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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중관계와 로컬의 정치적 동학 

단둥-신의주 네트워크와 스케일의 정치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단둥과 신의주를 대상으로 북중관계의 영향 속에서 

벌어지는 로컬의 정치적 동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차원의 북중관

계 냉각 속에서도 로컬 차원에서는 초국경 경제협력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새로

운 협력사업이 시작되는 데 주목해 로컬 차원의 독자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질

문하고, 이해관계 실현을 둘러싼 동학을 분석한다.  

하위 행정단위로서 국가와 동일한 이해를 가진 대상으로 로컬에 접근하는 것

을 넘어 다양한 행위자의 실천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로컬의 정치적 동학을 구체적

으로 탐구한다. 먼저 범위 내에 구획되고 고착된 것으로 특정 장소/도시/지역을 

이해하는 대신 주변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며 주변과의 연결을 영향받으며 장소

성이 형성되는 데 주목한다. 장소 내외부의 다양한 행위자가 네트워크적으로 연결

되며 동태적으로 장소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와 동시에 수직적 위

계로서 고정된 층위(level) 대신 행위자의 전략적 개입을 통해 스케일(scale)이 구

성되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로컬정치를 국가 하위 행정단위 내의 문제해

결 과정으로 축소시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로컬 행위자의 자율적 실천이 다층적, 

다중스케일적으로 벌어지는 과정과 그 동학을 검토한다.  

연구대상인 단둥과 신의주는 북중 접경지역의 ‘쌍둥이 도시’ 중 하나로 불리며

북중무역의 60∼80%가 경유하는 곳이다. 1990년대 중반, 한중수교 이후 북중간 

갈등이 노정되던 시기에 북중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북한 당·정 무역회사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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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에 상주하기 시작하고 이들의 ‘대방’으로 단둥 내 개별 무역회사 수가 급증하면

서 임가공, 중계무역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고, 단둥시정부가 북중무역 확대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면서 단둥-신의주 커우안이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북한 주재원이 상주하는 단둥은 무역 관련 계약과 사업 논의, 각종 수속이 이뤄지

는 북중 경제사업의 중심으로, 각급 회사의 지사·출장소, 물류창고가 설립된 신의

주는 주요 물류기지로 변화했다. 중국 로컬과 북한 중앙이 비대칭적으로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면서부터 단둥-신의주의 연결에 근거한 장소성을 주조하며 두 도시

의 상호의존적 성장을 이끌었다. 북한 각 기관 산하 무역회사, 단둥의 무역·관광회

사는 지리적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고, 

단둥 당·정기관 또한 세수 확보와 개인적 승진을 이유로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며 

‘의존의 공간’을 형성한다.  

본 논문은 단둥-신의주의 연결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당·정기관과 

무역회사를 노드로 정의해 사회연결망분석을 실행했다. 분석결과는 두 가지를 보

여준다. 첫째, 각급 당·정기관을 노드로 삼은 정부 네트워크의 경우 단둥시 단둥시 

당·정의 북한과의 연결이 2000년대 이후 신의주, 평안북도 로컬 중심에서 북한 중

앙 당·정 각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경제적 이해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면서 정부 

간 연결이 다층성을 띄게 된 것이다. 둘째, 북중 무역회사를 노드로 정의한 무역 

네트워크는 일대 일 연결 중심의 포도송이 네트워크 형태를 띤다. 개인적 관계에 

의존하는 북중무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다. 특히 단둥 노드는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이 커 북한 노드가 단둥 노드를 통해서 중국, 일본, 한

국 등 기타 국가와 연결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외부 국가

를 잇는 인적, 물적 흐름이 단둥-신의주에 집중되어 있어 네트워크의 연결에 의존

해 ‘의존의 공간’을 이루는 중국 로컬과 북한 중앙의 행위자는 경제적 우위를 발휘

하고, 이를 보호·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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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이해는 공유하지만, 중국 로컬과 북한 중앙은 네트워크

확대 방향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며 갈등한다. 단둥시-랴오닝성은 2000년부터 단둥

항과 단둥신취 개발을 위해 현 중조우의교 외에 추가적인 압록강대교 건설을 추진

해 왔다. 북한 중앙정부는 단둥 주도의 대교 건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같

은 시기 독자적으로 신의주-대계도항 중심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 단둥시는 북한

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교 건설을 로컬의 도시개발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유라시아 물류 대통로’의 일부인 국가스케일의 사건으로 프레이밍했다.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의 자원을 활용해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시키는 데 성

공한 것이다. 대교 건설 과정은 로컬의 경제적 이해가 중앙의 안보적 이해와 접합

되어 ‘연대의 공간’을 이루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어 다중적 층위와 스케일를 

넘나드는 로컬의 정치적 동학을 보여준다.  

로컬정치의 범위가 다중적으로 확대된 것은 중국에서 국가의 안보적 이해가 

로컬의 경제적 이해와 접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앙의 안보적 이해는 로컬의 

구상을 현실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제약하는 조건으로도 작용한다. 중국

의 경우 로컬의 경제적 이해는 국가의 경제적 이해와 구분되므로, 극대화되더라도, 

안보적 이해라는 일정한 제한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로컬의 자율성은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신의주가 주도하는 단둥과의 협력, 

즉 로컬 대 로컬의 협력이 일부 진행되는 단계라 로컬의 자율성은 맹아적인 형태

에서만 발현된다. 다만 북중관계 경색 시기 범위와 밀도가 크게 감소하면서도 ‘장

소의존적 이해’는 여전히 남아 있어 로컬 차원의 협력과 실험의 기반이 된다.  

본 논문은 로컬의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로컬 주도의 자율성이 특정 행정단

위를 넘어 다층적, 다중스케일적으로 펼쳐지는 동학을 밝혔다. 국가의 경제적 이해

와 로컬의 경제적 이해와 동일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국가의 안보적 이

해와 경제적 이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검토해 로컬에는 존재하는 장소의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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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이해관계자가 북중관계의 경색 속에서도 로컬 차원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추동하는 동학을 설명했다. 로컬과 국가를 분석적으로 구분하고 로컬의 이해를 고

려하는 본 논문의 분석틀은 그간의 국가 중심적 북중관계 접근과 상이한 접근법이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북중관계 진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북중관계의 미시적인 측

면을 이해하는 한편, 나아가 남북 간 경제협력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적 함

의가 존재한다 하겠다.  

 

주요어: 북중관계, 로컬정치, 초국경협력, 의존의 공간, 연대의 공간, 스케일의 정

치, 네트워크, 사회연결망분석 

학번: 2013-3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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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1 

1.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북중관계는 “역사상 

최악의 시기”(N1, 2017.9)를 겪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5월 4일 북한 조선중

앙통신은 중국을 직접 거론해 비판했다. “조중 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는 개인 필명의 

논설을 통해서다. 9월에는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언론 실명을 거론한 개인 필명의 

논설도 내놓았다. ‘개인 필명’이라는 형식을 빌어 수위를 조정했으나 북한이 중국

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북중관계 균열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

국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핵실험을 두고 1,2차 핵실험과 다르게 북한을 압박했

다. 유엔안보리가 단계적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중국의 동참이 계속되면서 북

중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2015년 석탄, 무연탄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2017년 인력 송출과 수산물, 의류 수출 역시 제한해 사실상 북한의 주요 수

출 품목 모두에 대해 제재가 실시되었다. ‘북중 친선의 상징’으로 꼽혔던 신압록강

대교는 건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개통이 연기되었고, 북중 공동개발·공동관리 사업

으로 추진된 황금평-위화도와 라선 개발도 보류되었다.  

같은 시기,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목격되었다. 2014년 단둥과 

훈춘은 북한에서 가공을 마친 제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공식 도

입했다. 같은해, 평안북도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단둥 외곽의 관광지와 연계된 청수

                                           
1 이 논문은 2017년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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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구 관광을 시작했다. 2016년 단둥-신의주 간 무비자 반일관광이 시작되었

고, 단둥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무관세시장인 호시무역구가 100년 만에 부활했다.  

2017년 상반기 북중 간 ‘말의 공방’ 와중에도 단둥과 평양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처음으로 개통되었다. 단둥에서 국제항로가 개통한 것은 인천으로 직항노

선이 운영된 것에 이어 평양이 두 번째다. 다시 말해 북중관계의 냉각에도 ‘불구하

고’ 접경지역에서 북중 간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형

상에 주목해 접경지역에서 발견되는 정치·경제적 동학이 국가와 상이한 이유에 대

해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은 “많은 경우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위치와, 다른 국가에 인

접해 있다는 데서 발생하는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소속 국가와 다른 특성”을 보인

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Martínez 2002)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종족

적(ethinic) 분쟁과 수용, 국제적 갈등과 수용, 타자성(otherness), 분리성

(seperateness)이라는 요소가 만드는 접경지역 환경(borderland milieu) 때문에 

그 성격이 개방적이던 폐쇄적이든 국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

이다. 각 요소는 역사적으로 형성되며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조합되어 

접경지역의 성격을 만들어낸다.  

접경지역은 또한 “비적대적 국제관계가 두터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장소”이자 

“비록 다른 국가지만 상호 인접한 도시에 있어 월경(cross-border)이 시장에 접근

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리한 장소”기도 하다. 지역 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국경

을 넘나드는 연결과 기회 때문에 국가성에 무관심하거나, 국가간 차이를 상호 이

용하려는 특별한 연결망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때문에 접경지역은 “국가 전체의 축

소판(microcosm)이 아니”라는 것이다. (Womack 2000, 985) 또한 변방

(periphery)에 위치한다는 특성 때문에 중앙정부와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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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Jessop 2003; 

Breslin and Hook 2002) 

접경지역은 지리적 위치가 부여하는 잠재적 갈등과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갖

는다. 국경 분쟁, 종족 분쟁, 이동의 제한 등이 갈등을 잠재하고 있는 반면 양국적

(bi-national) 환경, 상이한 문화와 이념, 외국 경제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 등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Ibid., 9-14) 지리적 위

치에 따라, 정치적 측면에서 제약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회가 포착되는 것이

다. 상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등으로 외부적 요인에서 완전히 자유롭

지는 않으나 이 점이 곧 접경지역 내 자율성의 부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개인 

차원에서부터 로컬,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가 중첩적으로 상호작용

하고 있기에 오히려 각각의 이해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수준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장소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지역 내 자율성 때문에 북중 접경지역

에서 국가 차원과 다른 움직임이 관찰되는지 질문하고자 한다.  

그간 북중 접경지역은 북중관계가 반영되는 수동적 장소로서만 존재했다. 국

경을 넘나드는 이동과 경제활동 속에서 형성되는 접경지역의 성격과 잠재적 자율

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접경지역에 중앙 당·정 차원의 

이해가 작동하는 동시에 로컬 차원의 이해가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한 차

원만이 강조되어 온 것이다. 본 논문은 국가 이외의 행위자가 배제되어 온 기존 

연구의 접근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이나 도시스케일의 사건이나 현상들을 국가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과정의 수동적 결과물로 취급하지 않고” 도시, 지역의 사건과 

과정이 “능동적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착목한다. (박배균 2013, 25) 이러한 대

안적 인식론에 기반해 접경지역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주조해 나가는 국가, 로컬, 

개인 행위자에 주목해 로컬 층위의 북중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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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로컬정치에 대한 본 논문의 두 번째 문제의식이 도출된다. 국경을 

넘나들며 상호작용하는 접경지역 내 현상을 로컬 층위에서 분석하는 일은 국가 행

위자에 그치지 않는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는 동시에, 국내외 간 구분을 넘어 로

컬정치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로컬정치는 “제도적으로 분화되고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지방정부의 공공행

정”(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Sills and Merton 1968) 또

는 “국가하위 단위(subnational unit)의 정치”(Oxford Concise Dictionary of 

Politics) (McLean 1996)로 정의되었다. 지방선거나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 이렇게 정의할 때 로컬정치는 곧 지방정부 등 정치제도에 대한 

분석이나 로컬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축소된다. 

로컬을 ‘정치적 공간’으로 분석하는 데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황정화 외 2014. 

152)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자 “정치적 행위의 매우 중요한 공간이자 

출발점”(강성훈 2016)으로 이해되면서도 지방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변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황정화 외 2014; 김광억 2000; Trounstine 

2009)  

기존 로컬정치에 대한 비판적 독해에 기반해 “지방이 처한 구조적 조건인 국

가와 지방의 연결성 속에서 지방공간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지적되어 왔다. (황

정화 외, 157-160) 본 논문은 이를 확장해 국가와 지방의 제도적 연결은 물론 국

가간 관계가 지방이 처한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로컬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정 행정단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로컬정치

를 국한시키는 대신, 다양한 사회적 힘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공간으로 로컬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컬 행위자에 주목한다고 해서 ‘최종심급’에서 국가 혹은 중앙정부의 규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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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동한다는 점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

담에 지방정부가 참여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모습을 상상하긴 힘들다. 그러

나 전통적인 안보 영역을 떠나,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도시/로컬 차원의 자율성이 

다양한 지점에서 포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중 간 안보적 이해가 상충하는 가

운데서 벌어지는 로컬 차원의 구상과 실천을 검토함으로서 위 가능성의 현실화 여

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야기한 북중, 북미, 남북관계 방정식은 접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 하나다. 북중관계의 냉각 속에서도 로컬의 협력이 이

루어지는 원인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미시적 실천을 기술해 북중관계를 복합적으

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접경지역이 각 국가의 위계적 층위 내에 수동적인 대상으로

서만 존재하는 지방(local)2에 불과한 게 아니라,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정의 

능동적 행위자인지 질문하고자 한다. 로컬 행위자를 중앙정부의 이해관계에 포박

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자신의 자율성을 실현시키는 행위자로 파

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이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의 독자적 이해관계(interest)가 존재하는가?  

둘째, 접경지역의 이해관계 형성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누구인가? 행위자의 이

                                           
2 로컬/로컬리티는 ‘작은 지역(region)’을 뜻하는 단어로 바로 지방정부로 환원되지 않는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스케일적 의미를 뜻하지만 의미하지만, 지방/지방성으로 번역되며 위계적으로 하위에 있

는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앙-지방(정부)로 위계화되면서 중앙-변방, 중심-주변이라는 

대칭성이 발생해 그 의미가 격하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소성이 발현되는 장이라는 의

미에서 일부분으로서 국지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정치 대신 로컬정치라 칭하고자 한다. 이상

봉 2010; 구동회 2010 문제의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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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셋째, 접경지역의 이해는 북중관계에 어떻게 발현되는가? 

넷째, 북중관계는 접경지역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2. 연구대상  

본 논문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사례를 통해 로컬의 대내외적 자율성이 발

현되는 동학을 분석한다. 중앙과 상이한 로컬의 장소적 특수성과 독자적 이해관계

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분석의 층위를 로컬로 이동하는 것이다. 로컬의 

특수성이 중앙의 의도를 초월해 발현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제관계 및 

국가적 맥락을 로컬의 권한과 활동 범위가 제약되거나 확대되는 장으로서 이해하

고, 다층적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동학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먼저 로컬정치에의 함의를 도출하고, 북중관계를 미시적

으로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압록강 하구에 서로 마주하고 위치한 단둥-신의주로 대표적인 북

중 접경지역으로 꼽힌다. 국가 차원에서는 2009년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2011년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을 계기로 주목받은 곳이다. 황금평-위화도와 동시에 두만

강 하구 훈춘-라선에서 라선 공동개발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두 지역 모두 북한과 

중국이 처음 시도하는 공동개발·공동관리 방식을 채택해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연

구대상으로 삼을 만하나, 라선은 1990년대 이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이하 UNDP)이 주도해 온 다자적 협력이 진행되는 북중

러 3자 간의 접경지역으로 북중 양국관계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 논문은 북중 양

자의 상호작용이 배타적으로 드러나는 단둥-신의주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맥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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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선 사례 역시 언급한다.  

로컬 층위에서 보면 단둥-신의주는 각각 랴오닝성, 평안북도에 속한다. 두 도

시를 포함해 지안-만포, 린장-중강진, 창바이-혜산, 싼허-회령, 투먼-남양 등 북중 

접경도시는 강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다리로 연결되어 이른바 ‘쌍둥이 도시’로 

불린다. 쌍둥이 도시는 상호보완성에 의해 근접거리에서 함께 발달한 도시를 지칭

한 개념으로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세인트폴처럼 하나의 도시 내에 두 개의 핵심지

가 존재하는 형태로 기능적 연계 수준이 높은 두 도시를 뜻한다. 동일한 국가 내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속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한 두 도시 역시 쌍둥이 도

시로 칭해졌다. (Kearney and Knopp 1995; Gildersleeve 1978) 주거, 노동, 쇼

핑, 교육 등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며 주거 및 생활공간이 국경과 무관하게 형성되

는 현상을 강조하는 초경계 메트로폴리스(transfrontier metropolis) (Sohn 2014; 

C. Yang 2005; Herzog 1991) 월경 도시(border-crossing cities) (Buursink 

2001) 등으로 불려 인접한 두 도시가 국경의 존재를 초월하며 발전하는 현상을 보

다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초국경적 활동으로 두 국가의 사회와 문화가 상호 공존

하고 융합되는 특성을 파생시키는 경우 양국 지역(bi-national region) (Martínez 

2002, 1994)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각각의 호칭이 강조하는 바는 다르지만, 국경

을 넘나드는 인적, 물적 흐름이 두 도시의 상호의존적 성장을 낳는다는 점은 공통

적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십 수개의 

‘쌍둥이 도시’는 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어 북중 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다리, 선

착장 등의 커우안(口岸, 국경통과지점)을 통해 사람과 물자가 왕래한다. [표 1-1]에

서 보이듯 랴오닝성과 평안북도이 운영하는 유일한 커우안은 단둥시이며, 지린성

은 옌변조선족자치주, 바이산시(白山), 퉁화시(通化) 3개 지급 단위에서 량강도, 자

강도, 함경북도와 커우안을 운영한다. 단둥과 신의주는 각각 랴오닝성과 평안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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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 유일한 접경도시로 중국 성-지-현, 북한 도-시라는 제도적 관계에서 상호 

대응되기에 국경을 활용하는 접경지역/도시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에 적합

하다.  

또한 단둥을 제외한 중국 지린성 접경도시 중 다수는 조선족자치주·현으로 북

중관계, 중앙-지방 간 제도적 관계 외에 조선족 밀집지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징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자치주·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취해지고 있어 위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민족 집결지’라는 특성과 ‘접경지역’

이라는 특성 두 가지를 분석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또는 중국의 대북제재 돌입 등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

을 때마다 국내 언론은 물론 BBC, VOA 등의 해외 언론은 단둥발 뉴스를 보도한

다. 단둥은 북한 내부를 조망하고, 북중관계의 현재를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로 이

해되어 온 것이다. 단둥-신의주 로컬의 독자성을 보여줌으로써 로컬을 북중관계의 

축소판으로 전제하는 데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선명히 할 수 

있다고 본다.  

표 1-1 북한-중국 커우안 현황 (압록강 하구에서 두만강 하구 순) 

중국 

성·시          시·군·현 

커우안 이름 북한 

시·군        도 

유형 설립 

연도 

화물 

(만톤) 

사람 

(만명) 

분류 

랴오

닝성 

단둥시 단둥시 단둥도로 신의주

시 

 

평안북

도 

도로 1904 100  1류 

단둥철도 철도 1943 400  1류 

랑터우 수로 1985 95  2류 

둥강시 

 

 

단즈어 수로 1996   2류 

다뤄다오 수로 1992 1  2류 

따투오즈 신도 수로 1997 10  2류 

콴덴만

족자치

현 

아파구 삭주군 수로 1993 10  폐쇄 

창뎬하 수로 1998 50  폐쇄 

타이핑완 수로, 

댐길 

1982   폐쇄 

지린

성 

퉁화 지안시 라후샤오 위원시 자강도 수로 1997   2류 

지안 만포시 철도 1946 100  1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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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스 운봉시 수로 2007    

바이산 린장시 린장 중강시 도로 1950  0.5 2류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 

창바이 혜산시 량강도 도로 1950  3.6 2류 

옌벤조

선족자

치주 

허룽시 

 

구청리 대홍단

군 

도로 1929 10  2류 

난핑 무산시 함경북

도 

 

도로 1951 60 100 1류 

투먼시 투먼 도로 남양시 도로 1933 20 10 1류 

투먼 철도 철도 1941 275  1류 

룽징시 

 

카이산툰 온성군 도로 1930 10 5 2류 

싼허 회령시 도로 1930 40 15 1류 

훈춘시 사퉈즈 경원군 도로 1936 10 10 2류 

사이완즈 도로 1938   2류 

취엔허 라선특별시 도로 1936 60 60 1류 

출처: 이옥희 2011, 207에 근거해 필자 수정. 

 

북한과 중국에서 국가가 성립된 1950년대부터 두 도시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으로 검토하지만 주요한 분석 시기는 1990년대 이후 2018년 현재까지로 탈냉전 

이후 북중관계 변화 속에서 로컬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혈맹’으로 지칭되며 사회주의 우호국으로 유지되어 오던 전통적 북중관계는 

탈냉전기를 맞아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중소분쟁, 중미수교 등을 계기로 냉전 

시기에도 동맹 간 균열이 드러나긴 했으나 (슌지 2013; 최명해 2009) 양국관계는 

1992년 8월 한중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했다. 1991년 

김일성 주석 방중 시 중국이 한중수교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1999년 탕자쉬안 

외교부장 방북, 김영남 상임위원장 방중 시까지 갈등을 겪었고, 이념에 기반한 혈

맹관계가 국가 대 국가관계로 재조정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이기현 외 2016) 구조

적인 재조정 속에서 북중 중앙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의하던 기존 제도와 조약을 재

점검, 재개정했으며, 교류·협력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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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간 갈등과 경색, 협력의 교차 속에서 단둥-신의주 두 도시 역시 변화를 

겪었고, 자신의 구상을 제출, 실천하며 로컬의 장소적 성격을 만들어 왔다. 본 논

문은 북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단둥과 신의주의 변화와 그 성격을 파악하고 로컬의 

이해관계가 실현되는 동학을 검토한다.  

 

3. 연구방법과 자료  

본 논문은 한국과 북한, 중국에서 발표된 문헌자료와 2017년 4∼11월 8개월, 

2018년 4∼5월 2주 간 실행한 단둥 현지조사 기간 수집한 자료와 단둥시 정부 및 

기업 관계자, 단둥에 거주하거나 출장 온 북한 관계자3 인터뷰에 기반해 쓰여졌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진행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지

방정부가 발간한 자료와 문헌을 검토했다. 지방정부의 공간(公刊) 문헌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는데, 랴오닝성도서관과 단둥시도서관의 지방문헌실 자료를 집중적

으로 검토했다.  

특히 성정부와 시정부가 발간하는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했다. 가장 먼저, 

《랴오닝연감(辽宁年鉴)》 (1980∼2017), 《단둥연감(丹东年鉴)》 (1996∼2016), 《랴

오닝통계연감(辽宁统计年鉴)》(2000∼2017), 《단둥통계연감(丹东统计年鉴)》 

(2000∼2016) 등 연감류와 《단둥시지(丹东市记)》(1∼10), 《단둥조선족지(丹东朝鲜

族记)》, 콴덴, 펑청, 둥궈(현 둥강) 현지 등 각급 지방정부가 발간하는 단행본을 활

                                           
3 《남북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접촉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

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 수단, 장소 등은 불문한다.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접촉한 

경우”도 사후신고 대상이다. 단둥에서는 비교적 쉽게 남북한 주민들의 단순 접촉이 이루어지나, 공

식적인 규정을 따르기 위해 북한 관계자 접촉과 인터뷰에 대해 통일부 사후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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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다. 연감은 성시정부의 지방지판공실(地方志办公室)에서 매년 발간하는 문헌으

로 정부소식공개조례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자료다. 그외 단행본의 경우에도 당정 

관계자를 망라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수록내용을 결정하고, 당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발간하는 공간 문헌에 속한다. 이와 동시에 성시정부 차원의 정책과 전략, 통

계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성시 당∙정 관계자 중국 내 학술지에 쓴 내

용과, 성시정부의 연구사업을 의뢰받은 연구 내용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했다.  

신문자료로는 2000년 이후 발간된 《단둥일보(丹东日报)》와 《압록강완보(鸭绿

江晚报)》와 조선족 중심이 된 한국어 신문인 《료녕조선문보》, 《길림신문》 등 중국 

내에서 간행되는 자료를 참고했다. 특히 단둥시 상위 기관지인 《단둥일보》와 《압록

강완보》는 단둥시당 및 시정부의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고, 당정 간부 인터뷰와 기

고를 싣고 있어 지방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북한 자료는 《조선중앙연감》, 조선로동당 정치이론잡지 《근로자》 등 북한 중앙

정부에서 간행하는 자료와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등 공간(公刊) 자료를 주

로 활용했다. 무소속대변지 《통일신보》와 일본 재일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

보》 평양지국에서 전송하는 언론기사 또한 검토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 분야 학술

지인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실린 논문 역시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둘째, 단둥이 북중무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북중무역을 위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상주하고 상시적으로 북한을 오간다. 북한 신의주와 관련한 자료

와 정보는 단둥-신의주를 오가는 기업인과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중국으로 귀화한 

화교를 통해 획득, 분석했다. 단둥 거주 화교들은 신의주중국인학교를 다녀 신의주

에 거주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에, 이들의 경험을 참고했다. (인터뷰이 현황은 부록

1 참조) 

단둥 내에 거주하는 북한 주재원과 단둥에 진출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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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를 비롯한 경제사업을 벌이는 북한 대표를 만난 기회 역시 활용했다. 이들은 

평양 당·정 기관이나 산하 기업에서 파견된 이들이지만, 매주 토요일 정기적인 학

습모임을 통해 북중관계 및 단둥-신의주 상황을 공유하기에 로컬과 중앙을 아우르

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도시 차원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단둥시 

전현직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단둥-신의주를 오가며 생활하는 북한 화교와 조선족, 

한족 및 한국인 기업인 또한 인터뷰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했다.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은 누구나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인터뷰 시 복수의 인터뷰이에 대해서 동일

한 질문을 반복해 복수로 확인한 답변만 사용하고 인터뷰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헌

자료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했다.  

문헌자료와 인터뷰자료에 기반해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을 실행했다. 여기서 연결망, 즉 네트워크는 관계망을 의미하며, 망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는 노드(node)와 링크(link)로 노드 사이의 연결이 링크로 정

의된다. SNA를 방법론적으로 정교화 한 사회-네트워크 이론(Social-Network 

Theory)에서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드의 집합’으로 정의되지만 네트워

크가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하나의 구조(structure)가 된다. 

SNA는 상호작용의 패턴과 네트워크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지만, “그러한 현

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김상배 2011a, 42) 

사회연결망이론 자체가 이유를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

립된 개체가 아닌 개체 간 관계에 주목하는 ‘관계론적 시각’의 유용성이 반감되지

는 않는다. (김상배 2011a, 2011b; 윤영관, 전재성, and 김상배 2015) 본 논문 역

시 관계론적 입장에서 단둥-신의주에 접근하므로, 두 도시 간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보조적인 도구로서 SNA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했다. 

중국의 각 기관 및 성시정부는 대사기(大事记)라는 항목을 통해 매월 주요 당·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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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활동 내역을 밝힌다. 대사기는 주요 회의 개최 일시와 내용, 당·정 간부가 주요 

국내외 인사를 만난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지방정부가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시 외사처에서 작성하는 외사(外事) 항목에서도 성시 차원의 주

요 외교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관과 맺는 관

계를 파악하고, 정부간 네트워크의 범위와 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한족, 조선족, 북한화교 등의 상이한 민족적 배경의 북중무역 기업

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무역 네트워크의 범위와 구조 또한 기술

한다. SNA 분석을 통해 두 도시 내 다양한 국가/비국가 행위자가 맺는 관계를 드

러내고자 한다.  

 

4. 논문 구성 

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대상을 분명히 밝힌다. 2장에서 중

앙중심적 북중관계 연구와 로컬의 경제 행위자에 집중한 북중 접경지역 연구를 비

판적으로 검토하고, 본 논문의 분석 초점을 제시한다. 이론적 자원으로 지리학의 

장소, 네트워크, 스케일 개념을 적용해 접경지역 내 다양한 층위의 비/국가 행위자

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접근방법과 분석틀을 밝힌다.  

단둥-신의주 두 도시간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에서 

각 도시가 갖는 개별적 위상을 검토한다. 두 도시를 각 국가에 맥락적으로 위치시

키기 위해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한다. 먼저 국경 인근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주목하

지 않고 중앙-지방관계의 제도적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 산하 행정단위로서 두 도

시의 위상을 밝힌다. 또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북중 중앙정부의 인식과 관련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두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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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단둥-신의주 두 도시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건국 이전부

터 두 도시 간 물리적, 인적 연결이 존재해 왔으며, 연결이 확대되면서 도시 간 연

결을 공고히 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아가 도시 네트워크의 

작동을 통해 두 도시가 공유하는 장소성을 부여했음을 밝힌다. 기능적 연결을 통

해 개별 사적 행위자를 시작으로 장소의존적 이해관계가 발생했고, 중국 지방정부

와 북한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단둥-신의주의 연결을 활용하면서 연결을 강화하

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단둥-신의주라는 네트워크적 장소에 대해 비대칭

적 층위의 행위자가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히며,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실행해 기능적 연결이 발생시킨 네트워크의 범위와 특성을 가시적으

로 보여주는 작업을 병행한다.  

5장에서는 로컬의 장소의존적 이해관계가 국가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로컬 이해관계의 현실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공간

적 확장을 통해 새로운 스케일을 구성하는 로컬 행위자의 전략을 보여준다. 여기

서는 중앙-지방관계의 분화가 초보적 단계에 있는 북한 신의주보다는 분권화 수준

이 높아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지는 중국 단둥에 초점을 맞추어 스케일의 

정치적 구성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신압록강대교 건설 과정이다.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중

앙과 로컬 간 다층적 갈등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로컬 주도의 스케일

의 정치를 보여준다. 단둥시가 새로운 다리 건설을 제기해 북한의 동의를 얻었으

나 위치 문제를 두고 갈등하자, 단둥시가 중국 중앙정부와 연대해 북한 중앙정부

를 설득한 사례다. 대교 건설이라는 결과만 놓고 본다면 북중 중앙정부 간 논의의 

산물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 대교 건설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둥항과 신

취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단둥시 구상에서 출발한 점에 새롭게 주목했다. 단둥은 

국가스케일 담론을 동원해 중앙정부와 연대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동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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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지역스케일을 구성하며 동북3성의 소도시와 연대한다. 위 사례는 제한적 

자원을 지닌 지방 소도시가 주도하는 스케일의 정치를 보여주는 한편 로컬 행위자

의 실천이 국경 내외를 넘나들며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로컬의 이해관계가 현실화

되는 동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스케일의 정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합하는 동시에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밝힌다. 접경지역 내 로컬의 독자적 이해관계가 형성, 실현되면서 북중관계의 미시

적 차원을 구성하고 있음을 서술하며 북중관계에 있어 로컬이 갖는 의미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북중관계에 비추어 한반도 문제를 스케일적 시각에서 파악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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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과 분석틀  

1. 기존 연구 검토 

1) 북중관계 연구  

북중관계를 전면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

어 많은 학술적 성과를 축적해 왔다. 정치∙군사 분야, 특히 북핵문제를 둘러

싼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며, 경제 분야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

발전되어 있다. (성균중국연구소 2015)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보면, 정치·군

사 분야는 북한이 중국에게 자산인가 부담인가 질문을 포함해 북중 간 상호

인식,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북중동맹의 지속과 변화 등을, 경제 분야는 북중

교역과 투자, 경제협력이라는 현재적 쟁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다. 

중국의 북한연구도 주로 2천년대 들어 진행되었으며 ‘지정학적 요인’ 중심의 

양자 간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이금휘 2015) 

먼저 정치·군사 분야 연구를 주요 이론과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다수는 

국제관계학(IR)의 기본 가정을 수용하는 현실주의(realism) 이론을 기반으로 

북중 간 협력과 갈등을 분석한다. 국가는 내부적으로 분화되지 않는 ‘당구공’

과 같은 존재로 파악되며 단위 수준이 아닌 구조 수준의 분석을 실시한다.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에 따라 중국 대 미국, 한미일 대 북중러 

등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국가간 대립과 경쟁의 큰 틀을 규정하고 북중관계를 

강대국 간 세력균형의 종속변수로 설명한다는 데서 ‘균형론’으로 이해된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개별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강대국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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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 북한의 비대칭성에 주목한다. 주로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며, 중국

이 최적화를 통해 동맹을 관리하는 ‘결박론’으로 볼 수 있다. (최명해 2009; 

박홍서 2006) 동맹관계인 강대국과 약소국은 상호간 연루(entrapment)와 

포기(abandonment)가 야기하는 안보딜레마(alliance-security dilemma)에 

직면하는데, 전자는 상대 동맹국 때문에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후

자는 동맹국이 포기/배반할 가능성을 뜻한다. 이러한 딜레마 해결을 위해 동

맹국은 양자 간 적절한 거래(trade-off)를 추구하게 된다.  

역사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는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

며, 이에 기반해 현재의 탈냉전기 양국관계를 조망한다. 슌지(2013)와 이종석

(2000)은 북중동맹의 기원부터 시작해 탈냉전에 이른 현재까지 양국관계가 

‘혈맹’이나 ‘순치’라는 표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갈등과 긴장, 유

대와 협력이 교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위의 연구는 대다수의 연구가 특정 

시기의 정책이나 전략을 분석하는 것과 달리 북중관계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본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종석은 역사적 유대감과 공동의 이데올로기가 

빚은 양국의 특수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슌지는 절

대적 영향력은 부재하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전 역사와 유사한 

전개를 보여줄 것이라 본다. 다만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쳐 온 안보, 이데올로

기, 전통, 경제 중 이데올로기와 전통이 퇴색된 이후에도 안보와 경제 요인을 

축으로 전개될 것이라 예측한다. 

다음으로 현재적인 쟁점을 다루는 연구를 살펴보면 정책결정 시기 중국

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의 핵심 변수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신 2015, 36) 

최근 벌어진 전통파 대 전략파로 양분되는 중국학계 논쟁에서 보듯 핵심은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 전략적 자산(asset)이나 부담(liability)이냐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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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국에 어떤 이해/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질문한다. 전략적 자산 

입장은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통적 우호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전략적 부담 입장은 중미관계와 국제관계 

측면에서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

기 때문에 전통적 관계 대신 ‘국가 대 국가 관계’로의 전환을 주문한다. (H. 

K. Kim 2010)  

외교·안보 정책연구의 다수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북한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강대국으로 부상

하고 있는 중국에 비한 관심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는 현실을 반영”하

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용석 2012, 44) 많지 않은 북한의 대북정책 연구는 

약소국 북한이 강대국 중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분석한다. 크게 중

국의 부상에 편승해 이익을 취한다는 ‘편승(bandwagoning)’ 입장(김예경 

2007)과 약소국이 운신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공간을 만들고 자주적 입장을 

고수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다는 ‘헤징(hedging)’ 입장(장용석 2012)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중동맹과 현재 쟁점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환경, 북한과 중국 각각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기에 당연히 연구의 중심은 국가이며 로컬이 논의될 지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컬, 즉 국가 하위(sub-national) 단위에 대한 논의

는 안보적 이해 외에 경제적 이해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만 이루어진다.  

북중 경제관계 연구는 외교 안보 쟁점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어 있다. 북한경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중국의 경제적 비약에 비해 북한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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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북중 경제관계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대

조적으로 북한연구 측면에서 북중경제를 분석해 남북경협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다수다.  

2005년 전후 중국 자본의 대북진출이 가시화된 현상에 대해 중국의 정

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두고 ‘동북4성론’ 대 ‘동반성장론’으로 논쟁

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북중무역 증가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북한 

무역의 대중의존도가 급증하고 중국 기업이 지하자원 및 목재 채굴권, 인프

라 투자 및 조차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 전자는 

동북공정의 경제적 버전으로 이 현상을 파악해 북한이 중국경제에 편입된다

는 우려를 표시했고, 후자는 동북진흥전략을 필두로 한 동북개발 본격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어 전자를 반

박한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영향력 증가가 예

상되므로 남북 경제협력이나 동북아 경제협력 등으로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

해야 한다는 진단이 따른다. (남성욱 2006; 이희옥 2006; 김재관 2007)  

유사한 논리가 2010년 전후 한 차례 더 반복되었다. 2009년 중국의 창

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이 국가급 사업으로 비준되고, 북중 간 황금평-라

선 공동개발이 합의된 이후다. 권영경(2012)과 이금휘(2014)는 국제질서 변

화 속에서 북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합치되면서 경제협력이 양적, 질

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본다.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과 외교적 고립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중국은 국내경제의 불균형 타개와 주변 환경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협력 확대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수한(2014)은 중국과 북

한이 모두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해”가 양국의 경제관계를 주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동욱(20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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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중국이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시

도한다고 있으며, 낙후한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중 경제협력이 확대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북중 경제협력은 경제현상이 아닌 양국의 ‘정치적 의도’를 

중심으로 분석되며, 양국 중앙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정치적 현상’으로 여

겨진다. 동북3성-사실상 북중 접경지역-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중앙 정책이 

집행되는 대상으로 존재할 뿐, 동북3성의 독자적 실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

급이 없다.  

정책보고서 성격의 연구를 제외하면4 접경지역 내 초국경협력 역시 양국 

중앙정부의 의도를 가늠하는 증거(evidence)의 하나로 위치한다. (Kong 

2018; J.-W. Lee and Gray 2016; Yoon and Lee 2013; 김수한 2014)에 따

르면 중국이 2009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사업이 개시된 황금평과 

라선 초국경협력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안보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실례다. 주장환(2014)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라는 정치

적 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중국이 전략적 관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공동개발 사업의 진행이 기복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한 북중 경제관계는 중국의 국제정치 상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동되고, 추진/중단되는 것으로 자리매김한다. 신범식(2013)은 북중 접경지

역 내 초국경협력의 행위자로 러시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들과 차

                                           
4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재 북중 접경지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경제협

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전병곤 외. 2015; 김경일 et al. 2013; 김천규 

et al. 2013; 이상준 et al. 2015, 2011; 김원배 2002, 2000) 거시적, 미시적 변화를 포괄해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지만, 정책 방향과 남북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분

석적 성격은 결여되어 있기에 문헌 검토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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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으나, 라진항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중국의 국내 지역개발 정책이 

갈등과 협력을 반복한다고 보기에 각 중앙정부의 의도를 초국경협력의 동인

으로 파악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요컨대 위의 연구들은 초국경협력을 포함해 북중경협 확대의 요인을 국

가 층위에서 찾는다. 경제협력은 북한 관리를 위한 안보적 수단으로 이해되

거나 국내적인 저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수단으로 이해된다.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가 가장 두드러지며, 북한의 의도와 대응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대외경제 확대에 무게를 싣는다.  

위의 연구는 초국경협력이 착수되는 계기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전

개 과정과 미시적 동학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역적/공간적 

분화 없이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개혁개방 이후 

“강력한 중앙기구와 경제성장을 위한 층화된(variegated) 지방정부가 주도하

는 실험”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추진되어 왔으며 (Huang 2012) 중국 내부

적으로도 각 성마다 상이한 모델을 채택해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대외경제협

력을 벌여 온 차등화된 자본주의(variegated capitalism)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는 것이다. (Zhang and Peck 2016; Mulvad 2015) 상

이한 경제발전 모델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적 이해와 전략에 따른 것이

기에, 국가 전체의 단일한 경제적 이해를 전제할 수 없음에도 이 점을 반영

하지 못 하는 것이다.  

이승욱(S.-O. Lee 2014b; Yoon and Lee 2013)은 중국 중앙정부의 기획

에 주목하면서도 대북전략이 지정학적 이해라는 한 차원으로 축소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지정학적(geopolitical) 이해를 북중 경제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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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동인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지경학적(geoeconomic) 이해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본다. 지경학적 이해를 놓고 볼 떄 중국의 국가적 이해와 동북3

성의 이해가 다를 수 있으며 스케일 간 정치(inter-scalar politics)를 고려해

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국가의 단일한 이해관계를 전제하는 인식론을 극복하

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다만 이승욱의 연구는 로컬 행위자의 실천에 주목하

지 않아 본 논문과는 분석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로컬 행위자의 실천을 분석에 포함하는 라일리(Reilly 2014), 

그레이와 리(Gray and Lee 2017)의 연구를 검토하고 본 논문과의 차이를 밝

히고자 한다. 두 연구는 모두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중국 내 다층

적 비/국가 행위자가 북한에 대해 갖는 이해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

는 데서 시작한다.  

