부족사태와 식량위기 상황을 넘어서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
호원조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244) 이러한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긴급 구호성
원조가 가질 수밖에 없는 내재된 한계와 대북 경제지원의 방향을 개발사
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연계되어 있다.245)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단순긴급구호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북한의 자체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지
원사업이 부족하다. 북한의 급박하였던 식량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까지 실시된 UN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식량지원과 보건
ᆞ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긴급구호 위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UN기
구가 북한에 대해 실시한 구호원조의 90% 이상은 식량지원에 소요되었
으며, 나머지 구호원조의 대부분은 의약품ᆞ의료기기의 제공과 의료시설
의 확충에 사용되었다. 긴급구호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
하므로 북한 경제의 변화를 위한 개발사업이나 정책에 체계적인 영향력
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국적 NGO, 개별국가 단위의 정부, 비정부
기관의 대북 구호활동의 경우 지원단체의 유형, 출신국가, 위임단체, 기
부자의 성격에 따라 지원주체간 견해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이유
로 단체간 협력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추진이 어려웠다.
따라서 최근 응급구호 형태의 지원을 넘어서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자립적 기반과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발지원 사업 위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이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한 가운데 대
244)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의 문제점은 이금순(2000), 홍양호(2001), Hazel
Smith(2002), Manyin, Mark E and Jun Ryun(2003) 참고.
245) 이금순(2000),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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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지원을 실시할 경우, 이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 개혁ᆞ개방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지원 형태를
벗어나, 시장경제 교육, 경제관리 기구의 운영능력 향상, 에너지 부문 재
건, 운송부문의 시설 현대화 등과 같은 자체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발지원 사업위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방향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북한은 현재 국제금융기구에 가
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제기구로부터의 대규모 개발원조 자
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현재 북한에 진출해 있는 구호ᆞ개
발관련 UN기구인 WFP, FAO, UNDP 등이 토지정리사업, 수로사업, 산림
조성사업과 같은 농업 및 환경분야에서의 개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만, 이들 UN기구의 자체 자금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의 실험사
업(pilot project)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개발사업의 지역이나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의 개발지원은 농업복구, 보건위생,
환경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산
업생산시설 복구와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같은 산업분야에 대한 개발자금
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본격적
인 개발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양측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화된 자세가
필요함은 강조의 여지가 없다.

4. 결론
일반적으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접근방식은 군사ᆞ경제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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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포함한 강경책, 비공격적이지만 무시하는 방식(benign neglect), 그리
고 대화와 협상을 기조로 한 포용(engagement)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용접근 방식은 또한 조건적(conditional), 무조건적(unconditional), 상호
주의적(reciprocal)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246) 강경책과 무시전략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기조의 대북 정책이므로 현실화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과거의 냉전적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러므로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취할 최선의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조건적 포용(unconditional engagement)은 북한의 현존 정
치세력과 체제를 강화할 위험이 있으며, 조건적 포용(conditional engage-

ment)은 남한이나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이 체제유
지에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정치군사적 변화를 먼저 받아들일 것을 요
구하므로 정권유지가 최우선인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화전
략이다. 따라서 남한과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상호주의
적 포용(reciprocal engagement)일 것이다.247) 이는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맞교환하는 구상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북 지원의
수준에 맞추어 북한의 상응한 변화를 유발ᆞ확인하고, 북한의 전향적 변
화에 동반하여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순차
적ᆞ장기적 대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
기 위해 남한과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단
지 형식과 절차,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
호주의적 포용(reciprocal engagement)에 의거한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
한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여겨지

246) 레온 시걸 2003.「미국과 대북 포용정책」. 한국정치학회ᆞ이정복 편. 북핵문
제의 해법과 전망: 남북한 관계와 미ᆞ일ᆞ중ᆞ러 . pp. 222∼224.
247) 대북 접근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Hanlon Michael and Mike Mochizuki
(2003)과 레온 시걸(2003) 참고.

