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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

해 1991년 처음으로 라진과 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였다. 북

한에서 외국인 투자와 유치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지정하고 자치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였고 그에 대한 권한을

외국 기업인에게 맡겨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으며, 입법권·

행정권·사법권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부여 받아 ‘국가속의 국가’라는 평

가를 받았다.

그 이후 북한은 라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계속 시도

했으며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대한 개발을 중국과 함께 진행하려 했지만,

북한의 해외 투자 유치는 기대했던 수준과 달리 저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013년 13개 경제개발구 신설과 2014

년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특정 지역이 아닌 북한의 전 지

역에 특구를 설치함에 따라 경제특구로 인한 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었다. 각 지방마다 경제개발구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산업을 선정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해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으로 분산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특구로 인한 중앙과 지방간의 자율적인 위상은

중앙주도형 불균형발전 과정에 있다. 북한 경제특구의 문제점인 해외 투

자 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해외 투자자

들의 운영권과 보호 그리고 투자 법규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명암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구 확대 정책을



통해 북한의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업무가 분권화되고 자율성이 확대되었

다는 것에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북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분권

화가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앙의 통제는 더욱 완

화되어야 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하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중앙의 정치적인 통제 하에 각 지방의 경제

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의 경제적인 구조상 지

방행정체제 모든 부문을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지방 자체적으로

자력갱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은 계속해서

확대 발전하며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분권화의 영향력이 전달

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 경제특구의 확대와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통일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한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는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처럼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와 혜택이 다른 지역에도 선 영향을

미쳐 통일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2015년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 간의

이질성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양국 간의 관계 회복과 통일로 나아가는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주요어 : 북한, 경제특구, 집권화, 분권화, 지방행정체제, 통일

학 번 : 2011-2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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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앙

공급체계의 마비와 지방에 대한 자원배분의 왜곡 등 계획의 차질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1991

년에 라진과 선봉 두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면서 처음으로

경제특구를 운영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은 중앙집권제하에 당의 통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 특정지역을 다른 내륙지역과 분리시켜

개혁·개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북한 지방행정에서 전혀 새로

운 변화를 뜻한다(정중석 2001: 108). 북한 지방행정체제가 당의 통제 하

에 획일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난은 당의 지방통제를 약화

시켰고 지방의 특성에 따른 경제 조치와 분권화는 심화되었다. 북한의

계획경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방행정체제에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지

역별 자립체제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급자족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는 자주국방을 추구하게 되었다(김병로 1999).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중앙이 지방을 관리하고 운영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통제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에 지방에 대한 자립을 중요시하게 여겼다.

북한이 1991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는 최초로

법과 제도를 정비한 특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제 인프라

미비와 불합리함,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 등이 많아 시행착오를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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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과 개성 특구법은 기존과

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

면서 이전과는 구별되었다. 특히 특구의 행정과 관리 등을 외국인이나

남한 측 인사에 위임하면서 특구의 전문성, 분권화와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임을출 2007: 231). 북한의 경제특구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지방

의 자립과 중앙과 지방간의 자율성을 증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행정과 관리에서도 변화를 주려했던 모습은 경제특구를 통해서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은 2013년 11월 21일 14개의 특수경제지대(13개 지방급 경제

개발구와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 지정했다(조선신보 2013/11/27). 그리고

1년도 안 되서 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황해남도 강령국제록색시범구, 남포시 진도

수출가공구, 평안남도 청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 평안북

도 청수관광개발구 등 6개 경제개발구가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에 추가되

고, 평안북도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특구는 총 19곳이 지정되었다(조선신보

2014/7/30).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김정은은 ‘1도(道) 1특구’의 정책을 통해 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도(道) 1특구’ 정

책은 지역 환경에 맞는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주민소득의 증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영기 2015:46).

북한의 경제특구가 이전과 구별되는 것은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아닌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부에서 경제개발구의

책정과 개발, 관리를 책임지는 체계가 설립되어진 것이다. 2013년 11월에

발표된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지방이 가지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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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여 지방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지방행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자 유치

를 하고 사업 권한과 함께 계획과 개발, 관리 등 모든 권한을 지방에서

처리하게 한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대담하고 파격적인 조처(한겨레

2014/2/18) 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지방에도 경제개발구가 지정되고 지

방행정부에 권한을 맡겨 처리하게 한 것은 자율성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는 중앙과 지방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중앙과 지방행정체제를 분석하고 경제특구의 자율적인 위상을 분

석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북한의 경제특구로 인해 중

앙과 지방간의 분권화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초점은 첫째, 북한 중앙조직의 기능과 지방행정체제

의 분권화에 연구한다. 둘째, 북한 경제특구 설치 이전과 이후의 중앙과

지방간의 자율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북한의 지방행정체제가 중앙의 통치를 받지만 경제특구 설

치를 통해 자율적인 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도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과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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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최근 행정학에서도 북한에 관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북한은 2014년 19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 경제특구의 자율적 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에 있어

서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집권(통합)과 분권(자율)의 문

제에 있다. 중앙과 지방 중에서 어느 곳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집권 강조론은 중앙과 지방간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국가중심의 관점

에서 지방의 자율이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분

권에 제약을 갖는다. 분권 강조론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지방

중심의 관점에서 지방의 자율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가지

고서 분권화를 옹호한다(이승종 1996: 39-40). 이러한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특구가 확대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 위상을 살펴본다.

북한의 경제특구와 관련된 연구는 질적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질적 연구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나온 1차적인 문헌자료와

기존의 연구된 자료인 2차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제

한적인 현실에 있다. 이에 이와 관련된 양적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에 있

다. 북한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와 관련된 연구

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특구와 관련된 연구에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 경제특

구의 자율적 위상에 관한 연구를 위한 북한의 1차 자료는 김일성저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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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저작집, 근로자, 경제연구, 로동신문, 조선신보 등을 활용한다. 2차

자료는 행정학 이론(집권화와 분권화)과 국내외 논문과 단행본 등을 사

용한다. 이러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중심

으로 하여 접근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의 경제특구가 발생한 1991년도부터 확대 발전

된 2014년도까지로 한다.

그러나 분권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3장에서 지방행정체제의 분

권화가 형성된 196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의 관계변화를 살펴본다. 이는

북한에 1991년도 경제특구가 설치되기 전 분권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북한 경제특구의 시작은 1991년 라진과 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9월 신의주특

별행정구를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19개의 경제특구가 확대 지정 되었

다. 이렇게 시계열적인 변화를 통해 북한에 경제특구의 설치로 변화된

자율적 위상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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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집권화와 분권화

과거부터 아프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의 정부들에서도 분

권화에 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D. Conyers 1983: 97). 지방 분

권화를 위한 요구와 개혁은 선진산업국에서부터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

지 보편화되고 있다. 단일국가나 연방국가를 구별할 것 없이 폭넓게 수

용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단들은 대

부분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영국의 대처(Thatcher) 정부, 미국

의 레이건(Reagan) 정부에서 1990년대 불레어(Blair), 클린터(Clinton) 정

부로 이어지는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신공공관리 개혁의 요소로

개발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영국과 미국을 넘어 지난 20여 년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부 개혁의 거대한 방향을 일으켰다(권혁주

2009: 2).

정부는 관할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정책결정권의 분산 정도에 따라 중앙집권적 형태

와 지방분권적 형태로 나뉜다(이종수 외 2014: 31).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관계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이승종 2003: 15).

집권화 또는 분권화를 구분하는데 주요한 지표는 의사결정의 권리가

어느 정도 위임되는가에 있다. <표2-1> 집권화와 분권화 가설을 보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 각 요소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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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화 분권화

· 집권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의

효율성과 사업의 일관성은 높아진다.

· 조직규모의 확대는 분권화의

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 집권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의

융통성과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변동률은 낮다.

· 분권화는 조직구성원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인적 전문화의 수준은 집권화 수준과

역으로 상관되어 있다.
· 환경적 격동성이 높을수록

분권화된 조직이 효율적이다.
· 환경에서 희소자원의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조직의 집권화

수준이 높아진다

하기 때문이다.

<표2-1> 집권화와 분권화에 관한 주요 가설

자료: 오홍석(2013: 281).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쪽이 옳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자치발

전을 위해서 집권화적인 부문도 필요하고 분권화 그리고 집권적이면서

분권적인 균형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초기단계에서는 자치시행

의 전제조건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게 됨으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분권화 일변도의 관심은 중앙과

지방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양상 시켰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협력보

다는 갈등적 정치의 양상을 보이면서 국력을 낭비한 사례가 적지 않았

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제 요소

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을 통한 갈등적 자치가 아닌 협력적 자치가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이승종 2003: 15).

남한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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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5·16군사정변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

었다(이종수 외 2014: 31). 남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20여년밖에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정

치적 주권은 모든 시민에게 있다. 주권자로서 시민은 평등하다(권혁주

2007: 70). 지방자치제의 시작과 함께 지방의 장을 뽑는데 시민들이 정치

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당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장이 된다. 정치적 주권이 시민보다는 당에게 있는 것이다.

북한의 중앙과 지방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집권화적인 모

습을 취하고 있을까? 분권화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을까? 아니면 이러한

집권화와 분권화 두 유형을 조합한 균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을까? 집권

화와 분권화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경제특구의 확대과정에서 지방행정체

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1. 집권화

집권론은 지방의 자율권보장이 민주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더라도 국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지방

의 자율권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부정적

으로 보며 국정의 통합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가적 목

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능력결여와 비협조를 문제시하며 여하히 전

국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관심을 보인다. 그리하여,

집권론자들은 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최근 지방의 반대에 의하여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는



- 9 -

국가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중앙의 움직임은 그 단적인 예라 하겠

다(이승종 2003: 313).

기본적으로 집권론은 국가중심의 관점으로서 지방의 자율이 국가발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분권에 제약을 가하자는 입장인

반면, 분권론은 지방중심의 관점으로서 지방의 자율이 국가발전에 오히

려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분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다(이승종 2003: 314).

일반적으로 집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체제의 위기,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 주민의 생활권 확대, 국민적 최저 수준의 복지 유

지, 능률적 지향, 공공재정의 비중 확대 등을 들 수 있다(이종수 외

2014: 413).

2. 분권화

분권론은 지방자치가 보장하는 지방의 자율성이 국가경영의 효율화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잠재성을 발현시킴으로써 국가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간에 발생하

는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자율성에 기초한 국정운영을 위한 불

가결의 요소 내지는 협력실현 과정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지

방간의 갈등을 획일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며 양자간의

관계는 지방의 자율성보장을 전제로 하여 어디까지나 당사 간 협상과 타

협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분권론자들은 지방의 자

율성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자율성을 신장하려는 지방정부와 이를 제어하

려하는 중앙정부 간의 시도에 따라 이들 관계가 대립 내지는 경쟁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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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지어지게 될 것이며, 중앙과 지방간에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강

제에 의한 “형식적인 통합수준”에 머무르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기우, 1995; 이승종 2003: 313 재인용). 아울러 지방 분권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관계가 대립·경쟁관계를 벗어나 보다 대

등한 주체간의 상호협력관계로 변화하게 된다고 강조한다(이승종 2003:

313).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관계는 적절한 분권을 통하여 지방의 자율권

과 중앙의 통제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이승종 2003:

315).

분권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민주주의 확산, 지역적 특성추구, 도시화의

진전 등을 들 수 있다(이종수 외 2014: 413).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이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이 중앙주도로 이루어지는지 지방주도형

인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조합적인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

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남한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살펴보면, 대체

로 경제개발 초기단계였던 60∼80년대에는 중앙주도형 불균형 발전이 지

배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국가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한정된 자원

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며 성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앙정

부는 기업국가(corporate state)의 역할을 자임했으며 공간적으로는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투자를 집중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을 채택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성장위주의 정책이 균형발전으로 전환되어 국가차

원에서 수도권 규제와 지방이전에 관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에 들어와서 참여정부에서부터는 본격적인 국정과제로 균형발전을 추진

하기 시작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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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는 전향적인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균형발전을 “지역이

각자가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역량)을 조성함으로써

특성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균형발

전의 틀에서 보면 중앙은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는데 제도

개선과 역량보완을 집중하기 위해 사회 통합적 배려에 주력하고, 당해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계획과 집행은 전적으로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선기 2014: 339-340).

<그림2-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를 보면 크게 수단과 목표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수단에 따른 과정으로 집권화와 분권화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목표에 따른 결과가 균형인지 불균형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

출처: 김선기(2014: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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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행정체제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수도 평양에 집중

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진욱(2008, 157)은 “북한행정체계의 변화과정과

실제 작동 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행정체계의 특징을 보면,

중앙집권제와 당적 지도의 원칙, 통제의 중첩성, 지방 자립체제 등이 가

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고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적인 면에서 제한적으로 분권적 조치

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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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선행연구의 검토

북한의 경제특구와 중앙과 지방간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

에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1차 자료인 북한의 법조문 및 공식문

헌에 기초하여 공식적 제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

리고 북한의 경제특구와 중앙과 지방에 관한 연구는 북한 내부 1차 자료

에 대한 접근 제약이 따른다. 북한에서 나온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

하면서 국내에서 연구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경제특구와 관련된

연구를 우선 살펴보고 중앙-지방행정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1.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북한의 경제특구와 관련된 논문으로 배종렬(1996)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현황에 대해 평가 및 전망을 했다. 북한의 경제특구의 단계별 개발

목표와 중점 프로젝트에서 북한이 당면단계(1993∼2000)에서는 인구 30

만명 규모의 라진지역 중심으로 개발하고 선봉지역으로 확대하며 전망단

계(2001∼2010)에서는 인구 100만명 규모에 후창, 신해 등 라진 외곽지

역과 사회, 홍의 등 두만강 지역에 신흥도시를 개발할 것 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특구를 설치하면서 주요 인프라 건설계획

작성, 투자유치 희망부문과 외자유치 규모, 대외개방 관련 법·제도의 정

비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궁영(2003)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에서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을 중심

으로 하여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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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정책으로 외자유치 증대와 국내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진행되었다

고 설명한다.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배경으로는 첫째, 심각한 경제침체. 둘째,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조치. 셋째, 중국 경제특구정책의 성공에 따른

경제발전의 영향. 넷째, 안보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에 대한 개방

제스처 등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경제특구는 제한적인 개방이고 주체경제와 자력갱생의 원

칙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큰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유현정(2008)은 북한 경제특구를 평가하고 법제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이 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문제

제기를 하며 논문을 연구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경제특

구 내 기업환경을 중국, 베트남, 폴란드 등 해외의 경제특구에서 요구하

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둘째, 북한 경제특구만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국제적인 외자유치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

북한은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운영해가고 있다. 이에 외국투자가의

투자안정성 보장과 특구 내 자유로운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 경제특구법의 구축과 정비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서태호(2008)는 한국의 특구제도에 관해 공법적 고찰을 하고 있다. 이

를 위해 한국의 특구제도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면서 특구제도에 대해서

의의와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특구제도를 비교분석을 하

면서 북한의 경제특구 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특구제도는 중국의 제도에서 계수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중국과

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특구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서술한다. 북한의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설치가 성과를 거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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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2002년의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

지구”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적극적 상호작용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중에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점호(2014)는 북한의 특구전략에 관한 연구를 했다. 특구전략의 동

학(dynamics)과 전략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위기(crisis)와 동원

(mobilization), 추출(extraction)개념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과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북한이 탈냉전 시기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생존

에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국가지도부가 선택한 국가전략이 특

구전략임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구개발의 변천은 1984년부터 1991년까지를 특구모색기, 1991년부터

1998년까지를 특구실험기, 1998년부터 2010년까지를 특구확장기, 2010년

도부터 현재까지를 특구분화기로 구분하였다.