라일리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업을 각각 주인과 대리인으

로 파악한다. 로컬의 비/국가 행위자의 대북협력과 진출이 가시화된 계기를 

2005년 후진타오 주석 방북 이후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서 찾아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을 중시하지만, 이후 국가와 기업 및 지방정부

의 이해관계가 분기하는 데 주목해 차이를 보인다. 특히 중앙의 지침이 변화

된 이후에도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중앙의 지침을 우회하고 있기 때

문에 중앙정부의 단일한 대북정책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연구 

자체는 북중관계 경색 이후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위 분석틀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밀수가 증가하는 데서 드러나는 로컬 기업의 우회 전

략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전략에 대해서 위 분석틀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지방정부 주도의 실천이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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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와 리는 로컬 기업이 아닌 지방정부에 주목한다는 데서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개혁개방과 함께 진행된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

가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할 공간이 결정적으로 확대된 데 착목해 정치적 권

위의 하방을 의식적인 국가스케일 재조정(rescaling) 과정으로 판단하며, 이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황금평-위화도와 라선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 간 협력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한 반면 지방정부의 협력은 계속되는 이유를 북한의 값

싼 노동력 비용에서 공간적 고정(spatial fix)를 찾는 지방정부의 주도성으로 

설명한다. 다층적 행위자와 다중적 스케일을 염두에 두면서 북중관계를 단일

한 지정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들의 지적은 적절하다. (Ibid., 12) 

그러나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경제적 목표로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협력을 모두 설명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북중 간 임금 격차가 가시화되

어 북한 노동력 고용이 경제적으로 의미를 가진 것은 2천년대 후반의 일이나 

그 전부터 로컬 차원의 경제협력이 두드러졌다. 2천년대 후반의 노동자 고용 

사례는 앞선 시기 두 도시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검토가 

생략되고 현재 드러나는 사건만 강조되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정부 주도 하에 사실상 초소지역주의(micro-

regionalism)가 시도된다는 그레이와 리의 판단은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4

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으나, 단둥-신의주 간 발전 방향은 상호 조화를 이루

지 못 하고 있다. 북중 양자 간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초

소지역주의라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공통적으로 접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당사자인 북

한을 제외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서 기인하는 약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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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이 갖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아무런 장애물 없

이 현실화된다고 전제하면서 북중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등한시

하는 것이다. 상대인 북한의 대응 속에서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의 대북전략

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은 간과하게 된다. 본 논문은 중국과 북한의 다층적 행

위자 모두가 접경지역이라는 장소에 대해 이해관계와 전략을 갖고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밝힌다는 점에서 위 연구를 보완하는 한편 북중관계의 쌍방향적 

성격을 보다 정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북중 접경지역 연구 

북중관계 연구가 갖는 중앙중심적 접근이 보이는 한계의 대척점에 북중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위자의 측면에서 전자는 

중앙정부를, 후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행위자에 집중한다. 이해관계

의 측면에서 전자는 안보적 이해를, 후자는 경제적 이해를 중심에 놓는다. 후

자의 연구는 접경지역의 성격을 밝히는 데 기여하지만, 접경지역 내 로컬 국

가/비국가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정책화되는지 그 정치적 

과정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10년을 전후해서다. 그전

까지는 북한이 대외무역 통계를 공표하지 않아 중국해관 통계를 통해 북중교

역액을 추산하는 차원에서 KOTRA, KITA 등이 접경지역 동향보고서를 간헐

적으로 내놓은 것이 전부다. 이 시기 이후 접경지역에 천착한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 갈래는 접경지역 기업을 통해 북중 경제관계의 현실을 파악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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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다. (Haggard, Lee, and Noland 2011; Haggard and Noland 2012)는 단

둥, 연변의 250개 중국기업을 설문조사하는 양적 연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양적 연구를 통해 해거드와 놀란드는 북중 접경지역의 특징을 ‘제도화 없는 

통합(integration without institution)’으로 판단하지만, 개별 경제 행위자의 

시각에서 접경지역의 특징을 도출한 데 불과하다. 유사한 방식의 양적 접근

을 통해 김병연과 정승호(김병연 and 정승호 2015; 정승호 2014)는 단둥의 

무역회사 176개, 톰슨(Thompson 2011)은 베이징과 동북3성 138개 대북투

자회사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북중무역 및 중국 대북투자 현황을 밝혔다. (정

은이 2015; 정은이 and 박종철 2014; 이종운 and 홍이경 2013; 이석 

2013)은 질적 인터뷰를 통해 북중무역의 실태, 원인과 과정, 변화 양상을 드

러냈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에 대한 신뢰 가능한 데이터조차 확실치 않은 상

황에서5
 통계, 문헌자료, 인터뷰, 설문조사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루머’와 

‘추측’이 아닌 ‘사실’을 제시한다. 가용자원에 따라서 사실의 일부분만 밝힐 

우려가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연구는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 성

격이라, 사실을 재구성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헤이스팅스(Hastings 2016, 2015)는 북한의 무역 네트워크를 가치사슬

(value-chain)으로 파악해 공식, 비공식의 경계가 불분명한 북한경제의 구조

를 드러낸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가 무역, 

하이브리드 무역, (비공식) 시장 행위가 각각 국가기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힌다. 그는 각 시장 행위자가 북한과의 수교국가에서 벌이는 경제

                                           
5 북한경제 데이터의 신뢰성과 가용성에 대한 논의는 이석 2013, 14–24; 이석기 외. 2013. 

데이터에 대한 해석 차이와 북한경제 평가에 대한 논쟁, 한계에 대해서는 양문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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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변화를 살펴 북한 경제 행위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유연한 적응력을 

보이며 ‘기업가적(entrepreneur)’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명시적으로 네트

워크적 관점을 취해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을 밝히면서도 그의 관심사는 각 

국면에 있어 무역을 통해 외부에 드러난 북한 경제 행위자의 특징과 변화다. 

이러한 연구에서 접경지역은 북중간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평면적인 배경으

로 위치해 로컬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장소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로컬의 정치

적 동학은 경시된다.  

이종석(2017, 2016, 2015)은 압록강, 두만강 주변 중국 지역 답사에 기

반한 보고서를 통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관찰하고 

북한경제 및 북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중 지방정부 간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기 하지만 (2017, 211-214) 이에 대한 분석은 결

여되어 있다. 나아가 접경지역의 상황을 북한 전체의 경제 상황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간의 북한연구가 최고지도

자 내지 중앙의 권력정치에 주목해 오면서 도시/지방의 독자성, 고유성에 대

한 연구가 미약했던 “공간 부재” 현상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홍민 2013, 

103–7) 위와 같은 등치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접경

지역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면, 이를 북한 전체로 확대하기는 힘들 수 있다.  

둘째 갈래는 접경지역 자체를 설명하려는 연구다. 먼저 이옥희(2011)는 

인문지리학적 접근을 통해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중 접경도시를 ‘북

중 도시 네트워크’로 개념화해 제시한다. 이옥희는 도시구조 측면에서 각 도

시를 연결하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상세히 서술해 북중 네트워크의 물리적 실

체를 보여주지만 물리적 네트워크의 존재를 서술하는 데 그칠 뿐, 물리적 네

트워크 형성과 작동 과정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박종철과 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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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 역시 북중 간 교류 현황과 물리적 인프라를 서술하는데 그치

기에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물리적 인프라가 아닌 인적, 물적 연결

에 주목한 연구는 김병로 등(김병로 and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8)

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주목해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

성 옌변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검토한다. 북중 양국을 자유

로이 오가는 이들의 개별적 활동을 상술하지만, 월경적 행위 자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아가 그 정치적 함의는 무

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마지막 셋째 갈래는 연구대상 중 하나인 단둥이라는 장소(place) 자체에 

대한 연구다. 인류학과 지리학과에서 현지조사와 남∙북∙중 무역종사자 인터뷰

와 참여관찰을 통해 단둥의 장소적 성격을 드러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주원(2013a, 2012)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북한인, 중국인

(조선족과 조선화교)가 상호 공존하는 단둥의 특성에 주목해 단둥 거주자들의 

무역 행태와 상호관계를 밝히고 단둥이 남북중 3국 무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정은이(2012) 역시 언어를 공유하는 조선족과 중국 화

교, 북한인을 ‘민족경제 네트워크’로 칭하면서 북중무역을 견인하고, 나아가 

북한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의 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지적한다. 

김(C. H. Kim 2017, 2016)은 북한을 외부 경제와 연결하는 창으로서의 단둥

에 주목한다. 북한의 자본주의적 개방을 기대하는 남한, 중국, 미국, 일본의 

기업가들이 투기적 기대(economy of speculation)로 단둥을 변화시키고 있

다고 기술한다. 이들은 대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행위자가 단둥에서 

보이는 양태를 성공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북중무역과 투자를 진행하는 사적

(private) 행위자의 경제적 이해에만 집중해 그외 행위자는 경시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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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다. 접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국가 내의 제도적 환경, 안보환경 

등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어 동태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 점에서 지경학적 담론과 지정학적 담론의 갈등과 경쟁이라는 분석틀

을 도입한 김부헌과 이승철(2017)의 연구는 한 단계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이들은 지경학적 의미에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위한 예외적 법∙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자, 지정학적으로 감시와 보안, 국경정책 등에서 기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예외공간으로 본다. 경제적, 안보적 영역에서 북한과 중국의 담론

적 실천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외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김부

헌 외, 279) 기본적인 분석틀을 공유하며 지상현 등(2017)은 관계적 장소와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통해 단둥의 공간적 변화를 보여준다. 다만 

각 담론 형성의 행위자의 전략과 의도는 언급하지는 않으며, 지경학적 담론

은 협력으로 지정학적 담론은 갈등으로 대비시켜 이해하는 경향을 띤다. 다

시 말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담론적 실천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략되어 있어 단둥을 둘러싼 변화를 충실히 설명하지만, 변화

를 가져오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 보인다.  

조영국(2017)은 접경지역 이론에 근거해 두 도시 간 월경적 상호작용(대

표적으로 무역)의 특징을 파악한 데 근거해 폐쇄적 국경체제 하에서 “국경에 

위치했다는 위치성만이 활용”되는 지대 추구적 아비트라지(arbitrage) 경제가 

작동하는 낮은 수준의 국경도시(border city)로 단둥을 규정한다. (Ibid., 322) 

소규모의 비전문화된 무역상의 존재, 거래의 비공개적인 지대추구적 성격, 제

한적 투과성(porousity) 등의 속성을 띠며, 나아가 단둥시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에서만 월경적 성격이 발현된다는 이유에서다. 접경지역(borderland)의 

성격을 통합 또는 협력을 중심에 두고 평가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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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는 두 도시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와 

갈등 또는 경쟁하거나, 상대를 동원해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본 논문은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협력과 경쟁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데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2. 이론적 자원  

1) 접경지역 

(국제)정치학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은 국가 하위 (초)소지역(micro-

/sub-region)을 형성하는 동력의 하나로 여겨진다. 초소지역주의화는 위로부

터의 지역주의(regionalism) 기획뿐 아니라, 아래로부터 지역주의화

(regionalization) 현상을 포착해 낸 신지역주의(화) 연구의 연장선상에 위치

한다. 신지역주의(화) 연구는 초국적기업, 시민사회, NGO, 국제 및 지역기구 

등 비국가 행위자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이해 역시 검토한다는 점에서 국

가 간 제도적 협력을 다뤄 온 구지역주의화를 비판적으로 극복한 것이다. 

(Breslin and Hook 2002, 4–5; Rosenau 1997, 25–26)  

신지역주의는 지역주의화(regionalization)를 “지역성(regionness)의 증

가”로 이해한다. 지역성의 증가에 따라 지역공간(regional space), 지역복합

체(regional complex), 지역사회(regional society), 지역공동체(regional 

community), 지역국가(region-state)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 

(Hettne and Söderbaum 2000, 462-468) 지역을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으

로 수용하지 않으며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reg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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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것인지 질문을 제기하며 지역의 ‘구성적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지역주의화 행위자의 의도와 전략이 중요해진다. (Söderbaum and Taylor 

2008; Hettne 2005)  

이중 (초)소지역주의화는 많은 경우 낮은 수준의 제도화 수준을 보이며 

사적 부문이나 시장 등 비국가 행위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소지역 

형성의 동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해된다. (Ibid., 465) 인접 국가/지역 간 

존재하는 요소비용 격차를 활용하거나 자원 간 상호보완성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 (초)소지역을 경제성장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국가에 걸쳐진 장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초소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는 경

우가 다수다. 접경지역의 아프리카 마푸토 개발회랑(Maputo Development 

Corridor), 동남아 메콩강유역(Great Mekong Subregion), 환동해경제권

(Yellow Sea Area), 홍콩과 광저우, 동북아 두만강개발유역 등이 대표적 초

소지역주의화 사례다. (Söderbaum et al; Breslin et al; Söderbaum 2003)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비/국가 행위자가 중첩적으로 초소지역주의화를 

주도하면서 국제와 국내 간,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간의 통상적인 구분은 희

석된다. 예컨대 동남아의 대표적 초소지역 형태인 성장삼각은 다국적기업 등 

사적 행위자가 자본을, 지방정부 등 공적 행위자는 인프라 건설, 재정유인 제

공, 행정 관리 등을 맡아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여러 국가에 걸

쳐진 일정한 범위의 장소를 개발하게 된다. (Breslin et al.; Hettne 2005)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초)소지역주의화에서 초국경 협력사업의 제도화 

진전이 두드러진다. 사업의 범위에 따라 지역은 지역성과 큰 관계 없이 임의

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제도화 여부나 초국경 협력사업 유무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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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접경지역을 규정하기는 힘들다.  

접경지역(borderland)은 국경을 사이에 둔 두 국가의 양쪽에 모두 존재

한다. 국경이 하나의 선으로 절대적으로 정의되는 반면, 접경지역은 명확한 

선이라기보다는 전이 또는 이질적 구역(zone of transition, hybridity)이다. 

마르티네즈(Martínez 2002)는 접경지역은 국경의 존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

는 완전한 통합(integration)부터 접촉이 불가능한 소외된 구역(alienation)

까지 연속선상 하에 한 지점에 자리한다고 본다. 그는 접경지역의 성격을 소

외(alienated), 공존(co-existent), 상호의존(interdependent), 통합(integra 

ted) 4가지로 유형화해 접경지역 내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여기서 닫힌 국경

은 소외된 지역, 정치적 긴장과, 열린 국경은 통합된 정치·경제적 협력과 동

일시된다. 이러한 유형화는 국경의 단절적 기능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장점

이 갖지만 접경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힘이 교차되는 현상을 미시적으로 포

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월경적(cross-border) 지역이 통합을 목표로 

한 전이지역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접경지역의 변화는 지리적으로, 사회적으

로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Newman 2006, 181)  

국경(boundary)은 국가 정책과 영토 통제, 정체성과 담론 형성 등 다양

한 기능을 하며 이 모두는 맥락 특정적(context-bound)이다. 각각의 국경은 

상이한 방식으로 로컬, 지역, 국가, 글로벌한 과정에 영향을 받으며 전체 사

회의 실천이나 담론과 외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Paasi 2005; 

Newman 2011) 유럽과 북미, 아시아를 비교하면 이 같은 특징이 보다 분명

히 드러난다. 블래터(Blatter 2004; Blatter and Clement 2000; Perkmann 

2007)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 프로그램을 염두에 둔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 마케팅이, 북미에서는 사적 부문 주도의 초국경 경제협력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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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진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공식 기구를 중심으로 설립된 유로지역6의 

정책 조정과 실행이며 후자의 대표적 사례는 미 샌디에고-멕시코 티후아나 

간 임금 격차와 생활비용 차이를 활용하기 위한 마킬라도라(Maquiladora)를 

들 수 있다. 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협력과 제도적 통합 수준은 낮지

만 인접국 간 공동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성장극(growth pole)이나 

성장삼각(growth triangle) 설립이 두드러진다. (C.-T. Wu 1998) 중국 홍콩-

선전, 중국 광시-베트남 꽝닌,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조호르-인도네시아 리아

우 등 접경지역 간 자본, 노동 격차는 유지하면서 월경적(cross-border) 흐

름을 허용해 일정한 범위의 국가 하위지역을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의 원동

력으로 이용한다.  

중국-타이완-홍콩 사례를 분석한 섬(Sum 2001, 2002)은 각자 상이한 

이해를 추구하는 행위자가 주도하는 다수의 ‘전략적 네트워크’가 월경적 소지

역(cross-border subregion)에 경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표 2-1 지리(geography)에 따른 초국경협력의 특징 

 대표적 사례 특징 비고 

미국 샌디에고-티후아나 마킬라도라 발전 양국(binational) 초

국경 메트로폴리스 

유럽 유로지역 다층적 거버넌스 제

도화 

상·하위 스케일로의 

동시적인 재편 

동아시아 홍콩-선전, 성장삼각  다층, 다중스케일 비

국가 행위자 

 

출처: Blatter, Wu 등 참고해 필자 정리.  

                                           
6 2018년 현재 유럽 각국의 접경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2개국 이상의 협력 프로그램은 226

개로 Euroregion/Euroregio/Eurorégion/Europaregion,Eurométropole/Eurocité, Euro 

distric/Eurodistrikt/Eurodistricte 등으로 규정된 프로그램은 24개다. Association of 

European Border Region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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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금융/기술/상업 네트워크 

등 중첩적 네트워크가 지경학적, 지정학적 시공간(Time-Space) 거버넌스를 

이루며 소지역을 형성해 나간다. 여러 이해관계와 힘이 중첩되고, 경쟁 또는 

협력하면서 (초)소지역 형성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한다. 각 네

트워크가 자신의 이해와 전략을 실천한 결과로 초국경 현상이 벌어지고 소지

역 형성을 견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 또한 접경지역 간 통합 정도를 기준으로 접경지역의 성격을 파

악하는 대신 “접경지역 내외의 다양한 사회세력(social forces)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Perkmann and Sum 2002)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접경지역 내외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다중성과 다층성을 파악하고, 이들 

행위자의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특히 로컬

-국가 층위를 넘나들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새로운 공간성을 구성하는 

지점에 주목해 로컬정치의 다층적, 다중스케일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국제)정치학이나 고전적 지정학의 틀에서 

포착되지 않는 로컬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2) 네트워크적 접근  

본 논문은 지리학의 ‘관계적 전환’이 제시하는 대안적 인식론을 수용해 

단둥-신의주라는 두 도시에서 벌어지는 로컬 차원의 실천을 검토한다. 

‘관계적 전환’은 ‘생산의 사회관계’와 ‘공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의 

관계에 주목한 일련의 학자(Harvey 1982; Thrift 1983; Massey 1984; 

Smith 1984)에서 기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M. Jones 2009; Yeu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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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생산의 사회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했으나 행위자네트워크이론

(actor-network theory), 세계도시 네트워크(world-city networks), 도시 

네트워크(urban network), 로컬 및 지역발전 이론, 스케일 비판 등 다양한 

연구와 이론으로 확대되었다. (Jones, 492) 

지역, 도시, 장소 등에 대해서는 특정 범위와 경계를 가진 구역(area)로 

바라보는 대신 “지역, 도시, 장소를 안팎을 가로지르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

위자와 사회적 힘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박배균 

2015, 262) 장소, 지역, 도시는 독립적인 용기로서 이해되는 대신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사건과 과정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재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장소, 지역, 도시 등 특정한 성격을 공유하여 다른 곳과 차별

되는 공간적 구역(area)은 내부의 자연, 인문적 특성이나 내부 공동체의 활동, 

애착심, 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관계론적 시각에서는 

장소가 갖는 의미, 곧 장소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장소를 통해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 권력관계 속에서 갈등과 투쟁을 동반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소는 그곳에 뿌리내리고 소

속감을 지닌 내부 행위자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내외부에 위치한 

다양한 힘과 행위자들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박배균 2010, 

507–8)  

장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내외부의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즉, 어떤 행위자가, 왜, 어떻게 

장소와 관계 맺는지 살펴봄으로써 로컬 차원에서 인식되는 접경지역이란 특

정 장소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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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원래 의미는 두 개 이상의 노드가 연결(link)되어 있는 것이

다. 노드는 사람, 조직, 도시, 국가 등 무엇이로든 정의될 수 있고, 노드 간의 

연결 역시 연락, 접촉, 상품 이전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무엇을 

연결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네트워크의 형태가 달라지며, 노드의 역할은 네트

워크 상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노드로 정의된 개체 간 독립성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개체 

간의 연결이 맺는 관계를 분석해 네트워크의 ‘숨은 구조’를 파악한다. 여기서 

구조는 “행위자 간 관계에서 발견되는 지속적인 패턴”으로 정의되는 사회네

트워크이론 개념이다. (김상배 2011b) 노드의 역할이 네트워크 상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구조로 존재하게 된다. [그림 2-1]은 같은 

개수의 노드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네트워크 지형(topology)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위의 다섯 노드가 연결되는 방식, 즉 회색 노드가 주변 

노드와 맺고 있는 관계가 상이하므로, 회색 노드는 연결의 변화에 따라 일곱 

가지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두 도시 내외의 행위자가 형성하는 

그림 2-1 네트워크 지형도(topology) 

 

출처: 김상배 2011b,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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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그려내고, 그 지형과 특징, 각 노드의 역할을 파악해 두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장소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자의 의도와 전략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다층적 행위자가 두 도시의 연결에 개입하면서 접경지역에 영향

을 미치고 장소의 성격을 주조해 나가는 과정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행위자 간 연결의 증가는 곧 노드 간 기능적 연결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연결의 증가는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를 강화시켜 

공동의 장소성을 두텁게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두 도시 외 다른 방향으로 연

결이 확장되어 새로운 노드를 발생시키는 작용도 할 수 있다. 이때 네트워크 

형태가 변화하면서 노드로 정의된 행위자의 네트워크 내 위치와 네트워크 상

의 역할이 달라지므로 장소에 대한 이해관계 역시 변화한다. 협력의 증가나 

지역성의 증가를 규범적인 긍정성을 지닌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대신 다수 

행위자의 의도와 전략 속에서 도시가 공유하는 장소성을 만들어가는 지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스케일의 정치: 로컬정치의 다중적 스케일 

본 논문에서는 장소에 대한 다층적 행위자의 개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스케일 개념을 활용한다. 스케일(scale)은 “자연 혹은 인문적 사건, 과정, 관

계들이 발생하고 펼쳐지며,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스케일은 층위(leve)와 마찬가지로 위계적 요소를 갖지만, 규모(size), 관

계(relation)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호윗(Howitt 1993, 36)은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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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ed hierarchy), 축소판(micro-cosm)으로 스케일을 이해하는 경향을 비

판하며, “층위나 규모가 아닌 관계로서의 스케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관계로서의 스케일이 변화한다고 해서, 장소의 성격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소와 특정 사건 간의 관계는 변화하게 된다. (Howitt 

1998, 55-56)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정을 보다 역동적으로 검토하기에 

적절하다. 

연구자들은 스케일이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며 역사적이며 사회적

인 존재이며 관계적으로 이해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로컬, 국가, 지

구적 층위를 스케일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각 층위가 중립적으로 고정된 것

이 아니라, 특정 의제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는 특정한 행위자, 자원, 정치

적 기회구조를 통해 만들어지는 측면이 강조된다. (Hameiri and Jones 2017)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는 특정 사건/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

게 이용하기 위해 공간적 스케일을 상이한 방식으로 규정하려 할 수 있다. 

스케일은 행위자 간 권력 투쟁과 논쟁의 대상이며 담론적, 물질적으로 구성

된다. (박배균 2013, 38-39) 예컨대 세계화를 지구적 스케일의 사건이라고 

지칭하는 일은, 세계화가 국가, 지역 등의 하위스케일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는, 행위자의 의도와 실천을 전제하는 하나의 정치적 

담론이자 물질적 실체가 된다. 특정 정치적, 경제적 사건/과정이 로컬, 국가, 

지구 범위에서 작동하는지를 지칭하는 자체가 정치·사회·문화적 과정과 분리

될 수 없다.  

행위자를 통해 스케일이 형성되는 과정을 ‘스케일의 정치(politics of 

scale)’라고 한다. 스미스(Smith 1992)는 르페브르(Lefebvre)의 ‘공간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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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착안해 스케일 간 차이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리

적 구조(geographical structure of social interaction)’로서 스케일이 생상

됨을 밝힌다. 사회관계가 작동하는 지리적 범위로서 스케일이 생산되므로, 사

회관계와 스케일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어떤 사회관계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지는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

하다. 스케일의 정치 논의를 주도한 연구자들은 자본-노동 관계에 주목해 왔

다. 대표적인 스케일의 정치 사례인 스케일 뛰어넘기(scale jumping)나 스케

일 구부리기(scale bending)는 특정 스케일에서 성립한 정치적 요구가 의도

적으로 다른 스케일로 확장되거나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대개의 경우 국

가스케일에 집약되었던 제도들이 경제 세계화 속에서 로컬, 글로벌스케일로 

이전되는 것이다. (Smith 2004) 항상적인 자본축적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사

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절이 필요한데 제도적 장치를 통한 조절

은 특정 공간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과거 국민국가가 조절의 기능을 담

당해 오다가 자본주의 작동양식이 변화하는데 발맞춰 지방정부나 EU 등 국

가 상하위로 스케일 재조정(rescaling)이 시행된 과정을 이론화한다. 제솝

(Jessop 2002, 2004) 역시 자본주의 지구화에 따른 자본주의 생산의 스케일 

재편과 이에 따른 국가의 상하스케일로의 전환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자본주의 변환과 더불어 스케일의 정치가 이론화되기 시작했으나 스케일 

논의는 다양한 쟁점으로 확장되었다. 가정(home)과 가구(household) 등 소

비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스케일(Marston 2000), 사회운동의 

스케일 전략 등이 연구되었다. 로컬에서 출발한 평화운동이 전세계의 로컬 

평화운동을 연결해 글로벌스케일을 형성한 사례, 환경운동이 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스케일의 초국적운동을 조직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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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도시의 경계를 넘나들어 조직된 

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Herod 2011, 18-21)  

자본주의 경제의 조절위기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스케일이 생산된다고 함

의하는 ‘스케일 생산’ 대신 딜라니와 라이트너(Delaney and Leitner 1997)

는 ‘스케일 구성(construction of scale)’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보다 

넓은 차원의 사회관계 속에서 스케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7 특히 행

위자는 정치적 의도의 행위 속에서 어떤 사건을 특정 스케일의 사건으로 틀 

짓기(framing)해 스케일을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렇게 볼 때 스케일

은 “재현적 장치(representational trope)”로 인식론적 틀로 기능한다. (K. T. 

Jones 1998, 27) 따라서 중립적인 스케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자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는지 탐구하는 것이 곧 스케일의 정치가 된다.  

콕스(Cox 1998)가 제시하는 스케일의 정치 메커니즘은 스케일의 구성 

맥락에서 이해된다. 콕스는 로컬/지역/국가라는 위계적 스케일이 각각의 공

간에 대응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냐고 질문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

해 지방정부의 정치는 로컬한 것이며, 중앙정부의 정치는 국가적인 것인가 

질문하며 그는 ‘의존의 공간(space of dependence)’와 ‘연대의 공간(space 

of engagement)’의 차이를 구분하며 질문에 답한다.  

‘의존의 공간’은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 의존하는 로컬화된 사회관계”로

서 정의되며, 장소에 고착된 성격을 갖는다. ‘의존의 공간’ 내 존재하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 행위자는 자신의 이해를 진척시키고 해당 공간의 지속성

                                           
7 Political Geography Vol. 16, No. 2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y 특집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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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스케일 행위자와 연합(association)함으로써 ‘연대의 

공간’을 형성한다. 네트워크는 특정 사건의 구체적 행위자 간 형성되는 것으

로 행위자가 자신의 영역적 이해관계를 현실화시키기 채용하는 도구로서 기

능한다. ‘연대의 공간’은 분명한 경계와 층위를 갖고 고정되지 않는 특정 사

건에 대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형성되는데 ‘의존의 공간’이 장소의존적 이해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로컬스케일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연대의 공간’은 

스케일을 달리 해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의존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이행하는 것은 스케일 뛰어넘기(scale jumping)과 같다.  

로컬 행위자는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연대의 공간’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는 스케일의 정치를 실행한다. 여기서의 스케일은 행위자가 로컬 

이해관계를 위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다른 행위자의 자원과 권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다. ‘연대의 공간’은 많은 경우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나 

이러한 시각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결과로 스케일 재조정이 이루

어지고 새로운 스케일이 대두된다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폭넓은 사회관계를 

통해 스케일이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두 스케일의 관계는 위계(hierarchy)라기보다는 네트워크

(network)에 가깝다. (Ibid., 20) 두 스케일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

호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 뛰어넘기는 수직적인 위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다른 스케일로의 수평적인 이동을 의미한다. 로컬에서 벌어지는 사건

은 로컬스케일과 국가스케일 각각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 각 층위

의 행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를 가져 가질 수 있다. 장소

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행위자의 스케일 역시 비대칭적일 수도 있어 로컬스

케일 행위자뿐 아니라 국가, 글로벌스케일의 행위자, 예컨대 북한 중앙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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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 등도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콕스의 논의는 로컬에서 다른 로컬/지역/국가스케일에 걸쳐져 장소의존

적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로컬 행위자가 다중스케일 행위자와 연합함으로서 새로운 스케일을 구성해 

가는 메커니즘을 수용하되 본 논문의 연구대상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

한다.  

콕스의 논의는 국내 로컬정치 맥락에서 제시되었으나, 본 논문은 이를 

국경 너머로 확장하고자 한다. 그가 밝히는 스케일의 정치 메커니즘에서 로

컬의 이해관계자는 영역적 힘(territorial power)을 행사하는 능력에 따라 이

해가 실현되므로, 국가기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핵심적이 된다. (Ibid. 7) 

국내는 물론 상대국의 국가기구의 힘 또한 고려해야 하며 로컬 행위자가 연

합의 대상이 되는 국내외 지방/중앙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

진다. 중앙-지방관계와 국가-사회관계에 따라,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정부간 

업무 분업(division of labour)과 쟁점 영역에 따라 상이한 접근성을 보일 수 

있어 이를 먼저 검토한다.  

 

3. 분석틀 

본 논문은 북중관계의 영향 속에서 벌어지는 로컬의 정치적 동학을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최근 들어서 다양한 힘이 교차하며 현실을 주조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가 시작된 이후 양국 간 흐름의 축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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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소식이 되풀이되는 한편, 신의주 반일관광, 단둥 호시무역구 등 새로운 

실험도 개시되었다. 국경 만들기와 허물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압록강을 경제

적 삶의 수단으로 삼아 온 교류와 공유 외에도 국경 경관을 만드는 철조망, 

다리, 국경을 소재로 하는 관광상품 등을 통해 단절이라는 의미도 더해졌다. 

(강주원 2013b, 267) 이는 여러 방향의 힘이 단둥-신의주에 동시에 작용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2018년 현재까지 북중관계의 

급변을 배경으로 어떤 사회적 힘이 어떤 목표와 전략으로 장소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내외의 다중적 행위자를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단둥-신의주에 

북중 간 물리적, 인적 연결이 밀집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친척 방문과 생

계를 위한 인적 왕래, 무역과 투자, 도시개발 등 기능적 측면에서 두 도시를 

연결하는 물리적 실체와 이동의 흐름이 실재한다. 중조국경조약에 따라 압록

강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협의가 이루어지며, 각급 정부간 교류계

획에 따라 각급 당·정 관계자 교류가 제도화된 점 또한 영향을 미쳐왔다. 민

과 관(public-private) 양 측면의 연결이 발생시킨 네트워크를 파악해 두 도

시가 공유하는 장소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행위자를 파악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형태가 갖는

형태가 갖는 구조적 성격 또한 고려했다. 로컬 행위자 간 네트워크에서 출발

하지만, 네트워크의 범위와 형태 또한 고려해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이해관

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북중 

각 층위에 존재하는 행위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단둥-신의주

라는 장소의 연결에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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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두 도시 간 연결을 유지하고, 자신의 이해에 맞게 활용하려는 역

동성을 살펴본다. 장소의 특수성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도와 실

천을 통해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로컬 및 지역, 중앙의 이

해가 현실화되는 메커니즘을 기술한다. 로컬 행위자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다른 행위자와 연합해 장소의존적 이해를 진척시키고 로컬의 자율성을 발현

하는 정치적 동학을 보여준다.  

 

 

 

단둥-신의주라는 장소에서 출발해 국경을 넘나들며 실행되는 로컬 층위

의 사건/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파악했던 

중앙 당·정의 안보적 이해는 로컬 행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약을 가

중앙정부                중국 

         

   
지방정부 

    스케일의 정치   

         

      네트워크 

형성 

 장소의존적 

이해관계 

 로컬의  

이해 실현  

 

 접경지역 

주민 

    

   사적 경제 

행위자 

     

          

         

중앙정부      북한 

 

 
안보적 이해 

 
경제적 이해 

   

     

 

그림 2-2 연구 분석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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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건으로 이해한다.  

요컨대 북중관계의 맥락과 각국 내 제도적 조건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단둥-신의주라는 접경지역이 어떤 장소적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장소의존적 

행위자들이 장소 내외부, 상이한 스케일의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며 구체적 이

해관계를 실현하는지 그 정치적 동학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북중 경제협력

에 있어 로컬이 갖는 상대적 자율성을 드러내고, 국가 차원 북중관계와의 상

호작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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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인식  

이 장에서는 북한과 중국 국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북중 양국의 중앙-지

방관계 및 접경지역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 차원에서 분석 대상인 단둥

과 신의주의 위상을 검토한다. 이후의 장에서 로컬 차원에서 단둥-신의주를 

분석하는 것과 달리 이 장은 각국의 제도와 정책 변화를 다룬다. 로컬정치가 

작동하는 배경을 이루는 국가적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단둥과 신의주는 국가 하위의 행정단위인 일반적 의미에서 로컬로서의 

성격과 접경지역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제도화된 중앙-지방관계에 의

해 제약되는 동시에 국경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정책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을 각각 검토한다.  

 

1. 중앙-지방관계의 제도적 변화  

1) 중국   

중국에서는 중앙-지방관계는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를 뜻한다. 전통적으로 중앙이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하달함에 따라 성 이

하 각 행정단위에 구체적인 계획 목표가 주어지고 각 단위가 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수직적 중앙-지방관계는 개혁개방 이후 변화를 

겪었다. 분권화 실시가 성 및 도시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

로 작용했다. 모든 지역에 단일한 정책이 시행되던 경향에서 벗어나 중앙 지

시와 지방의 조건을 배합해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인지제이

(因地制宜)가 강조되었다. 성급 이하 지방정부가 자신의 조건을 평가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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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게 되면서 하위 정부가 자율성을 발휘할 공간이 확대되었다.  

분권화의 정도는 쟁점별로 상이하지만 경제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인사 영역 변화의 폭이 가장 좁았다. 경제 영역에서는 재정분권화 실시가 실

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유인구조가 변화했다. 1979년 이후 중앙과 성을 비롯한 

각급 정부간 개별 협상을 통해 중앙에 제출하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를 지방에 유보하도록 하고 계획, 투자 결정, 해외투자 유치 등에서 지방정부

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괄목한 경제성과를 내면 성 이하 각급 단위에 

유보되는 금액도 증가하므로, 각급 정부가 경제성과 달성에 유인을 갖게 되

었다.  

인사 영역에서는 1983년 당안을 1급 관리(下管一级)로 줄이면서 조직부

가 직접 관리하는 인사 권한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성서기 및 부서기, 성

장과 부성장 등 성정부의 핵심 인사는 중앙에서, 지급시위 서기와 시장 인사

권은 성위∙성정부가 갖는다. 인사 평가 기준도 변화했는데 당에 대한 충실성 

등 이념적 평가가 약화되고 실적 위주로 경제성과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자

리잡았다. (Chung 2001) 성급 당·정 관리의 승진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리와 

주(H. Li and Zhou 2005)에 따르면 중앙 인물과 맺고 있는 개인적 네트워크

와 꽌시에 비해 경제성과, 그 중에서도 전체 재직기간 중 평균 GDP 성장률

이 승진에 있어 주요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 지급 관리 승진을 처음으로 실

증 검토한 쉬(Shi et al. 2017) 역시 성급과 마찬가지로 경제성과가 해당 관

료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행정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며 중앙-지방관계는 

개혁개방 이후에도 변화했다. 중앙과 성 간에는 공식 제도와 비공식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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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간 항상적인 협상(bargain)이 이루어져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했다. (Lieberthal and Oksenberg 1988) 성정부 이하 각급 단위가 경쟁적으

로 각종 우혜정책을 제공해 외자기업 유치를 확대하면서, 중앙-성 간 갈등은 

물론 각 성정부 간 경쟁과 갈등을 낳았다. 나아가 중앙재정이 악화되면서 중

앙의 행정권력 또한 약화되었다. 1980∼90년대 초 지방 보호주의, 지방간 과

도한 경쟁, 지역간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중앙 당·정 권력을 강

화하기 위해 분권화를 축소하고 수직관리체제를 도입해 통일적인 관리체제를 

수립했다. 예컨대 재정 부문에서는 1994년 분세제 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

의 과세범위를 분명히 하고, 각 급이 다음 급을 관리하도록 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과세를 통해 중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지·현급은 

지방으로 배정된 세금을 징수해 중앙에서 이전하는 재정 외에 지방재정을 마

련할 수 있도록 분리했다. 결과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한 조치였다. (D. L. Yang 2006)  

각 지방정부가 누려온 자율성이 전면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으나 수직관

리체제를 통해 단기성과 위주의 과잉, 중복투자나 비합리적 외자우혜정책 등

이 정비되었고, 지방정부가 지방경제 운용에 대해 져야 하는 책임이 증가했

다. 지방관료는 중앙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지방재정도 마련해야 했

다. 각급 관료는 개인적인 승진을 위해서도 해당 단위의 경제성과를 가시적

으로 증진시켜야 했고, 단위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도 경제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지게 된다. 

분세제 개혁 이후 성급 이하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기반은 개인 및 기업

소득세, 경영세, 증치세(VAT와 유사), 도시경영세, 부동산세 등이다. 지방정

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두 가지를 중시하게 된다. 첫째는 분세제 이전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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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해당 단위에서 운영되는 기업을 유치하고 늘리는 것이다. 더 많은 

외자 유치와 외지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었고, 다종다양한 개발구 

설립, 도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장소마케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Lin 2015; M. Li 2014; Y. Li and Li 2009; Xu and Yeh 2005)  

둘째, 지방정부로 개발 이익이 귀속되는 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교육 등 기타 정부 지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로컬 자산

에 주목한 것이다. 1990년대 말 기준, 토지 관련 재정은 지방재정의 30∼70%

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을 위해 거래하는 과

정에서 세금과 등록비용 등이 발생하고, 공업 및 상업용지로 대여, 판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지방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Hsing 2006, 578-

579) 또한 랜드마크를 유치하고, 도시경관을 변화시키고 마케팅에 착수해 도

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 역시 활발하게 벌어졌다. (Ong 2014) 올림픽과 

박람회 등 국제적 이벤트를 유치하고 인포시티, 에코시티 등 특정 이미지를 

활용한 신도시(新区) 건설 등 “기업가주의적 도시개발”이 중국 전역에서 실행

되었다. (F. Wu 2015, 143–88) 도시간 경쟁의 격화와 기업가적 성격의 강화

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Cowen and Smith 2009; Peck 2002; 

F. Wu 2010, 2000) 중국에서는 지방재정 확보 및 당∙정 관료의 개인적 업적

과 관련되어 국제적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인 함의 또한 갖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분세제 개혁 이후 부분적으로 대외활동과 대외합작 

권한을 부여 받아, 중앙정부가 제정한 지역경제협력 틀 내에서 외부 국가, 지

역과 협력한다. 비록 지방 차원의 대외권한은 경제 영역에만 부여되지만, 각 

지방의 특징에 맞는 초국경협력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대표적으로 윈난성

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초국경협력을 실행해 사실상 주변국과 자유무역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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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고, 시장성은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 추진을 기회로 삼아 서아시아

와 초국경협력을 강화 중이다. 동북3성과 내몽고는 자주적 개발 위주로 인프

라, 교통, 물류 협력이 진행 중이다. (李天籽 2015, 128–32) 

요약하면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중앙정부의 통일적 관리와 지침 하에 

지방정부가 제한적으로 경제 영역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구조다. 지방의 경

제적 권한과 책임이 규정되는 한편 경제성과가 인사평가 기준이 되며 로컬 

차원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다.  

 

2) 북한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중앙-지방관계는 엄격한 위계 하에 

지방이 중앙의 정책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

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과 유사하나 국가 규모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북한

의 중앙중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에 해당

하는 지방 인민위원회는 정치·행정적 차원에서 중앙의 정책방향을 전달하고 

계획경제를 집행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임도빈 and 안지호 2012; 

이무철 2005, 2004)  

경제적 차원에서는 ‘자립적 지방경제’를 슬로건으로 각 지방의 경제적 자

립을 독려해 왔다. 자립의 기본단위는 시·군으로 도는 중앙와 시군의 관계를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식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필품을 시군 단위에

서 스스로 생산한다는 지침 하에 각 시군에 기초식품공장, 신발공장 등 경공

업 공장이 일찍 설립되고 일용상품을 생산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 왔다. 

(양문수 2010, 374-400) 1973년부터는 지방예산제를 실시해 중앙예산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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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 및 보조금을 축소하고 각 지방이 자체 재원으로 자급자족하도록 하는 

한편, 초과 수입을 중앙예산에 동원하도록 했다. 이 제도 하에서 지방정부는 

지방공업, 농업, 수산업, 인민봉사사업, 수매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중앙-지방관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를 겪는다. 