302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난과 내부적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에 의해,
비록 부분적이지만, 경제운영방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남한
과 국제사회에게는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
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표면화된 2002년 10월 이후 북ᆞ미관계 및 남북
관계의 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북 경제지원이나 대규모 남북
경협프로젝트의 지속은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
고 사업 자체의 위험성도 크므로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문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유도해야 하는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남한으로서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불확실하다고 하여 1990년대 하반
기 이후 구축된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의 틀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경협사업은 경제회복이라는 북한의 필요에 의
해서 추진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남북경협은 현시점의 북핵 협상에서 북
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큰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남한은 기존에 추진되던 경의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법ᆞ제도적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북한의 개혁ᆞ
개방에 대한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직된 대북자세를 지양
하고 좀더 인내심을 발휘하여 북한의 전향적 자세 변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6ᆞ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하
게 모색되었던 경제협력사업이 시행초기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북경협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남한에서 생각하는
남북경협의 필요성과는 달리 북한으로서는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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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자세를 갖게 하여 북한당국의 적극성이 낮았던 것을 유념하여야 한
다. 따라서 북한과의 정치ᆞ군사적 신뢰구축 노력과 동반하여 명확한 남
북경협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북한당국에게 남한에서 제안하고 추진하려
는 남북경협 프로젝트들이 북한의 경제회복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서 북한이 경협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남
한당국에게 오히려 특정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행
동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
한에 제공될 수 있는 경협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개혁
ᆞ개방을 장기적 관점에서 유도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 주도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국제사
회 편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남북 경협사업이나 대북지원에 주변국과 국
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유도하여 북한의 개혁ᆞ개방이 국제협력의 틀 속에
서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성
을 보이고 내부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제사회
는 개발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무역ᆞ금융시스템 개선, 그리고 각종 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지원
을 남한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다양
한 경제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은 향후 북한이 국제적 기
준의 경제시스템에 노출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북한의 개혁ᆞ개방을 촉
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재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경제지원은 원하면서도,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건
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회원국으로서 준수하
여야 할 의무사항과 자금지원에 동반되는 국제금융기구의 정책권고에 대
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이중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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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버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개혁ᆞ개방을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하며 국
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북한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남한을 포함한 주요 관련국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확대가 개혁ᆞ개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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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rospects for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 Study on the July 1st Economic Adjustment and
Its Performance
Myung-Chul Cho et al.
North Korea introduced new economic adjustment measures in July 1, 2002
to resolve its current economic crisis, including five new important principles.
Specifically, the economic adjustment deals with changes to the wage system,
the partial adjustment of the state distribution system, the readjustment of the
exchange rate to a realistic level,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a private enterprise's
decision-making role and the incorporation of the incentive policy to
encourage productivity. North Korea's recent economic adjustment movement
i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a completely different atmosphere
than what was observed in the past. The adjustment is now being
implemented in an environment where the role of centralized planning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The policy changes are created to focus more
inwardly on reform than solving its economic difficulties outwardly through
opening the economy to foreign trade and investments. In addition, it is
noticeable that North Korea is initiating these economic policy changes during
a time where the world's political and economic scenes are going through
some major changes.
The announcement of the economic adjustments of 2002 invited many

conflicting views and specul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ir implications and the possible outcomes.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and
reliable data since late 1990s, it is extremely hard to make a definitive
conclusion about the progress of these changes. However, it is agreed that
these new economic policies affect the core structures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nd the operation in its essence. Thus, at this point of time,
a need arises to conduct research on different aspects of the undergoing
reform measures in North Korea and the resultant effects.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for North Korea's decision to undergo aneconomic adjustment, the
intended effectiveness of those changes in specialized divisions within the
North Korean system, the necessary and additional actions the regime must
take to ensure the complete success of the economic reform, and the role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encouraging the revitalization
of North Korea's faltering economy.
Part I of this paper explores the underlying causes and motive force behind
the economic adjustment of July 1, 2002. In Chapter 1, the economic reform
of July 1, 2002 is compared to the North Korea's other economic policies of
the past in order to explore its significant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It is remarkabl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officially
acknowledged the ineffectiveness of their centralized planning system,
consisting of the principles of “unified planning” (ilwonhwa) and “detailed
planning” (saebunhwa). In tur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dramatic approach to correct this matter by providing incentives to workers
through privatization and encouraging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labor incentive system. Even though it is possible that
theseadjustment measures may not lead to more fundamental changes in the
ideological principles of North Korea, they will, without a doubt, leave a