북한은 특구 전략을 통해서 개혁개방이나 체제이행으로 가지 못했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복원을 위해 ‘자기조직 강화적 경제정책’으로 작동했

다고 규명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본이 부족한 것을 해

결하는데 있으며. 경제정책의 방향은 체제이행 보다는 경제발전에 있다

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배종렬(2014)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 대외개방에 대해서 평가와 전

망을 하였다. 김정은의 경제특구는 김정일과 김일성 시대와는 약간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신의주경제특구, 지방급 경제개

발구의 지정, 평양 일부지역의 개방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달라진 특징

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경제특구의 양적확대와 지방의 경제개발구 지

정됨에 따라 북한의 특수경제지대가 일반화 되었으며 자본주의실험을 확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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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특구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

자들이 북한 경제특구의 운영난, 외자유치의 어려움, 해외 투자기업의 부

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로 북한의 도시가 변하고 법규

가 새로 지정되는 것은 북한에게 큰 변화라고 보여 진다. 2002년에는 신

의주 경제특구 설치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공업지구 설치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 평양 일부지역이

개방되면서 경제특구로 인한 중앙과 지방행정체간의 변화와 특구의 자율

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중앙과 지방에 관한 연구

북한지방제도에 관한 연구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북한 지방행정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 대한 연구

이다. 이들 연구에서의 주요 분석 대상은 당 ·정관계, 인민회의와 인민위

원회 간 관계, 당 중앙과 지방 당 사이의 관계 등 조직 간 관계가 주종

을 이룬다.

둘째, 북한지방행정연구의 또 다른 방향은 통일 이후의 지방행정 모델

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남북한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비교와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들은 남과 북의 지방행정체제를 비교하

여 각각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모

델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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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근 북한 연구경향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탈북자들의 진술 확보

가 용이해짐에 따라 ‘공식적 제도’를 넘어선 미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

한 것이다. 주로 탈북자 심층면접 조사와 문헌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는데 지방주권기관의 실제 운영에 대한 중 범위 수준 혹은 미

시적 수준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범위도 행정

기구보다는 협동농장의 내부구조,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연구, 관료

성향 및 사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등 생산기관, 즉 기업소, 협동농장 및

기업소의 환경과 운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면접조사의 특성상 연구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진행되

고 있기 때문에 개별연구자가 진행하기에는 여러 제약요소가 있다.

북한의 지방행정체제는 당의 통제 하에 정책노선을 집행하며 자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졌다. 하지만 김병

로(1999)는 북한이 해방 후 지금까지 지역자립체제를 추구해 왔다고 하

면서 북한의 경제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진욱(2008)은 북

한 지방행정체제의 변화과정에서 분권화를 행정·경제적 지방분권 시행

기: 1972∼1992, 행정·경제적 지방분권 확대기: 1992∼현재로 구분하였다.

1973년 독립채산제와 지방예산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면서 경

제분야 에서의 분권적 조치가 지속되었다(최진욱 2008: 104)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경제난으로

인해 계획경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1991년에 라진과 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

대’ 를 지정 했다. 이는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당의 지

방에 대한 통제권도 약화되면서 행정기능에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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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순(2003)은 북한의 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방의 위상과 역할의 변

화를 살펴보고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구소련, 중국, 동구 등의 국가들의 지방의 성격과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체제에서 지방이 기타 사

회주의 국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으며,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가 지방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체

제에서 지방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분권화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분권성의 정도는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경제성장

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논문 중 임도빈·안지호(2012)는 기어츠

(Clifford Geertz)의 두텁게 기술하기(thick description) 전략을 기반으로

문헌연구, 북한이탈주민 관료들과의 심층면접 그리고 전사분석을 통해서

북한 지방행정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계획경제 붕괴

이후 당의 영도적 역할 약화, 지방행정 기능의 축소와 변형 등 지방행정

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승종·김대욱(2011)은 한반도 통일

을 대비하여 남북한 행정체제를 지방행정체제의 광의와 협의의 중간적

범위를 활용하여 비교하고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남북한 지방 행정체제

는 외형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적인 방법은

크게 상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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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북한 중앙조직의 기능과

지방행정체제의 분권화

제 1절 북한 국가기관과 조선노동당의 기능과 구조

1. 북한 국가기관의 기능과 구조

1) 북한 국가기관의 기능

정부에 대한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 내에서 기업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는 경제부처로 한정시킬 수 있다. 이보다 넓은 의미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전체 또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는 국가기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최종원 1999: 142).

정부조직의 범위는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정부조직은 모든 헌법상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을

포함하며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를 포괄한다. 이에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정부조직은 행정부를 의미

하며 행정수반인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이나 내각책임제의 수상을 포함

한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정부조직은 행정수반을 제외한 행정부조직을

의미한다. 주로 행정학에서는 가장 좁은 의미의 정부조직을 연구 대상으

로 해왔다. 조직구성 원리에 관한 이론이나 원리는 가장 좁은 의미의 정

부조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정부조직은 자본

주의 국가와는 운영방식이나 명칭에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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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부조직, 그리고 3부(府)속에서 행정부의 위치와 그들 간의 관계분석

을 선행해서 보아야 한다(민진 2000: 264).

북한은 헌법상에서 설명하는 국가기관 조직을 ‘국가기관 체제’라고 부

르고 있다. 국가기관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주권기관’, ‘행정기관’, ‘재

판 및 검찰기관’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그 지역적 관할

범위에 따라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국가기관’으로 구분된다(인민과학사

1973: 85)

북한은 당의 영도하에서 헌법1)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 강령을 시행한

다. 북한의 중앙 기관으로는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입법기구

로서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최고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의 내

각, 사법, 기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4: 63).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분단 된지 올해로 70주년이 되면서 행정 용어에

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남한의 행정부는 북한에서 행정기관, 행정기

구, 집행기관, 국가관리 기관으로 통용된다. 여기에서 행정기관은 주권기

관, 사법 및 재판기관과 함께 국가기구(=국가권력기구)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쓰인다(조미현 2010: 36). 북한의 국가기구와 관련해 그 용어와

정의는 <표3-1>과 같다.

1) 북한의 1948년 헌법에서는 국가기구를 최고주권기관, 중앙집행기관, 지방주권기관, 재판·검찰기

관으로 구별하였으며, 최고주권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중앙집행기관으로 내각을 설치하였다.

양현모(20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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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국가기구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가기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가기구의 성격과 내용은 그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그 국가가 기초하고 있
는 사회경제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국가기관

≪우리의 국가기관은 우리 당 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입
니다.≫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가의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 주권기관, 집행기
관, 사법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의 국가기관은 우리
당 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이다.

주권기관

정권을 쥔 계급의 정치적 지배권을 담당실현하는 국가기관. 우리나라에서 주
권기관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 그리고 각급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들이며 이것은 공화국의
정치적기초로 된다.

집행기관 국가주권이나 주권기관의 결정지시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사법 및
검찰기관

여러 가지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법의 집행을 감시하는 국가
기관이다.

사회안전
기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행정기관
국가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대상을 틀어쥐고 관리하는 국가주권의 집
행기관. 주권기관에 의하여 조직되며 그 앞에 책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정
무원'과 위원회, 부 및 각급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들이 이에 속한다.

행정기구
국가주권에서 집행기관의 체계. 우리나라에서 '정무원', 위원회, 부 및 각급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는 통일적인 행정기구를 이룬다.

행정

《행정이란 다스린다는 뜻인데 대상들을 잘 틀어쥐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
다.》 (넓은 의미에서) 다스린다는 뜻으로 국가행정기관이 해당한 대상들을
틀어쥐고 법률결정 지시들을 잘 집행하도록 관리하는 것. (좁은 의미에서) 사
법검찰의 기능을 제외한 국가주권의 집행기능 및 그 기관. (일부나라에서) 립
법과 사법에 맞서 분립되어있는 국가주권의 한 분야

국가관리
기관

국가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우리나라에서 '정무원'과 위원회, 부, 각급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등을 말한다.

국가권력
기구

국가적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국가기관 또는 그 총체. 계급의 독재를 실
현하는 수단이며 자기 활동에서 법적수단을 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권력
기구는 주권기관들과 그의 행정적 집행기관들, 재판, 검찰기관들, 인민무력부
및 사회안전 기관들로 구성된다.

정권기관
주권을 행사하고 집행하는 정치적인 권력기관. 정치적지배권과 계급적독재를
실현한다. 주권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등이 있다.

<표3-1> 북한 국가기구 관련 용어 정리

출처: 사회과학출판사a(1992: 325) ; 사회과학출판사b(1992: 191. 212. 279. 416.

1061); 조미현(2010: 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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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국가기관의 구조

북한의 주권기관은 중앙 주권기관과 지방 주권기관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중앙의 주권기관에는 최고의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가 휴회 시 최고

주권기권이 된다(이계만 2003: 3).

국방위원회는 선군혁명 사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

책 수립 및 국가 전반의 무력·국방건설 사업 지도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특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

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 및 국방위원회 사업을 지

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 기관이다. 하

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에서 결정된 것을 동의하는 역할을 행하고 있

다(통일교육원 2014: 63-64). 북한 사회주의헌법(2010년 개정)에 의하면

(북한자료센타 2010/10/18) 최고인민위원회는 립법권을 행사하며 휴회중

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 88조 에

서 말하고 있다. 제 91조 에 의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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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

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

원들을 임명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

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

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내각은 국방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 행정 관련 사업 대부분을 주도

하며 관리한다(통일교육원 2014: 63-64).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23조를 보면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

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내각은 대

외관계에서도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 체결, 대외무역의 관리, 지

방주권기관의 지도, 국가예산의 편성 등에도 의무를 가진다(양현모 2008:

112). 내각의 구성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은 5년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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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125조에서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한

다(북한자료센타 2010/10/18).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

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사법 기관으로 검찰소는 사회주의 준법성 확립을 위해 법 준수 여부

감시와 체제 수호를 맡고 있으며 철저히 당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율 판

단은 불가능하다(통일교육원 2014: 64). 지방행정기관으로는 도(직할시·

특별시)인민위원회가 있다. 직할시·특별시 인민위원회로는 평양시,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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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포시가 있으며, 도 인민위원회에는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남

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2-1> 북한의 정권기관

출처: 통일교육원(201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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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능과 구조

1)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능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을 노동당 창당일로 지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린 10월 13일에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노동당의 모체가 되었다.

노동당은 1국 1당의 원칙하에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으로

는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사법기관으로는 중앙재판소 등을 두어 권

력이 분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이 3

권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노동당 총비서는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며 권위

를 유지한다(박완신 2002: 124~125).

북한에서 당이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계급을 떠나서는 당

을 생각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 북한의 정치사전에서는 착취계급이든 피

착취 계급이든 모든 계급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당이라는

조직을 필수적으로 만든다고 설명한다. 김일성은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라고 표현한다(최진욱 2008: 57).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체계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기반 하여 사회주

의식 통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민주주

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

중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라고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이 조직 운영을 하는데 상의하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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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집권제 원칙을 요구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중시하게 보기 때문이다.

노동당에서 영도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된다. 여기

에서 당 생활 지도는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통일교육원 2014: 54-55).

북한 노동당의 공식적인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는 당 대회다. 구소

련 최고의 사회·정치 조직이었던 공산당 최고기구는 5년마다 개최했다.

중국의 경우도 당의 최고권력 기관은 5년마다 개최했던 전국대표대회다.

북한의 경우 당 규약은 노동당 대회가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

과 관련하여 기본 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의 결정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후 추인하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 9월 28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에

는 당 대회를 5년에 1회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만 이 원칙은 유명무실했다.

1946년 8월에 제1차 당 대회를 개최한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

대회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30년간 당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였

다. 이에 북한 정권은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를 44년 만에 개최

하여 5년 주기로 되어있는 당 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 대신 당

대회 소집을 중앙위원회가 맡아서 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

하도록 했다(통일교육원 2014: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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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이념 당의 조직원칙 대의원수 당원수

1차당대회

(1946.8)

조선근로대중

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

무언급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미상 366,000

2차당대회

(1948.3)

조선근로대중

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

무언급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999 752,762

3차당대회

(1956.4)

조선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

맑스-레닌주의
집체적 지도

원칙 강조
916 1,164,945

4차당대회

(1961.9)

항일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

맑스-레닌주의
중앙집권

강조
1,657 1,311,563

5차당대회

(1970.11)
위와동일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의

주체사상

중앙집권

더욱 강조
1,734 1,600,000

6차당대회

(1980.10)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오직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

위와동일 3,220 3,000,000

<표3-2> 조선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출처: 최진욱(2008: 59)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

략·전술상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고 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에 대하여 소환하고 보선하는 역할을 위해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

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통일교육원 2014: 56).

노동당 대표자회는 1958년 3월 3일에 제1차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였



- 29 -

차수 개최일 주요 의제

제1차 당 대표자회 1958.3.3.
·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1957~1961)
·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 당 조직 문제

제2차 당 대표자회 1966.10.5.