중앙당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현실적으로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증가했다. 중

앙의 경제적 통제는 배급과 자원 배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이

를 공급하지 못 하는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방정부 및 각급 기업이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후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하 7.1조치)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사후적으로 제도화하

면서 지방경제의 자율성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무철 2005; 

임도빈 and 안지호 2012) 이미 1998년 그간 공고히 유지해 오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정도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필

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원종문 1998) 

대외무역 분권화는 7.1조치보다 앞서 실시되었다. 1970년대 말 1980년

대 초에 모든 도에 무역전담 부서가 설치되고, 시∙군 행정경제위원회에 무역 

및 외화벌이사업소가 설치된 것이 시작이나, 유의미한 제도적 변화는 1991년

이 돼서야 발생했다. ‘새로운 무역체계’라는 이름 하에 대외경제위원회를 비

롯한 위원회∙부에서 수행하는 국가무역체계와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지방무역체계를 구분해 지방에 수출입 계획 작성, 실행 등 권한이 위임되었

다. 새로운 체계 하에서 지방무역 부서가 확대되었고, 도 무역관리국의 은행

구좌가 독립되어 도가 중앙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양

문수 2008, 3–8)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를 맞으며 “국가적 투자가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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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는 조건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닐박막, 농약 등 농업을 비롯해 

지방공업에서 이용하는 원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에서 생산한 제

품, 지방 특산물을 수출하고 필요한 것을 수입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각 

지방은 자체로 번 외화로 지방 경공업 공장 생산을 정상화하고 식량, 먹는 

기름, 사탕가루 등 소비품을 공급했다. “도·시·군의 지방기업에서 생산되는 

크고작은 상품을 수출하고 … 세소상품을 수입”해 지방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경직 1998, 76) 이를 위해 신뢰를 기본으

로 지방무역 사업을 벌이고 가공무역, 맞바꿈무역, 변강무역 등 여러 형식과 

방법을 도입할 것도 강조되었다. (Ibid. 78)  

7.1조치 발표 이후 지방무역 외에도 각 도인민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자체 

예산을 짜고, 그에 해당되는 재정을 상당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방행정기관이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인센

티브도 확대되었다. “… 지방별로 국가에 바칠 몫만 규정해 주고 해당 집행단

위가 자체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오선희 2002, 42) 규정해 초과수

입을 지방에 유보토록 한 것이다.  

최근 각 도에서 시·군에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창현 2013) 도 경제지대개발국은 

지방급 개발구에 대해 총계획과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개발기업을 선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중앙급 개발구에 대해서도 해외투자 심의와 개발기업 

선정과정에 부분적으로 관여한다. 조선개발협회 윤용석 국장은 “지방에는 

잠재력이 있다. 북부국경지대는 중국, 로씨야와 접해있고 동해와 서해를 끼고 

있는 지방들은 세계 여러 나라와 련계될수 있는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방의 우점, 특성을 적극 내세우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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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대담하게 밀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2013) 도급 

경제개발구는 대부분 북중러 접경지역과 항구를 갖춘 해안에 위치해 있다. 

북한 외부와 연결 잠재력이 높은 장소를 활용해 경제개발구를 설립하고 

지방의 특성을 십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단, 라선, 황금평-위화도, 개성, 

원산-금강산 4대 특구는 내각 대외경제성이 전적으로 개발 책임과 관리를 

맡는다. (리일철 2015)  

이는 북한에서 처음 시도되는 조치로 적어도 경제개발구에 있어서 각 도

는 중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대외경제성의 

승인과 관리 하에서지만, 개발구 개발, 설립과 관련한 권한이 도인민위원회에 

주어진 것은 무역, 재정, 투자 등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적으로 자율적인 행

정 운영과 집행이라기보다는, 중요 사항은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송진

행 2015)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중앙-지방관계가 경제적 측면에서만큼은 적

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중국의 국경 인식 및 접경지역 정책  

1) 접경지역 인식: 대외경제의 교두보 

중국은 남쪽으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북쪽으로 몽

골, 서쪽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과, 동쪽으로는 북한, 러시아 등 14개국과 육지 국경을 두고 있다. 전

체 22,800km의 육지 국경선을 두고 러시아(옛 소련 시기), 인도, 베트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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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충돌한 바 있으며, 소수민족 거주지가 집중되어 있어 티벳, 시장 등에서

는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접경지역은 주변국 또는 소수

민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존재해 안보취약지역이자 경제낙후지역으로 꼽혀 

왔다.  

1949년 국가 설립 이후 중국은 주변국과 국경협상을 차례로 진행해 

1960년대 초반(미얀마, 1960: 네팔, 1961: 몽골, 1962: 북한, 1962: 파키스

탄, 1963)과 1990년대 초반(라오스, 1991) 육지 경계를 확정했고, 1999년 베

트남과도 육지 경계를 확정했다. 본격적인 국경협상 시작은 1955년 11월 미

얀마와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계기가 되었다.  

크게 1960년대와 1990년대 두 차례 국경이 획정되었다. 인도(1962), 소

련(1969), 베트남(1979)과는 무력충돌하는 등 국경 획정 과정에서 질곡이 발

생하기도 했다. 무력충돌 발생 여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불평등 조약’ 불계

승 원칙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1945년 이후 중국은 2차대전 전승

국의 지위로 1840년부터 청이 서구 열강과 서명한 모든 불평등 조약을 폐기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중국의 육상 및 해상영토를 설정하면서 현재까지 해상

영토 관련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14개 인접국 중 12개 인접

국과 육지 경계를 확정해 전체 국경의 90%를 공식화했으나 해협과 양안이라

는 두 정치적 실체가 있어 “영토 주권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존

재한다. (張華 2015, 23)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카자흐스탄

(1998), 키르기스스탄(2002), 타지키스탄(2002), 러시아(2005)와 국경 협정

을 체결했다. 1990년대 국경 협상은 1960년대보다 실리적인 방향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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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91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나머지 국가들과 국경 분쟁을 모두 해결하

고 현재 인도, 부탄과의 내륙 영토, 서사군도, 남사군도, 조어도 해상영토를 

제외한 나머지 분쟁은 해결된 상태다. (이동률 2007, 327-328) 국경지역의 

신뢰 구축과 비군사화 관련 협상에 참여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시기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적 안보환경을 확보가 필

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는 주변국과 맞닿은 국경 인근 지역을 ‘변강(边疆)’으로 지칭한

다.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땅”으로 일반적으로 “국계(国

界, 국가 경계)에 가까이 있는 지방 혹은 영토”로 해석된다. (이천석 2012) 

엄격한 학술적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국 영토의 역사성을 고려해 변강

이 반드시 지리적 차원의 국경지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변강은 민

족 또는 영토문제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치적 개념에 근접하고 있으

며, 다만 동북지역은 지리적, 정치적 개념 모두에서 변강지역으로 분류된다. 

(張華 2015)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위협으로 변강 위기를 겪은 중국은 변강 

안정을 중시해 왔다. 영토 문제, 경제 격차에서 오는 국내의 사회경제적 차별, 

주변국과 맞닿아 분쟁지역으로 변화할 가능성, 변강 대부분에 소수민족이 거

주하는 등의 문제로 현재에도 안정을 중시한다. (안병우 2007)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이슬람주의가 확대되고, 변강 

소수민족이 분리독립을 시도하면서 소수민족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로 떠올랐

다. 1992~1995년 신장, 하이난, 윈난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를 파악해 1997

∼2000년 변강사지연구중심(边疆史地研究中心)이 윈난, 신장, 동북3성에 대

한 연구 7편을 잇달아 발표했다. 윈난성의 태국·베트남 마약문제, 신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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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테러 문제, 동북3의 한반도 정세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정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吗大正 2011, 6-7)  

북한과 국경을 접한 동북3성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첫 보고서가 발간

되었으며, “한반도 형세의 변화는 우리나라 동북지역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

이고 이것은 아주 크고 민감한 중요한 문제”라고 적시했다. 19세기 말 20세

기 초 난민 동향, 지린성 중조 국경 현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반도에서

의 급격한 변화 시 대규모 난민 유입과 더불어 중국 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마이뉴스 2004) 정치적 안정을 중

심으로 한 접경지역 인식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인식 하에서 오랫동안 변강-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제약된 상태였다. 국경 무장 강화를 통한 국경 안정 유지가 중심이었고, 

1965년부터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배치에 대한 중요한 전략조정으로써 ‘3선

건설(三线建设, 1964-1978)이 제시되어 동북 및 연해지역의 국방군수기업을 

내륙으로 이전했다. 중소관계 악화와 베트남 전쟁에 따른 국제관계 악화로 

주변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1970년 국가민족위원회가 

폐쇄되어 소수민족 관련 업무가 마비되면서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접경

지역의 경제발전은 더욱 지체되었다. (김천규 외 2013, 25-32) 

1990년대 국경 협상에 대한 태도가 실리적으로 변화한 것과 동시에 접

경지역 에 대한 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80년대에 

서부, 북부 등의 국경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민족업무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정책에서는 동부연해지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이 우선된 상태

였다. 접경지역에서는 민족주의 세력 부상에 따른 변강 불안정, 경제격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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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 잠재적 위협요인이 불거졌고 동북지역에서는 ‘동북현상’, 즉 국유기업 

낙후와 폐쇄에 따른 노동자 실업 등이 문제되었다. 과거와 달리 ‘경제 발전’

에 주된 관심이 집중되었다.  

접경지역 정책은 경제발전과 지역 안정을 동시에 강조한다. 소수민족의 

적극성을 충분히 이용하는 가운데, 변강지역의 경제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변강민족정책이 수립되었다. 경제부·재정부·국가세수국·해관총서 

공동으로 1991년 4월 19일 국무원판공실 25호 《변경무역·합작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积极发展边境贸易和经济合作促进边疆繁荣稳定的意见)》을 

발표해 변경무역 기본 형식과 우대정책을 발표했다. 1990년 10∼11월 헤이

룽장성, 광시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위난성의 변경무역 현황 조사에 기초해 

정책을 수립했으며 우대정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변경무역회사 상품과 관세, 상품세(부가가치세) 면제. 술, 담배, 화장

품 등 수입제한 상품에 대한 관세와 상품세 50% 면제.  

2. 변경소액무역(边境小额易货贸易) 

3. 변민호시무역(边民互市贸易) 300위안8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4. 미얀마 변경주민간 무역  

5. 광시, 윈난-베트남 간 무역 

6. 신장-티베트, 파키스탄, 네팔, 인도 간 변경소액무역 

 

                                           
8 1996년에는 1인당 1,000위안으로, 2017년에는 1인당 8,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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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무역은 크게 변경소액무역, 변민호시무역 두 가지로 나뉜다. 변경소

액무역은 중앙·지방정부가 승인한 변경소액무역 권리를 보유한 기업이 변경

세관을 통해 인접국과 무역하는 것으로 수입관세 및 증치세(지역별로 상이하

나 대개 17%)를 50% 감면받는다. ‘소액’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금액 제한

은 없으며, 전자제품, 가구, 부품 등 특정 품목은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다. 변민호시무역은 국경 20km 이내에서 국무원 승인 하에 개방된 지역, 또

는 시장에서 개인적인 생필품 무역을 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듬해인 1992년에는 위 문건에 기초해 헤이룽장성의 헤이허, 수이펀허, 

지린성의 훈춘, 내몽골자치구의 만저우리, 얼련하오터, 시장자치구의 이닝, 

타청, 보러, 루이리, 윈난성의 완팅, 허커우, 광시성의 핑싱, 동싱(黑河、绥芬

河、珲春、满洲里、二连浩特、伊宁、塔城、博乐、瑞丽、畹町、河口、凭祥、东兴) 등 13

개 도시를 연변개방도시(沿边开放城市)로 지정하고, 여기에 단둥을 더해 14

개 변경도시에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를 설립하도록 했다.9 변경경제합작구는 

변경개방도시의 변경무역과 가공수출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주변국과의 

무역,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롄, 천진, 상하이 등 연해

개방도시 수준의 기업소득세(24%)를 적용하고 재정수입의 지방유보를 확대하

는 한편, 은행융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무역협회 2005) 이후 1996

년 《변경무역에 관한 통지(关于边境贸易有关问题的通知)》를 통해 변경무역 

우대정책을 재차 확인하면서 접경지역의 각 도시가 주변국과의 무역, 경제협

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독려했다. 변경무역이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9 2017년 6월 현재 중국의 변경경제합작구는 총 16개로 앞의 14개 도시 외에 윈난성의 완딩

(畹町), 린창(临沧)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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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 때문이다. (李天华 2013, 86–92)  

지역정책 차원에서도 1998년 11월 당중앙 직속으로 '신장시짱문제연구

소조’를 설치하면서 서부대개발을 본격화했다. (Li 2014, 330) 서부대개발 관

련 중앙문건과 함께 9.5계획(1996-2000년)10에서 ‘지역경제협력발전유지 및 

지역 간 격차의 점증적 축소’를 제시하고, 2010년 경제·사회발전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주요방침으로 명문화했다. 7.5계획(1986-1990년) 이후 동·중·

서 순서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는 전략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吳昊 2010) 지역간 격차를 인정하는 비균형발전 기조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

으나, 각 지역간 발전우위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지역의 공동발전

과 상호협력을 확대하도록 협력발전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소수민족 정책의 일환으로는 1998년 국가민족위가 '국경부흥행동'

을 제안하고, 1999년 국가민족위와 재정부가 9개 국경성시에 9개 전국국경

부흥행동(兴边富民行动) 시범현(기·시·시직할구)를 확정해 중앙정부가 국경부

흥행동시범지역에 자금과 정책을 지원했다. 핵심적으로는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접경지역의 현을 대상으로 소득을 높이고 경제 안정을 이루도록 지원하

는 것이다. 시짱, 윈난성 등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성 중 많은 현에서 국경부

흥행동이 실시되나, 동북3성 중에서는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내 조선족 

                                           
10 5개년계획은 1953년 제1차 5개년계획(1.5계획)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국민경제발전에 대

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이다. 10번째인 2001-2005년 10.5계획까지는 

‘계획(计划)‘으로 불렸으나, 2006년 11.5규획부터는 ‘규획(规划)’으로 지칭한다. 2년여에 걸

쳐 연구과제 보고-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져 건의(안)을 중국공산당 전체회의에 제출한 이후 

계획 요 초안을 완성해 국무원에 보고하고, 계획(안)을 양회에 송부, 심의한 이후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통과하는 절차를 밟는다. (KOTR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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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은 현과 만주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랴오닝성 단둥시 콴덴

현을 대상으로 정책이 실행된다. 현급은 중국 행정체계 중 가장 하위 행정단

위로 대부분 농촌 지역이라 국경부흥행동 하에 농촌 소득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 창업 지원 등이 실시된다.  

소수민족 정책과 변강발전 정책이 교차되어 추진된다는 사실은 접경지역

의 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요인이 모두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위에서 보듯 변강정책은 시짱, 광시, 윈난 등 티베트 문제, 중국-베트남 

국경 갈등 등으로 국제정치으로 주목받은 곳을 기반으로 수립되었고 최근 국

가급 커우안과 변경경제합작구, 월경경제합작구를 아우르는 변경개발지구의 

변경개방개발에 관한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역시 광시, 윈난, 내몽골, 헤이룽장 

5개 접경도시로 결정된 것에서 보듯 (国务院 2015)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지

리적 초점은 광시, 윈난을 비롯한 서부지역에 계속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동북진흥 관련 몇 가지 중요 조치에 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 2014)에

서는 만주리, 훈춘의 기존 월경경제합작구를 건설하고 수이펀허, 옌지, 단둥

의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설립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수이

펀허만 시험구 설립 비준을 받았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동북3성에서는 몽골,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단둥에 대한 관심은 상

대적으로 적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적 요인이 중국이 영토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주된 변수로 작용”하

게 된 것이 국경과 접경지역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핵심이다. (Li 2014, 

330) 이와 동시에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이 강조되었다. 변경무역 우대정책, 

변경경제합작구 설치 등을 통해 국경지역 거점식 개발·개발모델을 제시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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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협력을 일차적으로 뒷받침했다. (吳昊 2010, 25) 대외 진출과 교류의 교

두보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의 성·시정부는 대외활동과 대외경제합작 권리를 부여받아 초국

경협력의 행위자로 활동한다. 국가의 근본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변국

과 협력을 확대하고 대외개방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접경지역 성정부 중 

일부는 ‘교두보(桥头堡)’로 지칭되어 각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제도

화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신쟝성이 중앙아시아

로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시한 데 이어 2009년 헤이룽장성을 러시

아로의 교두보로, 윈난성을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로 각각 언급해 성정부의 역

할 확대를 강조했다. ‘교두보 건설’ 전략은 국가의 공간 전략과 성 차원의 지

역 자산이라는 정치경제적 우위를 결합해 중앙-지방 간 제도화된 협력기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화된 영역적 경쟁”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Su 2013, 

1218) 즉 중앙정부와 성정부 간 역할 분담을 제도화해 조정(regulation)을 

혁신하려는 사례로 꼽힌다. (Su 2012) 접경지역의 초국경협력 사례는 윈난 

광시와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협력, 시짱과 중앙아시아의 서부대개발과 연동

된 협력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며 두만강 유역의 동북아시아 협력은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李天籽 2015, 128–32)  

 

2) 접경도시 단둥의 위상  

중국 전체에서 볼 때 북중 양국이 압록강을 두고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

은 윈난, 광시, 헤이룽장처럼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꼽히지 않는다. 동북3성 



 

61 

중 러시아, 북한과 국경을 접한 헤이룽장성이 러시아와 협력에 있어 주요 행

위자로 설정되고 두만강 하류 훈춘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정책이 

추진되는 데 반해 (国务院办公厅 2012) 접경도시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단둥

과 랴오닝성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둥은 동북진흥계획 

대상인 동북3성 랴오닝성에 위치하며 랴오닝성에서 추진하는 국가급계획인 

연해경제대의 하나에 속해 있으나 두 계획은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은 아니다.  

동북3성을 대상으로 하는 동북진흥전략은 주요 중화학공업 기지이자 농

부산품 생산기지였던 동북3성 한때 ‘공화국 공업의 장자’로 불리며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끌었으나, ‘동북현상’으로 불릴 정도로 경기 침체 및 실업자 문제

가 심각해지며 시작되었다. (박철현 2013)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성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는데 5년

이 지난 1996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으로 개혁 문제가 언급되어 실제적인 

대책이 세워진 것이다. (Chung, Lai, and Joo 2009, 112) 2003년 이전까지

는 동북3성 전체가 중앙의 지역개발 정책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Ibid., 

10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북3성 개혁 미비의 이유를 상이하게 진단해 왔

다. (爭鳴 1998) 1998년 정부공작회의에서 동북 문제가 논의된 이후 랴오닝·

지린·헤이룽장성 지방인대, 정협 위원은 다양한 자금 및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국가의 지원 부족이 개혁을 더디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정

부는 자금,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사상과 실천의 필요성을 지

적한다. (21世纪经济报道 2003)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원이 적다는 점에 불만

을 표시한 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동원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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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2003년 10월 발표된 동북진흥전략(中共中央 国务院 2003) 이하 11호 

문건)은 1차로 주요 기업의 핵심 프로젝트 100여 개를 선정, 총 610억 위안

의 자금을 투입해 경제적으로 노후된 산업구조 재편에 착수했다. 계획을 통

해 저발전된 동북 지역을 세계경제구조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적의 하나지만, 

11호 문건에는 대외개방 또는 대외협력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이후 

2005년 6월 《동북 노공업기지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를 위한 의견(关于促

进东北老工业基地进一步扩大对外开放的实施意见)》 (国务院办公厅 2005), 이

하 36호 문건)에서 대외개방과 대외협력의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동북3성의 개방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

이다.  

11호 문건에서는 동북3성의 ‘주변국’으로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을 거

론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에서도 헤이허, 수이펀허, 훈춘 등과 러시아와의 합

작이 적시되었다. 36호 문건에서는 구체적으로 두만강 지역에서의 국제협력

과 개발을 계속 확대할 것과 접경지역 개발과 대외개방의 새로운 모델을 만

들 것을 강조했다. ‘지리적 우위’를 발휘하는 측면에서 헤이허, 수이펀허, 훈

춘, 단둥 등 무역, 가공, 여행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대외개방의 새로운 방식

으로 제시되었고, 헤이룽장성 접경도시 외에 랴오닝성 단둥이 추가적으로 언

급되었다.  

중앙정부급 계획의 대외개방과 관련해 북한, 러시아와의 합작이 적시되

면서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대폭 증가했으나 북중 간 주

요 접경도시인 단둥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단둥시 차원에서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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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518공장, 동방계측, 슈광집단(曙光车桥), 티

엔리생물(天利金业生物) 4개 기업의 생산설비 개조에 3.86억 위안(당시 환율 

기준 5,000만 달러. 같은해 대북수출액은 2억 달러)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丹东市委党史研究室 2007) 단둥의 도시개발과 경제가 제고되는 계기는 

2006년 랴오닝성의 ‘5점1선(五点一线)’, 2007년 ‘랴오닝연해경제대’ 발전계

획이 마련되고 2009년 해당 계획이 국가급 계획으로 격상되면서부터다. (만

하이펑 2012a) 

여기에서도 접경지역으로서 단둥 개발보다는 단둥항 보유지로서의 단둥

이 강조된다. 국가 차원에서 보는 랴오닝성 발전 방향의 중심은 항구와 물류 

부분이다. 2009년 국가개발개혁위 관계자는 동시에 국무원 비준을 받은 랴오

닝성의 연해경제대, 지린성의 창지투 개발 방향을 설명하며 “랴오닝성은 연해

(沿海)에, 지린성은 연변(沿边)”의 우위를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国家发展改

革委 2009) 랴오닝성은 바다와 면한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되 지린성

에 대해서는 ‘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획’(“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

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 2009)(2009-2020)를 별도로 마련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접경지역 개발을 강조했다. 이후 훈춘을 변경합작시범구로 지정

해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 등 동북아국과의 협력의 핵심으로 만들었다. (国

务院办公厅 2012) 단둥 역시 시범구로 지정받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벌여 

왔으나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했다.  

성 차원의 계획을 보면 랴오닝성에 있어 주력할 부분은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를 비롯한 전통시장 확대와 아프리카, 남미, 중동, 동유럽, 러시아 신

흥시장 개척 순이며, 북한은 ‘변민지역, 변민호시, 시장기회 선점’ 맥락에 위

치한다. (司中全 and 陈国庆 2005) 일본, 러시아, 남북한이 모두 동북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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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국가긴 하지만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상이해 북한은 성 차원의 관심에서 

주변적 위치에 속하는 것이다. 예컨대 2002년부터 랴오닝성 정책 수립 시 하

이청과 단둥 둥강시에 중조변민시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반복되었지만 

(Ibid. 231) 중조호시무역구는 2016년이 돼서야 단둥신취에 건설되었다. 단

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접국인 북한의 경제력이 중국 전체는 물론 랴

오닝성 차원에서도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둥이 직시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제약인 것이다.  

동북진흥전략 발표 이후 랴오닝성급 실천 전략으로 마련된 《랴오닝성연

해경제대개발계획》의 핵심은 다롄과 선양으로 다롄을 동북아국제항구로 발전

시키고, 선양·다롄 양대 제조업기지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다롄을 중심

으로 하는 연해경제대와 선양을 중심으로 하는 선양경제구가 랴오닝성 차원

에서 실행되는 국가급 전략으로 비준되어 있다. 랴오닝연해경제대는 중국 유

일의 대규모 연해구역발전계획으로 제출되었으며, 선양경제구는 도시군 상당

수가 ‘동북현상’을 겪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 추

진되고 있다. (韩增林 2010)11 

다롄은 1984년 텐진, 상하이 등 14개 연해도시와 함께 대외개방이 결정

되어 랴오닝성은 물론 동북지역에서도 발전이 두드러지게 앞서는 곳이다. (장

샤오강 2016) 그러나 랴오닝성을 벗어나면 환보하이만의 항구도시 중 다롄, 

베이징, 텐진, 칭다오 등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어느 하나도 압도적

                                           
11 현재 랴오닝성 차원에는 국가급 전략으로 랴오닝연해경제대와 선양경제구 개발이 존재하고 

성급 계획으로 랴오시베이(辽西北) 개발계획이 존재한다. 성 차원의 3개 계획이 교차하면서 

국가급 개발계획 8개시 성 총면적의 7.65%, 성 차원 12개시 38개 현(시, 구역), 총면적의 

26.26%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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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크진 않아” 다롄을 중심으로 한 랴오닝반도,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 산둥

반도, 베이징·텐진을 중심으로 한 진징지 지역의 영향력이 각각 중첩되어 있

는 상황이다. (X. Zhu and Sun 2009) 따라서 랴오닝성 차원에서 다른 지역

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롄의 항구 개발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랴오닝성 10.5계획(2000-2005)은 “선양, 다롄, 진저우를 중심성시로 전

성 경제구역 발전의 중심작용을 하도록” 한다고 제시한다. (辽宁省发展计划委

员会 2002) 10.5계획에 따르면 대외개방 항목과 관련해서 국유기업 개혁이 

가장 우선순위이며 이어 농업, 산업 순이다. 대외개방에 있어 일본과 한국, 

홍콩, 유럽과 미국, 동남아를 무역 전통시장으로 파악하며,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변경무역을 확대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한국, 러시

그림 3-1 랴오닝성 내 국가급, 성급 계획 

 

출처: 沈阳日报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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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선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변경무역을 확대하고 특색 농산품 위주의 수

출품 생산기지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랴오닝성에서 변경무역이 이루어지

는 곳은 단둥이 유일해, 사실상 단둥에 부여된 역할은 농산품 위주의 변경무

역 확대다. 2000년 이후 성 차원의 계획에서 단둥을 언급하는 부분은 ‘변경 

관리’ 부분이 유일하며 이는 변경관리 협의에 랴오닝성과 단둥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떄문이다.  

5점1선 연해경제대 발전이 구체화된 11.5규획(2006-2010)에서도 핵심

은 다롄을 동북아국제해운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잉커우와 단둥이 포함

되나 관련해서는 종합보세구 설치계획만이 적시된다. (辽宁省发展和改革委员

会 2007) 단둥의 임항경제산업구는 잉커우·진저우 등과 함께 다렌 중심 연

해경제대 발전을 지원, 확장하는 역할을 부여받으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辽宁省人民政府 2005) 그러나 아래 [표 3-8]에서 보는 것처럼 단둥항

의 물동량은 다롄항과는 10배, 진저우항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항구 

개발이 중심인 랴오닝성 차원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다. 

랴오닝성의 다롄 중심 발전전략은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 13.5규획

(2015-2020)이 본격화되는 2015년 이후부터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

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랴오닝성과 협력해 북황해 

지역협력·발전계획을 제출했다. (ADB 2015, 2009) 북황해 지역협력은 잉커

우, 만주리, 유럽으로 이어지는 ‘일대일로’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랴오닝 5점1선 도시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중국-몽

골-러시아 간 회랑과 다롄 자유무역항 건설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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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랴오닝성에서 단둥항 위상 

 
물동량(만 톤) 목표 해안선(km) 

2010 2020 항구해안선 심수해안성 

다롄항 33,000 56,000 384.5 204.9 

잉커우항 15,000 30,000 75.1 25.5 

진저우항 5,600 10,000 7.3 4.4 

단둥항 3,700 6,000 28.8 17.8 

후루다오항 2,500 7,500 20.5 20.5 

출처: 辽宁省人民政府办公厅 2008, 랴오닝연해경제대에 속한 도시만 비교해 판진항은 제외.  

 

 

때문에 연해경제대에 단둥이 포함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단둥시 

차원의 ‘발전권 요구’에 따라 랴오닝성 동부로 연해경제대가 확장되면서 가능

했다. 이 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해경제대 계획은 랴오닝성이 동북진흥계획 실천 전략으로 제출한 것으

로 다롄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동북아경제 리더로서 랴오닝성의 위치를 강조

한 것이었다. 애초 2005년 초 만들어진 계획 초안에서 랴오닝성의 동북진흥

계획 실천 전략은 다롄 장싱다오, 잉커우, 진저우 중심의 환보하이만에 기반

한 3점1선 지역개발이었다. 이후 2006년 초 다롄 화원커우, 단둥 임항산업

원구가 추가되어 5점1선의 하나로 결정되었다. (王丹 and 杨金保 2009, 

124-125) 단둥이 5점1선의 한 점으로 포함되게 된 것은 성 대외개방회의에

서 “랴오닝성 내 황해에 위치한 도시가 자신들의 발전권을 주장”하면서 성 

차원의 관심을 촉구한 이후부터다. (陈天诚 2011) 다시 말해 단둥시 차원의 

의견 개진이 없었다면 단둥을 비롯한 다롄 동쪽의 지역은 랴오닝성 차원의 

계획 내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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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에 포함된 이후에도 성의 우혜정책이 만족스럽게 주어지지 않아 단둥

시위가 별도의 공작을 벌여야 했다. (鸭绿江晚报 2006) 단둥시위는 단동항과 

신취를 원구에 포함시켜 건설해 성 차원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했고, 뒤늦게 

2010년 성 12.5규획 시 랴오닝성정부가 연해경제대 범위를 192.86m2로 확

대하도록 비준하며 신취, 천양, 동항, 대과산 등 주요 산업클러스터가 모두 

포함되어 목적을 달성했다. (丹东日报 2010b) 최종적인 안에서 단둥산업원구

는 애초에 점으로 지정되었던 5점1선의 임항산업원구와 기존의 변경경제합작

구를 모두 포괄해 점을 면으로 확대했다. 단둥시위·시정부가 국가급, 성급 계

표 3-2 중국 각급 정부의 외자유치 우혜정책: 단둥을 중심으로 

국무원 동북진흥계획 우혜정책 

토지 

1. 건설용지비율 제고 

2. 토지이용정책 지출 증가 

3. 생태건설 촉진 

세수 
1. 소득세 우혜 

2. 증치세 우혜 

 

랴오닝 5점1선 우혜정책 (辽政发[2006] 3号) 

1. 2005년 기준 증치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70% 상환 

2. 중점·첨단기업 소득세 15% 세율 

3. 신규 기업 중 소득세 2년간 면제  

4. 대출 시 우대  

 

단둥 임항산업원구 우혜정책  

1~7. 위와 동일한 세금, 대출우대, 우혜산업 명시  

8. 기업 투자시 행정비용 면제  

9. 1억 위안 이상 항목, 성급 첨단기술기업, 세계 500강기업, 물류·금융 등 현대서비스업 

80%  

10. 1회 1억 위안 이상 투자시 일차성 10만 위안 장려금 

11. 2,000만 위안 투자기업 중 매회 200만 위안 초과 투자시 일차성 10만 위안 장려금 

12. 동북동부 12개시 기업 투자시 1대 1로 지방재정 분담 

출처: 鸭绿江晚报 2008 등 참고해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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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다각도로 활용하면서 도시개발과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삼은 것이다.  

단둥시를 대상으로 북중관계가 진전함에 따라 신압록강대교 건설, 황금

평-위화도 개발 등 중앙정부급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랴오닝성에서 단둥의 

역할을 ‘변경무역’ 이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랴오닝성 12.5규획(2010-

2015)은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을 기회 삼아 중조무역, 투자, 경제기

술합작을 제고”한다는 점을 적시하는 한편 단둥항을 헤이룽장성 등의 대형 

식량기지를 배후지로 한 ‘식량통과 항구’로 발전시키며, 번시와 함께 관광 등 

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는 단둥시위·시정부의 주도 하에 현실화된 발전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랴오닝성 계획의 중심은 여전히 다롄으로, 단둥 주도 하에 착수된 동

북동부지역 건설에 있어서도 랴오닝성위가 다롄을 +1로 포함되도록 요청한 

점은 랴오닝성의 주된 관심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3. 북한의 국경 인식과 접경지역 정책  

1) 접경지역 인식: 개방을 위한 예외공간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소련과는 정부 수립과 동시인 1948년, 중국과는 이보다 늦은 1962

년 국경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중국과는 1,334km, 러시아와는 15.5km 육

상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압록강, 두만강과 해상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체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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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러시아(구 소련)과 5개의 국경 관련 조약을 체결하는데 1957년 

《국경문제조정절차에 관한 조소협약》, 1985년 《소련-조선간 국경선에 관한 

조소조약》, 1986년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조소조약》, 1990

년 《소련-조선 국경체제에 관한 조소협정》, 2004년 《소련-조선 국경 획정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러시아와 조선 보충의정서》로 이중 1957년 조약과 

2004년 보충의정서는 비공개 상태다.  

공개된 1985년 조약에 따르면 북한과 소련의 국경선은 북·중·러 3국 국

경 교차점에서 두만강 주류 중간을 따라 하구까지이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두만강 수로의 자연적 변화에 따른 국경선 위치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

약에는 설명서와 1:50,000 축척의 지도가 부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과 소련의 국경‘선’을 밝힌다. 이후 1990년 협정에서는 “두만강 수로 중간을 

기점으로 국경을 획정하고 두만강 주류 또는 그 일부에 자연적인 변경이 발

생하더라도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국경선은 변경되지 않는” 것으

로 규정한다. (제3조 제1항) 주류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매 10년마다 양국

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하도록 한다. (제3조 제2항) 국제적으로 하천경

계는 가항수로의 중앙선이나 하천 양안의 중앙선으로 정하는 일반적인 관례

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국경선을 획정한 것이다.  

반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면’으로 규정된다. 1962년 체결된 《조중변계

조약》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에서의 하천경계를 그 수면(水面)으로 하여 양

국이 이 수면을 공유하여 관리, 사용, 포괄항행, 어로 및 하천수의 사용을 공

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6개월 여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 

1964년 3월 20일 《중조변계의정서(中朝边界的议定书)》를 체결하고 현재에 

이른다. (노영돈 이현미 2010) 즉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 중간까지만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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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로 보지만, 북한과 중국은 강 중간의 특정한 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상대방 육상영토에 닿지 않는 한 강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12 중국으로서는 

만주국 시기까지 압록강을 활용하지 못 하다가 압록강 수면을 공유하게 됨으

로써 압록강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되었다. (이상준 외 2015, 39) 단, 

압록강변 개발을 위해서는 북중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경조약을 통해 

북중은 압록강, 두만강의 섬과 사주(沙洲, 모래섬) 451개의 귀속을 결정하고 

향후 섬과 사주의 위치와 형태가 변화해도 귀속에는 변화가 없도록 했으나 

새로 출현한 섬과 사주에 대해서 쌍방 협의에 따라 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약 제22조 4항), 항도를 고치거나 물 흐름에 변동을 주어 대안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을 경계하천에 세울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

록 했다. (의정서 제19조) (박선영 2005a, 214-16) 

국경조약 체결 이전인 1962년 이전까지 북한의 국경에 대한 인식은 북

중 및 북러 양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압축된다. 1964년 김일성은 백

과사전 편찬사업을 지시하면서 “아직도 적지않은 나라들이 서로 자기 땅이라

고 하면서 국경을 가지고 론하는 것만큼 국경표시에서 복잡한 문제가 나설 

수 있는데 그것은 지도책의 머리말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시끄러운 문제가 나서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영토에 대한 각

종 사업을 뜻하는 국토관리13는 1962년 이전까지 군 인민위원회에서 맡아 오

                                           
12 북중, 북러 간 국경획정 방식이 상이한 때문에 북중러 3국이 접하는 분계점을 쉽게 정하지 

못 하다가 1998년 3국분계선확정협정과 2002년 3국분계점서술의정서를 통해 확정하게 된

다. 이에 따르면 두만강은 중국과 북한이 두만강이 공동관리하며, 두만강 하류 중심선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획정하고, 3개의 기준점을 경위도로 표시한다. 노영돈 이현미, 294. 

13 국토관리는 “국가의 전반적령토와 자원, 모든 구축물들과 시설물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보호관리하며 감독통제하는 사업”으로 도로, 강하천, 토지, 산림, 연안, 령해, 자원보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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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1964년 4월 유일적 관리를 위해 국토관리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

되었다. 조치는 의정서 체결을 위한 실측 탐사작업을 위한 조치이자 의정서 

체결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

다. 국경조약 체결과 맞물려 국경을 인식하게 되고 북한 내 국경 및 국토관

리가 제도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박아름 2011, 344-345)  

국경 획정에 앞서 1955년과 1958년 지린성, 랴오닝성과 협의해 접경지

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경 통과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55년 조약을 통해 단둥-신의주, 투먼-남양 2곳의 커우안을 설치해 설치되

어 변경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왔다. 당시 중국 지린성·랴오닝성 공안부

와 북한 평안북도·함경북도 내무부가 범죄자 인도 등의 관련 처리를 맡도록 

했으며, 《변경거민국경통과통행증(边境居民过境通行证)》을 발급하기 시작해 

현재 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1958년에는 중국측 지린성 샤투즈(沙坨子), 투

먼(图们), 카이산툰(开山屯), 난핑(南坪), 창바이(长白), 린장(临江), 지안(辑

安), 랴오닝성 안동철도역(安东站), 뤼다오구(六道沟), 랑터우(浪头), 북한측 

평안북도 청수, 신의주, 신도, 량강도 혜산, 자강도 중강, 만포, 함경북도 경

원, 남양, 회령, 무산 등 각 10곳으로 커우안을 확대 설치해 물물무역을 확대

했다. 이는 “두 지방의 수요에 따라 물물교환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는데, 주목할 것은 지린성, 랴오닝성 등 중국 성정부의 책임 하에 접경

지역 내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무역을 재개, 확대한 외에도 북한과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영역

                                                                                                           
사업을 포함해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전 령토에 대한 사업”을 뜻한다. (김정일 1998; “국토

관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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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협력해 왔다. 북중 간 협력과 양해 하에서 중국 조선족과 북한 화교는 

북중 국경을 자유로이 오갔다. 1950~53년 6.25전쟁에 참여한 중국인민해방

군이 종전 이후 남아 전후복구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1958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조선족이 북한 경제건설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건의해 이듬해 1월 중국 중앙정부가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의 조선

족을 대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14 (이상

숙 宋文志 2012, 365–66)  

1960년대에도 조선족이 북한으로 이주했는데 헝가리대사관 자료에 따르

면 1961년 9월까지 3만 여 명, 1962년 5월까지 불법월경자들이 5.5만 명으

로 지린성 전체 인구의 5% 내외를 차지했다. (이종석, 202-203에서 재인용) 

농민, 노동자, 학생, 도시주민 등으로 월경자들의 계층은 다양했다. 중국의 

중공업 중심 발전 전략과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어간 

것이었다. 북한은 월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소를 설치하였고, 

단독으로 월경한 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가족 단위로 월

경하는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농장에 배치해 1인당 40원의 체제비와 식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분명하

지 않으므로 북한 국경에 대한 일정 개방을 실시하고 필요한 인력은 보내주

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화교사무위원회 주임이자 화교대학 총

장인 랴오청즈(廖承志) 역시 월경자 단속과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을 반대했고 지방의 각 성과 북한 주재 중국대사에게도 하달되어 동북지역의 

                                           
14 1949년 이전까지 국공내전에 참가한 조선인민해방군 출신 병사로 북한에 진입한 사람 수는 

6만 여 명이며, 1956년 북한의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간 조선족은 

30만 명이다. (김병로 외 2008, 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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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월경자들를 처벌하거나 탄압하지 않았다. 중국인민군 지원 철수 이후 북

한지역 노동력 상황에 대한 배려, 중소분쟁 초기에 중국은 북한이 반중(反中)

연대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방지, 중국의 식량난으로 인한 동북지역의 식량난 

완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조치이지만 “북한의 노동력 부족 상황에 

대해 중국이 배려를 해줄 만큼 협력을 강화”해 나간 사례이기도 하다. (이종

석, 368)  

1974년 6월 북한 사회안전성과 중국 공안부는 1974년 6월에 《변경지구

에서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상호협력에 관한 의정서(关于在边境地区维

护国家安全和社会秩序的工作中相互合作的议定书)》를 교환했다. 의정서에 

따르면 양국 변경지구 시·현·군의 공안과 사회안전기구 책임자는 상대방 변

경지구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려는 변경지구 주민에게는 1개월짜리 통행증을 

발급하도록 했다.15 (이종석 2014, 42) 북한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 편지를 

보내면 통행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일은 어렵

지 않았고, 1980∼90년대 초창기 북중무역은 사실상 이들이 담당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북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커우안이 폐쇄되어 변경

무역이 중단되었다가 1982년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1992년부터 변경무역 

우대조치가 적용되어 변민호시무역, 변경소액무역 방식을 따르는데 1997년 

6월 지린성 훈춘시 외곽에는 3만m2 규모의 호시무역구에서 일주일 4차례 변

경시장이 열리기도 했다. 변경소액무역은 일반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보따리

                                           
15 위 의정서는 한 차례 더 개정되는데 변경지구출입통행증(边境地区出入境通行证)은 유지되고 

있으며, 출입경 차량에 대한 표시를 합의하고, 철도·도로와 항구의 출입경 시간을 확정하는 

조치가 부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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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담당하는데 매년 15만여 명의 중국인이 일상용품을 갖고 친척을 방문

하며, 북한인 3∼4여 만 명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후 1980년대 말에는 랴오

닝성에서 수상무역을 허용해 단둥시 인근 6곳에서 매년 300~400만 톤 규모

의 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金明玉 赵慧娥 2009)  

1990년대 초까지 북한에서 중국과 같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취해진 적은 없다. 1960년대 농업협동화 완성 이후 군 단위의 정치, 경제, 문

화, 군사, 사회, 안전 등 분야에서 사업을 직접 책임지는 형식이 수립된 이래 

군 단위의 자력갱생을 통한 지방 균등발전정책이 실행된 것이 지역발전정책

의 대강이다. (문장순 2014) 시·군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 주권기관으로써 행

정사업, 국토관리사업, 발전전망계획을 수립하지만 (임도빈 외 2005) 균등발

전 전략에 따라 산업 및 지역발전 전략은 군마다 유사하게 시행되었다. (이무

철 2005)  

예외적으로 1991년 12월 라진과 선봉시 일부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해 

접경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이 시도되었다. 2002년 9월 신의주시를 중심

으로 평안북도 일부 지역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부여

해 외국투자를 유치하려 했다. “중앙정부의 승인 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대외사업권과 여권발급권을 갖고 있어 

북한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였다. 국가의 법과 규제를 특정 영역에 차별화

시켜 자본 유치와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동아시아적 ‘예외공간(place of 

exception)’ (이승욱 박배균 2016)의 초보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이라기보다는 특구정책으로 시도된 것이나 국가 차

원에서 라선과 신의주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개방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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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인근의 금강산과 개성을 포함해 신의주, 라선까지 북한의 ‘4대특

구’는 모두 평양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자본주의

적 요소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역할을 했다. (안의근 2003, 71) 이른

바 ‘모기장론’으로 영토와 국경에 대해서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는 장벽으로서 

영토에 대한 사고가 여전히 압도적이다. (S.-O. Lee 2014a)  

북한 중앙정부의 영토중심적 사고는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 

하에 시도된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Development Program, 이하 

TRADP)에 드러난다. TRADP는 1990년대 초 구 소련 해체와 남북 기본합의

서 작성 등 냉전이 부분적으로 해체된 이후 남북한, 중국, 러시아 5개국이 협

력해 두만강 하류 북∙중∙러 3국의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지역개발

과 평화 확산이라는 목적 하에 중국의 훈춘, 러시아 자루비노, 북한의 라선을 

아우르는 공동 개발해 동북아의 주요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초국경협력 프로

그램이다. 북한은 직후 일본, 중국 등에서 연달아 라진-선봉 투자설명회를 개

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사업의 진척은 지지부진했다.  