lasting mark on th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s one of the most
drastic reforms its government has initiated.
Chapter 2 deals with the issues of comparing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reform measures with the past reforms of the other socialist
countries with similar economic and political backgrounds in order to
successfully speculate the system's expected pros and cons, possible
limitations within the system and the expected consequences of the reform.
The undergoing “economic reforms from above” in the other communist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and their experiences with the
introduction of some of market-friendly approaches and certain elements of
market principles in their economic system while still maintaining the tight
socialistic political systems, are analyzed in detail so as to produce more
conclusive answers about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
eventually moving towards a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 the help of the
price reform, the adjustment of the exchange rates and the reform in the
system of th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areas.
Part II of this paper is devoted tolooking at the progress made in various
areas of the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after the reforms and reviews
the actual consequences these adjustment measures are producing in society.
In particular, the issues of the most drastic policy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such as corporate management, price reforms,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tructures are viewed in detail.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government budgets as well as in policy on
specialeconomic zones were analyzed.
Chapter 3 deals with corporate management in North Korea. The contents
of the reform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nd were analyzed for
instanc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enterprises, business-to-business

relations and relations within individual corporations. The core change in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enterprise lies in decentralization. Even
though the State Planning Committee still holds the primary power of
command in managing all the enterprises of strategic importance, in reality,
the responsibility of planning and setting more specified and detailed
administrative goals have transferred to the hands of local planning
committees. With the exception of settingbroad financial goals, such as the
general annual and long-term developments and quantitative targets for the
economy as a whole,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ights of the different
region fall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regional planning committees,
according to the province/city/county's own needs and circumstances. The
fiscal policy has also gone through a drastic transformation where the
individual corporate plant is allowed to institute its own price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egional planning committee. They were also given
authorization to utilize their surpluses after reaching their planned financial
goals. Regional industrial products (mostly consumption goods) are now
decided by regional plants under the supervision of higher institutes. Also, the
efforts to increase the enterprise's productivity were made by incorporating
the policy of evaluating its revenues based on transaction prices.
The primary transformation regarding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lies
in the distribution and trading system for production goods. After July 2002,
the economic administrative system changed from materialistic tradeto
currency-based trade. Also, the resource allocation is made not from the
planned distribution of the past, but from the free trade between the
enterprises. In 2003, general markets, or farmers' markets, were legalized and
the distribution of production goods was allowed.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labor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corporation is the incorporation of

the new discriminating wage system. The measures of July 1 abolished price
control policy by the government, and wage system was switched to currency
payment system.
The important economic change after July 1, 2002 is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has moved away from the state-led distribution system to the
more market-oriented approach. Also, the application of the market price
system is being initiated in comparison with the past's central-planned price
systemand the principle of achieving the equilibrium between the supply,
demands, and profits is being appli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rational
market price systems. Other changes include the general inclination towards
the idea of material incentives among traders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new price-setting approach where the price of a specifically decided product
becomes a standard or a basis for setting the prices of other related goods.
Chapter 5 discusses the modifications to the financial system, which has
the unavoidable effects on the economy's financial gains and budget system.
The systematic elements that affect the financial planning within the system
include the enterprise's increased profits, increased benefits for workers who
are more productive than others, increases in the productionof agricultural
goods, the fees collected by granting the usage of farmland, and lastly, the
increased prices and wages. The great increase in budgetexpenditure in the
developments of public services,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expenses for
the military operations and maintenance is forecasted due tothe increase of
expenses resulted by the increased pricing of goods and the increased wage.
For that reas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s implementation of
economic adjustment measures in July 1, 2002 will temporarily worsen its
financial difficulties and only limited financial success is expected from the
sales of the so-called People's Life Bonds. North Korea's financial difficulties

can only be successfully corrected if their reform measures are expanded to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ir