· 현 정세와 당의 과업(국방·경제 병진정책)
·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당면 과업(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 월남 문제에 관한 당 대표자회 성명 채택
· 당 조직 문제(당 중앙위원장제 폐지 및 총비서직제로
개편, 선거)

제3차 당 대표자회 2010.9.28

·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 당 규약 개정(당 대표자회에도 당 규약 개정 권한
부여)
· 당 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 선거

제4차 당 대표자회 2012.4.11

·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 사상으로 명문화
· 제1비서직 신설
· 김정은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다. 제2차 당 대표자회는 1966년에 열렸지만, 제3차 당 대표자회는 2010

년에 열렸다. 그 후 제4차 당 대표자회는 2012년에 열리게 되었다.

제2차 당 대표자회에서 특징적인 것은 당 조직 문제로 당 중앙위원장

제를 폐지하고 총비서직제로 개편하고 선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제3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전 제1차, 제2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과 당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김정은을 임명하고 추대하며 체제를 다지는데 활용

했다는 것이다.

<표3-3>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출처: 통일교육원(201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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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조선노동당의 구조

북한의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기구로서 타 기관이

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다. 당이 정책결정의 기능을 모두 총괄하

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

집행,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통일교육원 2014: 46-47). 북한의 기구들

이 각기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노동당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제한적이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됨으로써 북한의 행

정기관들은 당에 의해서 결정된 노선과 정책에 대한 집행자로서의 역할

만을 수행한다. 조선노동당의 이와 같은 지위는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

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 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서는 “근로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양현모 2008: 107-108). 이와 같은 헌법과 규약을 통

해 조선로동당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은 지역별, 부문별로 지위의 높고 낮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 조직 원리는 하급당 조직이 상급당 조직을 선거하며, 상급당 조직

은 하급당 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하고 검열한다.

그리고 모든 당원은 기본적으로 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노동당 조직에서 최고지도기관에서 전당의 경우는 당 대회이며, 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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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시), 시(구역), 군당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당대표이다.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서는 당 중앙위원회가, 지방은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

관의 역할을 가진다(박완신 2002: 128).

당 대회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권력 기구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신설

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당 비서국은 제4기 제14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66.10.12.)에 신

설되었다. 당 비서국의 역할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에 대한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는 군 간부 인사권과 함께 군대의

지휘 및 군사 정책과 관련한 단독지시, 명령, 결정 등을 집행해 왔다. 제

3차 당 대표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

명되면서 부터는 상설 최고군사지도 기관으로 격양되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 관철을

위한 대책의 토의·결정, 혁명무력 강화 및 군수공업 발전 사업, 그리고

국방 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서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한다(통

일교육원 2014: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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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노동당 기구

출처: 통일교육원(201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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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특징과 분권화

1. 북한지방행정체제의 특징

통상적으로 지방행정이란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 그리고 문

화, 언어 등 사회분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

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기도 하고 광의, 협의, 최협의 등으로

세분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넒은 의미에서 지방행정주체가 지역사

회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세분화하여 접근한다면 행정의 주체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일정

한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지방행정

을 자치행정, 위임행정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

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까지도 포함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

에서 북한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으

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

는데 기본이 되는 틀이다. 지방행정체제가 적절히 구축되어야 효율적·민

주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이승종·김대욱 2011: 269).

북한은 당의 계획과 지시 속에 이루어지는 행정 체제 속에서 효율적·민

주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서 북한 지방행정체제는 당의 통제 하에 있는 중앙집권화적인 모습을 띄

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고도의 중앙집권화로 지방정치의 자율

성은 제한적이다. 특히 ‘유일적 영도체계’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은 지도

자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체제의 특성상 그 어느 체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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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임도빈·안지호 2012,

231).

북한 행정체계의 특징을 보면, 중앙집권제와 당적 지도의 원칙, 통제의

중첩성, 지방 자립체제 등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북

한은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고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적인 면에

서 제한적으로 분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중앙집

권적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최진욱 2008: 157). 하지만 북한의 지방

행정체제가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내재된 경

제체제의 결핍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변화가 발생하게 됐다. 북한 계획

경제의 붕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급해주는 중앙공급체계(배급제)기능

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중앙공급체제의 붕괴는 경제와

정치·행정적인 차원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중앙의 지방행정에 대한 약화

로 연결되었다(임도빈·안지호 2012, 23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경제

적인 부문에서는 당위원회 중심의 군중노선을 추구하는 등 분권적 조치

를 시행해 왔다. 즉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의 창발성’을 높

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공업을 육성했으며 지방의 부분적인 자율성을

허용해 온 것이다. 특히 90년대 들어오면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앙의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자 중앙이 책임을 회피하

기 위한 성격에서라도 지방차원의 자력갱생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에서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라는 당보·군보·청년보 신년공동사설(1997.1.1)에서는 ‘위

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해낸다는 비상한 각오’로 지방에

서는 지방에 공급되는 원료 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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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원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도 다음 해에 나온 당보·군보·청년보

신년공동사설(1995.1.1)에서는 ‘자력갱생’과 ‘군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한 종합적 단위이며 지역적

거점으로 군(郡)의 역할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모든 군들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군내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의 신년공동사설을 살펴보아도 자력갱생

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북한체제가 지탱할 수 있

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군(郡)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

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90년대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군의 역할에 대한 30년 전의 주장과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

을 보이고 있다. 60년대에는 지방공업에 대해서도 중앙공업의 지원을 강

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최근에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군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식량난은 분조관리제에 대한 개선조치와 농민시

장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졌고 중앙은 지방에 대한 통제를 이완시키는 등

중앙·지방관계의 변화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 대외경제위원회

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대외무역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무역의 다변화, 다양화라는 명목 하에 부분적으로 도 단위에서도 허용되

고 있다 즉, 도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대외무역을 한 후에

수익으로 생긴 외화 중 얼마를 국가에 내고 남은 부분은 도 자체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 단위 무역은 제한적으로 무역성

지방무역지도과의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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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 신장에 대해서 아직은 경제 분야에 국한되

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구식의 지방자치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즉 주민의 의사와 요구가 지방행정체제를 운영하는데 수

렴되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와 중앙집권

적 지배체제의 토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과 지방경제의

자립을 위한 지방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최진욱 2008: 110-112).

2.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구성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은 인민공화국헌법(1948) 을 채택한 이래 다섯

차례의 변천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첫째, 1948년 9월에 채택한 헌법에서 지방의결기관은 각급 인민위원회

였고, 이 인민위원회 휴회 기간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민위원회

산하에 상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인민위원회는 도․시․군․

면․리에 설치되었는데, 리(里) 인민위원회에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않았

다. 도․시․군․면 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그리고 위원

으로 구성되고, 리 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서기장만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당시 인민위원회는 의결기관과 함께 집행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형 구조’를 가졌었다. 이렇다

보니, 양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양자가 동일하게 인민위원회로

불리 우는 혼란이 있었다.

둘째, 1954년 10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에서의 제2차

개헌 및 지방주권기관구성법』의 채택을 통해 앞서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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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 시기다. 이 법들에 의하면, 지방의결기관은 인민회의로, 그 집행

기관은 해당 인민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1954년 헌법

§68,§72). 즉, 지방의결기관으로 인민회의를 도, 시, 군(구역), 리(읍, 노동

자구)에 설치하고 그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으로 인민위원회

를 인민회의와 동일한 행정구역별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면

(面)이 빠진 것은 1952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면을 폐지함으로써 종래 4단계 행정구역(도․군․면․리)이 3단계 행정

구역(도․군․리)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의 채택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인민

회의는 그대로 두고, 종래 집행기관이었던 인민위원회가 인민회의 휴회

시 주권기관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종래 인민

위원회 사업을 행정위원회에 이관하였다. 따라서 지방의결기관으로는 인

민회의와 인민위원회를, 그 행정적 집행기관으로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함

으로써 ‘이중 분리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3자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만 설치하게 되었다. 여기서 리(里)가 빠진 이유는 리가

생산적 단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즉, 리 단위에는 하나의 협동농장이

조직되어 있고,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군내의 모든 협동농장을 종합

적으로 지도 ·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리가 행정단위로서가 아니라 생산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그 후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를 지방의결기관으로,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를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의결기관으로, 행정경제위원회를 지방의결

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1972년 헌법 규정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집행기관의 명칭이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경제위원

회로 바뀐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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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지방인민회의를 지방의결기

관으로, 지방인민위원회를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방의결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1998년 헌법이 지방인민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의결기관과 집

행기관을 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는 1972년 헌법이나 1992년 헌법과

는 다르다.

즉, 1948년 9월의 헌법에서는 도, 시·군, 면, 리까지의 4층제였던 것이

1952년 12월에 면이 폐지됨에 따라 도, 시·군, 리 3층제로 바뀌었고,

1972년 12월의 헌법에서 다시 도(직할시), 시(구역) 2층제로 단순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계만 외 2005: 127-129).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은 지방자치행정자치권은 보

장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지방행정기관의 의미는 중앙정부의 정

책을 돕고 행하는 정도의 집행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고

북한 헌법 제14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자치

권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고 북한 헌법 제

144조에 규정함으로 자치권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

지만, 법률상 지방행정기관이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으면서 행정

기구는 독립채산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채산재의 원칙은

중앙당이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 경제난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권능이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식량의 배급체계가 붕괴

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령권이 확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한부영 2002: 123).

북한의 199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을 살펴보면 지방주권인 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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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952 1972

도·직할시 도·직할시 도·직할시

시·군·구역 시·군·구역 시·군·구역

읍·면
읍·리·동·노동지구 읍·리·동·노동지구(행정만)

리·동

에 대한 권한이 헌법조문에서나마 강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헌법 제136조 3항은 인민회의가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

한 대책을 세웠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당 행정

경제위원회 위원장만을 임명 또는 해임 할 수 있었지만, 개정헌법에서는

인민회의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서기장, 임원들을 임명 또는 해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2년 헌법 개정 전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에서 도(직할시)는 4년 시(구역)·군은 2년이었지만 개정헌법에서는

모두 임기가 4년으로 통일되었다.

1998년 김일성헌법을 보면 도와 군에서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폐지되

면서 그 기능이 지방인민위원회로 흡수되었다. 이에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되면서 지방행정기관의 위상이 대폭 강

화되었다. 또한 과거 지방당 책임비서가 겸임하던 지방인민위원장의 직

책을 행정일군이 담당하게 되면서 형식상 당과 행정이 분리되게 되었으

며 지방인민위원회는 내각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신임 인민위원장이 대부분 전임 행정경제위원장 출신들로 선

출되었으며 인민위원회의 기능도 실질적으로 과거의 행정경제위원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지방행정체계와 지방행정

기관 및 행정기관의 변천과정은 각각 <표3-4>와 <표3-5>와 같이 요약

될 수 있다(최진욱 2008 112-113).

<표3-4> 북한 지방행정체계 변천과정

출처: 최진욱(2008: 113)



- 40 -

연도 지방주권기관 상설주권기관 행정집행기관

1945.8
지방인민위원회 5도행정국

1945.11

1946.2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1947.2 북조선인민위원회

1948.9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상무위원회

1954

(1961.12)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농촌경리 위원회 분리)

1972.12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

1981.9 경제지도위원회

1985.5 행정경제지도위원회

1992.4 행정경제위원회

1998.9 인민위원회

<표3-5> 북한 지방정권기관 변천과정

출처: 최진욱(2008: 113)

3.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분권화

북한의 지방분권화는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위윈회가 지방정부를 구

성하는 권한을 부여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2)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가기관들이 조직·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당 조직에 복종하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다. ‘지방분

권’이나 ‘지방의 자율성’ 과 같은 형태는 행정·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

고 있으며(최진욱 2008: 84)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아직 당의 통치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에도 변화의 모습이 보여 지

2) 당 규약에 따르면 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

외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고 하급 당 조직

은 상급 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일당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북한정보포탈 북한지식사전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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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북한의 당이 지방을 통제하고 정치적인 구조에도 큰 변화가 없

어 보이지만, 경제와 행정적인 부문에서 분권화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

다.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의 분권화도 북한에게는 개혁적인 과정이다. 개혁

의 추진주체가 존재하고 추진주체들은 개혁과정에서 중심축(master

mind)으로서 일관되고, 분명한 선호를 가지고, 다양한 개혁과 관련한 대

안을 비교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만 하고 필요하면 언제나 전면적(comprehensive)

이고 근본적이(fundamental) 개혁이 가능하며, 개혁의 속도와 순서를 개

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조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다. 그러

나 실제 개혁과정은 위와 같이 이상적이지만은 않다. 개혁의 추진주체는

분명치 않고, 그들의 참여는 유동적이며, 선호체계는 모순적이면서 모호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했다면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최종원 2003: 290).

북한 지방 행정체제의 분권화는 1960년도 중앙집권화에 대한 문제점과

경제적인 위기가 점차 대두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북한 지방행정체

제의 분권화 과정을 1960년도부터 1990년대까지 살펴보면서 중앙과 지

방정부간의 관계변화를 알아본다.

1) 지방행정체제의 분권화 형성기: 1960-1972

1960년대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여 절대 권력을 확

립하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문에서는 과도한 중앙집권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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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북한은 과도한 중앙집권제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분권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연

하청 1990: 77; 최진욱 2008: 89 재인용), 농업, 건설, 경공업부문 등에서

관리지도체제를 재편성했으며, 중앙정부의 행정권을 지방수준으로 대폭

이양하려 했다(이상민 1992: 156; 최진욱 2008: 89 재인용). 그리고 북한

은 당 정책의 기본방향을 중시하면서도 지방의 실정에 맞는 창조적인 일

을 자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당 정책에서 원칙과 기본방향을 옳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체의 지방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당결정에

박아놓은것이면 하고 박아놓지 않으면 안하고 이렇게 기계적으

로 일해서는 안됩니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188).

북한에게 있어서 1960년대는 지방경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

으며, 특별히 군(郡)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다(김일성

1982: 252; 최진욱 2008: 90 재인용).

군당위원장들과 군인민위원장들이 해야 할 일은 창발적으로 지

방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입니다. 내각결정에도 있

고 올해 8.15구호에도 나와있지만 매개 군에 적어도 한 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185).

김일성은 전인민적운동이라는 기치 하에 매 지방의 자체의 힘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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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원천을 동원하고 군당위원장들과 군인민위원장들이 창발적으로 일

을 하며 매개 군마다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창발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창발성을 높이는 중요한 고리는 당정책의 본질을 깊이 아는데

있습니다. 당 정책을 통채로 삼키거나 형식적으로 대할것이 아니

라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집행하는 기

풍을 세워야 합니다(조선로동당중앙위 원회직속당력사연구소

1970: 190).