사업 진전의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된다. 첫째, 사업 초기부터 지

역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대두되었다. 북한은 국가별로 해당 지역을 

독자적으로 개발·관리하고 필요시 관련국과 협조하는 방식을 선호한 반면 중

국은 토지소유권 자체를 양도하고 공동으로 개발∙관리하는 방식을 주장해 상

호 대립한 것이다. (주장환 2014, 304-311)  

둘째, 두만강 하류를 ‘동북아의 홍콩·선전’으로 만든다는 야심찬 구상과 

대조적으로 각국 중앙정부의 참여가 저조했다. 중국 지린성을 비롯한 지방정

부 차원에서 제출된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중앙정부는 TRADP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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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는 한편 대북 영향력 확보를 위해 탈퇴 등의 급격한 조치는 취하

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Freeman 2010)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일원으로 

TRADP에 참여했던 데이비스(Davies 2000) 역시 지리적으로 머리 떨어져 

있어 두만강 유역이 중앙정부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TRADP의 진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본다. 즉 “중앙정부가 로컬 

우선순위와 지역 경제개발과 조화되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예컨대 지린성과 훈춘시는 1997년 훈춘-핫산-라선을 통합하는 경제지대

를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고, 남북한의 동의를 얻어 UNDP 사무국에서 중앙

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중국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 했다. 러시아 프리모

프스키주와 지린성 간 국경출입국 수속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 역시 러시아 

국경경비대 및 세관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 했다. 한편 남한은 프로

그램 참여를 지역개발보다는 북한과의 일대 일 접촉을 위한 기회로 삼아 남

북관계 정세에 따라 협력의 정도를 달리했다. 1997년 중국과 북한은 옌벤-북

한 라선-한국 속초를 잇는 관광해로 개척을 제안했으나 남한이 중국을 제외

한 남북 단독협상을 고수하면서 교착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Ibid., 26-28) 

지속적으로 노출된 중앙 관료정치의 장애물은 곧 중앙정부가 이 지역협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다자주의적 초국경협력으로 시작

한 TRADP가 지방 및 성정부 만이 참여하는 ‘로컬 양자주의(local 

bilateralism)’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Ibid., 33)  

지방 차원에서 국경관리제도 현대화가 진행되는 등 부분적인 성과가 없

지는 않으나, 애초의 계획에 비해서는 한층 후퇴한 것이다. 1999년부터 중국

과 북한은 지역개발의 더딘 진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프로그램 폐쇄 혹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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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1999년과 2000년 북한은 프로그램에서 탈퇴를 

언급하기도 했다.16 결과적으로 TRADP 3단계에서는 두만강 유역에 국한하지 

않고 북∙중∙러 중심에서 몽골과 한국 부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광역두만강개

발계획(Greater Tumen River Initiative, GTI)로 방향 전환되었으며, 사실상 

TRADP의 실패를 의미한다.   

요컨대 1990년대 다자협력으로 추진된 TRADP에서 확인되는 것은 북∙

중∙러 간 접경지역 초국경협력에 대한 각국 로컬의 관심은 존재하나 중앙 차

원의 관심은 부재한 상황이고, 3국을 통틀어 지방정부는 낮은 수준의 자율성, 

경제 저발전 등으로 인한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주도성을 발휘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2천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큰 변화가 발

생하지 않았다. 2010년 라선시가 라선특별시로 승격되었으나, 특별시는 도급 

행정기관과 동급으로 그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앞 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2013년 도인민위원회에 개발구 설립·승인 권한을 부여해 지

방급 경제개발구 개발에 착수하며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북도에서 북중 접경

지역에 (관광)개발구를 설립하기 위해 외자 유치에 착수하며 지방정부의 자율

성이 초보적인 형태에서 발휘되기 시작했다.  

 

                                           
16 2009년 11월 북한은 라선지역 성과가 부진한 것을 이유로 GTI 회원국에서 탈퇴한다. 탈퇴 

이유에는 핵실험 이후 경제제재와 사찰 압박에 대한 항의의 표시도 있었다고 한다. (주장환, 

311)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는 훈춘 취안허-라선 원정리 교량 재건, 훈춘-라선간 도로 확장 

등의 사업은 북중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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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문도시 신의주의 위상 

신의주는 대표적인 북중 접경도시로 꼽히지만, 접경도시로서의 변화는 

더디게 나타났다. 신의주는 ‘국경관문도시’로 지칭되며, 국제열차가 오가는 

신의주청년역 또한 ‘국경관문역’으로 불린다. 남신의주는 2001년 김정일 국

방위원장 현지지도 이후 건설에 착수해 66.4km2에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건

설되었다. (금수강산 2002, 1993)  

1971년 김정일의 신의주 현지교시와 1972년 김일성의 신의주방직공장 

현지교시를 통해 신의주를 ‘국경관문도시, 문화도시’로 건설한다는 정책이 수

립되고 도시계획안이 마련된 적이 있었으나 재원 마련의 미비로 주택 공급만 

일부 이루어진 채 도시 차원의 개발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중단되었다. 1980

년대 초 다시금 도시개발에 착수하나,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끊긴 상

태에서 계획만 세운 채 중단되었다. 두 차례의 신의주 개발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지대가 낮아 홍수 피해를 자주 겪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남신의주로 도

시를 이전해야 한다는 구상 하에 신의주 도시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2000년

대 초 남신의주 개발에 착수했다. 이 때에도 실제 건설은 주택 공급을 늘리

는 데 그쳐 도시 차원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 했다. 지금도 중조우의교가 위

치한 신의주역 부근에 세관과 물류창고가 자리잡은 북중교역 및 북한 내 상

업의 중심지이며, 단둥신취 맞은편 신압록강대교로 연결된 남신의주는 상업 

기능은 없고, 주거와 생산 기능만 하고 있다. (장세훈 2003) 

신의주는 일제시기 주요 공업지역의 하나로 금속, 화학, 기계공업 외에 

섬유, 의류, 신발 등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해 평양에 이어 북

한 제2의 경공업도시로 평가되어 왔다. 압록강 하구에서 재배되는 갈대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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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하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의주방적공장 등과 신의주화장품공장이 유

명하다. (이종운 2002) 신의주 내 경공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방직 및 

피복공업으로 신의주방직공장·모방직공장·타올공장·편직공장 등이 중앙공장

으로 운영되고, 문화용품·시계·직물·악기 등 수십 개 지방공장 역시 운영된다. 

(금수강산 1993) 철도, 도로, 항구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신의주항, 룡

암포항은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 접안이 불가능해 단동항이 신의주 외항 역할

을 하고 있다. (이찬우 2001, 77) 신의주시에도 세관을 비롯해 신진항, 강봉

항, 강성무역항 등 군부 소속 무역회사가 운영하는 무역항이 입지해 인근 산

지에서 들어 온 정광, 무연탄 등이 집적되어 중국 등 외국으로 이동한다. (정

은이 2017, 31-32)  

1990년대부터 단동항 보세창고를 이용해 북한 대외무역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수산물과 의류 임가공 분야다. 단둥항의 보세창구에는 선박을 

직접 소유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선박만 빌려주는 업체가 산재해 있다. (C5, 

2017.8) 중국의 수산물업체는 북한 서해안에 어장을 대여하거나 양식어장(바

지락 밭)을 만들어 대규모로 수산물을 들여와 냉동 또는 가공 상태로 한국, 

일본, 중국 등에 판매한다. 가리비, 꽃게를 수입한다면 선박, 신발 등 채취용 

삽 등 모든 자재를 제공한 후 배가 수산물을 들여오면 바로 현금으로 계산하

는 시스템이다. 북한 업체는 인력과 바지락을 제공하되, 중국 업체는 자재와 

선박 외에 식사, 밀가루, 콩기름 등 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현물로 제공하기도 

한다. 단둥항 보세창고에 들어온 물품을 분류, 포장 또는 가공한 이후 바로 

수출한다. 임가공무역의 경우에도 신의주와 가까운 단둥항을 통해 북한산 상

품이 들어와 보세구역이나 인근공장에서 간단한 후속작업을 마친 후 중국 각

지와 유럽, 미국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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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앙정부는 신의주를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의 거점으로 만들

고자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시작으로 2004년 신의주-대계도, 2013년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등의 계획을 발표, 추진해 왔고, 2011년 중국과 공동으

로 의주군 위화도, 황금평 공동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요컨대 신의주는 국

가 중심의 개발지역으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으며, 2013년 도급 경제개발구 

추진 이후 평안북도 중심의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신의주와 단둥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다층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접경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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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네트워크적 장소: 단둥-신의주 

4장에서는 국가가 아닌 로컬 층위에서 단둥-신의주의 상호관계를 검토한

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도시가 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갖는 위상은 

상이하며, 두 도시에 대해 취해진 중앙정부 정책의 목적과 수준 역시 상이하

다. 중국에 있어 단둥은 다수의 접경도시 중 하나로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지급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북한에 있어 신의주는 잠재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개발될 수 있는 장소다.  

로컬 차원에서 볼 때, 단둥과 신의주가 맺는 관계는 양국 국가 차원의 

관계와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한중수교로 북중관계가 경색되고 북중무역이 

감소한 시기를 배경으로 단둥-신의주 간 상호의존적 성장과 공유하는 장소성

의 형성이 본격화되었다. 2000년까지 북중 접경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사람과 

물자가 이동되었던 곳은 두만강 최상단에 위치한 투먼커우안이였다. 투먼커

우안은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을 연결하며 북중러, 

북중-한일 간 삼각무역에서 수출입 물자의 주요 중계수송지로 기능했다. 

1990년대 북한경제가 급속히 침체하면서 단둥을 제외한 모든 커우안에서 이

동량이 감소했다. (이옥희, 218) 같은 시기 단둥 커우안만 이례적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단둥-신의주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

며 발전해 온 과정을 검토한다. 두 도시 간 기능적 연결이 집적되면서 의존

을 통해 성장하는 성격을 띠게 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행위자가 왜, 어떤 실천을 보여왔는지 분석하고 행위자 간 중첩적 네트

워크가 형성되면서 두 도시에 부여한 장소적 특수성을 드러낸다. 특히 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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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자가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 집중한다.  

 

1. 단둥-신의주 네트워크의 형성  

1) 역사적 배경  

단둥시는 시내와 외곽을 아울러 단둥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로, 지역통

계의 기본단위로 사용된다. 단둥은 지급시17 단둥시와 산하 3개의 현급 단위 

둥강시(东港), 펑청시(凤城), 콴덴만족자치현(寬甸)으로 구성된다. (한지은 

2002) 이 논문에서는 단둥시와 산하 현급시, 현을 합한 전체 지역을 단둥으

로 칭할 것이며, 다만 둥항시, 펑청시, 콴덴현 등 현급 단위에 독자적인 상황

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언급할 것이다. 중국은 1986년 도시와 농촌

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도농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현과 시를 지급 

단위가 관리하도록 성관현(省管县)을 시관현(市管县) 제도로 변경했다. 단둥

처럼 현을 다스리는 영도시의 경우 시 범위 내에 지급 행정단위인 시할구(市

辖区) 외에도 현급 행정단위인 현과 현급시를 포함한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도시 범위가 크고, 농촌이 많으며, 도시 범위가 넓게 설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17 중국의 행정구획체계는 3급 또는 4급인데, 헌법을 따르면 3급으로 성급(省级)-현급(县级)-

향급(乡级)으로 구분되며, 실제로는 성급(省级)-지급(地级)-현급(县级)-향급(乡级) 4급으로 

구분된다. 지급은 1983년 실질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 지역과 도시가 합병된 중심도시라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1급은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 

2급은 지급시(地级市), 자치주(自治州), 지구(地区), 맹(盟), 3급은 현급시(县级市), 현(县), 자

치현(自治县), 기(旗), 4급은 향(乡), 진(镇)을 뜻하나, 각 성별로 행정관리체계 차이가 크다. 

(중국행정구획총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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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시 인구는 240만 명이지만, 외곽의 농촌 지역을 제외한 시내 인구는 7∼

80만 명이다.  

안동으로 불리던 단둥은 청대의 변강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평야에 불과

했으나, 강희제 통치시기인 1862∼74년 산동지방에 기근이 심해지며 이주민

이 늘어나고 청정부 역시 이주를 권장하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1894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안동시구를 침략하고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군정서를 설치하고 임시철도검부 출장소가 설치했다. 안봉철도(安奉線, 안동-

봉천, 현 선양-단둥을 잇는 철도) 건설에 착수하고 일본인 자유도항을 허용하

며 단시일에 신시가지로 발전했다. (손정목 1982) 1934년 정식으로 도시 건

설이 시작되어 안동현이 안동시로 개칭되고, 1945년 해방 이후 랴오닝성에 

속하게 되었다.  

일본은 만주국 시기 신시가지와 만철 부속지를 중심으로 단둥을 개발하

고 방직, 제지 공장을 건설했다. 해방 이후에도 이후로도 대규모 공업을 발전

시키지 않아 방직, 제지 위주의 경공업형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 

중국 동북부의 목재, 삼림특산물의 주요 집산지이자 일본의 대조선무역 커우

안(口岸, 북한은 ‘국경통과지점’으로 지칭)로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했다.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했으나, 1920∼30년대 조선 상인들도 단둥에 

진출하기도 했다. (张宜宁 2012) 

국경철교의 가선 지점으로 새로 탄생한 신의주 역시 10여 호만이 산재한 

모래벌판이었다. 경의철도의 종점만을 고려했다면 의주가 종점이었을 것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동철도 지선으로 안봉철도와 경

의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따라 의주가 아닌 신시가지 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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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들어졌다. 1904년 일본군 임시철도감부 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일본인 이

주가 시작되고, 1905년 6월 신의주-부산 간 열차가 운행되면서 일본 상인이 

대거 이주해 압록강변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상거래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손

정목, 394) 해방 이후에도 일제 때 계획과 시설을 바탕으로 도시가 재정비되

었다. 예컨대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제약공장은 일제 때 건설된 공장을 확장, 

개건한 것이다. 1910년 8월 30일 통감부령 제53호로 신의주가 공식 개항되

고 이듬해인 1911년 압록강철교(현 압록강단교)가 준공되면서 국경무역과 상

업이 활발해지며 국제무역도시로 성장했다.  

두 도시는 일본의 진출과 철도 부설, 항구 건설 등 인프라 건설을 계기

로 국제도시로 발전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단둥에 있어 결정적 계기는 

1904년 러일전쟁 발발 후 안봉선이 건설되고 안동항(현 다동항)이 개항한 것

이고, 신의주시는 경의선 부설과 더불어 전기를 맞아 도시 규모가 급속히 확

대되었다. 신의주시는 1921년 11월 평안북도 도청이 옮겨오면서 발전의 전

기를 맞았고 크게 발전했다. 특히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개척지로 

주목받았는데 인구의 1/3이 목재, 제지업 등 공장과 국경무역 관련 운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노동도시’로 알려졌다. (이은자 오미일 2013, 324)  

1911년 11월 경의선이 만철의 안봉선과 직접 연결되며 단둥-신의주의 

동시적 발전이 시작되었다. (김연옥 1996) 1917년 8월 만철이 조선철도 경영

을 위임받으면서 안봉선, 경의선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되고18 안동-신의주

                                           
18 당시부터 일본의 철로정책은 일관된 ‘대련(다롄) 집중주의’로 운임 혜택을 적게 받아 항운 

화물은 대부분 다롄항을 이용했고, 특별히 촉박한 경우만 다동항을 이용했다. 다롄은 일본 

통치 시기 근대적 금융·공업·무역 등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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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개로 한 일본, 조선으로의 수출입이 급증하고 중국 관내와의 교역은 현

저히 감소해 만주경제의 일본 내지 조선 편입의 거점이 되었다. (손승회 

2011)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36년 기준 신의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중국

인, 일본인 구성비율은 1:1:6 정도로 국제화된 면모를 보여준다. 이 통계는 

특정한 주거를 가진 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의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인 중 일일 행상, 즉 아침에 강을 건너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행상이

나, 봄에 왔다가 겨울에는 돌아가는 계절노동자 상당수가 누락된 것이라 중

국인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은자 외, 326-327) 다른 조사에 따

르면 신의주는 건설 시기 중국인 비율이 25%로 1917년 서울에 거주하는 중

국인 수를 초과해 이미 ‘화교 집산지’로서 기능했으며 1943년 해방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12,000명을 헤아렸다. (宋伍强 2009, 40-43) 

신의주 거주 중국인은 쉬는 날에는 안동으로 가 극을 즐기며 휴식했다. 

조선인 역시 안동 하류지역에 자리잡은 조선인 사회와 교류하며 일상생활을 

공유했다. 신의주에 공립보통학교가 1개밖에 없어 입학에서 탈락한 수백 명

의 조선인 아동이 의주군 등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안동현의 조선인보통학교

에 다니기도 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둥의 조선인 역시 일찍부터 중국과 

                                                                                                           
책을 벌여 일본의 대중진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과 다롄의 관계는 현재에도 유

의미해, 일본기업은 다롄 자체를 독립된 경제단위이자 동북아 경제권의 주요 거점으로 간주

한다. 1990년대 일본기업의 다롄 투자는 외국인 총투자의 45.5%로 중국 전체에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2년 기준 동북3성에 진출한 1,300개 일본 기업 중 90% 이상인 

다롄시에 투자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대일 적대감이 비교적 적고, 일본어 가능자가 많

은 점 등 일본 친화적인 문화 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환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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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넘나들며 생활해 왔다. 안동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 인구가 이

미 1910년대에 1만 여 명이 넘었는데 일상풍습이 맞은 편 신의주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안동의 중국인과 신의주의 조선인은 해마다 국경축구대

회를 개최해 친선을 도모하는 등의 교류했고, 조선과 만주의 가격 차이를 이

용해 몰락 농민이나 청소년이 사탕 등 관세를 물지 않는 물건을 국경 너머에

서 판매해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Ibid. 347-351)  

일상적 이동 외에 거주의 이동 역시 존재했다. 현재 단둥시 콴덴현 중 

일부에는 1930년대 중반 수풍댐 건설로 평안북도 의주군의 몇몇 마을이 수

몰되면서 북한에서 단체로 이주해 온 이들이 조선족 마을을 이룬 것이 남아 

있다.  

 

진한 평안도 사투리의 주인인 최형달 로인은 고향이 의주군 청성이

라고 했다. 1937년 압록강에 수풍댐을 건설하면서 살던 고향마을이 

수몰되였다. 정든 고햐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압록강을 

건넜던 그는 바로 장전마을 앞동네 사평촌에 발을 붙이고 7년 동안 

반지기 농사를 지었다. … 린근 마을 주민들까지 하나둘 이사해 온 

이주민들로 이곳은 점차 조선족 동네를 이루어갔고 조선족 주민호는 

40여 호에 달했다. … 1945년 8.15 해방을 맞아 이곳 조선족 주민

들은 더러 고향으로 되돌아갔고 …  

 

고향이 압록강 너머 벽동군이라고 하는 김 로인은 그래서 진한 평안

북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일찍 1930년대초 수풍댐을 건설하면서 

마을이 수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어린 김병렬 씨는 부모와 함께 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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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이곳으로 이주해 … (윤선일 외 2007)19  

 

위의 내용은 북한과 중국에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황

을 보여준다.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정부가 각각 관리하는 신의주와 단둥은 

별도의 정치체에 속하지만, 국경을 넘는 이동은 자유로웠다. 중국 여타 지역

에서는 물론 조선, 일본에서 안동과 신의주로의 이주가 급증하면서 각 민족

이 교류하며 생활하는 공간이 국경을 넘나들며 형성되었다. 신의주의 중국인, 

단둥의 조선인은 경제활동과 교육, 여가 등 여러 이유로 두 도시를 자유로이 

왔다갔다 했으며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공간은 ‘국경도시의 로컬

리티’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은자 외 2013) 일반적으로 건당과 건국

으로 국경이 만들어지고, 근대적 영토국가가 성립되면 위와 같은 이동과 거

주의 흐름은 국경 내에 제한될 것으로 여겨진다. 영토에 기반한 국가의 정의

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국가 성립 이후의 상황을 살펴본다.  

 

2) 인적 연결  

북중 양국의 건당, 건국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권이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경계로서 영토는 단시간에 구축되지 않았

다. (Elden 2013) 국공내전과 6.25전쟁과 전후복구 시기 동안 북중 양국의 

접경지역은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1946∼49년 

                                           
19 윤선일 외의 ‘압록강 물결 따라 동포들 숨결을 찾아’ 특별기획은 윤선일 당시 료녕조선문보 

단둥지부장의 주도로 45회 기획으로 시작되었으나, 일부만 단발성 기사로 신문에 소개되고, 

일부는 미발표된 상태다. 연구자가 입수한 것은 미발표 기사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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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내전 시기 중국공산당이 북한을 후방기지로 활용하고, 북한이 중국공산

당을 지원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1949년 10월 1일 중

국의 건국이 공식 선언될 때까지 중국 동북지역은 국공내전의 주요 전장이었

다. 중국공산당은 북한을 통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물자를 운송하는 한편 부

상병, 군인가족, 후방인원 등을 북한으로 피난시켰다. 1946년 7월부터 1947

년 2월까지 안둥, 통화가 국민당 군대에 점령되자 1∼2만 명이 신의주를 비

롯한 북한 영내로 피신했다가 만주로 복귀했으며, 안동-신의주-남양-투먼, 퉁

화-지안-만포-투먼을 교통로로 북한을 회랑으로 삼아 남만과 북만을 연결해 

국민당과의 전투에 나섰다. 아직 중국의 정권 수립 이전이지만, 평안북도인민

위원회는 안동성정부, 동북행정위원회, 동북국 판사처 등과 관련 협정을 맺어 

중국공산당 지원을 뒷받침했다. (이종석 2000, 52-69) 6.25전쟁 시기에는 중

국인민지원군이 이 곳에서 한반도로 진출했다. 처음으로 한반도로 진출한 중

국인민지원군 제39군, 제40군, 제3병단은 단둥시 콴덴현 하구 청성교를 건너 

북한 땅을 밟았다. (길림신문 2010) 

중국 건국 이후에도 1952년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족에 대

해 조국은 조선이되, 중국의 정식 공민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해 조선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의 영토적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6.25전쟁 시기 북한인들이 난민으로 임시 체류했다가 중국 조선족과 

결혼해 중국에 남은 경우도 있었으며, 중국에서 조직한 인민지원군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북한에 잔류하기도 했다. (宽甸县志编制委员会 1993, 578-579)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 필요가 있을 때는 국경의 존재와 무관하게 두 도시 간 

이동과 교류는 자연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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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양안의 중조 인민들이 서로 친지를 방문한 것은 역사가 오래

되었고, 일찍이 19세기(청 동치제 연간) 중엽부터 양안의 인민들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여 깊은 우의를 맺었다. 해방 후에는 중조 양

국이 친하기를 순치와 같아 양안 인민들의 상호 탐방은 더욱 더 빈

번하였다… 1950년 미국에서 조선침략전쟁을 발동하자 조선 거민들

은 임시로 콴덴현 등 지구에 소산하였다. 콴덴현 당정기관은 접대소

를 설치해 조선 난민을 접대하고 안치하였다. 각 촌 간부들과 군중

들은 자진하여 방을 내주었고 온돌을 덥히고 냄비를 걸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조선 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휴식하는 것을 보

장하였다…  (宽甸县志编制委员会, 579) 

 

1960년 8월 황금평과 류초도 4,583명이 수해를 입어 가축, 생활물

품을 갖고 안동 랑터우인민공사에 도착해서 정부와 군중의 안위를 

받았다. 일주일 뒤 조선 수해군중이 돌아갔다…   (丹东市地方记办

公室 1988, 195-196) 

 

건국 이후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화교로 규정되고,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규정되었다. 국가의 영역적 경계는 실재했

지만, 국경과 무관한 친인척 관계가 존재하면서 상호 이동과 이주, 교류를 제

도적으로 보장받았다.  

북한에 자리잡은 화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교는 국적은 중국으로 중

국여권을 소유하지만 북한 공민증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는 북한을 칭하는 '

조선(朝鲜)‘을 덧붙여 ‘조선화교(약칭 조교)’로 부르며, 북한에서는 거주·체류

의 의미인 ‘재류(在留)’를 붙여서 북한 내에 거주한다는 의미로 ‘조선재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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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이를 줄여 화교라 한다. (이승엽 2012; 째르치즈스키 2014) 국경 간 이

동이 자유롭지만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6개월마다 북한에 귀국해야 하며 

중국 신분증은 갖고 있지 않아 중국에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화교는 해방 이후 개인, 집단으로 중국으로 귀국해 1944년 

61,668명이었다가 1955년 12,533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1951년 3월부터 

귀국통행증을 받아 집단귀국한 사람은 1.5만 여 명은 화교연합회가 단둥에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고 거주지·직장을 알선해 대부분 단둥-신의주를 통해 

귀국했다. (宋伍强 2014, 217–18)  

양국의 당·정 기관이 개인 차원의 이동과 이주을 뒷받침했다. 전쟁 와중

인 1951년 10월 중국 동북인민정부와 주중 북한대사관 동북전권대표 간 협

상을 통해 접경지역 간 왕래를 보장했으며, 6.25전쟁 이후 1955년 5월 주민 

이동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했다. 중국 공안부와 조선 내무성의 1차회담에서 

랴오닝성 안동시(현 단둥시)와 콴덴현 거주민, 조선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광

성·룡천·의주·청성·삭주·창성·벽동군, 자강도 우시·초산군(부분)에서 ‘변경주

민통행증(边境居民通行证)’20을 이용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상호 왕래할 수 있

도록 했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1997, 328-329)  

                                           
20 현재 단둥시내, 둥강, 콴덴 거주 주민에게 통행증이 발부되며, 신청 이후 15일 내에 발부된

다. 중국 단둥 사람들은 ‘도강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연내 발급 횟수에 큰 제한이 없다가 

1990년대 이후 1년에 한 차례 발급된다고 한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국경지역 거주 토

박이의 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도강증’ 보다는 여권과 비자를 통한 통행이 늘

어났다. (강주원 2012) 중국은 북한 외에도 몽골,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와 ‘변경주민통행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행증 제도 관리, 유지는 각 접경지역 변방지

대(边防支队)가 맡는다. (公安部 2011) 인접국 각각과 별도의 협정을 맺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제도 시행 시기는 상이하다. 예컨대 중-베트남 변경주민통행증은 6개 지역 

주민에게 발부되며 중-베트남 국경분쟁이 마무리된 2003년 1월부터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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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과 두만강과 맞닿은 지역에 한해서만 별도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

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경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용적

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1962년 10월 국경조약을 체결한 이후 1964년 

《변경지구에서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 중 상호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통해 국경 관리를 제도화하는데, 기본적으로는 1955년 지방정부 간 체결된 

내용을 따른다. 로컬 차원의 필요가 중앙 차원으로 공식화된 성격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국경통행증은 국경통행자에 대한 통행증과 국경지역 주민에 발급되는 통

행증으로 구분된다. 국경지역 주민에 발급되는 ‘주민 국경통행증’은 유효기간 

1개월이며, 상대 국경지역에 가까운 친척이 있거나 ‘초청통지서’를 보유한 데 

근거해 발급된다. 이후 1998년 개정된 《변경지구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협력의정서》 역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양국이 통일된 ‘자동차 국경통

행출입증’을 발급해 상대 영내에서 지정된 도로, 지역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외에는 큰 차이를 찾기 힘들다.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4)  

아래 [표 4-1]와 [표 4-2]는 친척 방문과 공무 등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왕래 숫자를 표시한다. 수풍발전소 건설 시기에는 중국인이 사실

상 국경을 넘어 북한의 작업장에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통근 노동자

로 대표되는 사회순환(social circuitry), 월경적 산업발전 등의 경제순환

(economic circuitry)라는 초국경 메트로폴리스(transborder metropolis)의 

주요 특징과 일치한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사실상 

초국경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한 것이다. (Alegria 2006; Herzog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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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북중 변경주민 친척 방문 현황 (1979∼1985) 

 중국 변경주민 북한 방문 북한 변경주민 중국 방문 

1979 420 19 

1980 400 39 

1981 446 9 

1982 514 92 

1983 557 776* 

1984 594 809 

1985 1,728 644 

출처: 丹东市地方记办公室 1997b, 328-329. 

 

표 4-2 타이핑완커우안 출입경 통계표 (1981∼1985) 

 
중국 북한 

변민 공무 시공 인원 차량 차량 인원 변민 공무 

1981 - 90 30,125 48 11,386 - 44 

1982 - 550 617,056 17,701 166,810 - 52 

1983 - 946 1,020,913 30,386 173,570 - 306 

1984 89 860 820,932 23,837 4,960 106 206 

1985 55 371 698,442 18,558 25,734 72 492 

* 시공 인원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조선측 시공인원을 포함(당일 왕래). 차량 인원은 운전기사

와 선원 포함(당일 왕래) 

출처: 宽甸县志编制委员会 1993, 573. 

 

 

[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측의 공식 왕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

면 북한측의 공식 왕래는 북한 당국의 허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1983년 

북한 내 친척 방문 규정이 완화되면서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북한 사람들의 

방문이 대폭 늘어났다. 1985년부터 방문이 증가해 친척 방문 시 물품을 휴대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 수가 증가했다.  

동시에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적인 이동과 경제적 교류의 흐름 또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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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정부 차원의 암묵적 동의 하에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중국인, 북한

인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것이다. 정부 단속을 피해 이루어지는 밀무역 외

에도 제도적 틈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부터 조선화교

의 친척 방문시 일상용품 휴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1953년부터 귀국화교

가 많아지자 물품에 대한 일괄 면세조치가 취해졌다. 조선화교에 대한 정책

은 일반적인 화교에 대한 정책과 동일한데 친척 방문시 의류, 식품, 완구, 토

산품 등 50위안 내에서 면세조치가 취해졌고, 지속적으로 면세범위가 확대되

어 1983년에는 녹음기, 선풍기, 자전거, 재봉기 등의 전자제품도 면세가 되

었다. 1984년 10월 중국 해관총서와 조선 무역성이 변경주민 출입경 시 휴

대물품 수량과 가격 제한을 완화해 휴대한 외에도 짐 1개를 추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1980년 918명이던 출입경 수는 1985년 5,586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매 1명 당 휴대물품도 1∼2건에서 10여 건으로 증가해 수백 위안

까지 허용됐다. 귀국화교에 대해서도 신발, 손수레, 다리미, 간명태 등을 국

가 지정부문에 판매를 허용하고, 그외의 상품도 판매를 허용해 사실상 귀국

을 통한 무역 기회를 크게 확대했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1997) 때문에 조

교를 비롯해 상대국에 친척을 둔 변경주민들은 친척 방문과 귀국 과정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은 양국을 비교적 자유

롭게 오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수 개인 차원의 경제활동에 불과했다. 국

경이 장벽으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과성(permeability)이 높았다고 

볼 수 있으나, 친인척과 접경주민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들의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당국간 관계의 단절은 접경지역 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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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21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커우안이 폐쇄되고 친척 방문 역시 금지

된다. 이 때에도 1967년 3월 평안북도 안전부의 건의로 이 지역에 한해서는 

친인척 방문을 허용해 (丹东市地方记办公室 1997b) 중앙 차원과 달리 접경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1970년 4월 저우언라이의 평양 방문 이후 

관계가 회복되어 1971년부터 주민 친척방문이 다시 공식적으로 재개된다. 그

러나 한편으로 문화대혁명 당시 비판의 대상이 된 15만 명의 조선족과 1만 

명의 한족이 북한으로 도피한 점은 역설적으로 당시의 국경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금순 2007, 91; 강주원 2012, 38–41)  

1980년대에는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던 조선화교의 귀국, 즉 중국 국적 

회복사업이 재개되었다. 1950년대 집단적 귀국이 진행된 것과 달리, 개인 차

원의 귀국이 대부분으로 과거와 차이를 보인다. 1979년 김일성의 방중 시 귀

국화교를 위한 통관세 면제에 합의하면서 귀국화교 수가 증가하는데 1985년

까지 약 3,000여 명이, 그 이후 매년 150여 명의 조교가 귀국해 중국 국적

으로 전환하게 된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개혁개방과 북한경제의 침

체와 맞물려 조교 귀국이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 친척방문, 관광, 질

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국적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으면서 (国务院侨务办公室 1989) 귀국화교 수는 연 평균 십수 명 내외로 감

소한다. (王海龙 2012, 26) 귀국을 원하는 조선화교는 원칙적으로 북한 내에

                                           
21 문화대혁명 개시 이후 1966∼1969년 동안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노선 간 갈등 및 홍위

병의 김일성 비판으로 한때 7개월 동안 각각 자국 대사를 공석으로 둘 정도로 경색된 상태

였다.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은 1969년으로 중국 건국 20주년 기념식에 최용건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 참가, 이듬해인 1970년 10월 당창건 25년 기념식 직후 김일성의 

비공식 방문, 1971년 저우언라이의 평양 방문 등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슌지 2013, 

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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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보안국에 신청서를 제출해 최고인민회의의 국적 제정 결정을 얻어 몇 

가지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북한중국대사관에서 귀국통행증(归国证明书)

을 받아 입경 후 중국에서 스스로 직장과 거주지를 구하고, 일정 기간 경제

능력을 증명해야 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귀국화교에 있어서도 공식, 비공식의 경계는 흐릿하다. 예를 들어 1982

년 단둥시에 입국한 250명 중 82명은 국경을 그냥 넘은 것이었고, 1980년 

지린성에 입경한 588명 중 대사관 비준을 받은 수는 130명, 친척 방문으로 

입경해 남은 사람 수는 172명, 그냥 국경을 넘은 사람은 286명이다. (丹东市

地方记办公室 1997a) 1980년대 친척방문증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50대 화교는 “압록강을 넘어 오는 사람들이 많았

다. (신의주화교중학교를 다녔는데) 방학 지나면 학생 수가 확확 준다. 40명으

로 입학했다가 졸업 때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Q1, 2017.11) 

부모와 함께 귀국한 30대 화교 역시 “(1990년대 들어) 살기 어려워지면서 나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Q3, 2017.7)고 말했다.  

 

87, 88년에 왔는데 남방(광저우·홍콩 등 양쯔강 이남을 의미) 쪽으로 

많이 가기도 했는데, 내륙 쪽으로 가면 특별히 할 게 없다. 조선도 

가찹고(가깝고) 무역 많이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아는 사람들, 친척

들 많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다… 나 올 때는 거의 사람이 없다가 

이후에 많이 나왔다. (Q1, 2017.10) 

 

화교 중 상당수는 중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이후에도 북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북한에 거주하는 친인척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단둥에 정착해 북중무

역을 진행하는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다. 신의주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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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는 1990년대 중반 식량운송을 계기로 북중무역에 종사하기 시작해 언어, 

중국과의 연고, 북한에서의 (시장) 장사 경험으로 직접 무역에 뛰어들거나 북

한과 중국 한족 사이의 중계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경제행위에 종사했다. 비

공식적인 밀수 경우에는 초기자본 조달 역할을 하거나 인편으로 현물, 현금

을 전달하는 등으로 활동을 다각화했다. (이상숙 2018)22 (귀국) 화교는 북한

측 대방(거래처, 바이어를 의미)과 언어와 문화가 유사하다는 강점을 살려 북

한과의 합작, 탐방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다. (曲晓范 刘树真 2000)  

북한에 친척을 둔 단둥 조선족 역시 북중무역 확대에 따라 개인적 차원

의 보따리 무역을 넘어 무역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1990년대 말부터 북중무

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조선족 기업인 중에서도 손꼽히게 부를 축적하는 사

람들이 존재한다. (길림신문 2011) 2010년 기준 단둥시에는 8,000여 명의 

조선족과 7,000여 명의 귀국화교가 거주하며, 북한 내 친척과의 왕래, 기존 

인맥 등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북중 간 경제활동을 추동하는 주요 행위자로 

자리잡았다. (张秀萍 2011, 280) 지린성, 헤이룽장성에서 북한 대방과 쌓아온 

신뢰에 바탕해 단둥에서 경제사업을 벌이기 위해 이주해 온 조선족이 많다. 

(강주원 2012, 69) 단둥시내 조선족 인구가 1990년대 4,000여 명인에서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북한과의 경제사업 때문으로 해석된다. 

친척, 친지 간 연계에서 촉발된 경제적 흐름은 신의주시에도 영향을 미

                                           
22 예컨대 2010년 1월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설립된 국가개발은행 외자유치 창구 조선대풍국

제투자그룹 대표로 임명되며 주목받았던 박철수는 북중무역과 투자유치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로 이후 중국 국적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조선화교다. (정창현 2010) 2013년 대풍그룹은 

유치 실적 부진으로 해체되었으며 2014년 6월 국제무역촉진위원회(국무촉), 합영투자위원회

(합투위), 내각 무역성은 내각 대외경제성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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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1990년대 들어 경제가 형해화되며 공식적으로 ‘후방공급물자’ 조달을 

위한 외화벌이가 본격화되고 비공식적으로 대중국 밀수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조선족이나 화교의 반입 물품 등과 밀수품이 신의주시 채하장마당에 유입되

고 타 지방으로 되거리 장사가 빈번해지면서 신의주시는 다른 도시보다 비교

적 일찍 장마당이 활성화되었다. 1995∼1997년은 ‘와크’ 외화벌이나 ‘사민’ 

외화벌이를 위한 각종 반출용 물품이 신의주에 집중되었다. 밀수꾼, 개인 장

사꾼이든, 공장∙기업소 자재지도원, 외화벌이 기업 중 신의주 시민들 중 ‘거간

꾼’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봉대 구갑우 2005, 2003) 단둥-신의주 

간 무역은 생필품에서 시작해 비공식적 성격을 띄다가 시장을 공식화하고 개

인 상행위를 허용한 북한의 제한적 경제개혁과 맞물려 북한 시장 내에 유통

되는 상품 공급지로서 역할이 변화했다.23  

요약하면, 1980∼90년대 북한에 거주하는 조교나 북한에 연고자를 둔 

귀국화교, 조선족 무역상들이 친척 방문을 기회로 삼아 ‘보따리’ 장사를 통해 

북중무역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무역을 비롯해 북한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활

동한다. 조선족이 밀집해 살고 있고, 조선에서 귀국한 화교가 많다는 점은 북

중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둥시 차원에서 북중무역 확대를 위한 ‘인문자원 우세’로 평가하는 대목이기

도 하다.  

 

                                           
23 비단 단둥-신의주 뿐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 전역에서 이 같은 비공식 무역이 이루어지진

다. (Li, Jiang, and Gao 2002; 정은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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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연결 

사람과 상품의 이동은 두 도시의 물리적 연결에 기반한다. 두 도시가 철

도 연결을 기점으로 인위적으로 개발된 터라 물류가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단둥과 신의주를 비롯한 평안북도 간에는 압록강단교, 중조우의교, 청성

교(河口断桥), 허커우청수철도교(수풍댐철교) 4개의 교량이 건립되어 있다. 