establishments

of

budget

system,

accompanied by the financial reform that results in the effective banking
system.
Chapter 6 analyze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expansion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and its newly established management plans
related with the economic reform measures of July 1, 2002. Also, the
developmental potential of Sineuiju and Gaesungas the special economic zones
as well as some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issu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ust resolve to ensure the flourish of foreign trades and
investments in these regions are evaluated. Geographically, Sineuiju and
Gaesung have great potential to be successfully developed as special
economic zones. However, the success of induc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s are not guaranteed by the
region's geographical advantages. For that reason, the vari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stantly improve the condition and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systems of these specified regions that will encourage the foreign
investorconfidence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adjustment measures taken from July 2002, the agricultural
industry has experienced some beneficial systematic changes such as the giant
increases in the state's purchasing prices of foods as well as being granted a
right to utilize produce in private markets. Two of thes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ystem are expected to be the driving forces in encouraging the
increase of the badly needed output and productivity among farmers. Chapter
7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July 1 measures o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s and compares those results with North Korea's previous
attempts on agricultural reform measures in order to be better equipped at

making a more plausible forecast about the possible outcome of the current
changes.
Part III of this report is devoted to looking at the possibility and
consequences of reform of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if North Korea
decides to initiate changes in its central economic operation system and active
involvementin foreign economic relations. The rol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is assessed,
and it was analyzed how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society
can provide economic support for North Korea.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July 1st measures as well as perspectives on future economic reform are
analyzed. It was also examineswhat kinds of policy and reform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o take in order for changes in economic policy after July 1
reform to be successful. Along with problems of policy that North Korea has
to solve, we examin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role of
South Korea in order to help North Korea recover fromits economic crisis
and to trigger North Korean reform and an open-door policy. Lastly, the roles
of the primary countries in foreign economic circles in resolv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North Korea were explored.
This paper voices the need for active involvements of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in revitalizing North Korea's faltering economy in
the bigger framework of triggering reform and an open-door policy in North
Korea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kes sincere efforts to implement
new economic policy and improve its political and economical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It is possible that dramatic policy change such as the
market economic system may not be accompanied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if North Korea tries to solve the nuclear issues,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 to present a blueprint for economic support

toward North Korea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North
Korea's successful economic rehabilitation, its sincere efforts for a
fundamental reform and effective open-door policy will go far toward settling
and solving the political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deed, it
will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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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ᆞ蔡 旭ᆞ金準東ᆞ宋有哲ᆞ
尹美京ᆞ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
심으로 / 金準東ᆞ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産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
析과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ᆞ李明憲ᆞ朱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金準
東ᆞ李長榮ᆞ李漢煐ᆞ金龍奎ᆞ崔重熹ᆞ許 琮ᆞ
李障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宋有哲ᆞ朴芝賢ᆞ李載玉ᆞ魚明根ᆞ任廷彬
00-07 韓ᆞ칠레 自由貿易協定의 推進背景, 經濟的 效

/ 鄭仁敎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金尙謙ᆞ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曺琮和ᆞ金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晳ᆞ金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ᆞ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ᆞ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
운드 서비스협상: 통신ᆞ환경ᆞ에너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金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
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 旭ᆞ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 崔洛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ᆞ朴芝賢ᆞ李載玉ᆞ林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
향: 법무ᆞ시청각ᆞ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ᆞ高俊誠ᆞ具文謨ᆞ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
제관세율 구조분석 / 崔洛均ᆞ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ᆞ魯在峯ᆞ李鍾華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李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連繫를 중심으로 /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槿ᆞ
楊斗鏞ᆞ吳奎澤ᆞ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국제
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 李鴻培
02-26 북한경제백서 / 趙明哲 外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ᆞ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 申寬浩ᆞ王允鍾ᆞ李鍾和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ᆞ崔允僖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 姜三模ᆞ朱尙榮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南相烈ᆞ權 栗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 洪裕洙ᆞ李彰洙ᆞ姜丁實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洛均ᆞ朴淳讚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
와 시사점 / 安炯徒 外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ᆞ王允鍾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 地晩洙ᆞ李 榮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ᆞ羅秀燁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洪裕洙
ᆞ池晩洙ᆞ韓正和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ᆞ鄭在植ᆞ曺琮和

03-07 중ᆞ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 鄭仁敎ᆞ
吳東胤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는 영향을 중심으로 / 李彰洙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金良姬ᆞ趙炳澤