이는 당에 의해 주어지는 일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

방의 실정에 맞게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군 지도 일군들과의 담화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방이 중앙의 배급과 지표를 기다리려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군지도일군들과 담화하여보면 그들은 아

직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나 도에서 큰 기계를 만들

어주며 자금을 돌려주며 지표를 내려 보내줄 때만 기다리고 있

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국가적대책이지 인민적운동이 아닙니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1970: 186).

지방실정에 따라서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동무들 자신

이 창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달구지수리공장도 세울 수 있고

제지공장도 세울수 있고 직물공장도 세울수 있고 별것을 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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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1970:

186).

이렇게 김일성은 1960년대에 지방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각 지방 산업

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은 지방이 가진 잠재

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업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강조

했다. 그리고 원료산지와 소비지에 가까운 군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연

결거점으로서 가장 적합한 발전단위라고 말하였다(김정일 1985; 최진욱

2008: 90 재인용).

김정일도 1964년 대학졸업논문으로 작성한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

치와 역할’에서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종합적 단위로서의 군, 정치·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가 되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 후 수많은 논문들에서도 사회주의건설에서 군

의 역할은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일은 국방상 견지적인 측면에

서 유사시 위험에 대비한 군내 주민들이 생활적인 면을 군 자체에서 해

결할 수 있도록 농업과 지방공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

다(최진욱 2008: 90).

북한은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

을 채택하였다.3) 이중 대표적인 것은 1960년대 초반의 청산리 방법 및

대안 체계의 채택과 협동 관리 체제의 재편성, 1960년대 중반과 후반의

기획 기구의 설립 및 중앙과 지방 행정 기관간 업무의 재배분, 그리고

독립채산제 등을 들 수 있다(연하청 1990: 77). 1960년대 초반 제시되었

3) 이와 관련된 해석들은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 Robert A. Scalapino & Lee Chong-Sik, (1972),

Communism in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Il-Pyoung Kim, (1976),

Communist Policies in North Korea, Prager Publishers, New York, pp.56~61 및 pp.82~88;

Ellen Brun and Jacques Hersh, (1976), Socialist Korea: A Case Study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pp.330~3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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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협동관리체제의 재편성 등은 모두 과도

한 중앙집권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전환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최진욱 2008: 89). 북한의 중앙집권화의 기능이 커지면서 그

에 대한 모순을 시정하려 했던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협동관리체

제의 재편성 그리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아래와 같다.

(1) 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김일성이 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

의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

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듬해인 1960년 2월 평안남

도 강서군(현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이를 일

반화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북한정보포털 북한지식사전 청산리정

신·청산리방법 http://nkinfo.unikorea.go.kr)

청산리방법은 농촌의 협동조합과 농장 운영에 관한 제도이다. 청산리

방법의 목적은 현실성 있는 경제 발전 목표를 결정하고 후속적인 개발

사업을 보다 신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연하청 1990:

77).

북한은 청산리방법에 대해서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

는데 있어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에서 경

제관리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사회과학출판사 1969: 35-36)한다고 설

명한다.

청산리방법의 근본적인 취지중의 하나는 각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시와 명령만 남발하는 관료적인 경향을 감소시키는데 있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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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1990: 77).

지난 기간에 우리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주권

기관들의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국가

기구를 간소화하는 등 여러가지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가기관들에서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의

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꾸준한 투쟁 을 전개하였습니

다. 그 결과 모든 정권기관들은 인민에게 더욱 접근하게 되었으

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국가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

었습니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1970: 23).

김일성 동지께서는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지도를 아래에 침투시키는 사업을 강화하며 각급 국가경제기관

들에서 관료주의를 없애고 인민적인 사업방법을 세우기 위한 투

쟁과 함께 로동계급속에서 그들의 정치적자각성과 로력적열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

으시였다(사회과학출판사 1969: 31).

이 시대에 북한은 관료주의와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일성은 웃기관과 아래기관이 서로 도와주고

늘 현지에 내려가서 실정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래에 더 접근하고 아래의 창발적의견을 듣고 아랫사람들과 토

론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좋은 경험을 보

급하는 그러한 지도방법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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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1970: 121).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

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

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

회직속 당력사연구소 1971: 298-299).

김일성이 아래에 더 접근하고 창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강

조함에 따라, 북한의 행정 관료나 당 직원은 지방의 문제가 생기거나 행

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책을 간구 할 때 국민들과의 접촉과 지방

사정을 고려해야 했다. 또한 청산리방법은 당 내에서의 개혁 작업을 유

발시켰다. 이는 공식적인 제반 절차 간소화, 행정 집행의 정치적인 과정,

그리고 다수의 참여를 중시하게 하였다(연하청 1990: 77).

(2)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 워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제관리 형태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제도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나

가기 위한 수단으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주장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종래의 지배인유일관제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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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경제를 과학적

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의 경제관리형태이다(근로

자 1991: 5).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 관리 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

로 관리운영하는 주체의 경제관리형태이다(김정일 2011: 25-26).

그리고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생산

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생산지도 체계, 자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주

는 자재공급체계와 후방공급체계로 이루어져(사회과학출판사 편 1989:

230) 사회주의경제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 발생되었다

이렇게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김일성의 혁명사

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가장 훌륭한 형태(사회과

학출판사 1969: 30)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

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

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

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

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김일성

1983: 259-260).

대안의 사업체계는 청산리 방법에 대응되는 공업 분야에서의 보완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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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련되었다. 이는 종전의 1인 관리방식을 집단 지도 체제로 대체시킴

으로써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공장 책임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공장과 기업 차원에서 기술적인 투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행정·경제 당국 간의 조정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고 중앙 및 지방 관리 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 체계에서 제시된 근본

적인 중요한 원칙이 “사회주의적 중앙집권의 구현”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안체계”는 생산 관리에 있어서 종전에 비해 다소 분권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 관리 자체가 원래 개인의 창의성

보다는 중앙 계획을 통한 질서와 조직화, 그리고 규율을 보다 중요시하

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리 체계의 개선은 미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연하청 1990: 76-77).

(3) 협동 관리 체제의 재편성

협동 관리 체제의 재편성은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 활동을 감독하고 전

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2

년에 종래의 농업성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행정 기관인 농업 위

원회로 확장·개편하고 여기에 필요한 광범위한 의사 경정 권한을 부여하

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또한 종전에 중앙 정부에서 수행해 오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생산 과정에 보다 접근해 있는 지방 기관으로 하향

이전시켰다.

1960년대 초반에 채택한 이러한 제 수단들 외에 북한은 1960년대 중반

및 후반에도 과도한 중앙 집권화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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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1964년에 지방 생산 기관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통일적이고 세분화된 기획 제도” 하에 그들의 기획

기구들을 재정비하였다. 이 제도는 지역 기획 위원회 및 지방 기획 위

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몇몇 지도자들이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대폭적

인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소매 기능도 중앙 행정 부

처로부터 지방 행정 기관으로 이전시켰으며 또한 6개년 계획(1971~1976)

과 관련하여 지방 산업의 중점적인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 경공업

운용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감독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제 수단들

은 일선 생산 기관 및 지방 기획 기관에 배정 할 수 있는 국내에서 훈련

된 기술 인재들과 전문 인력의 수적인 증가에 힘입어, 운영 권학의 지방

기관으로의 분권화 추세를 크게 촉진시켰다. 이러한 제반 과정에서 북한

은 중앙의 역할을 종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그 기능을 장기

개발 계획의 수립, 기술지도 및 원료, 부품의 유통 확보 등으로 크게 제

한시켰다(연하청 1990: 78-79).

(4)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대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계획적

지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발전된 새

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

구를 전면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계

획화체계와 방법이며 그것은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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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완성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사회과학출판사 1969:

230).

북한은 계획을 일원화하고 세부화 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화

에서 독창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지도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일성은 계획의 일원화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란 온 나라에 뻗쳐있는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

들이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1971: 254~255).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에 대해서 전일적인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경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통일적이며 유일적지도에 의하

여 움직이는 경제(사회과학출판사 1969: 231)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서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이 하나로 계획화 체

계를 이루어 나가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중앙집권화된 경제를 운영하는 시기여서 계획

에 있어서 지방에 대한 자율성에 맡기기 보다는 중앙에 의한 일원화된

계획을 운영해 나갔다. 사회과학출판사(1969: 231)에서는 “김일성동지께

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계획을 지방적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으로써는 국가

가 중앙집권화된 경제를 원만히 관리 운영할 수 없다. 계획의 전국적일

원화는 나라의 물적 및 인적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데로, 전체 인민경제발전의 리익에 맞게 계획적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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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서 전국적으로 계획을 일원화하여서 전체 인민경제발전의 이익을 위

해 계획적으로 이용해 나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부화

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계획화사업은 당의 정책과 객관적현실

에 맞게 인민경제의 전반적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동시에 구체

적이고 세밀하여야 하 며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잘 맞물리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회과학출판사

1969: 232).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서

로 맞물리도록 계획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재보장에 대한 세부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

연구소 1971: 260).

계획의 세부화는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매개 기업소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맞물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계획화 방법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69: 232).

북한은 계획의 세부화에 대해서 인민경제계획의 전반적인 발전과 각

기업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려하며 이를 위해서 구체성과 균형성

을 보장하려 했다. 계획의 세부화를 위해서 경제활동의 모든 부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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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요구

를 철저히 해결해 나가려고 한 것이다. 김일성은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

력사연구소 1971: 257)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려 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는 방침이 나오게

된 계기는 계획화 사업에서 김일성(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

구소 1971: 257)은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못하고 거칠게 되는 데로

세우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대한 예로 “광석 몇톤, 세멘트 몇

톤, 자동차 몇 대, 뜨라또르 몇 대 하는 큰 수자에 대한 계획만 있고 볼

트가 몇 개, 치차가 몇 개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비폰드물자는

사실 계획화하지 않고 있으며 채취공업에서 세부탐사도 계획화하지 않으

며 설계에서 세부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부계획이 없다보니 설비

리용률이 낮으며 생산도 잘 안되고 건설도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

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직속 당력사연구소 1971: 257-258).

2) 지방행정체제의 분권화 시행기: 1972-1990

북한의 중앙과 지방과의 분권관계는 1960년대 초반에 형성되고 1970년

대 중반에 제도화 되었다(이무철 2004: 171).

북한은 1972년 제정한 사회주의헌법을 통해서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

회를 신설하는 등 유일체제확립의 제도적 장치와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

고화하였다. 이렇게 정치적인 부문에서 김일성 개인권력이 강화되고 중

앙집권화가 강조되었지만, 1972년 헌법 제정이 지방체제의 권한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 54 -

중앙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 되었다면,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는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의 상설주권기관을 의미한

다. 또한 중앙의 체제에서 김일성이 북한의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임하

였다면, 1986년부터 지방의 도당책임비서가 지방인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중앙에서 김일성 개인권력이 강화되었다면, 지방에서는

당 책임비서가 지방당과 지방정권기관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면서 그 위

상이 강화되었다. 반면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경제부문에서는 독립채

산제와 지방예산제가 전면·확대 실시되면서 경제 분야에서 분권적 조치

가 지속되었다(최진욱 2008: 103-104).

(1) 독립채산제의 확대실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는 구조적 불균형 및 동

기유발부재의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었다.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북한은

전후 발전과정에서 80% 이상을 중공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이러한

전시경제체제의 구축으로 경제가 침체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기본소비

재와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부족, 무

역의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난속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민소비재 공급 부족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북한은 1984년 1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분야 활성화와 대외

개방 정책노선을 결정하게 되었다. 북한은 1984년 ‘8·3인민소비품 증산운

동’과 개개인의 물질적 인센티브 부여 제도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영

기업소에 독립채산제를 확대·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85년에 들어오

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연합기업소에 대대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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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김병로 1999: 36-37).

독립채산제는 북한의 공업 기업소들에서 생산하는 경영 활동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적인 관리 운영 방법이다.

독립 채산제는 생산에서 내부 원천을 적극 동원 리용케 하며 철

저한 절약제도의 확립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계획의 량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완수 및 초과 완수케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조선로

동당출판사 1960: 94).

독립채산제의 기본원칙은 첫째, 생산에 대한 기업소의 지출과 경제 활

동의 결과를 화폐적 형태로 대비한다. 둘째, 기업소가 제곱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은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팔아서 얻은 수입으로써

보상하여야 한다. 셋째, 독립 채산제 기업소는 국가로부터 받은 생산 수

단의 합리적 리용과 자기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물리적 책임을 진다. 넷

째, 독립 채산제 기업소는 자기의 경영 활동에서 일련의 자립성을 가진

다. 다섯째, 생산 경영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기업소 및 그의 지도자들과

전체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섯째, 독

립 채산제 기업소의 경제 활동은 원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원에 의한

통제는 원가,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해서 기업소의 전체 사업 결과

를 해명하며 원을 통하여 기업소의 경영 활동과 매개 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을 개선함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95-97)

독립채산제의 원칙에서 특징적인 것은 1960년대부터 분권화적인 요소

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제곱 생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기

가 만든 제품을 팔아서 얻은 수입으로 충당케 했으며, 자기 사업의 결과

에 대한 물리적인 책임을 지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경영활동에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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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토록 하였다.

1970년부터는 가치법칙4)이 생산관리의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도입

되었으며, 기업소단위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었다. 독립채산제는 각 기

업소의 생산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자본 생산품에 이윤을 붙여서 판매한

돈으로 충당케 하였고 남은 부분은 국가에 바치도록 하였다. 또한 1979

년부터는 독립채산제가 정부 기관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국토관리청

산하의 토지 경영처와 인민봉사위원회 산하 시 경영위원회 및 정부조달

청에도 독립채산제가 운영되었다(이항동 : 481-482). 이에 자재공급에 관

해 1973년부터는 소속 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자재상사로부터 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자제대

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는 북한에게 있어서 생

산관리의 분권화가 심화된 시기이며, 분권화는 생산계획 수정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시도로 기업의 자율성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지

역자립체제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김병로 1999: 40).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독립채산제 확대·실시를 통해서 중공업 위주

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공업 및 생활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김병로 1999: 37).

4)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출간한 경제사전에 의하면, 가치는 “상품에 들어있는 상품생산자들의

사회적로동. 상품생산자들의 로동이 그 생산품에서 표현되는 형태”라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가

치법칙을 “상품의 가치가 상품생산에 지출된 사회적필요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상품교환이

그 가치에 따라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경제법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임강택 199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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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예산제

북한은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5)를 도입하였으며 1974년부터 이를 전

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지방경제를 도 단위 이하의 지방주권기관들이

책임지게 하였다(김병로 1999: 41). 북한은 지방예산제를 실시함에 따라

중앙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지방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책임지게

된 것이다.