1950년 11월 미군 비행기가 현재 단교를 폭발시키기 이전까지 단둥과 신의

주는 현재 물류 중심지이자 관광지로 자리잡은 중조우의교, 압록강단교로 연

결되어 있었고, 이외 단둥시 콴덴현과 평안북도 삭주군 청성노동자구를 잇는 

청성교, 콴덴현과 삭주군 청수노동자구를 잇는 수풍댐철교도 단둥과 평안북

도를 연결했다. 이 다리는 모두 일제 시기 건설된 것으로 일본이 한반도와 

대륙을 잇기 위해 1911년 압록강단교(당시 압록강철교)를 시작으로 압록강, 

두만강에 건설한 20여 개 교량 중 일부다. 수풍댐철교는 1937∼41년 일제의 

조선을 공업화하는 기초 작업으로 건설한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제방을 교량으로 이용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폐쇄되었다. 

현재 관광지로 이용되는 압록강단교는 미군 폭격으로 북한측 다리가 파

괴되어 끊어진 채로 남아있으며, 청성교는 교각만 남은 상태다. 당시 압록강

의 다리 외에도 랑터우비행장에 미군의 총격이 가해져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

하는 등 맞은편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경과 무관하게 두 도시에도 영향

을 미쳤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1988, 124–25) 군사전략상 필요에 따라 다

리와 비행장 등 북한과 중국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장소를 파괴해 도시 간 

흐름이 축소된 것이다. 압록강철교와 청성교 역시 6.25전쟁 시기 미군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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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단교 상태다. (이옥희, 116–17)  

현재 유일하게 두 도시를 잇는 다리는 중조우의교로 철도와 도로 통행이 

모두 이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철도는 6.25전쟁 시기 운행이 중단된 것을 제

외하면, 정기적으로 평양과 단둥, 평양과 베이징을 연결한다. 1954년 북중 양

국 철로협정에 근거해 운행되며 단둥역에 교대소를 설치해 북중 양국이 화물

을 교대로 관리하다가 단둥철로분국도 신의주역에 교대소를 설치해 양국 간 

원활한 왕래를 지원해 왔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1988) 도로는 단방향 통행

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 하루에 2차례 방향을 바꿔 운행된다.  

북중 간 화물과 인원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출입경검사소(口岸, 이

하 커우안으로 지칭)가 설치되어 있다. 2017년 현재 단둥에는 국가급 1류커

우안 4개와 성급 2류커우안 6개소 합계 11개의 커우안이 존재한다. 2008년 

기준 랴오닝성정부가 비준한 2류커우안 10개 중 진저우시의 해상커우안 판

진(盘锦), 다롄시 창하이현의 해상커우안 스콰시(四块石)를 제외하면 8개가 

모두 단둥시에 밀집되어 있어 랴오닝성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단둥시의 중

요성을 보여준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단둥해상커우안(丹东水运(海港)口岸)으로 중국 

최북단의 해상커우안이다. 해항인 단둥 둥강시 다동항과 강항인 랑터우항 2

개를 아울러 단둥항(丹东港)으로 지칭하는데, 북중 무역 화물뿐 아니라, 단둥

-인천 해상물류를 비롯해 국제화물 관리 및 운송이 이루어진다. (中国口岸协

会 2016) 중국 최북단의 국제무역항으로 일제시기 개항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상업, 운수업, 창고업 등이 번성했다. 특히 단둥-선양을 연결하는 안

봉선(安奉凤铁路)이 개통되면서 무역항으로 발전했다. 다만 1909년 전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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롄항이 개항하면서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李蕾萌 2010, 21–22) 이는 현재에

도 마찬가지로 다롄항, 잉커우항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설비조건이 열

악하다. (임민경 2012) 중국내 다수의 항구와 일본, 미국, 유럽, 남북한, 러시

아, 인도 등 50여 개 국, 70여 개 항구와 해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주 4회 단

둥항-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이 운행 중이다.  

단둥육로(철로)커우안(丹东陆路(铁路)口岸)은 1911년 일본이 안봉선

(303.7km)과 경의선을 연결하는 지점에 만들어졌다. 당시 만주철도주식회사

가 철도를 운영했으며, ‘만철조계지’의 중심에 단동역을 건설하는 등 시가지 

개발도 담당했다. (李蕾萌 2010, 28) 1955년부터 1류커우안으로 지정되었으

나, 1966년 문화대혁명 전후 폐쇄되었다가 1981년 재개통되었다. 평양까지

는 220km, 서울까지는 420km 거리이며, 신의주-평양 간 철도는 북한에서 

설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곳에서 베이징-평양을 연결하는 국제열차가 운행된다. 주 4회 운행되

다가 2014년부터 매일 1회 운행되기 시작해 매일 오전 10시, 단둥역에서 출

발해 신의주에 정차해 2시간 여 동안 입국, 통관 절차 등을 거친 이후 오후 

4시 반에 평양에 도착한다.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도 오후 4시 반 

단둥에 도착한다. 2015년부터는 선양에서 출발하는 관광열차가 첫 운행을 시

작해 월 4∼5차례 운행되나 이 경우에도 단둥역에서 평양행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 2015년 기준 화물 수출입량은 17.6만 톤이며, 출입경 횟수는 13.6만 

여 회다.  

2017년 3월 주 2회(화, 금) 단둥 랑터우국제공항에서 평양 순안국제공항

까지 전세기 항로가 정식 개통되었다가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비행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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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9시 평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한 고려항공 전세기가 40분 동안 비행해 단

둥에 도착하며, 잠시 체류한 이후 11시 40분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다. 이는 단둥-신의주 간 관광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观察

者网 2017) 2018년 현재는 국제노선이 운항되지 않아 단둥 랑터우공항은 국

제공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국내공항으로만 역할 한다.  

철도(도로)커우안과 대동항, 랑터우항 수운(해항)커우안, 송유관커우안은 

국무원 비준을 받은 1류커우안이며, 야파궈, 콴덴허커우, 타핑위안, 단즈마도

우(단둥제지공장선착장), 다뤄다오(대륙도), 다타이즈(哑巴沟, 长甸河口, 太平

湾, 丹纸码头, 大鹿岛, 大合子, 一撮毛 포함)은 랴오닝성정부 비준을 받은 2

류커우안이다. 1류커우안은 여권 소지자, 변경통행행증 소지자 통행이 가능하

며, 화물 통과 역시 가능하다. (북중 커우안에 대해서는 [표 1-1] 참조.) 2류

커우안은 첫째, 출입경 전후 수속만 하거나 화물을 적재, 교환하는 커우안이

거나 둘째, 인접국 지방정부 간 변경소액무역이나 인원 간 왕래하는 커우안, 

셋째, 변경주민의 출입경커우안 역할만 하는 곳이다. 첫째 경우를 제외하면 

변경지역 편의 증대를 위해 설치된 선착장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의 해외무역이나 투자 장려를 위해 2류커우안을 광

범위하게 허용하다가 1998년 8월부터 커우안 난립과 관리 표준화 미비를 이

유로 전국적으로 정리를 단행해 1997년 350여 개에서 2017년 현재 150여 

개로 줄어들면서 단둥시의 커우안도 일부 폐쇄되었다. 2류커우안에는 선박시

설 등 화물을 선적하던 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 비공식 무역의 통로로 사용

되기도 한다.  

 

(펑청현의) 강 옆의 공장, 창고 앞에 바로 부두가 있다. 컨베이어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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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있는 곳도 있다.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체 강변을 다 단

속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강을 끼고 밀수가 이루어진다. (K1, 2017) 

 

이 쪽으로 (콴덴현) 밤마다 밀무역이 엄청나다. 요기 아래 보트도 보

일 텐데… 아래쪽(압록강 하구)에서 하다가 단속이 심해져 위로 올라

왔다. 라면과 식량, 유통기한 다 되어가는 과자까지, 안 건너가는 게 

없다. 한 번 보트에 2.5톤 정도 실리는데, 저쪽 시장으로 유통된다. 

예전에 돼지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중국 200원, 조선 50원으로 한 

마리당 150원 이익이 났는데, 100마리만 해도 생각해 봐라. 엄청난 

이익이었다. 없어질 수가 없다. (K3, 2017) 

 

압록강 상하류나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는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수

가 비공식적으로 성행한다. 수십년 동안 양국이 압록강을 공유하면서 살아왔

던 떄문에 수상무역을 범죄로 칠 수 없다(不算犯法)는 게 생각이 만연하다. 

(中国新闻周刊 2010) 공식적으로 랑터우항, 이춸마오, 황금평 등 중국 다타

이즈항과 북한 석도무역항 0.5해리 내에서는 丹海边贸XXX”(바닷배), 丹江边

贸XXX(강배)로 규정된 허가받은 선박을 통한 변경소액무역만 가능하다. 150

여 척의 선박이 변경소액무역수상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밀

수는 북한의 경제활동이 명맥을 이어가는 유일한 통로로 자리잡았다. 국경을 

접하는 도시는 두만강 상류 훈춘부터 압록강 하류 단둥까지 십수 개 존재하

지만 대규모 물류가 오갈 수 있는 공간은 단둥이 유일해 훈춘과 옌지 등 다

른 접경도시에서도 단둥을 찾아 무역 등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화되

었다. (K1, 2018.4) 단둥이 면한 압록강 하류와 황해와 달리 두만강 하류와 

동해는 북중러 3국의 상이한 규정이 작용하고 수심과 해로 등의 문제로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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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 이후 단둥으로의 집중이 

더욱 강화되었다.  

 

2. 장소의존적 이해관계 형성 

친인척 방문에서 이루어지는 물물교환으로 시작된 북중무역은 1990년대 

들어와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  

1988년부터는 변경주민을 대상으로 북중 접경지역 관광이 시작되었고, 

1992년 변경무역 우대조치가 취해지면서 관광업과 무역업을 중심으로 단둥-

신의주 간 연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들이 등장했다. 개혁개방이 심화

되며 중국에 다수의 민영회사가 생겨난 변화 역시 영향을 미쳤다. 단둥의 북

중무역 회사, 국경을 자원으로 삼아 관광을 진행하는 관광회사 등이 주요 행

위자로 등장했다. 북중 경제활동이 가시화되면서 단둥시정부가 재정 수입과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신의주시인민위, 평북도인민위

가 뒤늦게 이 흐름에 합류했다.  

1990년대 북중관계는 냉각된 상태였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1999년 

6월이 돼서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북 및 장쩌민 주석 회담으

로 7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나 관

계 경색은 신의주시-단둥시, 평안북도-랴오닝성 간 상호방문과 교류, 북중무

역 회사의 교류와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결이 

대폭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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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1990년대 단둥시의 대북무역총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시기 북

중무역의 중심이었던 옌벤조선족자치주의 대북무역, 전체적으로 반토막 이하

로 떨어진 북중무역과 대조를 이룬다.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로 인한 북중 

간 마찰로 1993년부터 북중 고위급 방문이 중단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

화결제를 요구하면서 북중무역은 급감한 이후 회복되지 못 했다. 1993년 9억 

달러를 정점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북한이 ‘고난의 행

군’을 겪으며 1999년 3.7억 달러로 1980년대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변

의 경우 1995년을 전후해 북중무역액이 1/3 수준으로 급감해 2004년이 되

어서야 1994년 수준을 회복한다. 반면 [그림 4-1]에서 보는 것처럼 단둥의 

대북무역 총액은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  

옌지, 투먼 등 옌벤자치주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통제·관리

그림 4-1 단둥과 옌변 대북무역 총액 추세 (1991∼2005)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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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정은미 2008, 86) 때문에 단둥이 북중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고 설

명한다. 그러나 국영기업 외 자영기업 수출액을 표시한 [표 4-3]을 보면 절반 

이상이 일반 기업 수출액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북중무역을 견인한 것은 

자영기업임이 확인된다. 전체 수출액과 자영기업 수출액 간 격차가 가장 큰 

1995년의 5만 달러를 전체 무역액에서 제하더라도 연볜과의 격차는 줄어들

지 않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둥시 국영기업을 통해 현지에서 식량과 생

필품 등을 구매해 식량을 지원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으나, 중국의 대북지원

은 식량, 화학비료, 원유 등 현물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석 2004)24 수해와 

기근 등 ‘조선문제 해결’을 위해 1995년 랴오닝성위와 단둥시위가 각각 식량 

40톤, 20톤을, 1996년 단둥시위가 식량 700톤(신의주시 200톤, 평안북도 

500톤) 지원 사실을 기록해 원조액과 무역액을 구분하고 있다. (辽宁年鉴编

辑部 1996, 1997)25 특히 이 시기부터 단둥 내 자영기업 수가 대폭 증가하고, 

북한 무역회사가 단둥에 주재원을 파견하기 시작한 점에서 단둥 북중무역 확

대의 주요 원인을 중국 국가 차원의 관리로만 생각하기는 힘들다.  

                                           
24 1995∼2002년 최고지도자 및 당정 대표단 상호방문시 중국의 무상원조 내역은 부분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1995년 수재 긴급 재난구조 3천만위안 상당 물자 ▲1996년 5월 식량 2

만톤(홍성남 방중) ▲1996년 7월 식량 10만톤(뤄간 방북) ▲1997년 6∼7월, 2천만위안 상

당 물자와 식량 8만톤 ▲1998년 10월 식량 10만톤, 화학비료 2만톤, 원유 8만톤 ▲1999

년 6월 식량 15만톤, 코크스 40만톤(김영남 방중) ▲2000년 4억위안 상당 교복 500만벌 

▲2001년 3월 중유 1만5천톤(쩡칭홍 방북) ▲2001년 9월 식량 20만톤, 중유 3만톤(장쩌민 

방북) ▲2002년 4월 5천만위안 상당의 물자(김일성 탄생 90주년). 2000년, 2001년 2차례 

방중과 2001년 7월 조약체결 40주년 무상원조 내용은 비공개 상태다. (연합뉴스 2006) 

25 1995년 5월 북한당국은 자국의 식량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홍수를 겪

은 후 12월 유엔과 국제적십자를 상대로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이석, 21-22. 이석은 우호가

격으로 제공되던 중국의 식량 수출이 1994년 중단되면서 (28,549톤에서 2,396톤으로 

1/10로 급감, USDA 추정치) 북한의 식량난을 악화시켰다고 파악한다.  



 

107 

 

표 4-3 단둥시 수출국별 무역(外贸)·자영기업 수출국별 (1988∼1996) 

연도 수출  

총액 

수출국별 북한 

비중

(%) 

대북한

수출액* 

 (만달러) 북한 일본 홍콩 한국 기타 

1988 12 9  3   75 - 

1989 1,039 84 17 297 16 625 8 - 

1990 1,009 21 146 107 60 675 20 1,183 

1991 1,014 278 65 92 42 537 27 2,449 

1992 - - - - - - - 3,545 

1993 2,116 1,441 141 67 158 309 68 3,137 

1994 3,622 1,743 1,102 135 285 357 48 4,905 

1995 2,931 2,035 78 97 582 139 69 7,784 

1996 4,920 3,161 551 129 755 324 63 8,660 

* 총액은 국영기업과 자영기업 총액. 高新力 2007, 64. 원 출처는 단둥시통계국.  

출처: 熊明礼 1998, 40 기반해 필자 수정.  

 

나아가 중앙의 지원이 단둥 국영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도 실제로는 

당시 대외무역권한을 확보한 “국영기업 명함을 빌린 자영기업” 인 경우가 적

지 않다. (길림신문 2011) 북중무역이나 관광업의 선두를 달리는 대표적 기업 

일부는 중 1990년대 북중무역이나 관광에 참여하다가 2천년대 들어 국영회

사 소속 직원이 직접 사영화된 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 독립적인 회사를 운

영한 경우다. 이들은 대방과 맺은 신뢰와 거래관계에 기반해 성장했다. 중앙 

지원의 대리 역할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당시 사업은 2천년대 단둥이 장소

적 우위를 발휘하는 기반 역할을 해 로컬의 이익으로 이어졌다. 

왜 단둥시에서만 대북무역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을까. 같은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간 무역 외에도 다양한 경제협력이 진행되었으며, 북한 무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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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무역지도원을 상주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면 북한 무역회사가 경기

침체 동안 돌파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단둥-신의주라는 장소가 부각되

고, 흐름이 보다 밀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침체와 대조적으

로 성장한 단둥시의 북중무역은 단둥이 북중 경제활동의 핵심으로서 자리잡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2년 10개 미만에 불과했던 변경무역기업 

수는 2000년 126개로 증가하고, 무역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표 4-3]에서 보듯 1990년대 전반 단둥시 수출 중 절대적인 비중은 북

한으로의 수출이다. 국영기업 외의 수출을 표시한 부분만 보더라도 대북수출

이 1992년 이후는 줄곧 50% 이상, 많게는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같

은 시기 전체 무역총액 중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0∼40% 정도이지만, 

중국의 대북수출이 북한의 대중수출을 압도하기 때문에 수출액에서의 비중이 

훨씬 높다.  

단둥시위는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시 차원에 다층적, 

다중적 대조 수출입 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단둥내 (변경)무역회사

와 외부 성의 지사, 무역 관련 서비스업 및 생산기업이 단둥에 100여 개 존

재하며, 자영업, 위탁업 등 여러 형식을 통해 북중무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다. (鸭绿江晚报 2002b) 이러한 발전은 단둥시위·시정부와 북중 양국 무역

회사 간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했다.  

단둥시위는 1992년부터 “단둥과 조선반도 경제문화교류 골간을 양성”하

기 위해 시정부에서 2년 코스의 외무조선어반을 만들어 변경무역을 활성화하

도록 뒷받침했다. 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차원의 경제전략을 제출해 시경제

와 시무역이 상호합작을 추진하도록 해 북한의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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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회사로 가공업, 수산양식업 등을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熊明礼 1998, 

42-44)  

단둥시정부는 1994년 부시장을 대표로 해 14개 대외무역기업, 변경무역

기업, 자영기업을 이끌고 북한을 단독으로 방문해 북한 내 대표적인 무역회

사 32개와 좌담회 및 설명회를 여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9.5

계획 동안 각 커우안 상황을 검토하고 호시무역구 개설을 준비하면서 무역과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단둥시정부가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대북수출로 1999년 이래 시 기업의 평양국제상전람

회 참가를 조직해 대북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매년 1∼2차례 

북한의 관련 정책 변화나 북한 내 수요 상황 등을 알리는 기회(培训班)를 만

들어 지원해 왔다. (丹东市委党史研究室 2002) 

1997년 대외개방공작회의에서 주요 공작대상을 변무기업에 집중시켜 수

출이 많은 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변경무역영도소조’를 설치해 기업조사회, 

좌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 북중무역의 활성화를 꾀했다. 랴오닝성 평양박람

회, 평양국제상품박람회 참가를 조직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 역시 

진행했다. 특히 1996년 《단둥시 변경소액무역 수상운송 관리잠정방법(边境小

额贸易水上运输管理暂行办法)》(丹东市人民政府 1996)을 발표해 변경무역의 

수로운송을 법제화하며, 수로커우안을 통한 수출입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무역의 형태도 다각화되었는데 1990년대 말에는 자체의 필

요에 의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도 40여 개 생겨났다. 수출쿼터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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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거래에 대한 무관세 특혜26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1990년대 북중

무역은 수산물과 어패류 등 1차산업 비중이 높았다가 점차 제조업으로 확대

되었다. 단둥 일부 회사는 의류, 라이터 등을 위탁가공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

하면서 필요한 원자재를 보내고, 완제품을 들여오는 사업을 진행했다. 

(KOTRA 1999) 특히 2000년 이후 북한경제가 회복세를 띠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호주, EU 등 서방 국가와의 정상적 외교관계 수립되면서 이후 단둥에

서 진행되는 국내외급 상무고찰, 변무담화 등이 대폭 늘어났다. (鸭绿江晚报 

2002b) 4절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단둥의 로컬 행위자는 이 과정에

서 중개 역할을 맡아 지리적 위치가 주는 우위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북한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의 경제활동에 힘입어 단둥시 대외무

역총액은 랴오닝성 중 다롄과 선양을 제외하고 줄곧 선두를 고수해 왔다. 단

둥시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이 랴오닝성 평균의 70% 수준으로 성 내에서

도 경제가 낙후된 지역임을 고려하면 북중무역이 단둥시에 미치는 영향을 가

늠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2015년 기준으로도 GRDP 측면에서는 

984.9억 위안으로 랴오닝성 중 7위에 불과하나, 수출입총액은 41.2억 달러

로 성내 3위를 기록한다.27 (辽宁省统计局 2016)  

 

                                           
26  1992년 2월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고 같은해 9월  

《교류협력부속합의서》를 채택하며 서로간의 물자교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

속했다.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남한 회사가 북한 농수산물 수입을 시작했으며,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소비재와 미술품 등으로 교역이 확대되었다. 

27 수출입총액은 해관 기준. 성내 3위라 하더라도 선양 140.7억 달러, 다롄 560.3억 달러와는 

차이가 크다. GRDP로 보면 선양 7,272.3억 위안, 다롄 7,731.6억 위안이며 랴오닝통계연

감에 수록된 안산, 푸순, 번시, 진저우 중에서 맨 끝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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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단둥을 통한 경제활동 확대에 힘을 기울였다. 1994년 북한 조

선광성무역회사가 단둥에서 최초로 무역박람회를 개최해 북한산 물품 판매를 

시도했으며, 1998년과 1999년에도 연달아 북한 무역회사가 단둥 무역회사와 

공동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품전시회를 개최해 판매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단둥 무역회사 또한 1997년 5월, 1998년 8월 ‘중조변경무역상담회’를 

열어 북한의 대성총국, 릉라도총국 등 무역회사를 단둥에 초청해 150여 품목, 

25,000개 상품을 전시해 상품을 판매, 홍보하는 등 시장 확대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는 단둥시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조직한 상담회로 기회를 포착한 

로컬 행위자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료녕조선문보 1998; KOTRA 

1997)  

단둥-신의주를 연결하고 있는 일상적인 사람과 상품의 흐름은 다른 곳으

로 이동될 수 없는 자산이다. 북한과의 무역은 신의주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단둥-신의주 연결의 확대는 곧 경제적 이익의 확대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북

중무역에 종사하는 개별 행위자는 단둥-신의주라는 장소의 연결에 의존하게 

그림 4-2 단둥시 무역총액 중 북중무역 (1995∼2015)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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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단둥시 역시 다른 경로를 통해지만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단둥시 관계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지급시의 간부 승진은 한 급 위인 랴오닝성 차원에서 

결정되며 경제성과가 승진을 위한 핵심적인 지표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랴오닝성에서 단둥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며, 외자유치, 무역 등 

거의 대부분의 경제 영역에서 북한의 존재만이 다른 곳과 차별화된 자원으로 

존재했다.   

단둥시정부와 북한과 중국의 개별 무역회사가 상이한 이유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의존하면서 ‘의존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콕스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대체되지 않는 핵심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해 의존하는 일정하

게 로컬화된 사회관계”의 존재가 ‘의존의 공간’을 규정한다. ‘의존의 공간’ 내 

그림 4-3 전체 북중무역 중 단둥시 랴오닝성 비중 추세 (2000∼2014)  

 

출처: 中国海关, 辽宁年检， 丹东年检 각 년도. 단 2009년부터는 랴오닝성과 단둥연감은 북중

교역량을 제외하고 각국과의 무역량을 발표하고 있어 이후 데이터는 卞晶 2014; 张东哲 张

东明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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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는 자신의 물질적 생존(well-being)을 특정한 장소에 의존한다. 

이 경우에는 장소 자체보다는 단둥-신의주가 갖는 연결의 성격이 보다 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단둥-신의주 간, 나아가 단둥-신의주를 경유해 북한 전역

으로 파급되는 물리적 흐름에 경제적 이해를 갖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단둥시정부와 기업은 상호 긴밀한 협력 속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

갔고, 2천년대 들어 북한경제가 회복세를 띠면서 단둥-신의주에 개입하는 행

위자가 추가로 등장하며 복합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다 

 

2) 관광  

단둥-신의주 간 관광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88년이다. 당시 변경지역 

주민에 한해서 신의주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일일관광이 허가되었다. 

1990년대 평양, 개성, 묘향산 등 개별 관광이 허가되면서 중국 관광객 수가 

증가했고 관광업도 서비스업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표 4-5] 참조) 2

천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평양관광 등 주요 관광상품의 단체관광 조직 

권한을 단둥시내 여행사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 수 

증가는 곧 단둥시 차원의 이익으로 이해되었다.  

국영여행사 1개만 운영되다가 1995년 전후 자영, 민영기업이 설립되면

서 관광업 내에도 변화가 생겼다. 조선어를 할 줄 아는 국영여행사 출신이 

기존 인맥과 노하우를 자원으로 삼아 금방주국제려행사, 단둥해외려행사 등 

민영여행사를 설립하고 북한과 협력해 상품을 개발하면서 관광업 발전을 이

끌었다. 중국 신분증으로 2∼3시간 동안 신의주를 둘러볼 수 있는 반일관광, 

도보로 중조우의교를 건너 가는 도보관광 등 과거와 다른 관광상품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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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丹东日报 2002b; 흑룡강신문 2003; 료녕조선문보 1997)  

단둥 내 관광회사 수가 증가한 것을 계기로 평안북도 관광총국이 1996

년 도급 관광기관으로 묘향산려행사를 설립해 압록강을 통해 신의주로 오는 

중국 관광객을 전담하도록 해28 단둥시 여행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중

조우의교 보수로 차량 통과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자 6.25전쟁 이후 처음

으로 도보관광을 허용해 자신은 물론, 대방인 단둥 관광회사의 이해관계를 

보호했다. 2008년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중국 전역의 출경여행사에 평양관광 

조직 권한을 부여하면서 단둥시가 독점하던 단체관광 조직 권한이 전국으로 

확대되어29, 단둥 회사가 경영 위기를 맞았을 때도 상호 협력 하에 위기를 극

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평안북도 묘향산려행사와 단둥시 관광회사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다. 묘향

산려행사는 도관광총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계획에 따른 일정 금액을 

중앙에 납부하는 이외의 수익은 도에 귀속된다. 북한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관광회사의 직접적인 수익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수익에 따라 세수를 확대

한 시정부도 관광업 발전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단둥시정부도 평안북

도관광총국과 신의주 2일관광 및 자가용관광, 황금평관광 등 관광상품 확대

                                           
28  중앙정부급 관광기관으로 국가관광총국, 여행사로 조선국제여행사가 있으며, 금강산관광을 

담당하는 금강산국제여행사(전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금컴여행

사가 있다. 도별 여행사로는 양강도 백두산여행사, 평안북도 묘향산여행사, 라선시 라선여행

사, 함경북도 칠보산여행사가 운영되는데, 모두 중국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한다. (평양모란

봉편집사 2011)  

29  2009년 중조우의년을 맞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조선국제려행사가 랴오닝성 

선양에 지사를 설립하고 조선국가관광총국이 중국 전역 600여 개 출경여행사에 평양관광 

조직권한을 부여했다. (丹东日报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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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관광상품 개발을 뒷받침했다. (길림신문 2014)  

먼저 평안북도 관광총국은 신의주-평안북도에서 관리하는 관광 권한을 

단둥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외부 여행사에 모객 권한이 허가된 평양 

 

표 4-4 단둥시 북한관광 현황 (1988∼2010) 

연도 
사람 수

(명) 

수입 

(만위안) 
출경방식 

여행 

일수 

여행

사수 
여행지 

1988 2,512 18.8 버스 1일 1 신의주 

1989 1,360 10.2 버스  1일 1 신의주 

1990 6,300 504.0 버스  3일 1 묘향산 

1991 7,700 616.0 버스  3일 1 묘향산 

1992 17,774 2,132.9 버스  3일 2 평양, 개성, 묘향산 

1993 13,138 2,364.8 기차, 버스 4∼8일 2 평양, 개성, 묘향상 

1994 6,613 1,352.7 기차, 버스 4∼8일 1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원산, 금강산 

1995 15,000 3,000.0 기차, 버스 4∼8일 3 ” 

1996 18,248 3,049.6 기차, 버스, 선박 3∼8일 4 ” 

1997 45,265 4,200.3 기차, 버스, 선박 1∼8일 4 ” 

1998 5,065 1,033.0 기차  1∼8일 4 ” 

1999 32,000 4,500.0 기차  1일 2 신의주,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2000 47,704 7,327.0 기차, 버스 3∼6일 2 ” 

2001 19,237 808.0 버스  1일 1 신의주 

2002 73,000 10,500.0 버스, 기차 1∼6일 *5 신의주, 평양, 개성, 묘향산, 남포  

2003 12,736 893.0 버스, 자가용 1, 3일 1 신의주, 묘향산 

2004 16,429 903.6 버스 1일 1 신의주 

2005 17,976 1,900.6 버스, 기차 1, 4일 6 신의주, 평양∙개성(여권 필요) 

2006 6,925 1,523.5 버스, 기차 4, 5일 6 ” 

2007 15,028 3,306.2 버스, 기차 4, 5일 6 ” 

2008 14,272 3,139.8 버스, 기차 1, 4일 6 ”  평안북도 동림 

2009 25,000 **2400 버스, 기차 1, 4일 6 ” 

2010 23,718 4516 
 

1, 4일 6 ” 

* 2002년 7월 아리랑축전 시기 북한이 통일적 관리를 요청해 5개 기업이 1개 단위를 형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축전을 맞아 단둥을 거쳐 북한여행에 나선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했다.  

** 2009년부터 평양 단체관광 조직권한이 개방되며 단둥시 여행사의 수입이 급감했다.  

출처: 满海峰 2010, 28; 단둥일보; 압록강완보 등 참고하여 필자 수정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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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성 외 남포, 원산 등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허

가했다. 단둥 외부의 여행사는 평양과 개성 단체관광 조직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기타 상품 판매에서 수익은 단둥 회사와 평북 여행사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단둥-신의주 간 협력을 강화해 중앙의 정책 변화로 야기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다.  

묘향산려행사가 신의주·평안북도 관광권한을 국제려행사에 독점으로 부

여한 이후 두 회사의 협력은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평안북도관광총국은 도급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단둥시에 ‘관광총국 실습기지’로 단동신의주식당을 개장

했고 (료녕조선문보 2013; 길림신문 2014) 국제려행사 투자로 중조우의교 

북한측 진입로 부근 압록강 기슭 10만m2를 식당, 영화관, 수영장, 유원지 등

을 갖춘 압록강유원지로 개발해 전통문화 체험,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반일

관광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신의주시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동림군 내 

동림호텔에 투숙해 등산 후 신의주시 관광을 진행하는 1박2일 관광도 착수했

다. (내나라 2017) 중국의 북한 관광객 3만여 명 중 단둥에서 출발하는 관광

객은 2만 여 명으로 관광상품을 다각화해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반일관광

은 개시 2개월 만에 지난해 북한관광 수입 절반을 차지하고, 단둥의 대표적 

관광지인 압록강단교 방문객 수를 최대 50% 높이며 파급효과를 냈다. (료녕

조선문보 2016) 특히 신의주 반일관광과 일일관광은 단둥 여행사가 묘향산여

행사 및 평안북도 각급 기관과의 협의해 신분증 만으로 출입경 수속이 가능

해 신의주와 단둥 두 도시에 있어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  

단둥시 정부는 9.5계획(1995-2000) 기간 동안 관광업 수입이 13% 증가

하면서 본격적으로 관광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2000년 

관광업 수입이 40% 이상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시의 기본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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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 관광업 발전계획이 별도로 마련된 적이 없었으나 중요성을 인식하

게 되면서 10.5계획(2000-2005)부터 관광업을 경제발전계획의 주요 항목으

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2002년 장줘룡(姜作勇) 시장은 “관광업을 룡투로, 상

업무역 유통과 제3산업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 밝혀 서비스업 발전의 핵심으

로 관광업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鸭绿江晚报 2002a) 관광업 확대에 비해 세

금 증가가 크지 않은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통일된 가격 표준을 도입하

고, 규범을 정비하는 데도 착수했다. (丹东日报 2002a) 

북한과 협력해 진행되는 출경여행이 단둥시 관광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은 한편 북한과의 국경을 활용한 ‘중조변경관광’ 또한 대표

적 여행상품이다. 압록강단교 주변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며 유람선을 타

고 압록강을 가로질러 짧게는 30분, 길게는 압록강 상류까지 2시간 동안 북

한 경관을 ‘경험’하는 상품도 일찍부터 개발되었다.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입장권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성수기가 되면 압록강단교 앞 선착장을 운영하

는 허가 받은 회사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소형 쾌속선을 운영하는 회사의 호

객 행위가 줄을 잇는다. 2천년대에는 압록강단교 부근에서만 선착장이 운영되

었으나, 콴덴현 호산장성 부근의 위에량(月亮) 선착장을 시작으로 압록강 상

류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티엔이(天逸), 허커우(河口) 관광선착장이 추가

되어 2018년 현재 총 4개의 관광선착장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성

업 중이다.  

 

3. 비대칭적 네트워크의 형성  

단둥-신의주 간의 무역은 상대방 변경지역 방문이 자유로운 조선족,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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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교, 조선화교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물물교환 방식 거래에서 

시작했다. 이때 도시간 연결의 흐름은 단둥과 신의주 일부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행위자의 다수는 압록강변 중조우의교 부근의 단둥해관 부근 스웨이

루(十伟楼)에서 집중적으로 경제활동을 벌였다. (丹东日报 2006a) 단둥해관 

부근에는 북중 양국을 오가는 사람들이 중국산 및 한국·일본산 상품을 사는 

매장 100여 개가 밀집되어 일찍부터 ‘평양장터’라 불렸다. (료녕조선문보 

2014) 연결은 단둥과 신의주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중조우의교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밀집되었다. 

1990년대를 경과하며 개인 차원의 보따리 무역이 주를 이루었던 북중무

역 상황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전통적인 무역이 지속되는 한편 북한에 수출

하는 회사도 늘었고, 북한산 상품 수입을 위한 회사도 증가했다. 단순무역이 

가공, 임가공무역으로 다각화되면서 단둥 외 지역과의 연결도 확대되었다. 평

양의 무역회사가 전략적으로 단둥에 진출하면서 변화를 촉발시켰다. 이 절에

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고 단둥-신의주의 네트워크적 관계를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1) 단둥-평양: 네트워크의 확장 

북한 무역회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략적으로 단둥에 주목해 2000년

대 들어서는 각 무역회사마다 무역지도원을 2∼3명씩 상주시키기 시작했다. 

(Q1, 2017.10) 이후 상주인원은 계속 증가해 2010년 말 기준 대성총국, 릉

라총국, 광명성무역회사, 승진무역회사 등 120여 개 무역회사가 단둥에 사무

소를 설치했고, 상주해 있는 북한 관계자는 5,000여 명에 이른다. 단둥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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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북한 기업도 30여 개로 식품, 계기, 금속제련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다. 

(만해봉 2011, 33-34)  

단둥에 직원을 상주시키는 무역회사는 대부분 평양에 소재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생산품 판매를 위한 거래처를 찾고,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동일하나, 지리적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평양 소재 무역회사는 

산하에 다양한 공장을 두고 있어 임가공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동해 왔다.  

 

단동에 평양 주재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물자는 신의주를 거쳐 가더

라도 신의주랑 거래하는 사람은 적다. 신의주 사람들은 개인장사 아

니고 국가 장사 차 나오는 사람들이다. 평안북도 도 무역국 소속이

다. 당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 일하기가 편하다. 오늘 오전에 나왔

다가 일 보고 저녁에 다시 가고, 필요하면 내일 또 나오고 … 웬만

하면 여기서 자지도 않는다. 평양 사람들은 자기가 나왔을 때 일을 

봐야 하는데 바쁘게 그럴 필요가 없다. (Q2, 2017.9) 

 

신의주와 일을 하는 것은 없다. … 단둥에서 견본 작업을 해서 공장

에 보내고 물품을 통해서 받는 게 전부다. 평양에 공장 2개를 운영

하는데, 절대로 임금 지급날짜를 어겨 본 적이 없다. … 신뢰를 쌓아

서 여러 기관에서 일을 봐 달라고 부탁한다. 조선에서 소개를 해 줘

서 대방이 몇 군데 더 늘어났다. 지난번에는 청사에 사무집기 일체

를 넣어 줬고, 이번에는 작은 굴삭기를 구해 달라고 부탁이 왔다. 

(H1, 2017.10) 

 

단둥-평양 무역에 있어 신의주는 물류의 기착지이자 경유지 역할을 하며, 

단둥-신의주 간 이루어지는 무역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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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신의주 간에는 접경주민 간의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 신의주 및 

평안북도 차원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며 출장 인원을 통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의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은 평안북도 도급 무역기관인 압

록강무역회사 등이 다수의 중국측 거래처를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상품의 

종류는 파이프관, 유리 등 건설자재부터 볼펜 등 사무집기까지 다양하다. 많

은 경우 1년에 취급하는 상품이 수십 만종을 헤아릴 수도 있다. 신의주에도 

도급 압록강무역회사를 필두로 대외무역 권한을 가진 회사가 십수 개 존재한

다. 신의주의 무역회사는 수출입 요구가 발생할 때 새로운 대방을 개척하기 

보다는 기존 대방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물품을 저렴

하게 수입하기 위해 신의주 회사는 단둥 내 복수의 거래처와 관계를 맺는다. 

단둥 회사 역시 신의주 내 무역권한을 가진 무역회사, 공장 등 복수의 거래

처를 두고 사업을 벌이며, 일부 경우에는 신의주 내 공장 개보수나 개건 등

에 투자하기도 한다.  

단둥-평양 간 무역은 중앙 각 기관의 무역회사 또는 공장을 통한다. 단

둥에 직원을 상주시키는 무역회사는 대부분 평양에 소재한다. 내각의 각 부·

위원회, 군과 당의 각 기관이 무역회사를 설립해 외화벌이 기지에서 생산한 

상품의 거래처를 찾고 주문을 따 오고,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전략

적으로 단둥에 진출했다. 북한이 수입하는 상품은 단둥에서 생산된 것은 아

니며 허난, 광둥 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단둥의 무역회사는 북한의 거래처와 

중국의 거래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丹东日报 2004b)  

상주 주재원 외에도 하루에도 수십 명의 평양 소속의 무역지도원이 출장 

형식으로 단둥을 찾는다. 이들은 중국 대방의 초청장을 받거나 통행증을 통

해 중국을 방문하는데, 평상시 매일 20∼30명 규모이며 무역 수요가 많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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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춘절이나 북한 국경절 때는 매일 400여 명 무역지도원이 국경을 넘나든

다. (滿海峰 2015, 39) 여러 대방을 두고 사업하기 때문에 출장 온 무역대표

단은 대방을 차례로 만나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회사 

대부분은 거래처를 복수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을 거래하기 때문에 일

주일 내외의 출장 기간은 사업과 관련한 일정으로 채워진다. (N2, 2017.9)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주요 대중수출 품목은 광산품, 어패류 등 1차상

품이나 기초단계 가공품이 주를 이루다가 2천년대 들어 경공업품 수출 비중

이 가시적으로 증가했다. 2001년을 기점으로 랴오닝성 단둥을 경유한 북한의 

의류 보세수출이 급증했다. (이영훈 2006) 단둥의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 내 

무역회사의 산하 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가공해서 단둥시 보세구역으로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단둥 내 의류회사에서 마무리작업을 해 제3국에 수출

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 임가공무역이 세제상 혜택을 누리기 위한 데서 부

분적으로 시도된 데 반해 2천년대의 임가공무역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활용

하기 위해 진행된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

약된다.  