權 栗ᆞ鄭仁敎ᆞ朴仁元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FTA 정책을 중심으로 / 李鴻培ᆞ金良姬ᆞ金恩

池晩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ᆞ교역구조 분석 /

志ᆞ程 勳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權 栗ᆞ金玧慶

曺琮和ᆞ李炯根

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埈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02-17 1990년대 이후 韓ᆞ美간 무역구조의 변화 /

효과분석 / 姜文盛ᆞ金元鎬ᆞ朴淳讚ᆞ全鍾奎

梁俊晳ᆞ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ᆞ鄭衡坤ᆞ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ᆞ權奇洙ᆞ金眞梧ᆞ羅秀燁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 安炯徒ᆞ尹德龍

03-13 7ᆞ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
사회의 역할 / 趙明哲 外

李章揆ᆞ趙顯埈ᆞ吳東胤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鄭在完ᆞ權耿德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
경협에 주는 시사점 / 趙明哲
03-16 DDA 중간점검 - 2003 / 崔洛均 外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
응뱡향 /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金準東ᆞ鄭永虎ᆞ崔秉浩ᆞ安德宣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
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崔洛均ᆞ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
점 / 姜文盛ᆞ朴淳讚ᆞ李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
의 모색 / 尹美京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金準東ᆞ金鍾一ᆞ姜俊求

03-23 한ᆞ중ᆞ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鄭仁敎 外
03-24 한ᆞ중ᆞ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
한 시사점 / 姜文盛ᆞ朴淳讚ᆞ宋有哲ᆞ尹美京ᆞ
李根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
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
슈를 중심으로 / 楊斗鏞 外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
는 영향과 한ᆞ중ᆞ일 FTA에의 시사점 / 申寬
浩ᆞ楊斗鏞ᆞ王允鍾ᆞ李鍾和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
년 연구의 주요 결과 / 鄭仁敎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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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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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 李聖揆ᆞ崔秉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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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義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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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 金興鍾ᆞ金良姬ᆞ朴英鎬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 金興鍾ᆞ
李哲元ᆞ朴映坤ᆞ朴慶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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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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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
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
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 에 관한 분쟁
/ 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
의와 시사점 / 金裕燦ᆞ李晟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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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방안 / 金琮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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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遵守現況 / 朴映坤ᆞ金于珍ᆞ羅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ᆞ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 梁俊晳ᆞ金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
行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 金元鎬ᆞ姜文盛ᆞ羅
秀燁ᆞ金眞梧
00-04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 安炯徒 外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 張亨壽ᆞ朴映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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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案 / 朴英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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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 孫讚 鉉 ᆞ尹眞那
01-04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 宋有哲ᆞ朴芝賢
01-05 韓ᆞ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金良姬ᆞ金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 金眞梧
01-10 중ᆞ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 尹美京ᆞ李性美
01-12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 洪翼杓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 姜文盛·羅秀燁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
대 방안/ 朴英鎬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 宋有哲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
본의 사례 비교분석 / 李奎億·尹美京
02-05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ᆞ영국ᆞ스웨덴ᆞ이탈리아를 중심으로 /
朴映坤·尹錫明

￭ Policy Analyses
00-01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is
/ Tae-Joon Kim, Jai-Won Ryou, and Yunjong Wang
00-0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Sangyoung Joo,

and Doo Yong Yang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2-01 Currency Union in East Asia /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02-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
Inkyo Cheong
02-03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
Sammo Kang,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2-04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 Chan-Hyun Sohn
03-01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 Sung Yeung Kwack,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03-02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Nakgyoon Choi, Soon Chan
Park, and Changsoo Lee