지방예산제가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예산수입의 증가가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북한은 지방예산제

를 실시하게 되면 지방공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지방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최진욱 1997: 25).

그리고 북한은 지방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에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하면서 지방경제에도 급속한 발전을 이

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예산 수입을 빨리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꾸려나간다고 하여 지방들에서 자체로 할수 있는것까지 나라에

의존한다면 국가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나아가서 지방경제자

체도 급속히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도 잘 풀

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들에서 지방예산수입을 빨리

5) 북한의 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이 합쳐진 전체예산을 의미한다. 중앙예산은 국가예산의 기

본으로서 중앙기관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형성, 이용하는 예산

이며, 지방예산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지방행정기관 자체로 편성 집행한다. 이러한 중

앙예산과 지방예산의 구분은 사회주의 재정원칙상 공통적인 현상이며 북한은 경제건설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앙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데

목적이다(문장순 200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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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여야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원천을 확보하고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실현하여 생산

과 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힘을

넣을 수 있다(신홍규 1991: 75).

북한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예산제 발전에 관심을 가진 것은 경

제건설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예산지출에 대한

중앙예산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즉, 지방예산제를 통해 예

산 지출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력갱생의 정신 확립과, 국가

적인 차원에서는 중앙경제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제건설에 투자하려 했던

것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1313)

특징적인 것은 북한은 군(郡)단위에서 지방공업의 발전에 대하여 강조

하였다. 이는 가정주부들을 지방공장의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전시에는 대규모 공장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다 파괴되

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발생하게 되었다(김일성 1987: 231; 최진욱

1997: 25-26). 군단위의 지방공업은 경공업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일용품,

식료품, 양조, 제지, 직물 등을 생산하였다(최진욱 1997: 26).

북한의 지방예산제의 도입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지방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북한에게 있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

나로 지방예산제를 활용한 점은 형식적인 구호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

인다. 북한의 지방예산제는 중앙에 비해 하나의 부수적인 종속물로 보던

지방에 대한 시각의 인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문장순 200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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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북한 경제특구의 배경 및 자율적 위상의 변화

제 1절 북한 경제특구의 정의 및 배경

1. 북한 경제특구의 개념 및 목적

1) 경제특구의 개념

경제특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어떤 한 국가 내에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공업단지 지역으로 선정한 곳으로, 특구에 진출하고 투자하

는 기업에 관해서는 일련의 우대조치를 취해주며 국내 및 외국기업이 선

정 지역에 진출하고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설정

된 지역”(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1980)으

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특구에 대한 정의는 세계 각국에서 법적 또는 제도적인 특징에 따

라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분되어 생산, 무역, 조세상의 특별한 우대조치

가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지대, 수출자유지역,

수출가공구와 같은 형태로 구분되고 보편화되었다(남궁영 2003: 144).

경제특구는 1960년대 후반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

하여 가공무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수출드라

이브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의 수단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대만의 까오숭

수출가공구,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60~7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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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종합형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서는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체제이행과정에서 경제특구

를 설치하고 보편화 되어졌다(오용석 1995: 233; 남궁영 2003: 145 재인

용).

하지만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가 국제적 용어로 정착

된 것은 중국의 1979년 대외개방전략의 일환으로 션젼(深圳), 주하이(珠

海),샨토우(汕斗),씨아먼(廈門)의 4개 연해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제특구에 대해 법률에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학문적으

로도 지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특구제도의 개념적 특성

을 다음 세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특별히 개발

되거나 조성되는 지역이다.

둘째, 일정한 지역이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다.

셋째,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규제완화 및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특구의 개념적 특성을 토대로 정의를 내리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특별히 개발되거나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

정하고,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완화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서태호 2008: 13).

북한의 특구가 사회주의체제하에 운영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조성되는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별히 정한

법률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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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단순히 경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특구

는 새로운 경제운영원리를 보급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삶의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한 지역에 특구가

들어선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다른 경제체제를 받

아들이며 다른 삶의 방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와

는 다른 문화, 생활양식을 보급하게 된다(이점호 2014: 223).

2) 경제특구의 목적

경제특구 정책의 목적은 일정한 지역에 외국 투자가의 자본을 유치하

는데 있다. 경제특구 설치 목적은 각기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수출확대

및 수출다각화, 재정수입증가, 고용증대 효과, 선진과학기술 및 경영관리

방법도입, 국제수지개선 및 외자도입,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남궁영

2003: 149)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리승준(2012: 54-55)은 북한의 경제연구 ‘경제특구와 그 발전방향’에서

경제특구6)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경제특구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제활동부분에 대해 여러

6) 한국은 경제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설명한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역특화발

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다. 이 법률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의 특례를 규정하

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상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함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이 법률에 규정된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다. 이 법률이 규정하는 특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다. 즉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구역이

설정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소외된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지

정․운용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자유지역 등과는 구분된다.

둘째, 특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의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다.

셋째, 개념정의에 규제의 특례설정이 명시되어 있다. 즉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

여 특별한 규제완화가 명백히 제시된다(서태호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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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별조치가 취해지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특구는 일정한 발전기초

가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구역(항구 혹은 교

통중추지역)을 별도로 하여 대외경제활동에서 일부 특별한 경제정책이

다. 즉 관세에 대한 면제 혹은 감세, 전망적인 기초시설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기간공업을 비롯한 기타 경제사업

을 추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일련의 특혜정책을 리용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수출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나라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은 경제특구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별조치가 취해지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특구가 들어서는 지역은 어느 정도 경제적

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교통시설이 편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를 통해서 대외무역의 발전과 경제사업 추진, 취업률, 외

화,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대외경제관계의 해결도 경제특구 내 외국 투자가들과의 합영·

합작에서 찾고 있다. “...합영, 합작은 외화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인민경제를 현대화, 과학화하고 없거나 부족한 연료, 원료문

제들을 푸는데서 적지 않은 예비와 가능성... 앞선 기술과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끌어들이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대외경

제관계”(최원철 1993: 20)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해 일정한 지역이 변하고 법률이 새로이 재정되면서 중

앙과 지방간에 자율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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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경제특구의 추진 배경

북한이 ‘경제특구’룰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

의상설회의 명의로 합영법(合營法)을 제정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해 설치

하게 되었다.

북한의 합영법은 총 5장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에서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 나라와 세계여러 나

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

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기업을

합영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합영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북한자료센터 2004/11/30). 북한은 1984년도 합영법에서

세계에 있는 국가들과 경협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려 했으며, 합영

기업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창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라

선경제무역지대가 1991년도에 지정되었지만, 합영법을 제정하기 전 부터

경제특구 설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이후에 합영

법 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시행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법률

적으로도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 621㎢를 북한의 자유경제무

역지대로 건설하는 방안을 선포함과 동시에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

정하였다(서태호 2008: 205).

7) 북한이 경제특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김일성 생존하였을 당시 중국의 사례를 거의 그대로 모방

하여 1980년대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합영법을 제정한 것을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박형준

200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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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나진시와 선봉군을 통합하여 정무원 산하의 직할시로 승격

시키는 한편 은덕군 원정리, 훈융리를 포함하는 중국국경 쪽의 125㎢를

추가함으로써 지대의 총 면적을 746㎢로 확장하였다. 1993년 1월 3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선경

제무역지대법 을 채택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서태호 2008: 205).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는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어떠

한 지대로 만들려고 하는지 목적과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김일성종합대

학출판사 1995: 15). 지대법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

한의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볼 수 있

다.

이 법률의 제정과 함께 『외국인투자법』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그 밖에 『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개발 및 경영규정』, 『관광규정』,

『세관규정』, 『외국인기업 상주대표부 규정』, 『외국인 체류규정』,

『출입규정, 자유무역항 규정』등을 제정하였다(서태호 2008: 205).

김일성은 “외국투자가들이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게 되

면 무엇보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제관계를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10).”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은 경제특구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경제관

리 체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경제특구에서 경제관리 체제는

행정관리체계와 경제관리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관리체계는 경제

특구관리기구가 가지고 있는 정부관리 기능과 제도를 말한다. 경제관리

체제는 경제특구를 하나의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산하경제조직에 대한

경영관리의 기능과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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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에서 행정관리체제는 경제특구에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행정

관리체제와 운영형태를 형성(리승준 2012: 55)한다고 하면서 당의 지휘

적인 통제 하에 자율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도 “일반

적인 행정체제에 비하여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 경제특구에 국제적인 경

제운영환경과 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마련한다.”(리승

준 2012: 55)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특구를 통해 북한 행정체제가 전혀

새로운 방면으로 운영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특구 행정관리체의 구체적인 표현은 경제특구관리 형태로 관리위

원회주도형, 공사운영형, 관리위원회협조형, 합작형, 위탁관리형 보통 5가

지 관리 형태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관리위원회주도형이 경제특구 관리

형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경제특구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 주

요한 활동으로는 경제특구의 기초시설건설, 토지개발, 외화유치와 사회관

리 등 경제특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지고 진행한다(리

승준 2012: 55).

경제특구 설치로 인한 변화는 산업에서도 발생했다. 북한은 산업이 경

제특구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며 과학적인 산업정

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과학적인 산업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야 할 산업을 확정해서 산업의 집중과 호상적인 연계를 강화하

고 자원의 공동이용을 실현(리승준 2012: 56)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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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북한 경제특구의 자율적 위상

1. 경제특구의 자율적 위상 발전기: 1991~2000

1)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 배경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로

1991년 12월 라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북한에서는 라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 하에 이 령역을 특혜적인 무역 및 중세수

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지대에서는 공화

국 정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하며 투

자가는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또한 투자가

가 투자한 자본과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

적으로 보호한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5-6).”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라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선포되면서 북한 정부는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와 무역활동을 진행시켜 나가려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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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유경제무역지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역인것만

큼 공화국의주권이 행사된다. 그러나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

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한다(김일성종

합대학출판사 1995: 13-14).

이러한 라진-선봉지구에 대한 제도와 질서 등은 정무원결정 제74호

(1991년 12월 28일)에 의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다(김일성종

합대학출판사 1995: 13). 이에 대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라진시의 14개 동, 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다.

·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합영, 합작, 외국인단독기업을 허용한다.

· 투자하는 나라에 대한 제한이 없다.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

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개발지대안의 라진항, 선봉항과 함께 린접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

항으로 한다.

·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조치들을 취한다.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로 제도와 질서가 형성되면서 자

율적 위상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외 개방과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북

한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흔들고 체제를 붕괴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북한은 평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인 나진-선봉을 해외 투자와 유치를 위한 개방 지역으로 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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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은 출입을 금하였다. 비록 1990년대 초 나진-선

봉을 통한 특구 정책은 북한으로서는 처음 추진하는 정책임에 따라 해외

자본과 유치, 인프라 열악성,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등

으로 1989년 말까지 합영 실적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합영 실적은 해외진출 포함 총 82건이 있었으며, 이 중 북한 내 유치는

63건에 불과했다.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와 경제

활성화 정책은 미비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2)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법률의 변화

북한은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지정하면서 외국인 투자관련법

및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주요 법들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

국인출입규정,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자유무역항 규정,

외국인 체류 및 거주 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게 된 배경

은 모든 외국기업체들이 어떠한 제한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경제무역

활동을 하고, 이 지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소득세 또한 특별 우대하며,

기타 이윤, 수입, 투자재산의 판매자금 등에 대하여 세금 없이 해외로 송

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경석 2000: 82).

북한 정부는 라선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도와 질서를 변화 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 중앙대외경

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중앙대외경제기관은

대외경제위원회를 의미하며 지대당국은 라진-선봉시행정경제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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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지대법에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에 맞게 지대당국에 최

대한 많은 권한을 주었다.

북한에 대외경제위원회가 하는 일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운영

에 대하여 정책적 지도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총 투자액 1,000만원 이상,

하부구조건설부문에서 2,000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 및 비준하면서 대

외경제위원회는 거시적인 지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김일성종합대

학출판사 1995: 16).

반면, 시행정경제위원회는 총 투자액 1,000만원까지의 대상에 대한 심

사승인권, 토지 및 건물 임대권을 비롯하여 시행정경제위원회가 지대당

국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들을 주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18).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통해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운영을 중앙의 일방적인 통치와 명령 하에 운영되기 보다는, 중앙(중앙

대외경제기관-대외경제위원회)과 지방(지대당국-라진-선봉시행정경제위

원회)의 각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업무를 수행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지대당국에 맞는 권능에 대해 지대법 제12조에서 규제해 놓았

다. 법에서는 시행정경제위원회가 지대당국으로 되는 조건에서 일반적으

로 행정경제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도 지대당국의 직능에 포함시키고 있

다.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정권기관인 시행정경제위원회가 지

대당국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다.

현재 주변나라들에서는 지대당국을 정권기관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인

기관으로 조직하고 있다. 그것은 이 나라들에서의 자유지대가 시의 일정

한 구역을 포괄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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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시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로

부터 시에 대한 권할권이 있는 정권기관이 지대의 개발, 운영사업을 통

일적으로 틀어쥐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된다. 만약 시행정

경제위원회 밖의 독자적인 관리운영기관을 지대당국으로 만들어놓는다면

결국 이 지대에 주인이 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운영사업에 지

장을 주게 된다.

지대법에 의하면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

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시행정경제위원회가 지대당국으로 되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

역지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대당국에는 지대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경제부서들, 외

국투자의 접수, 심의 및 등록과 관련된 부서들과 함께 항, 출입국사업부

서, 외국투자봉사부서들이 속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투자가는 투자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지대당국

한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완스톱>>체계가 세워지게 된다(김일성종합

대학출판사 1995: 17-18).

북한은 2009년 12월에 라선시를 특별시로 제정하여 그 지위를 높임으

로써 지대개발과 운영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 보충하여 공포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 9월 5일에는 <<라선경제

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규정세칙>>을 공포하였다.“(리승

준 2012: 56).라고 하면서 경제특구로 인해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

하였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공포한 지대법과 세금규정세칙에 대해서 ”외

국투자를 장려하고 법적으로 담보해주며 지대개발 사업을 다그치고 활성

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리승준 2012: 55)고 말하고 있다.



- 71 -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대외무역발전에서 경제무역지대의 개

발과 활성화를 다그쳐 나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김미옥

2012: 57)하고 있다.