첫째, 평양 소재 무역회사가 임가공 무역을 적극 수주하면서 초보적인 

생산 분업의 일환으로 북한 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시도가 본격화되었

다. (최장호 외 2016) 2천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공무역은 의류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피혁, 일용품, 식품, 전자제품, 화학공업, 강재 등의 각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丹东日报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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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역회사 소개자료에 따르면30 평안북도 무역국 소속 압록강무역회

사를 제외하면 120여 개 무역회사 중 대부분은 평양에 사무소 또는 공장 주

소를 둔다. (丹东华朝信息有限公司 2017)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사업장은 북

한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신의주나 평성 등 평안북도 내 기업 중 상당수도 

평양 무역회사 산하에 편재되어 있다.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임가공 

무역의 경우 중국인 직원을 상주시켜 사업이 진행되지만, 일반 무역에 있어 

계약 및 중간점검은 평양의 무역회사를 통해 진행된다. (C4, 2017.11)  

이미 북중무역에 관계하고 있는 단둥의 무역회사 중 일부는 임가공무역

을 함께 진행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했는데, 북한 무역회사의 요청이 사업 다

각화에 영향을 미쳤다. 상주 무역지도원들이 산하 공장 가동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대방을 

소개받아 임가공무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다. 무역을 하는 동시에 

평양 등지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식당을 건립하는 등 투자 활동을 동시에 벌

이기도 한다. (H1; Q2, 2017.10)  

북한 입장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량만 확보되면 기

존 설비와 노동력을 활용해 임가공무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이 용이하다. 북한의 경공업 공장이 평안도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원부자재 

및 제품 운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임가공무역은 단둥을 중심으로 

한 랴오닝성 업체가 대부분 주도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직률이 높고 숙련

                                           
30 단둥에서 대북무역을 중개하는 이 회사는 매년 북한에서 자료를 받아 기업 목록을 업데이트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수록된 회사 모두와 사업을 연계한다. 다만, 일본과 한국 기업의 경

우는 사업 협의가 불가능하다. (Q5,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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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부족한 중국에 비해 경험이 오래된 전문 노동자를 저렵한 비용으로 활

용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상품이 세관, 항구 등에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점진

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정착되어 있어 거래방식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도 

임가공무역을 선호한다. (이종운 홍이경 2013, 68-71) 단순무역의 경우 비용

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아 상품을 보낸 후 최종적으로 대금상환이 이루어져서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서 비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는 일이 잦은 반면 임

가공무역은 중국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보내 작업을 마친 이후 물품을 다시 

인도받고 공정에 따라 가공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Q2; K1 2017.10)  

단둥을 거쳐 진행되는 임가공무역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각지를 중국 각

지 및 전세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에서 시작해 투자로 활동을 확대

하는 사례도 있으나 많은 경우 단둥 외부의 거래처의 요구를 전달받아 북한 

무역회사를 통해 사업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丹东日报 2007a, 

2007b, 2003)31 단둥 회사는 북한 무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격과 물량을 조

절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생산 사업장 관리와 조정을 담당한다. 중국인 직원

을 현지 공장에 상주시키는 한편 발주와 물류 처리는 단둥의 회사에서 처리

하는 방식이며 상품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

에 걸쳐져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가 당·군·내각의 각 성·위원회별로 조직되어 

있고 산하에 생산단위를 보유해 유통과 판매뿐 아니라 생산까지 관여하기 때

문이다. 임가공무역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섬유 및 부속자재 대북수출이 가

시적으로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국 의류 수출 역시 급격히 늘었다. 결과적으

                                           
31 단둥시위 기관지인 단둥일보는 2007-8년 북중무역 현황과 북한의 수요 등을 소개하는 일

련의 기획기사를 1년 동안 연재했으며 압록강완보는 2002-4년 남북 및 북중 경제관련 소식

을 전하는 별도의 코너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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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둥-신의주 간 연결은 물론, 단둥-평양 간 연결도 대폭 증가했다.  

둘째, 중국 내에서도 단둥 외지회사가 북중무역에 진출하면서 단둥-(신의

주)-평양을 잇는 연결이 활성화되었다. 북한경제가 회복세를 이루면서 중국 

기업이 북한을 수출시장으로 인식하면서 외지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북한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출상품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수십만 위안 

규모를 넘어 천만 위안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무역회사도 생겨났다. 다른 

한편 국제 광물가격이 급증하면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대북진

출은 단둥 뿐 아니라,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지역 모두에서 시도되었다. 2천

년대 중반, 지린성 차원에서는 “성 일부 회사와 군중들로부터 문의하는 사람

이 많다.”(길림신문 2006)라며 상무고찰 절차를 소개하는데, 평양국제상품전

람회에 참여하거나 광저우, 베이징, 다롄, 선양, 창춘, 단둥에 설립된 무역대

표부를 방문하거나 북한과 경제문화 교류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컨설팅하는 

회사를 찾을 것을 소개한다. 대북사업에 관한 중국 외지기업의 관심을 확인

할 수 있는 지점이다.  

7.1조치 실행 이후 북한 내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경제활동의 범위도 확

돼되었다. 북한 내 공장 설립 및 운영, 평양 내 백화점 인수,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의 확대, 북한산원료만 수입해 중국에서 가공한 뒤 판매하는 

등으로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업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료녕조선문

보 2005a)  

셋째, 북한 노동자를 직접 또는 간접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2004년

부터 단둥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이 시도되었다. 북한 노동

자 수백 명을 고용해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은 초창기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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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차이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노동자들이) 단둥 쪽에 많지. 주로 피복과 수산업이다. 제가 첫째로 

했는데, 노동허가증 받기 위해서 평양에 사람을 보내놓고 왔다 갔다 

많이 했다. 안에서 서류, 문서 받기 위해서 … 그때는 100명 이상 

안 된다 했고, 허가 받는 서류도 2∼3개가 있었다. 그 후에는 인원 

제한이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은 단동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안정적

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동허가증으로 하고 있고, 그 후에는 통

행증으로 바뀐 것은 좋다. … 훈춘은 정부에서 중국 업자를 앉혀서 

(훈춘시 변경경제합작구 조선공업원을 의미) 조선 노동자를 데리고 

온다. (N3, 2017.9)  

 

처음 이루어진 북한 노동자 고용은 이미 평양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이들

이 단둥에 개별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공

안 부문 등 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북한 노동자를 중국으로 데려와 고용한 

것이다. 2004년 단둥에서 처음 노동자를 고용한 이래 옌벤조선족자치주 등의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과 허가 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N3, 2018.5)  

그 전에도 북한 회사와 합작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존재했다. 흔

히 북중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는 보편적인 관례

로 자리잡아 왔다. 이 경우는 평양 무역성, 체육성 등 내각기관이나 고려호텔 

등 대외합작권을 가진 기업과 합작한다. 서비스직 노동자는 평양을 중심으로 

모집되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각지에서 식당, 호텔에서 일해 왔다. 친

척 방문을 명분으로 국경을 넘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단둥을 

비롯한 중국 내 접경도시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도 존재해 왔다. 단둥시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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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단기체류로 식당업, 숙박업 등에서 일하는 북한조교를 어렵지 않게 찾

을 수 있다. (강주원 2012, 54-60)  

새로운 점은 기존 고용이 저임금 서비스업에 국한되었던 반면 경공업, 

수산업 등에서 생산직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으며, 고용 인원도 수백 명 규

모가 되어, 개별적인 비공식 노동이나 십수 명 규모의 서비스직 노동에 비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노동자와 함께 담당자가 ‘부사장’, 

‘사장’ 등의 직함으로 기숙사 등에서 공동생활하며, 매주 토요일 학습을 진행

하며 노동자를 관리한다. (C4, 2017.11) 중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북한 중

앙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확대되었는데 북한의 대중국 노동력 송출

은 2010~11년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2014)  

단둥시와 옌지 등의 지방정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 공식적

인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북한 노동자 고용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북한 당정 

기관과 협력 하에 노동자 고용이 안정화되었다. 2012년 단둥시정부는 의류, 

IT 분야의 시내 기업을 고찰해 노동력 부족 현황을 요해하고 북한 노동자 수

요가 있음을 확인한 이후, 단둥시 외사처가 북한 영사관과 협의해 북한 노동

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2012) 

같은해 지린성과 랴오닝성정부가 접경도시를 대표해 북한 무역성(현 대외경

제성)과 협약을 맺어 노동자 송출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면서 북한 노동자 고

용은 더욱 확대되었다. 협약에 따라 중국 공장 내 ‘산업연수생’으로 매년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며, 단둥 외에도 다롄, 산둥성 칭다오, 옌타이 등

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14년에는 단둥시정부는 시내 의류생산업체가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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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뒤 완성된 제품을 받을 경우, 통관시 관세가 20%만 적용하는 ‘출경가

공’ 제도를 도입했다. (만하이펑 2012b) 단둥시의 경우 노동자 임금 등 요소

비용 상승으로 시내 의류기업 수가 120여 개에서 70여 개로 줄어드는 등 운

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李坤 2015, 26) 2013년 시범

적으로 2년간 5개 의류업체에 출경가공을 허용한 데 이어 이듬해 해관의 중

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중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북중 간 시장과 자원

을 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창출하려 한 것이다. (經濟參考報 2014) 창춘해관

은 이보다 앞서 2013년 원료수출가공(出料加工)의 한 방식으로 북한의 임가

공 완성품에 대해 관세의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창춘의 4개 

기업이 가공무역 권한을 부여받아 한 해 1,500만 건, 1.4억 달러어치를 생산

해 지방세수가 800만 위안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中国海关 2013)  

지방 차원에서 출경가공제도가 실시되면서 북한 내 임가공 무역, 북한 

노동자 고용에 더해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 모두는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로컬 기업 및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진행되

는 것으로 로컬의 필요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이 확대된 사례다. (Gray and 

Lee 2017)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과 투자의 다각화, 평양 무역회사의 진출

과 노동자 고용을 통해 단둥-신의주에 국한되었던 흐름과 이동이 단둥-평양

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낳았다. 단둥-신의주 네트워크에 평양이라는 노드가 

추가된 것이다. 확장된 네트워크에서 북한과 중국의 연결에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 수 또한 증가했다.  

이해관계는 순전히 경제적 차원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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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특징을 반영해 평양 각 산하 경제단위와 연결이 발

생한다. 중앙 당·정·군 기관은 산하에 다수의 무역회사와 공장을 두고 독립채

산제에 따라 재정을 마련해야 해 단둥과의 협력이 생존과 확장을 위해 중요

하다. 단둥과 평양에서 연상되는 위계적 층위와 무관하게 단둥-평양의 연결

은 수평적인 성격을 띤다. ‘관문도시’인 신의주를 경유해 평양과 연결되므로, 

단둥-신의주 간 연결도 더욱 밀집되었다. 사실상 단둥-신의주 두 도시가 연

결에 의존하는 장소성을 공유하며 북중 간 주요 노드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

었다.  

 

2) 단둥-신의주의 역할 

확대되는 북중간 경제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둥-신의주에 물

류, 통신 등 기반설비가 밀집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단둥-신의주가 공

유하는 장소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비한 부분도 

있으나, 의도치 않은 부수적 효과가 발생한 부분도 적지 않다.  

첫째, 단둥-신의주 간 통신의 자유가 확대되며 북한과의 사업이 용이해

졌다. 물류 네트워크가 중심이던 단둥-신의주 간에 통신 네트워크가 더해지

게 된 것이다. 먼저 공식적인 통신망으로 1979년부터 신의주-베이징을 잇는 

유선망, 평양-베이징-모스크바를 잇는 무선망이 연결되어 위성을 이용한 국

제전화가 가능하다.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4) 비공식적으로는 2003년부

터 중국 이동전화 회사들이 북중 국경을 따라 기지국을 설치하면서부터 사실

상 접경지역 내 일부에서 통신의 자유가 주어졌다. 북한 내 이동전화 사용이 

금지되었던 시기에도,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무역회사 관계자, 주민 등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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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이용해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다. 북한 당국에서 전파 방해신

호를 송출하거나 신호감지장비를 동원해 이동전화 사용을 단속하지만 실제 

비공식적인 이용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김윤도 2017, 13)  

단둥으로 출장 오는 북한 무역지도원이나 관계자 등은 중국 이동전화를 

갖고 있으며,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료 통화 및 메신저 프로그램(weixin, 

qq)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다. 단둥 소재 중국 무역회사가 평양, 신의주 

등에 파견한 중국인 직원과도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다. 통화를 자

유롭게 한다기 보다는 문자 또는 녹음을 보내 놓으면, 잠깐 확인한 이후 업

무를 처리하고 전원을 꺼놓는 방식이다.  

 

평양에 전화를 해서 교환수를 통해 사업장에 전화를 한다고 하면 오

래 걸리지만 중국 전화를 쓰면 훨씬 간단하다. 전파감시조가 돌아다

니긴 하지만, 로밍과 무관하게 중국 핸드폰이 커버하는 (접경)지역이 

있다. 여기서 대방이 50원, 100원씩 충전해 주면 그걸 갖고 가서 문

자를 보내고 난 뒤에 재빨리 끈다. 중국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자기

들(북한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이용한다. (K1, 2017.8)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상대국의 전파가 잡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

용하는 것이다. 북한 내에도 2008년부터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통되었으나, 

국제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중국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가 작용한다. 신의주 쪽 강기슭에는 중국 통신망이 잡

히는 한편 단둥 쪽 강기슭에서도 라디오 전파와 유선TV 신호 등 북한 통신

망이 잡힌다. (K3, 2017.8) 비공식 통신 네트워크는 단둥-신의주 뿐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연선지역’ 모두에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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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북한 내 가족과 통화해 안부를 확인하거나 무역, 송금 등을 하는 경

로이기도 하다. (김화순 2017; H. Lee 2017) 단둥-신의주가 다른 곳과 구별

되는 특징은 일대 일 개인적 차원에서 과정이 완료되는32 통화 및 송금과 달

리, 추가적인 경제활동으로 확대된다는 점에 있다.  

중국 무역회사는 사업 대방인 북한 무역회사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휴대

전화를 개통하고 충전해 주어 사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한편 상호 간 신뢰를 

돈독히 한다. (H. Lee, 152) 대부분의 북한 무역회사가 신의주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어 신의주시에 상주하는 북한 직원과 단둥에 상주하는 

북한 직원 간, 단둥 무역회사 간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둘째, 신의주시 세관구역이 북중무역의 주요 장소로 변화했다. 신의주에

서 평양까지 4∼5시간 남짓 걸리는 평의선은 북한에서 가장 잘 정비되어 있

는 철도이며, 신의주-평양 간 1급도로가 간설되어 있고, 남신의주에서 평양

까지는 부정기적으로 1회 30달러의 비행기가 운항된다. 훈춘-라선, 지안-투

먼 등 접경지역의 다른 도시도 북한과 통과하지만 “모든 길은 평양으로 통한

다” 는 북한의 특징 때문에 평양과 직접 연결되는 신의주의 역할이 다른 곳

보다 더 두드러진다. (N1, 2017.9) 평양과기대 건설 및 운영에 참가했던 한 

조선족의 말은 평양과 연결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강점을 정확히 보여준

다. 원래 연변과기대 직원이던 그는 평양과기대 건설이 시작되며 단둥으로 

파견되어 일했다.  

                                           
32 이 경우에도 송금 과정에 각각 한국, 중국, 북한 내 송금중개인이 개입하며, 북한 내 송금중

개인은 심부름꾼 및 화폐매매꾼과 관계를 맺어 송금을 가능케 하므로 단순한 일대 일 관계

는 아니다.  



 

131 

 

평양으로 통하는 물자는 단둥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평양과기대 

건설을 위해) 계속 자재를 보내야 하는데 연변에서는 불가능하다. 연

변도 중조무역을 하지만 농산물 위주의 소규모에 불과하다. (C5, 

2017.11)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 행위자에 있어서도 단둥과 신의주는 북한 전

역으로 통하는 물류의 노드 역할로 이해된다. 두 도시 모두 “지역 내 공업이 

발전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주는 단둥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북한 

내부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서 기능한다.  

 

단둥-신의주는 태생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신의주의 역할이 요 병

목을 지키고 앉아서 전달하고 그런 거지. 생산되는 게 없는데요, 단

둥도 마찬가지고. 신의주의 기능은 확실히 그렇다. 중국 것 당겨서 

(북한) 전국으로 전달하는 것, 그걸 통해 커 왔다. (N1, 2018.4) 

 

신의주시 세관 부근에 북한 무역회사의 창고와 출장소가 개설되어 북한 

내의 물류집산지이자 상품판매소 역할을 한다. 수출입 상품을 보관하는 역할 

외에도 인근 주민과 북한 내 공식/비공식 시장 상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역

할을 한다. 철도가 신의주역에서 평양으로 연결되며, 신의주-평성, 신의주-평

양 장거리버스가 운행되어 시장 상인들이 이동하거나 물품을 운반하기에 용

이하게 개발되었다. 세관에서 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무역회사가 분포되어 있

으며, 각각 압록강을 따라 소규모 무역항을 운영한다. (정은이 2017, 32-33) 

각 창고는 각 무역회사가 관할하거나 시·도 인민위원회가 관할하면서 북한의 

무역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것이며 (정은이 20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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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회사가 보관을 위해 창고임대료를 지불하고 창고를 임대, 관리하

면서 (Q1, 2017.10) 시·도 인민위 역시 북중무역 확대에 실질적인 이해관계

를 갖는다.  

1998년 북중 양국이 변경관리협정을 개정하면서 허가받은 인원에 한해 

중조우의교를 비롯한 단둥과 신의주 세관구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두 도시 간 이동은 보다 원활해졌다. 단둥 호구를 가진 중국인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한다. 예컨대 단둥 무역회사 직원이 단둥 호구를 

보유할 경우 신의주 세관구역 내 창고의 물품 관리 및 선적 관리 등을 직접 

진행하고 당일 내에 돌아올 수 있다. 협정 개정시 ‘자동차 국경통행증’을 새

로 신설해 각 도시의 세관구역과 보세구역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등록

하도록 했다.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4) 현재 중국인 500여 명, 북한인 

100여 명이 자동차 국경통행증에 따라 양국을 오간다. 단, 3개월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특정 구역에 한한다. (K1; Q3 2017)  

단둥에서는 선-단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의 보세창고, 둥강시의 SK보세창

고로 이동하며, 신의주세관을 통과한 트럭은 압록강변에서 신의주역 주변에 

위치한 각 무역회사 창고로 이동한다. 무역업체가 중국 차량에 물건을 싣고 

압록강을 건너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평양에서 물건을 싣고 와 중국으로 보

내려는 경우에도 신의주 세관구역에서 다시 평안북도 차량으로 이동해 싣어

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북한 차량에서 북한 차량으로 옮길 때에는 별도 물

품 검사 없이 이동만 하며, 북한 차량에서 중국 차량으로 또는 중국 차량에

서 북한 차량으로 옮길 때에는 물품 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가능

한 경우 북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며 (Q1; Q2 2017) 이는 곧 

신의주시-평안북도의 재정 확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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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기 힘든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이미 북중무역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정책 변화를 손쉽게 접하고 대비할 수 

있다. 단둥 내 무역회사에 부가되는 프리미엄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단둥-신의주의 연결은 “단순한 물류의 연결이 아닌 사람과 정보의 연결이 상

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다.” (지상현 외 

2017, 297) 정보 접근이 제한된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연결의 의미가 더욱 

증폭되면서 연결에 대한 이해관계를 더욱 확대시켰다.  

 

3) 정부간 교류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창기 단둥-신의주 간 연결은 단둥시의 적극적인 

뒷받침 속에서 확대되었다. 1994년 시정부가 기업 대표를 무역대표단으로 조

직해 평양에서 상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대북접촉 공간과 기회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변경기업가협회를 조직하도록 주선해 기업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평양시와 우호합작 관계를 맺도록 협의해 양해각

서(MOU)를 작성했기도 했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1995)  

2012년 평양에서 조선중국상회가 성립될 때는 시무촉회와 시공상련이 

16개 기업을 이끌고 무역성과 무역회사 등과 협의하도록 조직했다. 시위서기

가 중심이 되어 40여 개 북중무역 회사와 ‘변경무역기업가좌담회’를 열어 애

로사항을 청취한 사례도 대표적인 지원활동으로 꼽을 수 있다. (Ibid, 2013)  

무역회사 등의 사적 행위자는 무역과 투자에서 얻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

익 때문에, 시정부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성과를 달성해 개인적 승진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 양자의 이해관계는 동일하게 작용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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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으로 유통되는 비공식적 성격의 무역을 제외하면, 북한과의 경제협력

은 곧 각급 국가기관과의 경제협력이므로 중국에 있어서도 공사 양측의 협력

이 존재할 때 보다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로컬 기업의 대북 경제사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외하고도 단둥시위·

시정부는 건국 직후부터 북한 신의주시위·인민위와 밀접하게 교류해 왔다. 

개혁개방 이전까지 ‘사회주의 형제국’과의 제도화된 공적 교류는 북중 각 부

문의 관계자가 해외와 접촉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두 도시의 제도화된 교류는 협정을 통한 지방무역 진행, 출입경 처리, 변

경관리 등에 국한되었으나 1978년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외사 및 영사업

무의 범위가 증가했다. 중국은 외교(diplomacy)와 외사(foreign affairs)를 

구분해 중앙정부의 외교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타 사회단체기구가 진행하는 모든 대외활동이나 대외업무를 외사로 지칭한

다. 중앙정부의 외교(外交)업무보다 지방정부의 외사(外事)업무의 범위가 더 

범위가 넓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외사업무는 국무원 주관부문의 정책적 

지도 또는 지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나 각급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은 해당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신종호 2014) 특히 14개 주변국과 국경을 접하

고 있는 접경지역 정부의 외사업무는 각 인접국과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추

진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개혁개방 이전까지 1950∼80년대 단둥시가 밝히는 외부 사회주의 국가

와의 교류는 58회로, 이중 신의주시위 초청으로 평양을 찾아 김일성 주석을 

접견한 것을 비롯, 북한과의 교류가 30여 차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나

머지 중 캄보디아와의 교류가 20여 차례다. (Ibid., 308) 캄보디아와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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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단둥을 거쳐간 것을 계기

로 시작된 것이므로 (丹东日报 2012) 사실상 북한과의 연결에 기댄 대외교류

가 전부였다. 단둥시 산하 각 현 차원에서도 평안북도 각 군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1950년대 평안북도 신도군은 둥강시와 콴덴현은 삭주군과 우호관

계를 정립한 이래 현 차원의 대표단 파견 및 양식업, 농업 분야 등에서 이루

어져 상대 도시는 새로운 기술과 경험에 노출되는 기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북중 각 층위의 정부기관 간 접촉과 교류는 제도화되어 있다. 1950대부

터 단둥-신의주는 시정부간 협정에 근거해 상호왕래를 시작해 매년 7∼10여 

차례 상호 방문을 다양한 규모로 진행하며 단둥시장, 단둥시위 위원장과 신

의주시 인민위원장, 신의주시당 비서 등 시 고위급 인사부터 체육, 예술, 청

소년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은 매년 

랴오닝성과 평안북도의 교류계획에 따라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급 단위

의 비준을 받아서 진행되는데. 사회·문화 영역 외에도 해관/세관, 농업, 임업, 

축산업, 환경, 위생, 과학기술 영역 교류와 접촉 역시 진행된다. (丹东市地方

记办公室 1997, 311-315)  

정부기관 간 접촉과 교류는 연례화된 행사를 치르는 것에 그칠 수 있으

나, 단둥시 당정 관계자는 이 기회를 두 도시 간 경제사업에 관한 의견을 전

달하는 계기로 삼아 왔다. 자가용 관광과 등안관광, 평안북도 차원의 청수관

광개발구, 압록강개발구 등에 대한 협력과 합작이 당정 관계자의 교류 기회

를 통해 논의되었다. 단둥시장, 평북인민위 부위원장의 중조무역박람회의 첫 

개최, 평안북도 경제개발구인 평북 삭주군 청수개발구(관전현 장전진 맞은편) 

설립 발표 이후 변경관광 개발을 모색, 독려하는 기회로 삼았다. (길림신문 

2014b,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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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단둥-신의주 연결에 기반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개별 경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정부 간 교류 시 주요 안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앞에서 무역과 

관광 등의 부문별 연결을 살펴본 데 이어 다음에서는 북중 양국 정부간 교류

를 로컬 층위에서 확인한다.  

[그림 4-4]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단둥시 대사기에 기록된 북한과의 

공적 교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NA)을 실행한 결과

다. 각각 당·정 기관을 별도의 노드로 정의했으며 기호를 통해 정부 층위를 

구분했다. 연결은 각 기관 간의 교류를 의미하며, 각각 교류의 횟수는 연결의 

중첩으로 계산되어 선의 굵기에 반영되었다.  

다양한 연결망 분석도구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인 UCINET6을 

이용해 SNA를 실행했으며, NetDraw를 이용해 시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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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DDP 단둥시위 DDG 단둥시정부 LNP 랴오닝성위 LNG 랴오닝성정부 

북한 PYG 평양시인민위  SUP 신의주시당  SUG 신의주시인민위 

 PBP 평북도당 PBG 평북도인민위 NK-C 북한 중앙당·정 

 

 

[그림 4-4]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1990년대 단둥시 차원에서는 신의주, 

평안북도와의 교류가 대다수였던 것에 반해, 2천년대 들어서는 북한 중앙정부 

각 부서와 교류하는 횟수가 증가했다. 중국주재 북한대사, 선양영사 등과의 

협의가 증가했으며, 단둥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대사와 영사 외에도 중

앙 무역회사 대표가 참가하는 횟수가 늘면서 SNA 분석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중 다수가 평양 기반의 무역회사를 통해 진행되며, 뒤에

서 좀 더 살펴보겠으나 신압록강대교 건설,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 등 북중 

그림 4-4 단둥-북한 정부기관 네트워크: 1990년대(왼쪽)과 2000년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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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서 단둥 로컬 차원에서 북한 외교부, 대

외경제성 등 국가 층위와 교류할 이유가 발생한 때문이다.  

동시에 단둥시위와 신의주시인민위와의 교류 횟수 역시 증가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던 제도화되어 있던 된 지방정부 간 교류 외에도 상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증가하면서 교류가 양적으로 증가했다. 위에서 검토한 비대칭

적 협력 외에도 단둥-신의주 간 공유하는 경제적 이해가 심화되면서 로컬 차

원의 협력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단둥을 중심으로 다층적 정부간 교류가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4. 네트워크적 장소의 특징  

1) 단둥을 통한 연결 확장: 사회연결망 분석 

이 절에서는 정부기관 간 공적 연결이 아닌, 경제 행위자를 노드로 정의

해 SNA를 실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단둥의 무역회사 14개에 대한 반구

조화된(semi-structured)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했다. 거래하는 북

한 회사 이름을 비롯해 사업 품목, 사업장 소재지,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사

업 관련한 내용을 수집했다. 이중 다른 네트워크와 고립된(isolated) 북한과 

중국 회사 간 연결 2개는 시각화에서 제외했다. 

1,00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무역회사가 단둥에 소재하고, 100~200여 

개의 북한 무역회사가 지사를 두고 상주하고 있으므로 수집한 데이터는 단둥

시내 무역회사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사에 기반해 모집단의 

특성을 유추하는 통계적 목적을 띠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와 공간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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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는 표본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또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외 중국과 북한 

경제 관계자에 대한 개별 인터뷰에서도 관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 동일한 

응답을 확인해 포커스그룹 SNA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했다.  

[그림 4-5]에서 노드는 각 무역회사를 의미하며 돈이 오가는 거래관계를 

연결로 정의했다. 연결에는 일반 도소매 무역, 임가공 무역, 설비투자형 임가

공 등이 포함되나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SNA를 실행한 것이므로 사

업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북한을 비롯해 단둥 외 중국의 다른 

지역(랴오닝, 산둥, 광저우 등 남방)을 구분했으며, 그외는 국가만 구분했다.  

그림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포도송이 네트워크

(grapevine network) 형태를 띤다. 각각의 노드는 상호연결되기 보다는 일

대 일(1:1)로 대응되어 특정 노드가 빠지게 되면 연결망은 해체된다. 다시 말

해 중국 무역회사는 자신들끼리 연결되지 않으며, 북한 무역회사도 회사 간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무역회사 사장 및 직원 간, 북한 무역회사 지

도원 간 인적 연결은 존재할 수 있으나, 거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둥과 

북한 회사 간 거래관계만을 별도로 추출해 낸 147쪽의 [그림 4-6]는 이를 보

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드 모두는 여러 개의 연결을 갖지만, 노드 간 연결

은 모두 일대 일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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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C 단둥조선족     Q 단둥화교     H 단둥한족    LN 랴오닝      SD 산둥      GZ 남방 

SU 신의주        PY 평양       PA 평안북도 

그림 4-5 북중 무역 네트워크: 포도송이 네트워크 

 

 

[그림 4-5]에서 북한 무역회사의 경제공간은 중국 각지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 전반에 폭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

서도 랴오닝, 산둥, 광저우 등 남방 등으로 다양한 지역을 아우른다. 헤이스

팅스(Hastings 2015, 170)는 정치·경제 전반에 북한의 ‘중앙 중심적’ 구심력

이 작용해 평양과의 인접성에 따라 공간적 분포가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경제를 랴오닝 지린 등 동북지역, 그외 중국 지역, 그외 동북아 국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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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로 범주화한다. SNA 분석 결과에서는 동북, 그외 중국, 그외 동북아로 

구분되지 않으며, 지역과 국가가 아닌 도시가 매개 역할로 부각된다.  

[표 4-5]에서 보는 것처럼 단둥 무역회사(H, C, Q)는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가 높다. 매개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두 노드 간 최

단경로를 다리 놓는 횟수를 계산한 것으로, 프리만(Freeman, 1979)은 이를 

특정인이 두 사람 간 소통을 통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다. 즉, 매

개적 위치에 존재해 두 노드에 영향을 미치는 노드 간 원칙적으로 주변 노드 

간의 상호작용 내용에 따라 중재자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김상배 

2011c) 포도송이 네트워크에서 중개자는 노드 간 연결 자체를 결정짓게 된

다. 즉 단둥의 무역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한 무역회사의 연결은 기하

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표 4-5 북중 무역 네트워크 노드 매개중심성 (Freeman Between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 n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 n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 n매개중심성 

PY1 919.333  20.179  SU3 126.000  2.766  H2 68.000  1.493  

C1 792.000  17.384  H3 118.000  2.590  GZ1 64.000  1.405  

C4 643.000  14.113  SK4 114.333  2.510  Q2 53.000  1.163  

C2 548.333  12.035  GZ3 114.333  2.510  SU4 45.000  0.988  

H1 321.000  7.046  H4 102.000  2.239  H5 34.000  0.746  

C3 309.667  6.797  SK2 102.000  2.239  LN5 30.000  0.658  

Q1 306.000  6.716  SK3 83.000  1.822  GZ2 20.000  0.439  

LN4 293.000  6.431  LN2 75.000  1.646  LN1 10.500  0.230  

C6 279.000  6.124  C7 74.000  1.624  SK1 10.500  0.230  

SD1 145.000  3.183  C5 70.000  1.536  
 

 

  
    

    

   

 
    

          

 
   

gkl은 노드 k, l 연결하는 최단경로의 수. gkml은 노드 m이 노드 k, l 간 최단경로에 위치하는 수. n=norm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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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에서 보듯 PY1이라는 북한의 한 회사가 연결되는 노드는 15

개지만, 단둥의 무역회사(C, Q)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연결되어 단둥 노드를 

제외한 다른 노드와의 길이(length)는 최소 2 이상이다. 단둥 회사가 단둥 외 

지역과의 연결을 맺으며 북한과 타 지역과의 연결이 형성된다. 단둥 회사는 

북한 회사와 그외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중개

자(mediator) 역할을 하는 노드다. [그림 4-6]은 매개중심성을 반영해 가중

치를 두어 시각화한 것으로 단둥 노드의 매개 역할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형태를 띠는 이유는 단둥에서 이미 북한 대방과 관계를 맺고 거

그림 4-6 북중 무역 네트워크: 매개중심성 반영한 재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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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던 무역회사의 역할, 즉 단둥이 갖는 장소적 특징 때문이다. 단둥의 무역

회사는 일찍부터 외지 투자자의 북한 진출 시 중개(穿针引线) 활동을 맡는다. 

(丹东日报 2007a; 2006a) 언어와 문화가 유사한 것을 강점으로 친인척 관계 

및 민간 보따리 무역상을 통해 북한 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유리해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을 정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단둥의 무역회사 

중 일부는 단둥해관과 출입경검사소 직원을 비롯한 시정부 관계자들과 꽌시

에 기반해 ‘대리회사’ 역할을 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품이든 통관 수속이 가능케 하는 우위를 누리기도 한다. (Q1, 2018.4) 

단둥 내 변경무역권한 및 수출입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는 1,000여 개인데 반

해 대북 진출을 위해 단둥을 찾는 중국의 외지기업은 1/10 정도만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丹东日报 2007d) 단둥 외부의 투자자는 기존 

북중무역·투자를 통해 형성해 놓은 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북한과 경제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5.24조치 등 개별 대북제재 실시 이전 한국과 일본 기업

은 물론, 이후 한국을 대체하면서 주요 행위자로 부각된 홍콩, 산둥 등 랴오

닝성 외의 중국 기업 역시 북한 진출시 단둥 회사를 매개자로 삼았다.  

북중무역은 비경제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작용해 왔다. 북중무역이 친인

척 간 왕래에 기반한 소규모 보따리 무역에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적 관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Kim 2016, 102-104)  

북중무역의 주요 행위자인 조선족, 귀국화교는 1980∼90년대부터 무역

을 시작해 (변경)무역, 임가공, 투자 등으로 경제활동을 다각화해 왔다. 북한 

내 친인척과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번역이나 통역으로 고용되어 무역을 시작

한 조선족, 화교 등은 북한 대방과 관계를 구축하면서 스스로 독립적인 회사

를 설립하면서 무역회사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족은 북한의 지하자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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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에 주목해 대북진출을 본격화했다. (C4ADS 2017; C4ADS and The 

As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6; Open Source Center 2012) 북한

의 지하자원 수출이 급증한 2천년대 중반 이후 한족의 진출이 북중경협 증가

를 견인한다. 한족은 해관, 출입경검사소, 각급 정부기관과의 꽌시(关系)에 활

용해 물류 수속을 도맡아 하며 크게 성장했다. (Q1, 2018.4)  

한족이 진출하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조선족, 화교와 주로 사업하던 

북한의 대방도 민족 구성과 무관하게 확대되었다. 단둥에 상주하는 북한 무

역지도원은 이미 시장에서 판매망을 확보한 중국 대방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둔다. 한 번에 움직이는 상품 규모가 크고, 중국 내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어 

거래관계의 확대에서 한족이 유리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33 

(H1, Q3 2017; C1 2018)  

북한측 입장에서는 통신과 물류가 용이한 외에도 외상거래, 물물교환, 대

금의 상계처리 등의 편의와 타 대방에 대한 비용 지급 등 사소한 부탁을 하

기 쉬운 때문에 접경지역 대방과의 거래를 선호한다. 또한 북한 무역회사가 

소속 기관에 매출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자신의 운영자금 역시 매출액 내에서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비공식적인 대금결제를 선호해 비공식성

                                           
33 한족, 조선족, 귀국화교의 비중은 2:1:1 내외로 평가되는데 한족의 경우 북한에서 지하자원

과 수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조선족은 임가공, 귀국화교는 임가공과 도소매에 종

사하는 비중이 높다. 임가공은 의류, 자수, 가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품목에서 활발하며 

전자제품 등에 있어서도 노동집약적 공정을 북한 내 회사에 외주로 맡기는 방식이다. 2012

∼13년 단둥시 176개 북중무역 및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모집단의 10∼

20% 정도를 인터뷰한 결과이다. (김병연 정승호 2015) 김병연과 정승호는 2008년 귀국화교

의 진출이 가시화되었다고 판단하지만, 단둥일보 등에서 2002년부터 10년 이상 된 귀국화

교의 역할을 밝힌 것을 보면 표본집단에 따른 오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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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행화된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 실질적인 계약금액과 교환되는 현금을 

다르게 기재해 필요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거래처가 누구냐에 따

라 이윤이 결정되므로 “점조직 같이 신뢰가 확보된 중국 업체를 통해서만 거

래한다.” (임수호 양문수 최진영 2017, 128) 기존 거래하던 품목이 아닌 새로

운 품목의 수출입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때도 가장 먼저 기존 

대방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H1; Q2, 2017) 이미 경제사

업을 진행해 오던 중국 회사에 유리한 구조의 무역이 진행되는 것이다.  

중국측 입장에서도 북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 시장을 개

척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미 형성된 신뢰할 만한 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단둥에 북한 주재원이 상주하면서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북한으로의 출입

경과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제한적이므로 북한 대방과 신뢰가 상실되는 경

우 투자비용이 회수되지 않는 위험성이 큰 점도 작용한다. 북한 무역지도원

의 출장 시 제반 비용과 타 지역 이동경비, 귀국선물 등과 같은 부대경비 지

급과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등의 부대비용이 있긴 하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

는 양해할 만한 정도다. 이 때문에 단둥의 무역회사는 특정 품목에 전문화되

어 있다기보다는 ‘북한이 요구하는’ 수 십에서 수 천 종의 품목까지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품이 오가는 단순 무역이 아닌 임가공 의류업, 수산업 

등 북한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진행되는 경제활동의 경우에도 중국, 한국, 일

본 등 외부의 임가공을 단둥 회사의 중개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입대행이나 큰 거래의 중간 대방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은 물론 북한 대

방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종운 홍이경 2013)  

 

경제하는 사람들은 첨에 조선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는다. 정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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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사람이랑 상대할 지 누구를 만나야 할 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른다. (찾으면) 정보가 없지는 않지만 장사하는 사람

들은 생각이 또 달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

은 큰 손인데 광물이나 석탄, 대형상가를 하는 사람이다. 첨에는 단

동을 통해서 하다가, 비자 문제 관련해서 단동에 법인을 만들어서 

직원을 하나 쓰고 자기는 남방에서 일을 보고, 물건을 받을 때도 수

속이 용이한 남방으로 받는다. (C1, 2018.4) 

 

외지 투자자의 사업이 단둥에 설립한 산하 회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

역이 확대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적 연결에 기반한 단둥의 장소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단둥-평양의 연결이 보관과 수속 처리를 위해 신의주

를 경유할 수밖에 없어 단둥-신의주 연결을 침해하지 않는다.  

단둥의 무역회사는 북한 대방과의 관계가 곧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회사를 연결하는 단순한 중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

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중간 대방’로 설정해 위와 같은 현상을 가속화한다. 

북한 대방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왔기 때문에 중국

과 북한과의 직접 연계를 차단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북중 양국 

간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단둥이 사는 길”(C1, 2018.4)

이다. 거래와 접촉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안정화되어 외부 투자자와 북한이 

단둥 회사를 제외하는 “대방을 뺏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최대

한 피해 자신의 몫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둥 무역회사의 매개 역할은 북한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로도 이어진다. 

1998년부터 평양에서 매년 열려 온 평양국제상품전람회의 경우 200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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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의 참가 제한이 완화되면서 단둥을 비롯한 중국 기업의 참여가 대

폭 증가했다. 매년 열리는 봄철, 가을철 평양국제상품전람회의 참가업체의 절

반 이상이 중국기업이며, 이중 절반 가량은 단둥기업이다. 34  매년 전람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 무역회사가 자신의 대방을 초청하는 데서 사업 조직화를 

시작하므로, 이미 거래를 진행하는 대방 중심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조직되는 

것이다. 박람회 등 특정 계기 외에도 단둥 무역회사의 다수는 북한 대방을 

통해 투자를 권유받는다. 무역회사가 직접 북한 진출을 중개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중개회사 역시 단둥에 자리잡아 북한경제 상황을 알리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문적인 중개회사도 존재한다.35  

이러한 매개 역할은 일차적으로는 단둥-신의주의 지리적 위치에서 비롯

되었으나,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이 한국, 일본, 미주 

등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대북제재 때문이 아닌 것이다.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북한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중국 

조선족이나 귀국화교가 매개 역할을 해 왔다. 남북경협이 활발하던 시기에도 

북한의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실무는 한국 회사에 

고용된 조선족이나 화교가 맡았다. 실무를 맡았던 조선족, 귀국화교는 5.24

조치 이후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행위자의 소속은 변

화되었으나 (K1; K2 2017.8) 상품의 이동 경로는 동일하다.   

                                           
34 2010년 13차 봄철국제전람회 384개 참가기업 중 중국 184개, 단둥 78개, 같은해 가을철 

100여 개 기업중단둥기업 20여 개로 전체 부스의 60% 차지했다. 2011년 20여 개 국 280

여 개 기업 중 중국이 100여 개 중 단둥기업 40여 개다. (료녕조선문보 2010; 2011)  

35  대표적으로 丹东华朝信息有限公司, 丹东华商海外投资有限公司, 丹东万邦智汇进出口贸易有

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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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C 단둥 조선족     Q 단둥 화교     H 단둥 한족 

SU 신의주        PY 평양         PA 평안북도 

그림 4-7 북중 무역회사 네트워크: 공간적 구분 

 

SNA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또다른 특징은 북한 내부로의 연결 확장이 부

재한 점이다. 분석에서 ‘돈이 오가는 거래관계’를 연결로 정의한 데 따라 계

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북한 내부에서의 생산, 유통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북한 내 무역회사와 공장은 계획 작성과 달성을 경제를 운용하는 기업 

내 관계와 유사하므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부재하다. 북한 무역회사는 임가

공 일감 수주를 받아 산하에 소유한 공장에 배분해 주문품목을 생산하는 한

편 산하 버섯류, 견과류 등 다수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상품을 모아 중국 대

방을 통해 판매선을 찾는다. 북한 무역회사 간에도 소속된 각 부서가 독립채

산제로 운영되어 국가계획을 달성하는 외에 자신의 운영자금을 스스로 마련

해야 하며, 각 무역회사 또한 부서계획 달성과 운영자금 마련을 스스로 마련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무역회사 간에도 거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

대 북한 회사가 추가적으로 중국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중국 무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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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판매망을 확대하는 경우 두 가지가 연결을 확장하는 방식이 된다.  

[그림 4-6]은 북중 간 직접 연결되는 노드(길이=1인 노드)에 한해 연결

의 지리적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기호를 구분했다. 일 대일 연결로 이루어진 포도송이 네트워크 형태는 유지

되면서 평양, 신의주의 구분 없이 북한 대방과 연결된다. 노드의 연결은 대부

분 하나 이상이며 신의주와 평양에 동시에 대방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다. 

단둥-신의주 네트워크와 단둥-신의주-평양 네트워크가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둥 내에서 평양과만 거래하거나 신의주와만 거래하는 경

우도 적지 않으나, 평양과만 거래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은 평양 외 신의주, 평

안북도 등에 위치한 사례가 많아 [그림 4-6]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다. 신의

주와 평안북도의 공장도 일부 지방기업을 제외하면 중앙 경공업성, 보건성, 

인민무력부 등 당·정·군 각 부·위원회에 소속되어 대외무역을 시행하기 때문

이다.  