/ 趙明哲
00-02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 李鍾華ㆍ李東輝ㆍ趙泓植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
적 효과분석 / 孫讚鉉 編
01-02 한ᆞ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 孫讚鉉ᆞ尹眞那
01-03 한ᆞ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
직한 정책방향 / 孫讚 鉉 編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 姜文盛ᆞ羅秀燁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 李晟鳳ᆞ沈相烈ᆞ王重植
01-06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 李鍾華
03-0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과제 / 李晟
鳳ᆞ金寬澔ᆞ金仁夙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97-01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 Policy Papers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Inkyo Cheong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 Honggue Lee and Jai-Won Ryou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 Sang-Don Lee and Taek-Whan Han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eds.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December 1997 - June 1998)
/ Yunjong Wang and Hyoungsoo Zang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00-01 南北經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Korean Unification / Young-Rok Cheong ed.
97-02 제5차APEC頂上會議의 意義와 對策―
APEC연구컨소시엄 라운드테이블 / 安炯徒 編
97-03 21세기 韓ᆞ中經濟의 비젼과 同伴者關係의 모
색―韓ᆞ中修交 5주년 세미나 / 鄭永錄 編
97-04 러시아의 外國人 投資環境과 韓ᆞ러關係
/ 李昌在ㆍ金秉熙 編
97-05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 Bak-Soo Kim ed.
98-01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
GATT/WTO 체제 50주년기념 정책세미나
/ 孫讚 鉉 編
98-02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 Won-Ho Kim ed.
98-03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 Mikyung Yun ed.
98-04 21세기를 향한 韓ᆞ中ᆞ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 / 李昌在 編
99-01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00-01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王允鍾 編
00-02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 Kyung Tae Lee ed.
00-03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 Chong-Wha Lee ed.
00-04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 Il SaKong and Yunjong Wang eds.
00-05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 Yunjong Wang and Hyong-Kun Lee
eds.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eds.
01-02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 Hyungdo Ahn ed.
02-01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Hyong-Kun Lee ed.
02-02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
출방안 / 朴月羅ᆞ崔義炫 編
02-03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 趙明哲 編
03-01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
Young-Rok Cheong, Doo Yong Yang, and Wang
Tongsan eds.
03-02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ro
Kawai, and Yung Chul Park eds.
03-03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 Heungchong Kim ed.
03-04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 Chan-Hyun
Sohn ed.
03-05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 Chang-Jae Lee ed.
03-06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 Yunjong Wang ed.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 Kihoon Lee

and Wankeun Oh
00-02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 Byung-il Choi
00-03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 Chulwon Kim
00-04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Taeho Bark and Hwy-Chang Moon
00-05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00-06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 Sung-Hoon Park
00-07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 Sang-yirl Nam
02-01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 Byung-il Choi
02-02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 Yongkyun Chung and Yongwhan Park
02-03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02-04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 Hongyul Han
03-01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 Sang-yirl Nam

￭ Discussion Papers
00-01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Focussing on Non-OECD
Economies of APEC / Hyungdo Ahn,

Junsok Yang, and Mikyung Yun

￭ APEC Study Series
00-01 An Analysis of CO2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00-02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01-02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 Chong Wha Lee
02-01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03-05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mproved Financial
Architecture for East Asia / Yunjong Wang and

Wing Thye Woo

Mechanism in East Asia /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02-0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 Inkyo Cheong
02-03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 Junsok Yang
02-04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Yunjong Wang
02-05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02-06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Nakgyoon Choi
02-07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 Eui-Hyun Choi
02-08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02-09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02-10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 Chan-Hyun Sohn
02-11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 Working Papers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June-Dong Kim
97-02 APEC’s Eco-Tech : Prospects and Issues
/ Jaebong Ro and Hyungdo Ahn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경제에
의 시사점 / 王允鍾ᆞ李晟鳳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 Inkyo Cheong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 李晟鳳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 Jong-Bum Kim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Sang-In Hwang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 Seung-Hee Han and Inkyo Cheong
97-09 IMF 救濟金融事例 硏究 : 멕시코, 태국, 인도네
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 金元鎬 外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97-10 韓ᆞ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 李鍾華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 Chan-Hyun

97-11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度的 與件

Sohn, Junsok Yang and Seung Beom Kim
03-01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 June-Dong Kim
03-02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 Jonghwa

Cho
03-03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 Haesik Park and Yunjong Wang
03-04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 鄭鎔株
98-01 韓ᆞ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 程 勳ㆍ李鴻培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 Mikyung Yun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ᆞ美 投資協定의
意義와 展望 / 金寬澔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 June-Dong Kim and Sang-In Hwang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 Yunjong Wang
99-07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1948-1998 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Korean Economy / Myung-Chul Cho and Hyoungsoo