(3)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행정구역의 변화

북한의 행정구역상의 변화로는 1991년 정무원 결정에 의해 자유무역지

대로 설정된 라진·선봉지역이, 1993년 10월 라진·선봉시라는 하나의 행

정구역으로 통합된 것을 들 수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1315).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리운영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라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이다. 라진-선봉시행정경제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라진-선

봉시의 746㎢에 대한 행정, 국토관리운영권과 사법권을 넘겨받은 지대당

국이다. 국가는 지대당국의 권능에 맞게 라진-선봉시를 직할시로 승격시

켰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16).

북한의 라진-선봉지역의 행정구역의 변화와 함께 교통인프라 건설계

획도 함께 추진되었다. 건설 1단계는 당면단계로 1993년도부터 2000년도.

2단계는 전망단계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구상하였다.

주요 단계별 사업목표에서 1단계에서는 국제화물중계기지, 관광·금융·

서비스기지 및 수출가공기지의 건설을 개발 목표로 하였다. 2단계에서는

‘종합적, 현대적 국제교류 거점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여 계획하였다(김

경석 2008: 83). 각 분야별 주요한 단계별 사항과 현황은 <표4-1>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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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1단계:
당면단계(1993~2000년)

2단계:
전망단계(2001~2010년)

현황

항
만

· 나진항: 컨테이너전문항
통과능력 100만톤 → 1,700
만톤

· 청진항: 벌크화물전문항
통과능력 800만톤 → 1,000
만톤

· 선봉항: 원유전문취급항
통과능력 200~300 → 400
만톤

· 나진항: 컨테이너전문항
통과능력1,700만톤 →
5,000만톤

* 2010년 이후 1억톤
· 청진항: 벌크화물전문항
통과능력 1,000만톤 →
2000만톤
· 선봉항: 원유전문취급항
통과능력 400만톤 →
1,500만톤

· 연 300만톤
항내 16km, 표준,
광궤

· 연 800만톤 7개
부두

· 200~300만톤 원유
1만톤급 2척 동시
접안

도
로

· 도로확장: 폭 12m로 확장
나진~원정(60km)
청진~회령(80km)
나진~어랑(188km)
나진~새별(70km)

· 고속도로 신설
청진~회령(82km)
나진~청진(67km)
나진~새별(76km)
· 도로개선:
새별~회령(127km)

· 청진~나진~새별~
온성~회령~청진
(384km)

· 나진~선봉~두만강~
우암~홍의~원정
(43km)

· 중국연결 5개 교
량(회령, 삼봉, 남
양, 새별, 원정)

· 러시아연결 두만
강~핫산

철
도

· 현 통과능력 1,200만톤 제
고

· 두만강역 현대화 및 자동
화

· 나진~러시아간 광궤 신설

· 통과능력 5~6,000만톤
· 나진~훈용 표준궤 복선신
설
· 훈융~훈춘 복선철교 신설

· 순환선 405km(복
선 34km)

· 혼합선 134km(청
진~두만강)

· 중국 도문, 러시아
핫산 연결

공
항

· 선봉국제공항 건설
· 평양, 청진, 백두산, 금강산
· 지역과 국제항로 연결

· 선봉국제공항 확장
· 다양한 국제항로 개설

· 95년 나진 헬기장
건설

· 국제선: 순안비행
장 경유

<표4-1> 라진·선봉 교통인프라 건설계획

출처: 김경선(2008: 84) 재구성.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됨으로 인해 변화된 사항으로 “라진

-선봉시의 원정리와 중국 훈춘의 권하를 련결하는 다리가 자유경제무역

지대 령역안에 들어오게 되였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13-14).”고

설명하고 있다. 라진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로 중국과 북한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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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경제행위와 무역 거래를 돕는 다리가 설치되게 된 것이다. 이는 전

과는 다른 특구를 통해 변화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2. 경제특구의 자율적 위상 확대기: 2001~2014

1) 신의주 특별행정구

(1)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배경

2001년 북한 김정일은 중국이 개혁·개방한 현장을 방문하여 중국이 괄

목하게 성장한 것을 주목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중국의 상하이 푸동 지

구를 방문한 후 천지개벽이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표시하였다고 한다(이

용희 2013: 275).

북한은 2002년 9월 1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신의

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기본법을 채택하였다. 북한 지역은 신의주를

중심으로 하여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를 관할하며, 특수행정단위

로서 중앙에 직할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신의주를 위화도, 유초도, 비단

섬 등 주요 부속 섬 14개를 특별행정단위로 묶어서 중앙정부의 권한 밑

에 놓이게 된다고 보도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02/9/19).

9월 23일에는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국제무

역회사간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조인

하였다. 북한은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기업인 ‘양빈’을 임명하여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외부 자본유치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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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 용

9.12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 를 지정하고

총6장 101조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채택

9.23

o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국제무역회사간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 조인

- 김용술 위원장, 양빈 총재 서명(평양)

※ 조인 후 조창덕 부총리, 양빈총재와 담화 및 축하연

9.24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개최, 정령을 통해 양빈 장관 임명

(김영남 정령 낭독)

- 양빈, 전원회의에서 신의주 개발관련 합의이행을 서약

북한은 ‘양빈’의 장관 임명을 위해서 9월 24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 전원회의가 개최(통일부 2002: 1-3)되었을 정도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과 지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2>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일자별 내용

출처: 통일부(2002: 3)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정부청사와 금융가가 들어서는 특구 중심

지역, 공업단지, 국제공항-물류센터, 대규모 주거단지, IT공단-화력발전

소, 국제회의센터-무역전시관, 관광유람단지 등 7개 섹터로 구분하여 체

계적 개발을 위한 종합형 경제특구를 제시하였다(중앙일보 2002/10/3; 남

궁영 2003: 158 재인용).

남궁영(2003: 159-162)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의 배경으로 첫째, 심

각한 경제침체. 둘째,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조치. 셋째, 중국 경제

특구정책의 성공. 넷째, 미국에 대한 개방 제스처를 들었다. 위에 세 가

지가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는데 적극적인 이유라면, 네 번째는 소

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네 번째 이유가 신의주 특별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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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평안북도 북동부 중국접경

지정일 - 2002년 9월

관할행정구역

- 4개 시·군 50개 동·리

- 신의주시 대부분(31개 동 4개 리, 8개 동·리 일부)

- 의주군 일부(1개 리, 2개 리일부)

- 철산군 일부(2개 리 일부)

- 염주군 일부(2개 리·로동지구 일부)

법적근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정치제도

- 입법·사법·행정권 보장

- 토지 임대기간 50년 보장, 자체적인 연권 발급

-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통치

경제적 위치

- 중국과 서해에 인접하여 중국교역에 유리

- 경의선 종점

-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서비스 산업 예상

인구 - 34만명

면적 - 1백32㎢

주요 생산품 - 기계·화학·화장품·신발·방직

연평균 기온 - 8.8도

연평균 강우량 - 1천66mm

를 설치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고려와 준비 없이 시행되었

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 이후 북한을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북·일 정

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 안보위기를 벗어나려 했으

며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

를 지정했다고 보고 있다.

<표4-3> 신의주 특별행정구 현황

출처: 임채완(2004: 12) 재구성.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기본법을 공표하였다. 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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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대한 요지는 정치, 경제, 문화, 주민권리의무, 기구,

구장구기 등 총 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당국의 신의주 특별행

정구 지정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자율적인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독립적

인 기구로서 인정하려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신의주 특구 장관으로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인 네덜란

드 국적화교 출신의 양빈회장을 임명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발표 3일

후인 2002년 10월 26일 양빈은 중국 당국에 허위투자, 뇌물수수, 사기,

농경 토지 불법 점용 등 경제범죄 활동으로 공안국에 정식 체포 되었다.

양빈은 신의주 특구의 실질적인 설계자로서 당사자가 체포되면서 특구

추진에 대한 추진 동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신의주 특구 정책은 중단되었

다(이용희 2013: 277).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성패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긍정적인 면은 ① 도

로·철도 등을 통해 중국·러시아 대륙을 이을 수 있는 인프라 ② 수풍댐

발전소를 통한 풍부한 전력 ③ 압록강을 끼고 있는 공업용수의 활용이

있다. 부정적인 면은 ① 항만의 경우 공단 배우의 물류시설이 되려면 5

만톤급 이상의 배가 들어가야 하는데 신의주 항만은 수심이 낮아 준설이

필요함(수천억원의 투자비용) ② 철도·도록 등 육상교통을 통한 지나친

물류비용(서울-신의주 444km) ③ 북한과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회담을

통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 완화 필요 ④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 신

인도 등이다(임채완 20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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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특구 성패 분석

구분 구비 요건 실태

인프라

조성

전력·철도·항만·공업용수

등

- 수풍발전소(70만kw)의 소규모

수력발전소 다수

- 압록강·수풍호 등 풍부한 수자원

- 평의선·국제열차 통과

- 공항이 없고 압록강 하구에 위치해

항만 미발달

(신의주항 등 소규모 연해항구)

임금·노동

조건

국제경쟁력 갖춘 풍부하

고 값싼 노동력

- 외국투자기업 월 2백21원(1백달러)

수준으로 여타 특구보다 다소 높은

편

- 투자기업에 인력관리·임금 자율성

보장 미흡

- 인구 32만명으로 북한 5대 공업권

가운데 최소

투자보장

장치

안심하고 투자할 제도

보장

- 인증과세·투자 보장과 자유로운 송

금 허용 등과 같은 외국기업 우대조

치 부족

국제적

환경

대외수출·국제 금융 지원

가능한 대외 관계개선

조치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 완화 필

요

- 전략물자 반출 제도(바세나르 협정

등)로 제약

출처: 임채완 (2004: 14).

(2) 신의주 특별행정구 법률의 변화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는 ‘장관’의 책임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

며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독립적으로 부여 받아 “국가속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홍콩식 일국양제(한 국가의 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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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정에 관한 주권사항을 일임한 형태와 중국 선전(심천) 특구의 장점

을 결합한 절충형으로 만들어 졌다고 평가 받는다.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북한 경제운용시스템의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졌다(한겨레 21 2002/10/10). 이용희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가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특정행정단위로서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

를 중앙에 직할시키고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북한

정부의 특별행정구에 대한 개입이 최소화 되는 1국가 2체제의 모습을 보

이며 특구의 법률제도가 50년간 변치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특구의 자율

성과 안정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말한다(이용희 2013: 275-276).

정치 분야의 기본법에서 중앙은 외교 사업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

에 관여치 않는다는 규정은 사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것으로 보

여 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가가 행정구에 토지 개발 이용권과 권리권

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

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제 활동에 대하여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투자를 활성화 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구 분야에서는 입법회의가 입법권을 가지고 장관이 행정부의 책임자

이면서도 대표 행정부 및 구검찰소장 인사권까지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구장 구기에서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에서는 국가의 상징물 외에 국가의

구장, 구기를 사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두려 했으며 상징적인 지

역으로 대외에 홍보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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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치

- 국가는 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부여

- 향후 50년간 행정구 법률제도 불변

- 중앙은 외교 사업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에 불 관여

- 행정구 명의로 대외사업, 여권 발급 가능

경제

- 국가는 행정구에 토지 개발·이용·관리권 부여

- 국제 금융, 무역, 상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

- 행정구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말까지

- 국가는 행정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 보장

- 행정구내 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

문화

- 국가는 문화 분야의 시책을 실시하여 행정구 주민의 창조적 노력과

문화 정석적 요구를 충족

- 첨단 과학기술 수용,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개척

주민

권리

의무

- 주민은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 신앙에 따라 차별 없음

- 외국인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 부여

- 다른 지역 및 외국으로의 이주, 여행은 행정구에 위임

기구

- 입법회의가 입법권 가짐

- 입법회의 의원은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

- 입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선거

- 장관은 행정부의 책임자이자 대표 행정부 및 구검찰소장 인사권 가짐

- 검찰은 구검찰소, 지구검찰소 관할 재판은 구재판소, 지구재판소 관할

구장

구기

- 행정구는 국가의 상징물 외에 독자적인 구장, 구기 사용

- 행정구에는 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 안

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치 않음

<표4-5>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요지

출처: 통일부, 『신의주 특별행정구』지정관련 설명자료(2002) 10월 2일,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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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13개 경제개발구 신설과 2014년 6개 경제개

발구 추가 지정

(1) 13개 경제개발구와 6개 경제개발구 지정배경

① 13개 경제개발구 신설

북한은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를 통해 경제개발구 설치를 결

정했다. 김정은은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 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합니다.”(강정남 2013:

52)라고 말하면서 관광을 중심적으로 두면서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려 했다.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는 대외무역의 다원화·다양화 실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구 설치, 도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하려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

제특구를 활용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지정한 13개의 경제개발구는 경제개발구 4구역, 공업개발구

3구역, 농업개발구 2구역, 관광개발구 2구역, 수출가공구 2구역이다. 경제

개발구를 산업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경제, 공업, 농업, 관광, 수출

개발구로 5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오종문 2014: 165). 경제개발구를 설치

하는 지역의 특성과 중점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건설인 건물, 도로건설과, 전기,

통신보장 등이 반영된 계발 총 계획들은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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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개발구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방의

특성과 자율에 맡겨 운영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이 각

지방의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

한다. 그러나 북한도 경제개발구의 설치와 함께 평양과 라선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전람회, 전시회, 박람회들에 경제개발구개발총계

획들을 소개하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대외홍보와 외자유치

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조선중앙통신 2013/11/14).

북한의 경제특구는 특정한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

및 인프라를 제공하여 제도개편 및 인프라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외

국이 투자 유치제도이다(이석기 2013: 33). 북한은 경제특구를 통해 외자

를 유치하고 특정하게 지정한 지역만을 대외개방을 함에 따라 정권유지

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여 진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대외개방을 하고 있다는 부문

에서 중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가 지역발

전을 위해서 정책을 운영한 것처럼 최근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유현정 2014: 48).

② 6개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

2014년 7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했다"며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2014/7/23).

북한은 2013년 11월 신의주 특수경제지대를 비롯한 13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한 후, 2014년 7월 23일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한 것이다. 북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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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특구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

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5개 경제특구와 19개 경제개발

구가 지정됐다(헤럴드경제 2014/7/28).