 

2) 장소성의 강화와 딜레마  

단둥-신의주는 북한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

었다. 매년 단둥을 경유하는 매년 무역량이 20% 가량 증가하면서 직접적으

로 북중무역에 관여하는 단둥 내 이해관계자의 수입이 되고, 시 재정수입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북중무역은 “시 특색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丹东日

报 2005) 신의주 또한 중국과의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로 성장했으

며, 북한 무역회사의 창고와 무역항이 밀집되었다. 단둥 여행사의 투자로 압

록강변 일부 역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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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우의교를 가운데 두고 위치한 단둥해관과 신의주세관을 중심으로 인적, 

물적 흐름이 집중되면서 두 도시가 공유하는 연결에 기반한 장소적 성격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가장 인적, 물적 흐름이 집중된 곳은 육로 커우안이 위치한 중조우의교

부근이다. 이 중에서도 도로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림 4-7]의 육

로커우안 통행량을 보면 2013년 전후 철로화물은 감소하나, 도로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화물 통행량 증가를 이끌었다.  

2013년 석탄 수출입이 금지되어 철도화물량이 급감한 이후 화물 운송의 

도로 의존도가 증가했다. 도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매일 평양-베이

징 간 열차가 운행되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자를 제외하면 컨테이너 트

럭이 주요 운송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방향 이동만 가능한 중조우

의교가 물류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었다. “오래된 문제와 

그림 4-8 단둥 육로커우안 통행량 (2001∼2015) 

 

출처: 中国口岸年鉴 각 연도, 단 연감에서 누락된 2002, 2007년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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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세”가 공존하는 것이다. (丹东日报 2007b)  

무연탄과 의류 등 단둥항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도 있지만, 단둥항의 제

한적 물동량 역시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의류 임가공의 경우 물량이 많으면 

공장이 위치한 평양 인근의 남포에서 다롄항으로 바로 보내고 수량이 적을 

경우에만 단둥항으로 들여온다. (K3, 2017.9) 항구능력뿐 아니라 수속과 통

관 절차 역시 제한으로 작용한다. 금속류 수입 시 수속이 간단하기 때문에 

텐진항을 선호한다. (丹东日报 2007c; 张颖 2012)  

북중 경제협력 확대가 단둥-신의주라는 장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이중

적이다. 정부와 민간을 아울러 도시 간 연결 심화가 곧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해관계자 수가 증가해 ‘의존의 공간’을 강화시킨다. 동시에 다롄, 

텐진 등으로 단둥-신의주를 경유하지 않는 연결이 생겨날 수 있기에 장소의 

우위가 침식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물리적 인프라의 제한성과 단둥항의 

저발전으로 물리적 연결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단동시 상황에서 보면 변경무역의 발전수요를 당해낼 수가 없다. 중

조변계 상에는 철로, 공로, 하나밖에 없고 단방통행만 가능해 제약이 

존재한다. 화물이 복잡한 시기에는 2-5시간 정도 걸린다. (丹东日报 

2007b) 

 

최근 해관통계에 따르면, 단둥의 대조무역 발전은 미증유의 도전을 

맞고 있다. 산둥반도 웨이하이, 옌타이 등 도시에서 대조무역 경쟁이 

심화된 것이 주요하다. 대조무역 경쟁의 근본원인은 단둥의 대조 무

역합작 환경이 뒤떨어지는 때문이다. 부정확한 통관시간이 중소업체

의 운영비용을 높이고, 단둥항 검사능력이 고객 운송량에 비해 부족



 

152 

하며, 서비스 지식이 부족한 현상이 존재한다. (邹辉 2016, 34) 

 

요컨대 단둥은 평양으로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에 있다는 장소의 우위 덕

분에 1990년대 이후 북중무역과 경제활동이 밀집되는 장소로 성장할 수 있

었다. 북한의 기업과 중앙정부, 단둥의 기업과 시정부는 공통적으로 단둥-신

의주의 연결에 대해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다. 북한이 기존 연결

을 통해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성격을 보여 왔

기에 십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의 인적 연결에 기반해 접경도시 단둥과 

신의주는 장소의존적 이해관계의 혜택을 누리는 한편, 네트워크적 장소성을 

형성해 왔다.  

그런데 북중무역과 투자가 확대될수록 단둥-신의주의 물리적 인프라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인프라가 통행량을 제약하는 현상이 강화될 수 있

다. 이는 네트워크에 의존한 이해관계를 침식할 수 있다. 또한 훈춘, 옌지, 

허룽 등 지린성의 지방 접경도시 또한 물류 인프라 개선을 통해 북한과의 무

역을 뒷받침하려 시도 중이며 지린성정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단둥과 동일하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경쟁력으로 삼은 변경경제합작구 

건설과 운영, 고용과 출경가공제도 운영 등 지방 차원 초국경협력 제도를 경

쟁적으로 역시 마련해 두어, 북한의 인적 자원에 대한 경쟁 구도 또한 형성

되어 있다. 단둥과 신의주의 로컬 행위자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린 ‘의존의 

공간’을 보호하고자 한다. 단둥 무역회사의 ‘중간 대방’ 역할, 북한관광 독점

권 상실에 이후 단둥 여행사와 평북 관광총국과의 협력 방식이 대표적인 사

례다. 나아가 장소의 우위를 강화해 새로운 경쟁력 창출 역시 구상하고 실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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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스케일 구성의 정치   

북중의 장소의존적 행위자는 경제적 이해를 추진하고 생존하기 위해 ‘의

존의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와 단둥 기업이, 북한에서

는 지방정부와 중앙·지방의 기업이 단둥-신의주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

하며 도시를 변화시켜 왔다. 단둥-신의주의 연결은 중국에 있어 로컬 층위의 

일이지만, 북한에서 있어서는 중앙 각급 기관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관광업을 

중심으로 단둥-신의주 간 직접적인 협력이 존재하나 단둥에 지사를 설치하고 

무역지도원을 상주시키는 한편 신의주를 물류기지로 삼아 경제활동을 주도하

는 것은 중앙의 무역회사다. 중국과 북한의 행위자 모두가 경제적 이해를 갖

고 있으나, 양국 행위자의 층위는 비대칭적이다.  

2천년대 들어 북한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으로 특별행정구 등의 형식으

로 신의주 개발에 착수하고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중국 로컬의 경제적 이해

를 침식하게 된다. 중국 로컬은 층위를 넘나드는 스케일 구성을 통해 여기에 

대응한다.  

스케일 구성의 정치를 보여주는 분석 대상은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시 합의된 신압록강대교(이하 대교) 건설 사례다. 랴오닝성과 단둥시에

서 구상하고 제기한 대교 건설이 중앙정부 간 의제로서 논의되고 현실화되는 

스케일의 정치 과정을 검토하고 가용자원이 부족한 로컬 이해관계자가 자신

의 이해관계를 지역 및 국가스케일로 구성하려는 정치적 동학을 미시적으로 

그려낸다. 이를 통해 북중 간 로컬 행위자의 역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

체적으로 제시한다.  



 

154 

신압록강대교는 2010년 착공된 이후 2014년 말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북중관계 경색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국가 

층위에서 본다면 대교 건설 소식은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계속 미뤄지

는 미개통은 북중관계 경색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중국 중앙정부가 2005년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은 우이 부총리의 방북 시 친선과 우의를 

강조하는 일환으로 대안친선유리공장를 건설해준 것처럼 2009년 10월 신압

록강대교를 건설해 준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왜 친선과 우의의 상징이 신

압록강대교여야 했으며, 대교 건설 이후에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개발 

방향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 한다.  

그러나 로컬 층위로 분석 단위를 옮긴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 

개발을 둘러싼 중국 지방정부 및 북한 중앙정부의 경쟁적인 구상을 발견할 

수 있다. 비대칭적 층위의 두 행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협력을 이

끌어가기 위해 갈등 속에서 협상을 반복해 왔다. 현재에도 이 점은 크게 변

화하지 않았다.  

 

1. 단둥시정부 구상  

1) 단둥-평북 계획안  

2000년, 단둥시-랴오닝성은 주도적으로 북한에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

기했다. 도시경쟁력 극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단둥과 신의

주 간 추가적으로 대교를 건설해 연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은 아니

다. 단둥-평양 간 존재하는 인적 연결을 단둥-평양 간 물리적 연결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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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히 하는 한편, 평양-서울의 연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단둥시-랴오닝성은 랴오닝성-단둥시 외사처는 ‘중조변계관리’를 위해 평

안북도인민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회담을 연다. 《중조변계조약》, 《중조변계관리

제도협정》에 따라 커우안 개통, 새로 출현한 섬의 귀속 문제를 결정하는 일 

등은 양국 외교부장이 논의해야 하지만, 성-도 간에도 압록강 관리 사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무역 및 물류, 통행 관련 협의 외에도 강변 논밭을 대

상으로 한 농약 확산 방지, 압록강 수질 평가, 압록강 방공호 건설, 수운해로 

개통과 관리, 섬 및 강변 개발 등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여러 영역에 거쳐 

있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1988, 1996) 지방정부는 압록강이 범람하거나 하

류에 모래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등 직접적으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실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3∼4년이 소요

된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1997b)  

1994년 시작된 변경문제회담은 양자 간 이견이 커 10여 년이 소요될 정

도로 오래 걸렸다. 핵심이 된 사안은 1940년대 건설된 노후화된 중조우의교 

정비 문제였다. 중조우의교 도로 일부 구간이 노후로 인해 부식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당시 최대 하중량이 10톤급에 불과해 증가하는 무역량을 따라잡기

가 힘든 상황이어서 단둥해관 주변은 물론 인근 압록강대로까지 병목 현상이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처음 대교 정비가 논의된 1990년대 중반은 단둥이 옌벤을 제치고 본격

적으로 북중무역의 주요 집산지로 발돋움한 시기다. 북한은 단둥커우안을 통

해 부족한 식량을 비롯해 각종 생필품, 비료, 농업용 비닐 등을 수입해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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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무너진 농업 기반을 복구시키고자 했다. 단둥시내 북중무역 회

사가 잇달아 설립되고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단둥시가 ‘대조무역의 우세적 지

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 물류 인프라 정비는 필수적이었다. 동시에 1992

년 7월 국무원 비준을 받은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도 중조우의교 정비를 비롯해 신의주시와의 협력이 필요했다. (시사저널 

1997) 중주우의교 부근은 중국 최대 규모의 단둥변경경제합작구 23.5km2 중 

둥강시 보세저장창고가공구, 진취안(金泉)공업구, 상업·무역·관광구 3개 기능

구의 하나인데, 국가급 개발구로서 세제 및 투자 혜택을 받지만, 관광지 개발

과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단둥시정부와 랴오닝성정부는 1994년부터 압록강을 통과하는 

새로운 다리 건설을 구상해 왔으며 2000년 단둥-신의주 연계 개발계획을 확

정하고, 평북인민위에 이 계획안을 제안한다.  

단둥-신의주 간 주요 물류통로인 중조우의교 외에도 유초도에 6억 위안

을 투자해 두 도시를 잇는 다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초도는 북한 

소유의 섬으로 1980년대 말 북한에서 현수교 형태의 다리를 건설해 신의주

시와 연결되는 곳으로 신의주항과의 교통이 유리한 곳이다. (이찬우 2011) 중

조우의교에서 4∼5km 하류, 현재 건설된 신압록강대교보다는 3∼4km 정도 

압록강 상류에 다리를 건설하는 안이며, 중조우의교를 대체해 철도선과 4차

선 고속도로를 모두 새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구상이 실현될 경

우 현재 관광과 물류의 중심인 중조우의교 부근은 관광·무역구로 특화되고, 

물류 중심지는 새로운 대교 중심의 별도 구역으로 개발되어 기능적 분리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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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북인민위는 다리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다

가 2002년 6월이 돼서야 입장을 선회한다. 변경관리회담에서 초보적으로 다

리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며 9년 4개월에 걸쳐 23차례 진행된 회담이 결속

되었다. (辽宁年鉴编辑部 2004)  

입장 전환에는 장소에 대한 북한 로컬과 국가의 경제적 이해가 동시에 

작용했다. 북한의 중앙 당·정 기관이 단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단

둥-신의주 간 연결이 공고화되었다. 신의주-평북과 평양 모두 도시 간 흐름

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연결의 강화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먼저 북한 로컬의 이해관계를 살펴보자. 신의주와 평안북도는 지방재정 

확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무역의 확대 외에도 신의주 및 평북관광을 독

점하는 단둥 내 여행사와 장소의 연결이라는 이해관계를 추가적으로 공유한

다. 지방급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재원을 마

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외무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외부의 경제행위자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다. 7.1조치를 계기로 기관·기업소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경제성

과를 내는 데 있어 대외 경제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7.1조치를 통해 북한 중앙정부는 시·군 및 기업소 단위까지 무역을 허용

하고, 관련 수출입수속 등 행정 업무는 무역성으로 일원화했고 무역회사가 

수입한 상품을 도매시장을 거쳐 (종합)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무역회사는 수익의 일정 부분만 상급기관에 납부하면 나머지 수익

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국영상점에 국정가격으로 

수입품을 제공하는 단일한 거래를 넘어 수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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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벌어들일수록 자신의 몫이 커지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양문수 2008) 사

회주의 시장 붕괴 이후 형해화 되었던 경제정상화가 필요한 조건에서 기관·

기업소에 주어지는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7.1조치는 대외관계 개

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본,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었다. (강일천 2002; 강일천 공선영 2003) 지방 차원에

서 신의주-평북은 이미 형성되어 있던 단둥-랴오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

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주목하게 되었다.  

국가 차원에서도 물류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한다. 북한 중앙정부

는 1999년이 되어 냉각되었던 북중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은 데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본, 유럽 등과 차례로 수교하는 등으로 전방위 

외교를 통해 그간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무역량 

확대를 겨냥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했다. 대외경제 인프라 정비는 신의주-평

북은 물론 북한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인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2002년 9월 발표된 신의주특별행

정구 설립이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일국양제 방식을 원용해 특별행

정구법을 마련하고 특별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고, 네덜란드계 

중국인 양빈을 행정장관으로 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같은해 10월 양빈이 탈

세 혐의로 구속되면서 무위에 돌아갔다.36  그러나 당시 계획안(이하 2002년 

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며, 계획을 일부 수정해 2004년 신의주-대계

                                           
36  양빈 구속과 관련한 북한과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김흥규와 최명해(2005)는 양빈 사건을 

수사해 온 중국 공안부와 특별행정구 설립을 추진해 온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즉 중앙의 각

급 부서 간 소통의 부재를 갈등의 주요 이유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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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제개발지구로 새로운 개발계획(이하 2004년 안)을 내놓았다. 평북과 랴

오닝-단둥이 다리 건설의 필요성에 합의한 것은 2002년 특구안 발표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신의주 개발을 염두에 두고 물류인프라 정비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꾀하려 한 것이다. 북한 중앙정부가 신의주 개발 의사를 갖고 

있는 한 노후화된 다리 문제에 관련한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요컨대 중국의 지방정부, 북한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각기 다른 이유

에서 단둥-신의주-평양을 잇는 연결 흐름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로컬 

층위의 협상을 통해 대교 건설의 필요성이 합의된 사건은 단둥시정부, 신의

주시정부, 북한 중앙정부라는 비대칭적 층위의 행위자가 ‘의존의 공간’을 확

대하는 데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2) 대교 위치를 둘러싼 갈등 

그러나 이듬해인 2003년 9월에는 전년에 합의한 건설과 관련해 지방정

부 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신 중조우의교의 개보수만 진행되었다. 

당시 개보수는 26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10톤급에 불과했던 중조우의교 최

대하중을 20톤급으로 확대하고 다리 상판을 정비하는 작업만 이루어졌다. (丹

东市地方记办公室 2004) 

왜일까. 2002년 9월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의주특별행정구 설립이 

개발과 외자 유치를 책임져야 했던 양빈의 구속으로 초기 단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이 구상한 신의주 독자 개발안이 사실상 중

국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항의의 표시로 대교 건설을 백지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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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부 간 이미 대교 건설 합의문을 작성하고 

지방정부에 건설과 관련한 업무를 배분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

진다. 또한 북한은 2002년 이후에도 2004년 신의주-대계도 개발계획을 추진

하고, 2005년에는 특구에 포함되어 있던 위화도 개발을 별도로 추진해 왔다. 

(辽宁年鉴编辑部 2006) 평북인민위도 변경문제회담에서 단둥시-랴오닝성의 

양해를 구하고 위화도 투자 유치에 착수하는 등 개발 의사를 드러냈다.37 다

시 말해 단둥과 신의주 간 물리적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화하지 

않았다.  

문제는 다리 건설을 기회로 도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북한 중

앙정부와 중국 로컬정부의 구상이 갈등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중 

교통부 간 체결된 대교 건설 합의문에서 이미 평안북도와 랴오닝-단둥 간 시

각의 차이가 드러난다.  

 

압록강대교를 건설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쌍방은 양국의 무역량과 인

원 왕래, 자동차 운수량 증가에 따라서 쌍방 지방정부의 요구에 근

거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조선 평안북도 신의주시나 룡천군 사

이에(在中国辽宁省丹东市与朝鲜平安北道或龙川郡之间 新建一座鸭绿

江公路大桥) 대교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매우 필요 있다고 보고, 마

땅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쌍방의 건의는 랴오닝성 

인민정부와 조선 평안북도 인민정부가 연합하여 전문가들을 구성하

여 교량을 건설할 부지 선택과 설계방안 및 투자 등의 문제를 연구 

                                           
37 당시 위화도 개발과 더불어 황금평 개발도 논의되었다. 수몰 위험이 예상되는 위화도 대신 

중국과 사실상 육로로 연결되는 황금평을 개발하는 제안이다. 중국과 북한이 개발권을 분할

하되 중국이 주도해 황금평을 개발하는 안이다. (N3,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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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양국 정부에 건의를 제출한다. (芮桂杰 张东军 2011, 175) 

 

위 합의문에서 “신의주시 또는 룡천군”이란 표현에서 확인되듯 2002년 

6월 다리 건설에 합의하면서도 양국이 동의한 부분은 ‘필요성’이라는 원칙적

인 수준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부지 선정과 투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은 이후 건설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두 가지 구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충돌

했다. 북한의 입장은 현 중조우의교를 대폭 개보수해 일방통행을 쌍방통행으

로 바꾸자는 것이었던 반면 중국의 입장은 이전에 제출한 개발계획안과 마찬

가지로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N1, 2017.10) 

투자비용과 설계를 고려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단둥과 신의주 도시개

발과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단둥-랴오닝, 평안북도, 평양(북한 중앙정부) 모두 물류인프라 정

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만, 무

엇을 위해, 어떻게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갈등해 왔다.  

 

2. 장소를 둘러싼 비대칭적 층위 간 갈등   

1) 신의주와 대계도항 개발계획 

먼저 북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자. 2천년대 북한은 세 차례 신의주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다. 공통적으로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 별도의 특별법을 

적용해 토지임대료 및 기업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 외자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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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 개발하려는 구상이다.  

가장 처음의 2002년 안은 입법·행정·사법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한 특별

행정구 방식으로 신의주시 35개 동·리 전체와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 일부

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신의주시 주민들은 모두 남신의주

로 소개시키고 사회주의 경제 내 자본주의 방식의 섬으로 특별행정구를 두는 

안이다. 중조우의교를 중심으로 하류 류초도에서 시작해 상류 위화도까지 좌

우로 넓게 압록강변에 위치한 신의주시 전체를 개발하되 남신의주는 특별행

정구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개발 구상은 2004년 안에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합영투자위

원회를 통해 입수된 “신의주-대계도 경제개발지구 위치도”를 보면 2002년 

안과 동일한 구역을 대상으로 현 중조우의교 좌우로 상업공사·관광오락·공업

지구와 국제공항, 골프장이 위치한 신의주지구와 국제항구, 화학공업지구가 

위치한 대계도지구를 구분하고, 두 지구를 잇는 신규 도로를 건설해 서해안

의 주요 공업지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새로운 구상에서 차이가 있다면 2002년 안과 달리 위화도와 류초도는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위화도를 별개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을 투자유치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고 대계도항을 비롯한 대계도지구 투

자 유치 또한 별개 항목으로 추진했다. 북한 중앙정부는 중국의 투자 컨설팅∙

서비스 전문회사인 북한조중경제문화교류센터가 철산반도에 ‘장군항 독립경

제구’ 건설 사업을 추진토록 허가해 중국 및 남한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

토록 위탁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변경지역에서 60여 킬로메터 떨어져 

안전관리와 정치적 민감성 등 사회문제를 통제하기 쉬우며 두번째는 철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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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대계도(大溪島)는 김일성주석의 생전시 국제적심해항구 건설지로 선정할 

만큼 심해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천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신의

주보다 개발 잠재력이 더 높다고 강조한다. (료녕조선문보 2005b) 대계도지

구 투자 유치권한을 부여해 2004년 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2002년, 2004년 안은 공통적으로 중조우의교 주변을 비롯한 신의주를 

공업지구 및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대계도항을 국제항구로 개발해 외항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압록강을 연결하는 다리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신의주 시가지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림 5-1 북한의 신의주 개발계획 (2004년 안) 

그림 5-2 북한의 신의주 개발계획 (2014년 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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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신압록강대교가 현재 위치에서 건설을 시작하고, 같은해 10

월 북중 중앙정부 간 공동개발·공동관리 사업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북한은 

독자적 신의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신의주지구개발총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10월 신의주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설립을 발표했다. 라선, 황금평-위화도, 개성, 원산-금강산은 

특구로 개발하되, 중앙급 경제개발지대로 신의주시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것

이다. (신의주지구개발총회사 2014, 이하 2014년 안) 2014년 안은 황금평-

위화도와의 연계, 신압록강대교 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물류의 중심지, 무

역중계지’로서 신의주항을 이용한다고 적시하면서도 국제경제지대를 철산군·

염주군 해안지역에 건설될 국제항구, 국제비행장과 연결한다고 밝힌다. 대계

도항을 국제항구로 이용한다는 구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의주 도시개발 방향도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신의주 도시개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설계안이 마련되어 강변 고층아파트 건설을 중심

으로 새로운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데서 본격화되었다. 강변은 특수지역이라 

건설 허가가 안 나지만 안쪽 역전을 지나서 새 건물이 건설되고 있고, 기존 

채하장마당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신의주시 정비에 착수했다. 개발의 주요 

대상은 압록강변과 기차역 및 광장이 위치한 시내 중심부로 문화회관, 학교 

등의 건설과 개보수 역시 시내에 집중되어 있다. (내나라 2016; 2015)   

2010년 이후 함경북도 함흥시, 회령시 등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 재개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내각 총리가 주축이 되어 남신의주가 아닌 신의주를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정창현 2013) 평양을 정비한 데 이어 2015년부터 지

방 주요 도시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2018년까지 60여 개의 건물이 새로 들어

서고 도로망이 새로 정비되는 가운데에도 모든 건물은 신의주시내에 건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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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N1, 2018.4)  

 

(신의주는) 요즘에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 옛날에는 모래톱

에 세워햐 해서 건설공법이 발달을 못 하다가 요즘은 새로운 아파트

가, 거의 매일 서고 있다. 남신의주 쪽은 옛날식 아파트. 남신의주가 

갖춰지기에는 룡천 용암포항이 연결되어 있어 그때가 되면 다시 살

아날 가능성이 있다 … (신의주는) 1∼2년 사이에 다 세워질 것이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보시라이가 했듯이 대안을 따라서 한 10년이면 

여기(단둥) 하고 맞장 뜨겠죠. (N1, 2017.10) 

 

 

 

그림 5-3 단둥항 대계도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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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신의주는 룡천과 연계되어 개발될 것”이라는 위의 말에서 보듯 2017

년 현재에 있어서 남신의주와 연결되어 건설된 신압록강대교는 북한의 도시

개발 구상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대교가 연결하는 단둥의 신취가 고

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중심으로 가시적으로 도시경관이 변화한 것과 대조

적으로 남신의주에 있어 큰 변화를 찾기는 힘들다. 도시경관의 변화가 발생

한 곳은 중조우의교 맞은편의 신의주다.  

신압록강대교는 2000년 단둥-랴오닝의 유초도 건설안과 현재안에서 모

두 단둥시가 계획 중인 신취와 남신의주시를 연결하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건설을 추진했다. 북한 남신의주는 1990년대 신의주의 주거 기능을 이전시킨

다는 구상으로 새로 개발된 곳으로 상업 기능은 없고, 주거와 생산 기능만 

한다. (장세훈 2003) 2002년 북한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계획할 때도 신의주

를 특구로 발전시키고, 주민은 남신의주로 소개시킬 계획이었으며, 신의주와 

남신의주 간 기능적 연계는 미비하다. 기존 중조우의교는 세관과 행정기관이 

밀집한 신의주청년역과 단둥시 변경개발구를 연결해 기존 신의주 중심과 걸

맞는 반면, 새로운 대교는 단둥신취와 남신의주 간 연결이 중심이다.  

2014년 안의 북한 신의주국제경제지대도 신의주와 남신의주 간 공용지

에 위치해 남신의주 개발은 제외되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굳이 남신의

주와 단둥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단둥시-랴오닝성 안은 신취를 비롯한 남신의주 맞은편 안민현과 랑

터우항 위주로 한다.  

신의주 도시개발과 단둥 도시개발의 부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신의주가 본격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발전한 시기로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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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자. 1935년 조선총독부는 만주국과 공동으로 압록강 상류에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인 수풍발전소를 건설한 것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신의주에서 용암포를 거쳐 다사도에 이르는 22,210만m2를 대상으로 신의주

시가지계획의 36배에 달하는 넓이의 광역 지방계획을 수립해 대륙병참기지화

를 위한 ‘조선북부공업지대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압록강 수풍발전소를 건설

하면서 수풍댐 전력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공업지대가 조성되어 신의주-다사

도 간 공업입지 1차 분양을 초과할 정도로 일본 국내 기업의 용지 신청이 쇄

도했다. 이때 신의주항을 대체하는 항만을 개발할 계획으 로 신의주-다사도 

개발이 추진되었다. 1936년부터 신의주 공업지대 항만으로 본격 개발되기 시

작해 1939년에는 다사도선이 개통하고 1941년에는 수풍댐 송전선이 연결되

는 등 인프라 조성이 진행되었으나 중단된 채 일본이 패망했다.  

같은 시기에 만주국 역시 수풍댐 전력을 이용하는 공업지대 조성을 추진

했다. 다사도항(현 대계도항) 이용안도 논의되었으나 만주국이 독립국이라 국

경통관 절차가 번거롭고 다사도항까지 거리가 멀어 새로운 항만시설을 갖추

도록 한 것이다. 1938년 당시 만주국 산업개발 총책임자인 산업부 차장 岸信

介의 “안동을 개조하는 정도로 소규모가 아닌 훨씬 더 넓은 공업지대 조성을 

생각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항만시설을 갖추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모래 

퇴적이 적고 주변에 평원을 갖춘 부동항으로 현 다동항을 건설했다. 항구 건

설에 이어 다동항에서 안동까지 이르는 대안동(大丹东) 공업지계획을 만들었

다. 여기 역시 일본 민간업체의 분양신청이 쇄도했으나 1943년 중단되었다. 

요컨대 “안동-대동항 지방계획과 신의주-다사도 지방계획은 압록강을 사이에 

둔 일본 식민지 산업화 전시기지 건설책의 표본” (손정목 2014, 221-233)으

로 모두 일본 기업을 위한 것이었으나, 각각 만주국과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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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만주국 안은 다동항(현 단둥항)이 위치한 둥강시를 시작으로 서쪽으로 공

업지대를 건설하는 것이고, 조선총독부 안은 신의주시를 시작으로 대계도까

지 동남쪽으로 넓게 공업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단둥시의 둥강 발전계

획, 북한 중앙정부의 신의주시 발전계획과 유사하다. 사실상 일본인이 만주국 

행정을 담당하며 일본으로의 물자 반출을 위해 항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두 계획 간 상호 조율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의 계획은 현재 중국과 북한의 개발계획으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북

한은 여전히 대계도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중국은 단둥항(다동

항과 랑터우항)을 중심에 놓는다. 단둥-신의주 간 연결은 공통적으로 전제하

면서도 두 도시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

이다.  

 

2) 단둥 신취와 단둥항 개발계획 

단둥시는 2000년 북한에 대교 건설안을 제안하며 동시에 신취(신도시) 

개발에 착수했다. 2000년 단둥시정부는 안민현에 신취를 만들어 주도심으로 

하고, 동항과 천양을 부도심으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00-2020년 도

시총본계획(丹东市城市总本规划)를 마련했다. 총본계획은 콴덴현부터 둥강시

까지 포괄해 단둥시 범위를 대거 확장하고 현재 도심인 라오취(老区), 안민신

취(安民新区), 진산전, 우룽베이, 둥강, 천양 6개 중점구역을 설정하고, 라오

취는 공업, 행정, 금융, 상업 중심으로 신취는 금융, 문화, 체육, 여행업, 변

경무역의 중심으로 형성, 상호 연계를 통해 ‘대단동’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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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东市人民政府 2002)  

이듬해인 2001년 지방인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서도 ‘현대화 물류도시 

건설’을 위해 “압록강공루대교(鸭绿江公路大桥)을 주동점으로 신성취를 개발 

건설하고, 도시 서부의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 규모를 확대할 것”을 향후 5년 

간의 주요 목표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鸭绿江晚报 2001)   

신취는 다동항이 위치한 둥강시와 단둥시 라오취 사이에 형성되어 두 도

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단둥-안민-둥강을 시의 핵심구역으로 삼아 변경

도시의 특성만이 강조되었던 단둥의 성격을 ‘변경, 커우안, 항구도시’로서 재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张宜宁 2012)  

중국 최북단의 해항인 단둥항은 단둥시 중심에서 45km 가량 떨어진 동

강시에 위치해 있는데, 랴오닝성 최대 항구인 다롄항, 잉커우항, 진저우항과 

비교하면 물동량이 작아 개발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매년 하류

 

 

그림 5-4 신압록강대교 중조우의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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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퇴적된 모래를 파내 수심을 깊이 하고 항구설비를 확충하는 등으로 항구 

개발이 진행되나 단둥 중심부에서 거리가 멀어 물류비가 높고, 대외합작이나 

대외투자 형식이 아니라 은행 대출에 의존해 항구능력을 확대해 온 것이 취

약점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지역 공간분포 재조정의 방안으로 신취 건설을 

통해 단둥항-단둥시-둥강시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

되어 왔다. (司中全 陈国庆 2005) 요컨대 신취 건설은 북중물류의 효율적 확

장과 단둥항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단둥시위 주도 하에 신취 건설은 2000년 첫 논의된 이래 일부 변화를 

겪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랴오닝성 연해경제대에 임항산업원

구가 포함되며 총본계획의 일부가 수정되었으나, 신취 건설과 라오취·신취 

간 기능 분담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후 신취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대교의 위치와 개발 방식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신취 개발은 계속되었는

데 2006년부터 신취 건설을 본격화하고, 신취를 포함한 지역에 임항산업원구

를 설립해 외자 유치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펼쳐 왔다. 랴오닝성 연해경제대

에 임항산업원구를 포함되도록 한 이후 임항산업원구의 투자유치액이 시 전

체 투자유치액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신취 개발은 외자 유치 확대와 재

정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이미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가 설립되었

으나 합작구 공간 부족이 지적된 바 있는 상황에서 (辽宁年鉴编辑部 2006) 

허허벌판에 불과하던 안민현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단둥항과의 연계 효과를 

꾀한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압록강과 맞닿은 201국도 남쪽을 경제발전의 핵

심으로 삼고 있다. (鸭绿江晚报 2008) 신취 개발 본격화와 함께 단둥시는 산

하 둥강시의 다동항(大东港)과 안민현의 압록강변 랑터우항을 묶어 단둥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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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칭하고, 랑터우항을 확대하고, 모래를 파내 수심을 깊게 해 항구능력을 

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단둥항 중심의 도시개발 방향을 본격화한 것이다.  

2009년 총본계획을 재조정해 “외교 형세의 거대한 변화를 맞아” 2000년 

계획안에서 기능 분업을 재조정해 신취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신취를 ‘단둥 

미래의 신중심’으로 만들고, 라오취는 상업, 금융, 거주 중심으로 성격이 변

경되었다. (丹东市人民政府 2011, 12-13) 이후 단둥시인민정부 청사를 신취

로 이전하는 등으로 신취 중심의 도시개발 방향을 분명히 했다.  

2000년 단둥시와 랴오닝성이 평북인민위에 제출한 류초도와 단둥을 잇

는 철도·도로 대교를 새로 건설하는 일은 위의 도시개발계획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 단둥시가 단둥항과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취에 

새로운 다리가 놓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신압록강대교는 신취 진입로의 주

요 도로와 일직선으로 연결되고, 다시 단다(단둥-다롄) 고속도로, 선단(선양-

단둥) 고속도로, 단퉁(단둥-퉁화) 고속도로 등과 연결된다. 단둥을 다른 도시

와 연결망의 핵심적 위치에 신의주와의 연결을 위치시켜 노드로서 단둥의 역

할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여기에 북한과의 연결을 강조해 신취 및 임항산

업원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다.  

 

임항산업원구는 리커창 5점1선 때 나온 계획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나온 건 아니고 동항경제권과 단둥을 잇는 건데, (외부투자를) 유치

하려 해도 자기 힘으로는 힘들다. … 단둥은 북한 없으면 기대심리할 

할 게 없다. 항구도 대련이랑 잉커우보다 떨어지고 인구도 그렇다. 

접경지라는 특수성에서 북한 노동자 들여와서 하는 게 유일한 경쟁

력이다. (G3,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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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정부와의 협의해 신취에도 랴오닝성 차원의 우혜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임항산업원구 내 산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신취에 입

주할 경우 랴오닝성 및 단둥시의 우혜정책을 적용하도록 해 신취를 행정 및 

서비스업의 중심으로 확장하려 계획 중이다. (G2, 2018.4) 

신취 건설, 즉 신도시 건설은 비단 단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에서 앞다투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지 수용

과 재개발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수는 모두 도시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단둥시의 경우 “대교 건설이 새로운 기회로 작

용”(G2, 2018.4)한다는 점에서 여타 도시정부에 비해 투자유치 및 개발 진행

에 있어 유리하다. 바로 이 때문에 대교의 건설과 위치와 관련한 10여 년의 

북중간 논의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3. 스케일의 구성  

단둥의 주도 하에 대교 건설이 제안되고, 북중 교통부가 2002년 대교 건

설을 합의한 이후에도 위치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었다. 대교 건설의 필요

성은 단둥시-랴오닝성정부와 북한 중앙정부 모두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부

분이지만, 단둥과 신의주를 대상으로 단둥시-랴오닝성정부와 북한 중앙정부

의 장기 구상이 충돌하면서 교착이 발생한 것이다.  

2천년대 중반부터 단둥시정부는 평북인민위 외사국, 선양북한대서관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자신의 이해관계를 국가 및 지역 층위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로컬정부가 

주도하는 스케일 구성의 정치가 작동하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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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스케일에서의 담론 

2002년 6월 북중 교통부 간 합의에 따르면 랴오닝성정부와 평북인민위

가 교량 부지를 선택하고 설계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랴

오닝성-단둥시정부와 북한 중앙정부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은 물류 인프

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점이며, 각각의 장기적 도시개발 방향은 차이를 보

였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건설안은 공회전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부지에 건설이 확정된 것은 랴오닝성-단둥시정부의 

도시개발 구상이 중국 중앙정부의 대외관계 항목에 포함되어, 중앙정부의 자

원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로컬의 이해 실현에 동원하는 가운데 가능했다. 

일시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연대의 공간’이 형성되면서 도시개

발을 위해 현 위치에 대교 건설을 추진해 온 로컬의 장소기반적 이해관계가 

현실화된 것이다.  

대교 건설은 애초 “양국의 무역량과 인원 왕래, 자동차 운수량 증가에 따

라서 쌍방 지방정부의 요구에 근거” 한 교통부 사업이었다. 이후 단둥시는 로

컬의 요구가 아닌 ‘유라시아대륙도로’의 하나로 신압록강대교를 위치시키고 

국가스케일에서 중요성을 갖는 사업으로 프레이밍했다.  

2010년 2월 6개월 간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기 이전까지 중국측 

안은 2000년 안과 동일하게 철도·도로 모두를 이동하는 것이었으나, 최종적

으로 북한의 양보를 얻기 위해 철도 연결은 삭제되었고, 신압록강대교의 의

미는 “북중간 주요 통로이며, 도쿄-서울-평양-베이징-모스크바-런던 유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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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제통로(欧亚国际大通道)의 일부”(辽宁省交通厅 2011)이자 “유라시아대륙

도로(欧亚大陆陆路通道)가 랴오닝성에 완전히 통합되는”(中国交通建设集团有

限公司 2012) 의의로 강조되었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 경

의선 철도 및 도로 공동이용이 논의되고, 2008년 남북응원단의 베이징 열차 

이용까지 논의되면서 단둥-신의주 물류 인프라 확대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

는 것으로 프레이밍될 수 있었다. 

실제로는,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단둥시과 랴오닝성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 외에 ‘유라시아 대륙도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후에도 단

둥시정부는 추가 투자를 통해 베이징-평양-서울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

대를 보이지만, (오마이뉴스 2015) 실제 고속도로 현대화 계획은 진행되지 않

았다.  

원래 의도대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일부분으로 기능한다면 좀 더 현실

성을 갖는다. 단둥시-랴오닝성의 원래 구상인 2000년 계획처럼 철도·도로 

모두를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다면 단둥-신의주-평양-서울의 연결이 만주횡단

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유럽에 

닿으며 직접적인 주요 노드는 아니더라도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일부분으로 기

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북중 간 합의 과정에서 이 안은 삭제됐다.  

국가스케일의 사안으로 격상된 대교 건설은 당장 구체적인 물질적 이익

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북중무역량은 유라시아는 물론, 동북아, 좁게는 중국

에서 보기에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단둥에 있어서 남북한 철도연결이나 

북한 개혁개방의 실질적 확대 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기대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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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of anticipation)’ 의 도구로 작용했다. (C. H. Kim 2016) 동북아의 

주요 문제로 재현된 대교 건설을 통해 로컬 이해관계자는 국가적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중국 중앙정부, 단둥시-랴오닝성정부 간 ‘연대의 공간’을 형성하

는 데 일차적으로 성공했다. 스케일이 재현적 수사(representational trope) 

일 수 있다는 존스(K. T. Jones 1998)의 지적은 이 점에서 적절할 수 있다.  

단둥시위·시정부는 이미 합의된 교통부 간 합정을 토대로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외교부 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외교부 사안으로 정식 결정된 것은 2008년으로 단둥시 차원에서 수차례 중

국 외교부와 중련부를 방문하는 한편 평안북도 외사처, 북한선양영사관 등을 

방문해 사안을 조율했다. 이후 단둥시와 랴오닝성 차원에서 평안북도와 협조

해 기술 관련 회담을 진행하고, 투자그룹 선정, 관리운행 및 관리경영을 검토

해 중앙정부급 정식회담 조건을 만들었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2009)  

그렇다면 중국 중앙정부는 왜 대교 건설을 외교 사업으로 수용했을까. 

2009년 중조관계 60년을 맞아 중국 중앙정부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적으

로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북한과 중국이 공

동으로 공동으로 번영한다는(互利共赢) 내용을 상징할 수 있어야 했다. 대교 

건설은 정확히는 단둥시와 랴오닝성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사안이었고, 북한

은 2004년 위화도 개발을 추진한 데 이어 2009년 상반기 위화도와 황금평

을 경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외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다. 대교 건설안은 북

중 양국의 ‘상호 이익’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했다. (满海峰 

2015, 412-413) 즉, 대교 건설은 북중우호를 국내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던 중국 중앙정부의 안보적 이해와 접합되어 현실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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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 중앙이 북중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선택했던 경제협력 사업은 

2005년 우의 부총리 방북시 합의된 대안친선유리공장으로, 도시 정비를 위해 

내수용 유리 생산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요청에 중국 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유리공장을 건설해 북한이 운영토록 했다. 대안친선유리공장은 내수용 유리

를 생산하는 한편 러시아, 중국 등 16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김지영 2012) 이는 당시 중국측 대북정책 방침인 ‘정부주도 기업참여 시장

운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2009년 12자 방침이 ‘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운

영 호혜상생’이라는 16자 방침으로 재조정되면서 ‘공동발전, 호혜상생’을 상

징할 수 있는 사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2008년 중국 중앙정부가 북중협력의 

상징으로서 대교 건설에 동의한 이후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조우의년 관련 북

중 회담에 단둥시 외사처가 참여해 의견 조율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丹

东市地方记办公室 2009)  

단둥이 2002년 북한의 초보적인 동의를 획득하고, 2008년 중국 중앙정

부의 외교 사안에 포함되도록 하지 않았다면, 신압록강대교가 새로 건설되는 

대신 북한의 구상대로 중조우의교를 확대, 개보수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대교 건설에 있어, 북한은 관련된 신의주 개발을 국가스케일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던 반면, 중국에 있어 관련된 단둥 개발은 로컬스케일의 문제이

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은 독자적으로 위화도와 황금평 외자유치를 위한 사

업도 초보적으로 진행하는 중이었고, 신의주기차역 인근 정비에 착수한 상태

였다. (满海峰, 413)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 중앙정부는 단둥-신의주 연결에 대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다. 북중 접경도시 중 중국 

중앙정부가 별도의 개발정책을 마련하는 곳은 훈춘으로 2009년 후진타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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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메드베제프 대통령 간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 

협력계획 요강》(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9)을 마련한 데 이어 훈춘을 국제

변경협력시범구로 지정하고 지역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지칭된 데 반

해 (国务院办公厅 2012) 단둥은 중앙은 물론 성 차원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 했다.  