/ Chan-Hyun Sohn etc.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Zang
99-08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 Hyungdo Ahn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 Chong Wha LEE

99-0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98-07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실태와 애로사항 : 英國 / 申東和
98-08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 June-Dong Kim
99-10 OECD연구시리즈

실태와 애로사항 : 인도네시아 / 金完仲
98-09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99-11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실태와 애로사항 : 美國 / 朴英鎬
98-10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 Jae-Jung Kwon and Joo-Ha Nam
99-12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실태와 애로사항 : 中國 / 金琮根
98-11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before the Financial Crisis / Sung-Yeung Kwack
99-13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실태와 애로사항 : 泰國 / 權耿德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 Hyungdo Ahn and Hong-Yul Han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 金準東 外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Fight Corruption / Jong-Bum Kim
99-14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 Yunjong Wang

99-15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 Chong Wha LEE

/ 王允鍾 外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99-16 OECD연구시리즈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 權 栗

/ Yoo Soo Hong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 洪裕洙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통관
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
/ 孫讚鉉ᆞ任曉成

99-17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 王允鍾ᆞ申東
和ᆞ李炯根
99-18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98-1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 / 申東和
98-19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
심으로 / 尹美京ᆞ朴英鎬
99-01 改革推進 外國事例와 示唆點 / 金元鎬 外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 蔡 旭ᆞ徐暢培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 Inkyo

Cheong and Yunjong Wang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
/ Inkyo Cheong
99-05 OECD연구시리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姜聲鎭

Agenda Solutions for ASEM III / Simonetta Verdi
99-19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 / Honggue Lee
99-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 Sung-Hoon Park
99-21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

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 張槿鎬
99-06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

/ Byung-il Choi
99-22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

/ Sun G. Kim and Wankeun Oh
99-23 Ecotech and FEEEP in APEC / Ki-Kwan Yoon
99-24 OECD연구시리즈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尹美京ᆞ金琮根ᆞ羅榮淑
99-25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 Won-Ho Kim
00-05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 Won-Ho Kim
00-06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ast Asia

/ Inkyo Cheong
99-26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s Participation

/ Se-Jik Kim and Mark R. Stone
00-07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 Moonsung Kang

/ Jae-Wan Cheong
99-27 OECD연구시리즈

Agreement / Jong Bum Kim
00-04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 梁俊晳ᆞ金鴻律
99-28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 Hyungdo Ahn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 張亨壽ᆞ朴映坤
99-30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Inseok Shin and Yunjong Wang
99-31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 / Chong Wha LEE
99-3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
/ Yongsok Choi
99-3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

Yung Chul Park, Chae-Shick Chung, and Yunjong
Wang
99-34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port Growth
/ Sang-yirl Nam
00-01 Issues in Korean Trade 1999: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 Junsok Yang and Hong-Youl Kim
00-02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s Perspective
/ Sang-yirl Nam
00-03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00-08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00-09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 Moonsung Kang
00-1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 Jong-Il Kim and June-Dong Kim
00-11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 Moonsung Kang
00-12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 Seong-Bong Lee
00-13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Sang In Hwang and In-Sok Shin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kyung Yun and Sungmi Lee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and Ivailo Izvorski
02-01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2-11

02-12

02-13

02-14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and Yung
Chul Park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ae-Shick Chung and Se-Jik
Kim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Seong-Bong Lee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 Soon-chan Park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 Sammo Kang,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 Chang Soo Lee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 Warwick J. McKibbin, Jong-Wha Lee, and
Inkyo Cheong
Bailout and Conglomeration / Se-Jik Kim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 Chang-Jin Kim and
Jong-Wha Lee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 Heungchong Kim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 Chang-Soo Lee and Soon-Chan Park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

Provincial Distribution / Chang-Soo Lee and
Chang-Kyu Lee
02-17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Chan-Hyun Sohn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03-11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02-15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02-16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 Evidence from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02-18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 HongBae Lee
03-01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03-02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 Gyutaeg Oh, Daekeun Park, Jaeha Park, and
Doo Yong Yang
03-03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3-04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 Hyungdo Ahn and