북한이 경제개발구에 국력을 집중하는 배경은 지방경제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3월 노동당은 경제·핵 무력 병진노선

을 채택하고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6·28조치 등 지방 및 하부 단위에

대한 분권화에 바탕을 둔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임호열 2014: 3). 지

방의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6·28조치, 지방경제 발전, 기업소

독립채산제 등 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북한의 대내정책기조 전환

과 같은 경향을 보이는 대외경제정책으로 지방의 특색에 맞는 개발구가

다수 신설되었다(임호열 2014: 4).

<그림4-1> 북한 19개 경제개발구·신의주 특구

출처: 연합뉴스(20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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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개발구법 지정과 신규법규

2013년 5월 29일에 지정된 ‘경제개발구법’은 북한 전역에 경제특구를

확대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이 새로운 단계

(phase 2)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경제특구의 점-선-면 확산

이라는 흐름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8)

경제개발구 지역을 선정하는 원칙(제11조)는 1. 대외경제협력과 교류

에 유리한 지역. 2.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

역. 3.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4.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

해하지 않는 지역을 기준하여 선정하였다. 지역선정의 원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중심을 두면서도 주민들과의 접촉이나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을 기준하여 선정하려했다.

대외개방을 통한 외부문물과 정보들이 주민과 다른 지역에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으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

앙급 경제개발구 창설 신청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지방급 경제개

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에서는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 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도(직할시)안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제15조(중앙급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에는 “중앙급

8) 경제개발구법은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기반이 되는바, 특정 지역이

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확산이 되도록 한 것은 북한 경제특구가 새로운 단계(phase 2)

로 넘어가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점에서 선/면 단계로 넘

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나선지대가 지정된 지 22년이 경과한 후 나

타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중국의 경제특구 흐름과 유사하게‘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경제개발

구법은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이 있기 전에 선과

면으로 확산이 있었는바, 개성과 나선지대의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개발구가 도입된 것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유욱 2013: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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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 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

건을 함께 낸다.”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관련된 업무가 서로 구분되

어지고 특성에 따라 운영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방급 경제

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서 중앙 특수경제

지대 지도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직할시)안의

해당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중앙기관과 협

의하지 않고 그 지방에 있는 기관들과의 합의를 통해 지방급 경제개발구

의 창설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지방정부 기관과 중앙정부의 업무가 서

로 구분되서 운영하려 한다. 제31조(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서는 “경제개

발구의 관리는 중앙 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

회의 지도 방조 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

32조(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이 명

시하고 있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기업의 독자성보장. 3. 경

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국제관례의 참고를 통해 관리한다고 쓰여져

있다.

제33조(중앙 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의 사업내용)에서는 중앙 특수경제

지대 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

의 발전전략안작성. 2.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3.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

련계. 4.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5.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준의 검토승

인. 6.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다. 중앙 특수경제지도 기관이 특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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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해당 국가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제5조(투자가에 대한 특혜), 제6조(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

부문),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제8조(신변안전

의 보장) 등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제11조(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 제12조(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제13조(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과 그 정형통지), 제17조(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등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제19조(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제22조(개발계획의 작성

과 승인), 제24조(토지임대차계약), 제25조(토지임대기간

및 임대기간연장), 제29조(토지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

대가격), 제30조(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등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제31조(경제개발구관리기관), 제32조(경제개발구의 관리원

칙), 제33조(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제34

조(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제35조(관리기관의

구성과 책임자), 제36조(관리기관의 사업내용), 제37조(관

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제42조(종업원 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제45조(기업소득

세률), 제47조(외화, 리윤, 재산의 반출입), 제48조(지적소

유권의 보호), 제50조(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

출입조건보장), 등

제6장 장려 및 특혜

제52조(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제53조(기업소득세의 감

면), 제54조(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반환특혜), 제55조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제56조(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

대상), 제57조(물자의 반출입신고제) 등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59조(신소와 그 처리), 제60조(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61조(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제62조(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제34조[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에서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는 자기 지역에서 소속한 경제개발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

다고 명시되어 있다. 1. 관리기관의 조직. 2.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

같은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한 국가관리 문건의 작성 및 시달. 3. 관리기

관의 사업방조. 4.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 보장. 5. 이

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표4-6>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

출처: 유욱(20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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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규 제정 조항 수 하위 조항의 주요 내용

경제개발구법 2013.5.29.
64조항

(부칙포함)

법 개요, 설립, 개발, 관리, 경

제활동, 장려 및 특혜, 분쟁해

결 등

경제개발구 창설규정 2003.11.6. 21조항
경제개발구 창설 관련 구체적

인 규정

경제개발구법 제3조(관리소속에 따르는 경제개발구의 구분)을 보면,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

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전의 법과 구

별되는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지방개발구의 설치근거를 마련

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구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개성공업지구법이나 금강산국제관

광지구법, 신의주특별행정구법에서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어떠한 역

할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었다. 다만, 나선법(제30조)에서 시행세칙을

작성하고 노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된 역할만 부여했었다.

이와 달리 경제개발구법은 “관리소속에 따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관리”하며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에는 창설신청을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할 수 있게 열어놓음으로써 도(직할시)가 지방

급 경제개발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유욱 2013: 76).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비교하면 신변안전 조항이 강화되었고 개발 당

사자에 북한 기업소, 기관을 추가했다. 경제개발구 내에 있는 토지, 건물

의 재임대를 허용한다는 점도(배종렬 2014: 39) 경제개발구법에서 새로

이 추가되었다.

<표4-7> 경제개발구 관련신규법규 제정현황(2012.8~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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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 관리

기관운영규정
26조항

일반규정, 관리기관의 기구,

사업 내용, 분쟁해결

경제개발구

기업창설운영규정
47조항

일반규정, 기업의 창설 및

등록, 경영활동, 재정회계,

해산, 제재 및 분쟁해결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2014.3.5 38조항

개발계획, 개발기업 선정,

철거, 개발공사, 제재 및

분쟁해결

경제개발구 노동규정 2013.12.12 58조항

일반규정, 노동력 채용과

해고,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 노동보호,

사회문화시책, 제재 및

분쟁해결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 2014.2.19 69조항

일반규정,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영향 평가,

환경오염방지, 페기시설물

취급처리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2013.9.12

31조항
일반규정, 관리위원회의 기구,

사업내용, 신소 및 분쟁해결

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창설 운영규정
50조항

일반규정, 기업의 창설,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의

재정회계, 기업의 변경 및

해산, 제재 및 분쟁해결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
49조항

일반규정, 개발계획,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 경영,

도급생산경영,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제재 및

분쟁해결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58조항

일반규정, 노동력 채용과

해고,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 노동보호, 사회문화

시책, 제재 및 분쟁해결

라선경제무역지대

도로교통규정
2013.6.6 67조항

운전자격 심사, 차량 등록 및

기술검사 등 도로교통

지도통제

라선경제무역지대

인민보안단속규정
2013.2.6 43조항

일반규정, 단속 및 조사,

법질서 위반자 처리, 제재 및

신소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노동규정
2012.12.3 47조항

일반규정, 노동력 채용과

해고,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보수, 노동보호, 사회문화

시책, 제재 및 분쟁해결

총 법규수 14개 법규(규정 초함), 668조항(부칙 2조항 포함)

출처: 임호열(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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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와 관련된 법규수를 보면 외국인투자 부문에 직접 적용되는

법규는 개정 전 2012년에는 16개였지만 2014년에는 14개 법규로 줄었다.

대외경제사업 관련 법규도 2012년 30개 법규에서 2014년 26개 법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특수경제지대 관련된 법규는 2012년 8개 법규에서

24개 법규로 크게 늘어났다. 북한에서 대외경제에서도 특구에 대한 관심

과 개선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8> 최근 대외경제 부문 관련 법규 수 변화 동향(2012.8~2014.11)

대외경제 부문 관련 주요 법규부문 개정 전(2012) 개정 후(2014)

외국인투자 부문에
직접 적용되는 법규 16개 법규 14개 법규

대외경제사업 관련 법규 30개 법규 26개 법규

특수경제지대 법규
(경제개발구, 나선특구,
금강산관광특구)

8개 법규 24개 법규

합 계 54개
법규(규정포함)

64개
법규(규정포함)

출처: 임호열 (2015: 3).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

방급 경제개발구의 업무가 구분되고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

의 경제개발구를 법에서 지정된 범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

다. 중앙에서 일방적인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특구를 통

해서 법규가 새로 지정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지방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창의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단점으로는 13개 경제개발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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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어려움과 가용한 물적·인작 자원의 제약, 그리고 사회주의적 방

식에서 오는 문제점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유욱

2013:77)

(3) 전국적인 경제개발구 지정에 따른 지역의 변화

① 13개 경제개발구 지역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경제특구는 2013년 13개 지역(이후 6개 지역

을 추가로 지정)을 경제특구(개발구)로 개발한 것에서 볼 듯이 지역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서 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조선신보 2013년 11월

19일자 보도에서는 “지방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도내 주민들의 생활향상

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글을 싫으면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개

발구)에 대한 목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김정은은 ‘1도

(道) 1특구’의 정책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도(道) 1특구’ 정책은 지역 환경에 맞는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주민소득의 증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영기 2015:46).

김정은은 “력사적인 창성 련석회의 정신을 구현하여 군을 강화하고 군

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모든 군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 발로 걸어 나갈 때 힘 있는 군으로 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황이철 2013: 41)고 말하였다.

김은순(2014: 55-56)은 “특수경제지대는 일반적으로 7개 부류 즉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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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공업형, 공엄무역결합형, 종합형, 과학기술형, 금융형, 관광형으로

구분되고 주요 류형은 자유항과 자유무역지대, 보세구, 수출공업가공구,

자유변강구, 중개구(중개항), 과학기술개발구, 종합형 특수경제지대 등이

있다.” 고 설명한다.

북한이 추진하려하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압

록강경제개발구와 만포경제개발구는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 주요산

업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혜산경제개발구는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 주요 산업으

로 하며 청진경제개발구는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전자제품, 경공업,

수출가공업을 산업의 주요 방침으로 삼고 있다.

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온선섬관광개발구는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등을 목표로 지정하였으며 신평관광개발구는 유람, 휴양, 체육,

오락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하려 하고 있다.

수출가공구인 송림수출가공구는 수출가공, 창고·화물운송 등 물류업을

중심으로 하며 와우도수출가공구는 수출가공구로 수출지향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수출가공구이지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송림수출가공구는 수

출을 위한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려 하며 와우도수출가공구는 외부로부

터의 주문을 통해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개발구인 북청농업개발구는 과수·과일 종합가공, 축산업 중심, 어

랑농업개발구는 농축산, 양어, 연구개발기지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북

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농업 생

산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북한의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이중에서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가장 큰 규모는 신평관광개발구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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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위치) 유형(유치업종) 협력방식
(총투자액)

규모(특기사항)

압록강경제개발구
(평북 신의주시
용운리

경제개발구
(현대농업·관광휴양·무

역)

합영 또는
단독

(2.4억 달러)

약 6.6㎢
(전기, 가스 중국
경내보장이
합리적)

만포경제개발구
(자강 만포시
미타리·포상리)

경제개발구
(현대농업·관광휴양·무

역)

합영
(1.2억 달러)

약 3㎢
(전력은

장자강발전소)

위원공업개발구
(자강 위원군
덕암리·고성리)

공업개발구
(광물자원과

목재가공·기계설비제
작·농토산물가공 등)

합영 또는
합작

(1.5억 달러)

약 3㎢
(전력은

만포연하발전소)

신평관광개발구
(황북 신평군
평화리)

관광개발구
(유람·휴양·체육·
오락 등)

합영 또는
단독

(1.4억 달러)

약 8.1㎢
(100KVA 능력
자체발전소 공사

진행)

송림수출가공구
(황북 송림시
서송리)

수출가공구
(수출가공·창고보관·

화물운송)

합영 또는
단독

(0.8억 달러)

약 2㎢
(이동통신 가능,

전력은
1km지점에

22만KVA 변전소)

현동공업개발구
(강원 원산시

공업개발구
(정보산업·경공업·

합영 또는
단독

초기면적 약 2㎢
(전력은

8.1㎢로 100KVA 능력자체발전소 공사 진행을 하려 한다.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려 하다 보니 개발 규모도 크고 전력에 대한 공사도 함께 진행하

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전체적으로 해외로부터의 합영과 합작 또

는 단독으로 투자에 대한 유치를 받으려 하고 있다. 특기사항을 보면 대

부분의 지역이 발전소와 변전소 그리고 전기, 가스 공급에 대한 신규건

설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더

라도 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관광 온 사람들이 북한의 전력난으로

인해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

기에 이 부문에 대한 투자와 설치가 절실하다.

<표4-9>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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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리) 관광기념품) (1.0억 달러)
안변청년발전소

등)

흥남공업개발구
(함남 함흥시
해안구역)

공업개발구
(보세가공·화학·건재·

기계설비)

합영 또는
단독

(1.0억 달러)

1차적으로 약 2㎢
(전력은

장진강발전소 등)

북청농업개발구
(함남 북청군
문동리·

부동리·종산리)

농업개발구
(과수·과일종합가공·축

산)

합영 또는
단독

(1.0억 달러)

약 3㎢
(전력은

허천강발전소
안곡

1차변전소)

청진경제개발구
(함북 청진시
월포리·

수성동·남석리)

경제개발구
(금속가공·기계제작·건
재·전자부품·경공업·수
출가공·중계수송)

합영 또는
단독

(2.0억 달러)

약 5.4㎢
(전력은

청진화력발전소)

어랑농업개발구
(함북 어랑군
용전리)

농업개발구
(농축산·양어·
연구개발기지)

합영 또는
단독

(0.7억 달러)

약 4㎢
(전력은
신규건설된
어랑천발전소)

온성섬관광개발구
(함북 온성군
온성읍)

관광개발구
(골프장·수영장·경마장
·민속음식점 등)

단독 또는
합영

(0.9억 달러)

약 1.7㎢
(전력·난방·가스보

장
과 관련된 시설
신규건설 필요)

혜산경제개발구
(량강 혜산시
신장리)

경제개발구
(수출가공·현대농업·
관광휴양·무역 등)

합영 또는
단독

(1.0억 달러)

약 2㎢
(전력은

삼수발전소)

와우도수출가공구
(남포시 영남리)

수출가공구
(수출지향 가공조립)

합영 또는
단독

(1.0억 달러)

약 1.5㎢
(주변에

60만kW중유발전
소·

1만kW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출처: 배종렬(2013: 3)

② 19개 경제개발구 지역

2014년에 새롭게 신설된 6개 경제개발구는 청수관광개발구, 청남공업

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

기술개발구이다. 기존의 13개 경제개발구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산업의

유형은 첨단기술개발구와 국제녹색시범구이다. 북한이 평양에 과학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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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 지역 면적 주요 산업
투자액

(억달러)

압록강경제개발구 평안북도 1,5㎢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2.4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3㎢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2

위원공업개발구 자강도 3㎢
광물자원 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 제작, 농토산물 가공
1.5

온성섬관광개발구 함경북도 1.7㎢ 골프장, 경마장 등 관광개발구 0.9

혜산경제개발구 량강도 2㎢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0

청수관광개발구 평안북도 - - -

송림수출가공구 황해북도 2㎢
수출가공업, 창고⋅화물운송 등

물류업
0.8

와오도수출가공구 남포시 1.5㎢
수출 가공조립업, 보상무역,

주문가공
1.0

청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 - -

택단지를 건설하고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난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새롭게 신설된 경제개발구를 통해 나타난 것 같다.