Sunghyun H. Kim
03-05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 Sammo Kang
03-06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03-07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 Zainal-Abidin Mahani,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03-08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 / Sang-yirl Nam and

Junsok Yang
03-09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 Chang-Soo Lee
03-10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Shin and Yunjong Wang
03-12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03-13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3-14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ian Model / E.
Young Song and Chan-Hyun Sohn
03-15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s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03-16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
Soon-Chan Park
03-17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 OECD 연구시리즈
00-01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 梁俊晳ᆞ金鴻律
00-02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 宋有哲ᆞ朴芝賢
00-03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금융ᆞ자
본시장 / 黃祥仁ᆞ李炯根
00-0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 尹昌仁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晳ᆞ金鴻律
01-02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 張勝和
01-03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 金裕燦
01-04 프로스포츠와 競爭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 金元俊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03-01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 Yao Shumei
03-02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
사점을 중심으로 / 朱尙榮
03-0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 李鍾郁
03-04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 安炯徒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
심으로 / 金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
전요인 분석 /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
정책 /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
통합의 전망 /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
吳東胤ᆞ林泓修
02-02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현황과 한ᆞ인도간
협력 방안 / 崔允瀞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裵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배경과 시사점 /
權耿德
02-08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 증가 추이와 시사점 /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평가 -금융개
혁을 중심으로 / 李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
략 / 崔義炫ᆞ趙錫軍ᆞ禹辰勳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 權耿德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 朴馥永
ᆞ裵嬉娟

변화 /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
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 李榮洙ᆞ徐煥周
00-05 日ᆞ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朴濟勳
00-07 知識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 金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
과 전망 /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楊平燮
00-12 印度 經濟改革 10年의 評價와 向後課題
/ 金讚浣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 金昌男ᆞ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 高在模ᆞ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ᆞ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金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ᆞ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ᆞ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01-08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朴明浩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 鮮于鍵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 전
략에 관한 연구 / 韓鍾萬·成源鏞

01-1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 라켄 유럽이
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 李奎榮
01-12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 安錫敎·許興鎬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李忠彦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程 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金鍊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cent
Development /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 吳明錫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魏艾ᆞ范錦明ᆞ趙顯埈

金根植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상임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現, E-mail: kimosung@kyungnam.ac.kr)
著書 및 論文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외교로｣(2002)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공저, 2003) 외

金鍊鐵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現, E-mail: dootakim@hanmail.net)
著書 및 論文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2001)
북한경제개혁 연구 (2002) 외

金永勳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농업경제학회 사무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kyhoon@krei.re.kr)
著書 및 論文
남북한 당국자간 농업협상을 위한 의제개발 및 대응 방안 (2002)
“Economic Improvement and Opening Measures of North Korea and the Problems
of Agriculture”(Th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2003) 외

梁文秀
일본 도쿄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現, E-mail: msyang@kyungnam.ac.kr)
著書 및 論文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2001)
｢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방향｣(2003) 외

尹德龍
독일 키일(Kiel)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dryoon@kiep.go.kr)
著書 및 論文
Understanding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공저, 2002)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공저, 2002) 외

李鍾雲
캐나다 Saint Mary's Univers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jw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Outlook for International Agency Assistance for North Korea.” (Korea Focus, 2003)
“The Emergence of the IT Industry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IT Fiel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03) 외

趙明哲
김일성종합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일성종합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mjcho@kiep.go.kr)
著書 및 論文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공저, 2001)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북 협력방안 (2001) 외

洪翼杓
한양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iphong@kiep.go.kr)
著書 및 論文
중국 · 베트남의 초기 개혁 · 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공저, 2000)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2001) 외

政策硏究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 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2003년 12월 23일 인쇄
2003년 12월 27일 발행
발 행 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硏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

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ᆞ複製를 금함】

ISBN 89-322-1183-3 94320
89-322-1072-1(세트)

정가 12,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
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연간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02)3460-1179 FAX:02)3460-1144
E-mail: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풀 토의자료 등 제공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