19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액을 보면 압록강경제개발구가 2.4억 달

러로 가장 크다. 압록강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과 연계한 관광과 무역을

염두하고서 발전시켜 나가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청진경제개

발구는 2억 달러로 금속, 기계, 건재, 전자, 경공업 등 북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산과 수출이 이곳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청진은 지역

적으로 동해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 무역을 통해 산업

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북한이 새롭게 추가한 경제개발구

에 대해 “중국 기업인을 크게 유인하는 요소”라며 “특히 변경무역이나

가공업분야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 했다(헤럴드경제

2014/7/28).

<표4-10>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19개 경제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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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천농업개발구 평안남도 - - -

진도수출가공구 남포시 - -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황해남도 - -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평양시 - - -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8.1㎢
체육, 문화, 오락 등 현재

관광지구
1.4

현동공업개발구 강원도 2㎢
보세가공,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 생산, 광물자원
1.0

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2㎢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 제작
1.0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남도 3㎢ 과수업, 과일 종합가공, 축산업 1.0

청진경제개발구 함경북도 5.4㎢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전자제품, 경공업, 수출가공업
2.0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4㎢
농축산기지, 채종, 육종 등

농업과학연구개발단지
0.7

출처: 조봉현(2014: 53)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조성계획을 보면 농축산 산업으로 은정차 재배,

농업, 전복 양식장 건설과 돼지공장, 소목장, 젓소목장 등을 설치하려 하

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해수욕장과 골프장, 호텔 및 봉사시설을 갖춰서

관광단지로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에 활동한 중화권 투자 그룹을 유치해서

황해남도 강령군에 무공해산업, 관광 등을 육성하여 국제녹색시범기지를

조성하려 한다(조봉현 201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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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농 업
은정차 재배: 500정보, 녹색시범농장 : 논 100정보, 온실
농업: 1300㎡ 규모의 온실 8동

수산업 1,000정보의 연해지역에 해삼 및 전복 양식장 건설:
10,000톤의 해삼, 4,000톤의 전복 생산

축 산 1,000톤 규모의 돼지공장 3개, 500마리 이상의 고기용
소목장, 500마리의 젖소목장, 풀판 조성.

과 수 2,200정보의 우량품종 과수나무 재배

녹색식품가공 2,000톤/년의 건조과일 생산, 1,000톤/년의 젖 가공품 생산

에너지 5만kw

해수욕장 10km 구간에 5,000명/일 수용능력의 해수욕장 건설.

골프장
200정보의 구릉지대에 전반주로 9개(4㎞), 후반주로
9개(4㎞)의 주로로 된 골프장 건설

호텔 및

봉사시설
5,000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호텔, 편의봉사시설, 상업망 건설

살림집건설
2만 5,000세대의 살림집 개건보수, 2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여 현지 주민들과 노동인력
의 생활조건 보장

<표4-11>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조성 계획

출처: 조봉현(201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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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 호혜적인 관계의 절단을 의미했다. 북한으로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의 관계 정상화와 개선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세계정치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결정

제74호에 의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은 지역적인 변화와 제도적인 측

면 그리고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 했다는 점 등

에서 다른 정책과 큰 차이를 가진다. 즉,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의 첫 지정은 중앙과 지방행정체제 간에 자율적 위상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에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

국이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대당국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주었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1993년 10월 라진·선봉시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

었으며 교통인프라 건설계획을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려

했다.

북한은 2002년 9월 1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신의

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였고 기본법은 정치, 경제, 문화, 주민권리의무,

기구, 구장구기 등 총 6장 101조로 구성하였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기업인 ‘양빈’을 임명하여

‘장관’의 책임 하에 별도로 운영하려 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대한

권한을 기업인에게 맡겨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 것이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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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행정권·사법권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부여 받아 “국가속의 국가”

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 중앙의 관리가 아닌 해외 관리를 영입하고 법

률도 독자적으로 운영케 함에 따라 지방의 자립을 높이려 했고 특구를

통한 자율적인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2013년에는 13개 경제개발구 신설과 2014년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북한 전역에 경제특구를 확대하였다. 이전까지는 특정 지역

에만 특구를 설치하였지만. 2014년 19개 경제개발구를 중앙과 지방에 설

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각 지

방마다 경제개발구가 들어섬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내용

으로 산업을 지정했다.

2013년 5월 29일에 지정된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사항을 보면, 북한

경제특구에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14조(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창

설신청문건 제출), 제15조(중앙급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에 따

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에 창설 신청 문건을 제출해

야 한다. 제31조(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서는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

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 방조 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라고 하면서 지방과 중앙급 경제개발구 간

에 업무가 서로 분장되어있으며 경제개발구 지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경제개발구의 사회기반시설 계발 총 계획들은 해당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작성하게 하였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든

것을 관할하지 않고 그 지역의 인프라 구성과 작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

게 하면서 행정의 간소화를 추구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중앙과 지방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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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중앙으로부터 자율적인 권한이 증가하였고 자율적인 위상을 가지

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 현상은 아직도 중앙주도형 불

균형발전 과정에 있다. 지방이 전적으로 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집

행해 나가지 못한다. 아직도 중요한 사항은 중앙을 통해야 한다.

북한은 점진적으로 중앙주도형 균형발전적인 모습을 나아가고 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화와 분권화 어느 한 쪽에 취우 친 모습은

좋지 않다. 북한은 집권화와 분권화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균

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아직은 중앙의 통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계획과 개발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은 해외로부터의 투자는 라진-선봉을 제외하면 전무한 수준에 있다. 북

한은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지원받으려면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과 안보의 위협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

심을 돌이키고 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해외 투

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규를 보장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명암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구 확대 정책을

통해 북한의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업무가 분권화되고 자율성이 확대되었

다는 것에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북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분권

화가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앙의 통제는 더욱 완

화되어야 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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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함의

북한의 1991년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첫 지정에서부터 2014년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확대 설치는 경제 개방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북한은 전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주요사업과, 투

자액 그리고 조성계획을 작성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전 국

토를 대상으로 하여 주요한 지역을 외국에 개방하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확대 지정으로 평양과 대도시 그리고 지방은 경제

개발구법의 영향 하에 중앙의 통치에서 각 지역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립은

북한 사회에 있어서 중앙의 통치가 더 이상 모든 부문을 관할할 수 없고

통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중앙 당국은 기본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주도해가면서 각 지역

의 자립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진다. 각 지역 시, 도, 군에서는 자

력갱생의 구호 하에 자체적으로 원료와 자재를 조달하고 생산과 처분에

대한 자율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의 중앙 계획 경제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가운데, 전 지역

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오히려 북한 정권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

다. 이미 북한은 경제특구를 통해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으로 상당 부문

전이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자본주의의 황색바람이 들어올 것에 대해 염

려하지만 폐쇄적인 구조 하에 중앙의 강권적인 통치는 오히려 북한 정권

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북한 정권은 경제와 행정부문의 중

앙의 기본적인 통제 하에 각 요소에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정권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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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북한의 19개 경제개발구 확대정책은 경제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분권화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

다.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세계 각 나라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조금씩 투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는 스필오버 효과처럼(Spillover effect) 특정 지역

에 대한 투자와 혜택을 흘러넘치게 하여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특구를 통한 북한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은

통일을 준비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북한 경제특구는 해외투자와 유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인프라 건설

과 환경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

야 할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정비해 나간다면 통일

시 발생할 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를

통한 해외 자본가들의 유입과 서방 문물은 북한 체제 뿐 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의식구조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5년 올해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한 민족

으로 보기에는 삶의 여건과 언어의 이질성도 점차 상이해지고 있다. 북

한의 경제특구를 통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정부와 기업의 진출은 서로의

이질성을 하나로 엮어 통일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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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

택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제1조(경제개발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

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

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경제개발구의 정의와 류형)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

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

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제3조(관리소속에 따르는 경제개발구의 구분)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

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소속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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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주관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

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가에 대한 특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

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

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거나 일시 리

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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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변안전의 보장)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

다.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적용법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

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제10조(경제개발구의 창설근거)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한다.

제11조(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2.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지역

3.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4.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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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기된

내용을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제기받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

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과 그 정형통지)

다른 나라 투자가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려 할 경우 자기 나라정부의 사

전승인을 받으며 그 정형을 우리 나라 해당 기관에 문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통

지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

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도(직할시)안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5조(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작

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

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6조(련관기관들과의 합의)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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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원회에 제기하기 전에 련관중앙기관들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

기할 경우 련관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개발구의 창설공포)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가 한다.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제19조(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2.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3.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4.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5.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6.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7.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제20조(개발당사자)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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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수 있다.

제21조(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개발기업을 등록하고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은 지역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한다.

개발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하며 세부계획의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이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23조(개발방식)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할수 있다.

제24조(토지임대차계약)

개발기업은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

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과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

과 지불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해당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기업

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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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토지임대기간 및 임대기간연장)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은 해

당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26조(토지리용권의 출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

우 정해진데 따라 토지리용권을 출자할수 있다.

제27조(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비용부담)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주민

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한다.

제28조(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건설은 개발기업이 한다.

개발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하부구조,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

하여 할수 있다.

제29조(토지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

할수 있다.

개발한 토지의 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30조(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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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등록

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고 해당

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제31조(경제개발구관리기관)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

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

은 명칭으로 조직할수 있다.

제32조(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기업의 독자성보장

3.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국제관례의 참고

제33조(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작성

2.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3.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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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5.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준의 검토승인

6.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4조(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소속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사업을 한다.

1. 관리기관의 조직

2.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 같은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한 국가관리

문건의 작성 및 시달

3.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4.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

5.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5조(관리기관의 구성과 책임자)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과 실리에 맞게 필요한 성원들로 구

성하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책임자는 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리기관사업을 주관한다.

제36조(관리기관의 사업내용)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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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7.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8.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9.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0. 관리기관의 규약작성

11. 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37조(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기관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데 따

라 예산편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중앙특

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제38조(기업의 창설신청)

경제개발구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문건

을 내야 한다.

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

인하거나 부결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9조(수속절차의 간소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관리기관은 기

업창설과 관련한 신청, 심의, 승인, 등록 같은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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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업등록과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관

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그

러나 다른 나라 기업의 지사, 사무소는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41조(로력의 채용)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로동행정기관에 로력채용신청문건을 내고 로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합의하

여야 한다.

제42조(종업원 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경제개발구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한다.

제43조(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

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

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기업의 회계)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경제개발구에 적용하는 재정

회계관련법규에 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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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

습에 따른다.

제45조(기업소득세률)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46조(류통화페와 결제화페)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페와 결제화페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한

다.

제47조(외화, 리윤, 재산의 반출입)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밖

으로 내갈수 있다.

제48조(지적소유권의 보호)

경제개발구에서 지적소유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지적소유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9조(관광업)

경제개발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풍치와 환경,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투자가는 정해진데 따라 관광업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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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투

자가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

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유가증권거래)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6장 장려 및 특혜

제52조(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

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

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

제하여 줄수 있다.

제53조(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

어주거나 면제하여 준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규정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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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반환특혜)

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

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

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55조(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

는다.

제56조(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대상)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

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7조(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개발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

에 낸다.

제58조(통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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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확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

한다.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59조(신소와 그 처리)

경제개발구에서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0조(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수

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61조(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

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62조(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해당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최

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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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

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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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utonomous

status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Song, Jinhae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North Korea designated ‘Free Economic Trade Zone’ in Lajin 

and Seonbong in 1991 for the first time in order to overcom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destruction of socialistic 

countries in the late of 1980s. It is of great importance as North 

Korea enacted new laws for foreign investment and attraction and 

allowed autonomy.  

  In September 2002, North Korea designate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and attempted to operate it under 

capitalistic manner by assigning its authority to foreign business 

ersons. And it granted independency on legislative,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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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udicial rights which was assessed as ‘a state in the state’. 

  Since then on, North Korea continued to attemp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on Lajin and Seonbong, and attempted to 

progress development of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China. But, the result was poor.  

  When Kim Jeongun’s regime is installed, North Korea designated 

additional 13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in 2013 and another 

6 in 2014. As installation of special districts in all areas of North 

Korea other than specific areas, the independency and autonomy 

of regions expanded more. As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 

appears in each region, industry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were selected. Through the economic special 

districts, the power of governments is distributed locally.  

  But, the autonomy statu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by 

economic district is imbalanced due to central leading. To solve 

overseas investment, a problem of North Korea’s economic 

districts, they must restore reliability from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y must enhance autonomy of local for the economic 

special district operation and secure and protect operating right of 

overseas investment together with securing investment regulation. 

  There are lights and shadows of North Korea’s economic 

special district. But, it is positive that the administrative work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decentralized and 

autonomy is expanded. In order for decentralization to lead to 

local leading balanced development, the central control must be 

loosed and autonomy must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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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eems that North Korea would expand local economic 

autonomy under the central political control to maintain the 

regime.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there is 

difficult to involve all area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at 

requires independent and self-reliance regionally. Accordingly, it 

seems that North Korea’s economic special zone policy could be 

expanded more and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would be given 

on areas which are not designated as special district. 

  The expansion and vitaliz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pecial district could have positive impacts on unification. The 

investment of economic special district by South Korea would give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and benefits of specific area like 

Spillover effect that contributed to the economic vitalization, local 

development and reduction of unification cost. 

  2015 is 70th year of divis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the heterogeneity between South and North gradually 

expands, the interest and support of South Korean Government on 

North Korea’s economic special district would contribute to 

restore of relation of the two and to shed light on the way of 

unific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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