중앙정부 안건이 된 대교 건설안은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시 공

식 제안되어 북한 중앙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이듬해 2010년 2월 25일 

단둥에서 우하이룽 외교부 부장조리와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압록강변계도

로대교 공동건설, 관리에 대한 협정(关于共同建设、管理和维护鸭绿江界河公路

大桥的协定)》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中华人民共和国政府 朝鲜

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 2010) 협정에 따르면 대교 및 출입도로(引桥) 건설

을 중국이 맡고, 건설에 있어서도 중국측 건설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중국측이 건설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협정은 외교부 간 체결되었고 건설 

책임은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이 맡지만, 관리 및 

유지 책임은 랴오닝성 교통처와 단둥시정부, 평북인민위 국토환경보호관리국

이 맡는다. 

위의 협정은 “양국 우호관계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인원과 경

제활동을 편리하게 하도록 단둥시와 신의주시에 공동으로 압록강변계도로대

교를 건설, 관리”할 것을 명시하면서도 양자 간 시각의 차이를 드러냈다. 제2

조에서 대교 건설 위치를 단둥시와 신의주시 내로 한다면서도 2002년 합의

와 마찬가지로 “(교량) 위치는 쌍방 관계부문이 현지 답사와 토론(实地勘察论

证) 이후 결정한다.”고 적시해 위치 관련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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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의 이 부분은 두만강 유역 북중협력 방식과 대조된다. 북한과 중

국 간 두만강 유역 지안-만포, 취안허-원정 도로 건설 등의 경우에도 외교부

문 간 조약이 체결되기는 하지만 교량 위치를 포함해 건설과 관련한 상세 내

용을 명시하며, 류홍차이, 리진쥔 등 평양 주재 중국대사가 북한 외무성 부상

과 확인하는 형식을 띤다. (中华人民共和国政府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 

2012, 2014, 2015) 신압록강대교 건설 비용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대교 건설은 북한의 요구가 아닌 중국의 요구, 작게는 단둥-랴오닝의 요구에

서 출발한 것이다. (满海峰 2015) 이미 2002년 교통부 합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측 간 이견이 없다면, 두만강 유역 협력과 동일하게 외교부 간 확

인만 이루어지면 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위치와 관련한 내용이 협정에 또다

시 기재된 것은 북중 양국의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현재 대교는 단둥 도심에서 둥강 방향의 안민신취 진입로 입구에서 룡천

군과 신의주시 행정구역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 랴오닝성-단둥시의 2000년 

안에서 철도 교량안은 삭제되고, 도로용으로만 기능한다. 신압록강대교를 지

나는 도로는 북한에서는 남신의주에서 철도·철도와 연결되며, 중국에서는 신

취 외곽에서 단둥-다롄, 단둥-퉁화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성급 도로를 통해 

랑터우항, 황금평커우안(예정), 둥강 단둥항으로 이어진다.  

중앙정부 간 대교 건설이 합의되면서 단둥과 신의주 모두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변경을 가한 것이다. 북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인 신의주국제경제지

대도 공식적으로는 대계도를 제외하고, 신의주만 개발 범위로 한다. 다만 

2014년 안에서도 대계도항을 국제항구로 명시해 신의주와 별도의 계획을 통

해 대계도항을 개발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남신의주 지역을 

여전히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 자신의 ‘자주적 개발’ 의사에 따라 필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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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서만 협력을 진행한다. 다시 말해 북한 중앙정부는 다른 행위자와 

‘연대의 공간’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외교적 차원에서 ‘연대의 공간’ 내 다층적 

행위자에게 양보하면서 그외의 사업은 원래의 뜻대로 유지하는 중이다.  

2009년 합의 이후 이견이 봉합된 후 대교 건설 작업은 전적으로 랴오닝

성-단둥시에 맡겨졌다. 랴오닝성 내 교통청의 철도·도로·항구 인프라 건설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사비용 22.2억 위안 중 단둥시가 2억 위안을 부담해 건

설을 개시했고 단둥시 교통국 주관 하에 설계와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고 

작업이 진행된다. 단둥시는 2009년과 2010년의 발전을 “단둥 국제화의 역사

적인 기회”로 칭하며 신취 건설 활성화, 외자 유치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鸭绿江晚报 2010a; 丹东日报 2010a)  

대교는 물류, 유통산업을 강화하는 국제대통로로서 신취 및 임항산업원

구의 주요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鸭绿江晚报 2010b) 신압

록강대교 건설을 현실화함으로써 신취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의 동력으로 

삼고자 로컬의 구상은 효과를 거뒀다. 신취 건설은 이미 2001년 구상되기 시

작했고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신압록강대교 건설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 상승세를 보였다. 신취 부동산 값이 분양 초의 4∼5배 수준으로 뛰어 

이례적인 투자열기를 보였고, 단둥은 물론 단둥 외지의 신취 투자가 대폭 증

가했다. (丹东日报 2009; Q3, 2017.10) 대교 건설은 대북 교류, 물류, 무역

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신취 개발의 씨앗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교 건설이 공식 발표된 이후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타이

완 등 해외기업과 저장, 장쑤, 베이징, 상하이 등의 10여 개 투자집단이 단둥

을 방문했고 선양의 개발회사가 5억 위안, 저장성의 건설회사가 4억 위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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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취에 투자했다. 단둥시 외자 유치의 40%가 신취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

된다. (丹东日报 2010a)  단둥시 대외경제무역국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단둥을 찾은 해외 대표단이 지난 10년 간 방문 대표단 수를 합한 것보다 많

을 정도였다. (Liu and Changpei 2012) 홍콩과 싱가포르 공상연합회 대표단

이 대북 경제합작을 논의하기 위해 단둥시위·시정부와 협의했다. (丹东市地方

记办公室 2012) 신압록강대교 건설로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단둥의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의 현실성이 증명된 것이다.  

 

2) 지역스케일의 발명 

같은 시기, 단둥시위∙시정부는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도시와 함께 ‘동북동

부경제대’ 건설을 추진해 단둥항 개발의 필요성을 ‘동북동부’라는 지역의 문

제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단둥항 개발에 대해 중앙정부와 랴오닝성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신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함이다. 동북동부경제대에 참

여하는 시·자치주는 랴오닝성 단둥·번시(本溪), 지린성 퉁화(通化)·바이산(白

山)·연변조선족자치주, 헤이룽장성 무단쟝(牡丹江)·지시(鸡西)·치타이허(七台

河)·솽야산(双鸭山)·쟈무쓰(佳木斯)·허강(鹤岗)·이춘(伊春) 12개 지급시로, 위

의 시를 묶어 동북동부지역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각 시는 두만강 하류에서 압록강 하류를 따라 건설된 동변도철도를 통해 

연결된다. 총길이 1380km의 동변도철도는 10여 개 도시와 30여 개 선을 지

나며, 중국, 러시아, 북한의 10여 개 커우안을 연결하고 단둥, 다롄의 항구를 

연결한다. 동변도철도를 동북동부철도로 부르기도 하지만, 철도선의 이름일 

뿐 지역(区域)으로서의 성격은 없었다. 단둥이 랴오닝동부의 중심도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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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는 하지만, (辽宁省发展和改革委员会 2006) 동북3성의 동부라는 지역 구

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동변도(东边道)는 글자 그대로 동쪽 변방, 또는 동쪽 국경에 놓인 도로를 

의미한다. (董爽 2006, 25) 일제 시기 건설되었던 동변도철도는 일본 패망으

로 철로와 터널, 다리 등이 미완성된 채 남아 있었고, 끊어진 길이 412km 

존재하던 채로 방치되다가 2003년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동북3성은 

1980년대부터 동변도철도 개통을 희망해 왔다. 1984년 단둥시장의 제안으로 

무단쟝, 자무쓰, 옌지, 퉁화 5개 도시와 협력해 공통 연구과제를 진행해 왔고, 

1985년 전국인대 6기 3차회의에서 동북대표 49명이 연명으로 서명을 제출

하기도 했다. (료녕조선문보 2004)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지를 받지 

못 하다가 동북진흥계획이 발표되면서 50년 늦게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동북동부경제대 건설은 철도 연결의 이점을 이점을 누리는 데서 일차적

으로 출발한다. 단둥에게 있어 동변도철도 개통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열거

된다. 첫째, 단둥의 교통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동둥과 동북내륙지역 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한다. 둘째, 단둥이 동북의 주요 물류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단둥항이 헤이룽장·지린·랴오닝성 동부지역과 소통되게 되면서 얻는 효과다. 

배후의 풍부한 목재, 건재, 광산, 식량 운송 등이 대부분 도로로 운송되거나 

하얼빈-다롄 철로를 이용하고 있어 운송거리와 비용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

는 상황에서 철도 개통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단둥항을 통해 출항하면, 

수이펀허는 1/3, 옌지 2/5, 퉁화 2/3으로 운송비용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

다. 셋째, 단둥항이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 국가 커우안과 연결되면서 

대외개방을 제고한다. 넷째, 단둥시가 10여 개 시와 30여 개 현과 연결되면

서 관광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丹东日报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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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시위·시정부는 2003년 10월 11호 문건에서 동변도철도가 언급된 

이래 세부 계획에 단둥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단둥시발전

계획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9월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철도부 간 협

의가 이루어지면서부터 항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랴오닝성정부와 성 

철도국, 국무원 철도부 등을 연달아 방문해 다롄에서 출발하는 철로가 다둥

항과 천양경제구를 통과하도록 해 둥항과 천양경제구 간 12km는 기존 노선

과 달리 새로 건설되게 되었다. (丹东日报 2006b; 료녕조선문보 2004)  

2005년 9월에는 동북동부 도시 간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며, 13개 시 당

정 관계자를 단둥에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연합으로 경제대를 구성하고 자

원을 정합하여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자고 호소해 12개 시의 

찬성을 얻은 이래 동북동부경제대 건설이 본격화했다. 예컨대 헤이룽장성 허

강, 지린성 옌지 등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를 운송, 판매할 만한 역량이 없

는 반면 랴오닝성 단둥은 황해에 인접해 있다는 우세를 발휘해 동북지역의 

그림 5-5 중국 동북동부지역 공간적 범위 



 

183 

주요 물자를 단둥항을 통해 수송하고 지역의 물류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 

2005년 9월 각 도시 시장, 비서장, 공상회 등 부문별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2009년 9월 협력 초안을 마련하고 12+1지역협력기본틀에 서명하는 

데까지 이끌어 내게 된다. 38  물류, 산업, 관광 등 각 35개 부문별로 소조가 

조직되어 협력을 구체화하게 된다. (丹东日报 2004a; 鸭绿江晚报 2008)  

단둥시와 12개 도시 관계자, 전문가는 상호 협력을 통해 다음을 달성할 

것이라 열거한다. 첫째, 지역발전 협력기구와 제도를 만들며, 각 성시 주요 

경제부문간 연계, 민간조직과 기업 간 협력, 지역외 경제연계에서 상호 이익, 

상호 우혜되는 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지역협력 이론과 전략을 연구해 3성 

13개 도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한다. 셋째, 국가 방침과 동북동부지역의 객

관적 수요에 근거해 기반설비 건설항목을 쟁취하고, 공동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지를 쟁취하고, 물류일체화 건설과 지역성 시장 건설을 공동으로 강화한다.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으로서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지점은 앞서 1980년대 5개 도시가 연합을 결성해 각 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전국인대에 건의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이다.  

단둥시위·시정부는 동북동부경제대를 통해 13개 시가 공동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구역경제 차원의 경제정책을 

실천하고, 과학기술 자원개발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류업, 여행업 측면에서는 일찍부터 협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도시경제 발전

으로 연결시킨다는 목표 하에 동북동부지역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鸭绿江晚

报 2008) 다시 말해 ‘동북동부지역’은 동변도철도 건설을 각자 유리하게 이

                                           
38 12+1에서 1은 다롄으로 랴오닝성 상위가 다롄시위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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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자 하는 도시간 연합으로 제시되기 시작했고, 단둥시는 동북동부경제

대 형성을 주도하면서 물류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인 단둥항 개발

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지역스케일로 확장시킨 것이다.  

일차적으로 단둥시정부 등은 동북동부경제대에 대한 성 차원의 관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2010년 랴오닝성이 12.5계획(2010-2015)에서 동북

동부경제대 지역협력 강화를 명시한 데 이어 2015년 지린성은 13.5계획

(2015-2020)은 동북동부경제대 참여 도시 중 바이산·퉁화·단둥을 별도의 경

제대로 묶어 개발할 것을 적시해 협력 기반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지린성

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용하던 항구인 다롄항과 비교해 단둥항을 이용할 경

우 짧게는 98km, 길게는 306km 거리를 단축하고 육로운수비용도 톤당 10

∼30위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길림신문 2005) 이후 백

두산 인근의 바이산이 추가로 동북동부경제대에 합류해 13+1을 이루었다. 

지린성에서는 성을 지나는 고속도로 6개, 철도 6개가 각지로 뻗어있다는 장

점을 발휘해 각 도시 차원에서 단둥항을 수출항으로 해 도시경제를 발전시키

려는 전략이 진행 중이다. (丹东日报 2010b) 2012년 단둥-퉁화 고속도로가 

연결된 이후에는 단둥시, 단동항집단, 선양철도국과 통화시, 통화항집단, 창

춘해관이 공동으로 통화내륙항 건설에 착수해 통화내륙항에서 수속을 처리해 

단둥항에서 처리, 몽골과 러시아, 남북미,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

했다. (吉林通化国际内陆港务区党工委/管委会 2017) 

단둥시가 동북동부지역을 새롭게 주창한 핵심은 “단둥항을 통한 출해(出

海)”를 지역의 이해관계로 삼아 단둥항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12+1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과 각 도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 내 

대학·연구소들이 합동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작성하고 시정부·시위가 동북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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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周静言 2014, 103)  

다수의 도시와 성을 아울러 자원과 목소리를 합한 때문에 2017년 5월 

국가발전계획위에 《동북동부경제대발전규획(东北东部经济带发展规划)》 검토

를 신청한 이후 국가발전계획위가 현장을 방문하고 각 시정 관계자 및 기업 

탐방을 진행했다. (新华网 2017) 도시스케일을 지역스케일로 확장해 최종적

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둥항 개발이 비단 단둥 로컬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3성 십

수 개의 도시가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의 문제로 담론화되면서 현실

화되었다.  

 

4. 안보적 이해의 영향 

단둥시가 스케일의 구성을 통해 로컬의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현실화시

키는 과정은 냉전 이후 북중관계의 진전과 안정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잇다른 방중, 2003∼

2007년 6자회담 진행과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등으로 동북아 냉전이 재

조정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2010년대 2차례의 핵실험이 실시되었으나,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잇단 방중으

로 북중 간 안보적 차원의 갈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안 2094호 채택에 찬성하고 대북제재를 본격화하면서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

작해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석탄 수출 제한을 잇따라 

강화한 2270호(민생 목적 허용)과 2321호(수출총량 제한), 섬유제품 관련 수



 

186 

출입 금지 및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 북중 합작기업 철수를 골자로 하는 

2017년 2397호 등이 차례로 집행되었다. 2018년에는 한시적으로 북한산 농

산물 수입 또한 금지되었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수록 네트워크적 연결

이 생존에 핵심적인 단둥-신의주는 위협에 처했다. 특히 2017년 군수용, 민

수용을 구분하지 않고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에 제대를 적용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 맞았다. 2018년 4월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제

재 완화 또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두 도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급격한 상황 변화 속에서 북중 중앙의 안보적 이해는 로컬 행위자가 자

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정의했다. 이 절에서는 북중관계의 맥락에 따

라 로컬정치가 작동하는 범위를 특정하고, 안보적 이해의 변화에 따른 로컬

정치의 변화를 분석한다.  

 

1) 로컬정치의 확장  

안보적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둥-신의주에서는 다양한 협력이 시도

되었다. 2011년 1월 단둥시정부는 11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일교양도(一桥

两岛)’ 개발을 공식화했다. 2010년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이 본격화된 후 

단둥이 고도의 관심과 지명도, 흡입력을 갖게 된 것을 강조하며 이 계획을 

통해 “전면적으로 한반도 교두보 역할” “동북아를 관통하는 물류 대통로 역할”

을 하겠다고 밝혔다. (丹东日报 2011) 한반도와 일본을 적시하는 점에서 보

듯 북한과의 관계 개선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다른 국가와의 협

력 기반을 만들고 ‘지명도’를 높여 외부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황금



 

187 

평-위화도 개발과 대교 건설은 단둥의 도시경쟁력을 증진하고, 북한과의 연

결을 도시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2012년 9월 단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단둥 신취에서 처음으로 중조

(단둥)경제문화유람박람회를 개최했다. 북한 무역성, 외무성 관계자를 비롯해 

문화공연단을 포함해 수백 명의 북한 대표단이 단둥을 찾았다. 2015년까지 4

차례 진행된 중조박람회는 단둥시 주도로 시작해 제4회부터 국가급 전시회로 

승격되어 상무부, 외교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료녕조선문보 2015)  

이어 2014년 단둥해관의 주요 사업으로 단둥 의류회사가 북한 회사에 

위탁가공을 의뢰할 시 통관세금을 관세의 20%만 부과하는 출경가공(出境加

工)을 5개 업체에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단둥해관에 따르면 “해관의 중

점개혁사업 가운데 하나로 국내 기업의 구인난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국내

외 시장과 자원을 통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린성 훈춘시에 이

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된 것으로 정책을 실험적 또는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중국의 선행선식(先行先试), 즉 일정 기간 정책이나 제도를 실험적

으로 실시한 이후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시험적 공간이다.  

2016년 10월에는 신취 입구 궈먼항 인근에 4만m2 규모로 북한 상품을 

8,000위안까지 면세로 판매하는 호시무역구가 개장했다. (길림신문 2016) 단

둥시가 10.5계획(2000-2005)부터 전략 중점의 하나로 ‘민간호시무역구 건설’

을 추진해 오다가 뒤늦게 실현된 것이다.  

신의주-평안북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 2013년 북한의 분권

화 조치 이후 평양이 아닌 신의주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해지면서 두 

도시의 상호의존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2013년부터 도인민위원회가 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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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 합작에 이어 투자 유치까지 실제적으로 대외경제관계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면서 네트워크의 우위를 활용하려는 신의주 로컬 차원의 실천이 진행

된 것이다.  

평북인민위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신의주시와 의주군이 맞닿는 지역에 

압록강개발구를39, 삭주군에는 청수관광개발구를 설치하고 단둥의 협력업체와 

함께 2014년 10월 청수관광개발구를 1차 개통했다. 개발구 건설을 본격화하

는 동시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반나절, 1일관광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개통

을 서둘렀다. (조선중앙통신 2014) “단둥의 유명한 관광지”와 마주하고 있다

는 점을 소개해 중국의 외자유치를 겨냥했다.  

압록강개발구의 맞은편 콴덴현 부근을 중국에서는 강폭이 고작 1보에 불

과하단 뜻으로 ‘이부콰(一步跨, 일보교)’로 불린다. 압록강 토사가 퇴적되어 

실제 강폭이 8∼20m에 불과하다. 이곳은 이미 2010년을 전후해 단둥 소재 

관광업체들이 관광상품을 개발해 놓은 곳이다. ‘조선의 강 관광(朝鲜内河游)’

으로 선전되는 대표적 관광상품은 ‘몸은 중국 땅에 있지만, 좌우는 모두 북한 

땅’임을 강조한다. 북한의 두 섬 사이를 유람선이나 쾌속선을 타고 달리며 강

변에 나와 노는 어린이와 낚시 하는 주민, 김장을 하는 주민들을 배 위에서 

관광하는 것이다. 북중 국경협정에 따라 상대편 강변에 올라서지 않는 이상 

국경을 넘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활용해 공식, 비공식적 행위자들이 국경을 

자원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현장이다. 2010년 단둥시정부가 압록강단교 부근 

                                           
39 신의주시 룡운리 구리도와 어적도 일부 6.6km2를 경제개발구로 지정해 어적도는 관광시설, 

민족음식점 등을 결합한 국제관광지로 건설하고, 구리도는 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순환생산

시스템과 채종,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학연구기지와 채소화훼설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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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발에 착수하면서 단교 부근에서 유람선 대여업을 하던 다수의 소규

모 여행사를 일제히 정리하면서 갈 곳을 잃은 업체들이 새로 개척한 곳이다. 

중국측 강변에 3∼4개의 선착장을 만들고 소규모 업체들이 각각 선박을 

운행하면서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공식적으로 북한측의 양해를 얻는 한편 비

공식적으로 초소병과 연계해 관광지로 만들었다. 당시 강 폭이 1m 정도로 

북중이 가까운 곳은 강변에 철조망을 세워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했지만, 새

로 선착장을 만들고 규정된 지역을 개방해 관광지로 조성했다. (K1, 2017.10)  

그림 5-6 북한 압록강개발구 소개 자료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특수경제지대 실태와 전망 (조선합영투자위원회 2014)  

 

압록강개발구는 조선쌍림무역총회사와 단동금방주국제여행사유한공사가 

공동으로 합영회사를 설립해 투자·개발하기로 확정했다. 단둥금방주국제여행

사는 단둥시의 대표적 대조선여행사로 20년 이상 북한관광을 진행해 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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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해 온 주요 이해관계자다. (료녕조선문보 1997) 40  이 

외에도 단둥시내 여행사와 대표적 북중무역 회상 역시 평북 인민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금방주여행사에 개발 권한이 부여되었다. 요컨대 네

트워크의 존재는 단둥시정부 개발 구상의 기반이 되는 한편 평북인민위가 지

방급 개발에 착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청수관광개발구 맞은편 역시 이미 중국측 투자가 이루어져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체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커우단교 부근에 관

광선착장을 만들고 의주군 청수로동자구를 관광자원으로 삼아 유람선을 탈 

 

그림 5-7 평안북도 압록강·청수관광개발구 인근 중국 관광지 현황 

 

출처: 위엔선착장(月圆码头), 철로상허커우선착(铁路上河口游船码头) 안내표지판. 2018.4 촬영.  

 

                                           
40 구리도에 국제정품면세점, 세계미식거리, 특산물, 관광기념품, 대형가무식당, 5성급관광호텔, 

민속휴가촌, 대형 도박장 등 관광오락시설을 구비해 연간 100만~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

하고 6억~18억위안(약 1억~2.3억달러) 수익이 목표다. (이종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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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착장 뒤편 상허커우기차역을 개보수해 관광지로 만

들었다. 복숭아꽃을 마당으로 둔 ‘아리랑농원’을 만들어 변경관광에 참여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북한 복무원의 공연장으로 이용한다. 북한과 합작

해 시내에서 가장 큰 북한식당을 운영하던 회사가 지역을 개발해 독자적인 

관광지를 개척한 것이다. 일대는 유리로 만든 변경관람대, 19호 경계비 주변 

관광지, 항미애조철도박물관 등이 밀집해 일일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만 해도 이곳 상허커우는 관광명소로 빠르게 발전한 허커우에 비해 한적한 

강변마을에 불과했다. (신창섭 2016, 143) 이후 로컬 차원의 관광·무역 등 경

제사업 등이 추진되어 네트워크의 연결 밀도를 증가시키는 중이다.  

네트워크의 강점은 다른 경제개발구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북중 

양국 모두에서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는 국경을 자원으로 삼아 경제성

장을 이룬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북중 접경지역 개발구 중 만포는 지안-

투먼 커우안, 위원은 위원-위린·라후샤오, 온성섬은 온성·량수이, 경원은 경

원·사퉈즈 등 모두 도로교나 수로로 연결된 커우안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 지경학적 포석 하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연

결이 곧 도시 네트워크 형성과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 경제개발

구 진행은 차이를 보인다. 2015년 10월 뒤늦게 지정된 함경북도 경원군 인

민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자. 경원군은 숙박업소, 관광시설 건설을 통해 조선

족을 비롯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훈춘 부근 류다섬을 경원경제개

발구로 설립했다. 개발구 지정 2년 전인 2013년부터 수차례 훈춘을 방문해 

투자 유치를 타진하고 류다섬을 알리는 활동을 벌였으나 경원군 인민위원회

는 경원군 내 무역회사가 부족해 중국 투자를 위한 물류문제를 해결하고 투

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Hastings 2016,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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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의주시의 압록강·청수개발구, 옌변자치주를 배후에 둔 온성섬개

발구는 개발합의서를 이미 작성하고 1∼2년 만에 실제 활동에 착수할 수 있

었다. 접경지역에 설치된 도급 개발구 중에서도 맞은편 ‘쌍둥이 도시’와의 연

결이 밀접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로컬정치의 하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은 대교 개통을 비롯해 도급 개

발구 개발을 전면 보류했다.  

2015년 원칙적으로 중국이 비용을 부담해 신압록강대교와 남신의주 도

로망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

험으로 현실화되지 못 했다. (G2, 2018.4) 국내 보도는 북한측 공사가 연기

되어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로 비용 문제를 든다. 북한측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거나, 진입도로 건설 비용에 더해 토지수용비까지 

중국측에 부담시키기 때문에 개통이 연기된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 2017b; 

오마이뉴스 2015) 그러나 협정문에도 “조선측 주교의 인취(진입도로)는 중국

측이 돕는다”고 적시되어 있어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핵심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상급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도 따라

갈 것”이라는 점이다. (N1, 2017.10) 북한 중앙정부의 원칙적 입장 표명에 

따라 그간 진행되어 오던 이동과 흐름의 확장은 유보되었다. 국가급 사업으

로 진행되는 황금평-위화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압록강대교 개통, 압록강개

발구 개발 등이 진척되더라도 유엔제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북한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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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교 사업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이 양보했다는 인식이 강하기 떄

문에 서둘러 개통할 필요는 없으며, 중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경색된 북중관

계를 고려할 때 대교 개통만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는다. 이미 개발이 합의되

고 투자자가 선정된 청수관광개발구와 압록강개발구 또한 중단되었다.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접경지역의 소도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트워

크적 장소의 의미는 크지 않다. 북중 국가 차원의 안보적 이해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는 우선순위에서 후퇴하게 된다.  

 

단둥은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기 떄문에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떄문에 오히려 통제가 강화된다. 엄청나게 

더 심하게 나왔는데, 할 수 없이 그렇다고는 한다. 크게 보면 풀리는

데 당장은 어렵지요. 대표적인 몇 개는 없어지고 나머지는 잘 견디

고 있다 … 단둥은 나중에 미시적으로 표현되는 곳이고, 공화국에서 

중국 국무원과 우리 내각 사이에서 거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N1, 2018.4) 

 

그러나 로컬 차원의 협력은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전후부터 

접경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실천은 모두 중국 로컬과 북한 로컬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2016년 신의주 등안 반일관광이 시작되어 단둥과 신의주 관광업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대북제재 목록에 관광 관련 항목에 여행과 

관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문이다. 다만 현금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문화일보 2017) 개별 단둥 여행사와 평북관광총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의 안보적 이해의 영향에서 비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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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존적 행위자들은 대북제재 품목에서 제외된 항목을 중심으로 새롭

게 협력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임가공무역 완제품 수입이 여의치 않자 단둥

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새롭게 배치받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도 

하며, 제재와 무관한 품목인 북한 농수산품을 수입하거나 원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다. (K1. 2017.11; C4, 2017.10) 북한 무역회사 역시 

수시로 단둥의 대방과 연락을 취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Q2, 2018.5) 

단둥시/랴오닝성정부에서도 로컬 차원에서 안보적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2015년 랴오닝성 중조우호협회 관계자가 평양을 찾아 

개통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고 2016년에는 랴오닝성정부가 대표단을 파견해 

양해를 구했다. 2015년 4월 단둥시장 스지엔(石坚)이 평양을 방문해 신임 리

쥐쥔 주북대사와 함께 평양에서 ‘동북노공업진흥 변경지구 대조합작 연탄회’

를 열고, 5월에는 각급 성·시, 중국 전문가 등과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

의해 나갔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관계자 외 랴오닝성, 지린성, 단둥시 등 60

여 명이 참가했다. (丹东市地方记办公室 2016) 참여자 구성은 북중 경제협력

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국가스케일이 아닌 로컬스케일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단둥-신의주의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는 상위 층위의 정책 변화에 무관하

게 존재한다. 기업과 정부 관계자 모두 제재에 접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회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도 공유하지

만, 안보적 이해를 뛰어넘지는 못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단둥시정부 주도의 

스케일 구성은 로컬의 경제적 이해가 중앙의 안보적 이해에 접합되었을 때 

로컬정치가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중앙의 경제적 이해를 뛰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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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에서 로컬의 이해관계는 스케일 구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현실화되

었다.  

반면 이 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북중의 안보적 이해는 접경지역에서 벌

어지는 로컬정치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단둥시-랴오닝성 당·정의 

설득이 반복되었으나 북한 중앙이 국가 이외의 행위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안보적 이해가 경제적 이해를 압도해 온 북한의 대외관계 인식이 그대로 지

속되는 것이다. (S.-O. Lee 2014a)  

안보적 이해가 변화했을 때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몫은 로컬에 부여된다. 

북중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접경지역의 이해가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으며, 

이 점에서 로컬 행위자의 자율성이 발휘된다. 로컬 행위자의 장소의존적 이

해관계가 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컬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 시 언제든

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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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로컬정치의 상한과 하한 

본 논문은 북중관계를 로컬 층위에서 파악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중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며 북중 전체 무역량이 감소하고 기존 중앙정부 

간 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와중에서도 로컬 층위에서는 도로·철도, 세관 

등 인프라가 폭넓게 재정비되고 북중무역, 북한 노동자 고용 등에 있어 새로

운 실천이 시도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중관계의 축소판으로 재현되는 단둥

-신의주라는 로컬의 실천을 검토함으로써 로컬에 국가 차원과 상이한 자율성

이 존재하는지 질문했다.  

로컬의 실천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접경지역의 독자적 이해(interest)가 존재하는가? 둘째, 접경지역의 

이해를 형성하는 행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셋째, 접경지역의 

이해는 북중관계에 어떻게 발현되는가? 넷째, 북중관계는 접경지역의 이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질문이다. 연구질문 각각은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로

컬정치의 성격, 행위자, 정치적 동학, 국가 차원의 북중관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로컬에 접근하는 대안적 인식론을 수용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집행되는 위계적인 구조 하 행정단위로서 존재하는 수동

적 공간으로 로컬을 사고하는 대신 국가를 비롯한 로컬 행위자의 전략적 이

해관계가 중첩되어 협력과 갈등이 벌어지는 능동적 공간으로 이해하려는 접

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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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단둥-신의주 간 연결에 따른 경제적 이해가 로컬

의 정치적 동학을 설명하는 핵심이라는 점이다. 맞은편 도시와 인적, 물적으

로 연결되고, 각자의 필요와 보유 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는 경

제적 이해가 발생한 것이다. 행위자는 각자 다른 이유에서 두 도시의 연결에

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인식하게 되었고, 단둥-신의주의 연결을 자신의 

생존에 있어 핵심적인 ‘의존의 공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의존의 공간을 보

호하고, 상호의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두 도시의 구상이 국가 차원 북중

관계의 부침과 무관하게 로컬이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다.  

단둥-신의주는 일정한 범위 내의 구역(area)를 의미하는 영역적 성격보

다는 연결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상의 특정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갖는 연결

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단둥-신의주를 네트워크적 장소로 이해함

으로서 다층적 행위자의 협력과 갈등 속에서 형성되는 접경지역의 동태성을 

파악했다. 또한 접경지역을 분리와 통합이라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에 위치시

키는 것을 넘어 여러 행위자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호 중첩되고, 영향을 미

치는 곳으로 동태적으로 파악했다. 국가하위 고정된 행정단위로 구획된 장소

가 아니라 네트워크적 장소성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을 이해하면서 특정 행정

단위 내의 행위자뿐 아니라 내외부의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한다는 점을 분명

히 했다.  

단둥-신의주의 연결의 시작은 접경지역 주민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만 

작동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결을 자원으로 활용해 온 단둥시 무역회

사, 관광회사를 통해 강화되었다. 단둥-신의주 간 연결이 갖는 경제 적 잠재

력에 주목해 단둥시위·시정부,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등 지방정부 또한 이해관

계를 갖는 행위자로 등장했다. 특히 북한 당·정기관 산하 각 무역회사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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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시에 관계자를 상주시키고, 신의주시에 지사/출장소를 설치하면서 평양, 즉 

북한 중앙정부 역시 ‘의존의 공간’을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로 등장해 로컬의 

정치적 동학이 다층적 성격을 갖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로컬은 국가 하

위의 위계적인 단위로 존재하면서도, 층위를 넘나드는 행위자들이 상호작용

하는 역동성을 보인다.  

동시에 로컬 행위자는 담론적 스케일 구성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

계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로컬의 자율성은 국경과 위계를 넘나들며 

발현되는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단둥 로컬정부는 전략

적 의도 속에 특정 스케일을 구성해 자신의 구상대로 네트워크적 장소를 확

장하고자 시도한다.  

2천년대 들어 중국 지방정부 단둥시-랴오닝성과 북한 중앙정부는 장소의 

확장에 대해 상이한 구상을 내놓았다. 압록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의 필

요에 공감했기 때문에 교량 건설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교

량의 위치를 확정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는 데 짧게 잡아 7년, 길게 잡아 

15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장소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단

둥-신의주 간 연결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해관계는 동일하되, 연결을 강화하

는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던 것이다. 북한은 독자적으로 신

의주 개발을 추진하면서 단둥-신의주 연결을 평북 철산군의 대계도항 개발과 

연계시켜 왔고, 단둥은 신취를 건설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 단둥

항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데 연결을 활용하고자 했다.  

단둥의 이해관계는 단둥시정부·시위가 압록강대교 건설 사업을 유라시아 

교통망의 일부로 담론화하면서 중앙정부의 외교 사업으로 격상시켜 국가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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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동북3성의 주요 접경

도시를 망라해 동북동부라는 지역스케일을 추가적으로 형성해 물류의 핵심 

노드에 단둥항을 위치시키면서 중앙의 추가적인 지원을 꾀했다. 중국의 국가 

및 지역 행위자는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연

대의 공간’에 참여해 로컬의 이해관계를 현실화하는 데 자원을 보태게 된 것

이다.  

단둥-랴오닝이 처음 건설을 제기한 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현실화

된 신압록강대교 건설 사례는 북중관계가 로컬정치가 확장될 수 있는 상한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특히 로컬의 이해관계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국가간 

관계에 투영될 수 있음을 드러내어 국가간 관계를 구체화하는 미시적인 기초

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여기서 북중관계는 로컬정치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단둥시정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국가스케일로 

성공적으로 담론화하여 도시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았다. 로컬의 주도 하에 

북중관계의 진전과 장소의 경제적 이해가 접합된 것이다. 

북중관계가 후퇴하는 ‘최악의 시기’에로 단둥과 신의주, 평양을 잇는 로

컬 차원의 협력을 중단되지 않는다. 단둥-신의주라는 네트워크적 장소성 형

성과 확대를 추동해 온 행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5년 전후부터 북중

협력은 단둥시의 무역·관광 등의 개별 경제 행위자와 신의주시 도급 이하 지

방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 단둥시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국가간 관계 경색 이후의 북중협력 사업은 로컬 행위자를 통해 진행된 것이

었다. 장소의존적 이해관계, 즉 장소의 재/생산에 자신의 생존이 좌우되는 장

소의존적 행위자가 존재하므로 (Cox 1998) 로컬 행위자는 자신이 의존하는 

장소를 떠날 수 없기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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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로컬의 경제적 이해는 국가의 안보적 이해를 뛰어넘지 못 하지만, 공식

적으로 규정된 한계 내에서 극대화되고 이것이 로컬 차원의 북중협력 지속으

로 드러난다.  

중국 단둥 뿐 아니라, 북한 신의주 역시 협력에 적극적이다. 도 관광총국

이 중심이 되어 단둥시 여행사와 공동으로 평안북도 내 관광지 개발에 착수

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독점권을 부여하는 한편, 도 경제개발국 또

한 단둥에서 이미 개발을 진행한 곳을 중심으로 (관광)개발구를 허용했다. 네

트워크적 장소성에 바탕 해 로컬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다. 다만 신의주 주도의 구상은 관광, 개발 등 제한적 영역에만 존재한다. 지

방 행정단위에 외자유치, 지구 개발 등에서 자율적 권한이 주어진 시기는 

2013년으로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또한 신의주는 단둥과 달리 로컬을 넘

어서는 다층적, 다중스케일적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신의주 로컬 차원의 구

상은 맞은편 단둥의 로컬 차원과의 연결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신의주에 드

러나는 로컬의 자율성은 아직 맹아적 형태에 그친다.  

단 분명한 것은 안보적 이해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모두에 있어 공통적으로 연결의 범위와 밀도가 변화할 뿐 연결 자체는 변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대혁명 시기처럼 국가 대 국가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이상 로컬 차원의 이동과 연결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적은 없었다. 제재 

본격화 이후에도 개별 차원의 친인척 방문 및 보따리 무역이 지속되었고, 회

사 차원의 북중무역 또한 품목과 형태를 바꾸어 진행되었다. 실제로 단둥에

서는 2017년 말 중조우의교 폐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오갔으나, 12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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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수공사 이후 차량 통행이 재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17a) 연결의 밀

도는 직접적으로 북중관계 경색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밀도와 범위가 변화

할 뿐 연결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로컬정치의 하한 역시 설정되

어 있다 하겠다. 

단둥-신의주를 연결하는 로컬의 경제적 이해는 북중 중앙의 안보적 이해

를 뛰어넘지 못 한다. 일찍 분권화가 정착된 단둥의 경우에도 중앙의 자원을 

활용하는 스케일의 정치가 현실화된 것은 중앙의 안보적 이해와 우발적으로 

접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두의 질문에 답하면, 단둥-신의주라는 네트워

크적 장소에는 접경지역의 독자적 이해관계와 관련 행위자가 존재하나, 그 

현실화는 우발적이며, 북중관계에 따라 제약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접경지역 내 상이한 실천을 주도하는 로컬의 자율

성을 보여주었으나, 북중 국가 간 관계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국가 외에도 로컬의 정치적 동학을 고려한 시각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시각으로 조명할 때, 로컬 차원의 

구상과 실천이 개입되는 측면을 함께 검토해 북중관계를 보다 복합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북중 국가 간 관계 외에 로컬의 미시적 

차원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2. 함의와 전망 

본 논문을 통해 접경지역 내외부의 국가, 로컬 행위자가 경계와 스케일

을 넘나들며 접경지역이 갖는 독자적 이해관계를 주조하고 현실화시키는 동

학을 살펴보았다. 행위자는 특정 층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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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도록 스케일을 구성하는 역동성을 보여 로컬정치 분석에 있어서 다층적, 

다중스케일적 시각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접경지역 내 초국경협력 뿐 아니라 국가 하위의 장소/지

역의 독자적 이해관계에 따른 실천을 분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사회공간적 개념을 도입해 로컬을 새롭게 인식함으로

서 로컬정치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장소에 초

점을 두면서도 로컬 내외 다수 행위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로컬정치가 펼쳐지

기 때문에 로컬정치는 지방정부의 행위로 환원되지 않으며 로컬정치의 연구

대상 역시 로컬에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문제해결 과정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

여준다. 오히려 단둥시정부 등의 로컬 행위자는 도시개발과 도시경쟁력 확보

를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연합을 추진하며, 한계에 부

닥칠 경우 자신의 문제를 국가 및 지역스케일로 담론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양국 간 안보적 이해를 뛰어넘진 못 했다 하더라도, 경제 영역에서 드

러나는 로컬의 수평적, 수직적 연결이 갖는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컬, 국가스케일 행위자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특

정 장소에는 로컬, 국가, 지역, 글로벌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

는 사회적 힘과 행위자들이 장소 내외부에서 경합, 타협, 상호작용하는 영향 

하에 놓여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로컬‘정치’를 온전히 이해하

는 시작일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사고하는 데 있어 국가중심적 인식을 

넘어서 로컬스케일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경제협력 구상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로컬의 장소성을 활용하는 한편, 로컬과 로컬의 연결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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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의 형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둥-신의주는 도시간 초국경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북중관계의 냉각

을 일정하게 극복하면서 독자적인 동력으로 로컬 경제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중요한 두 도시에서 국경의 존재는 로컬 차원의 

연결에 큰 장벽으로 기능하지 않았다. 물론 남북한의 경계는 북중 국경보다 

훨씬 투과성이 낮은 상태이며, 이동과 연결의 수준 역시 비교할 수 없이 낮

다. 비무장지대로 구분된 남북한 경계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단절적 경계의 

전형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계의 존속을 상호이질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 이동과 흐름

을 촉발하도록” 함으로서 한반도 내 초국경적 공존 역시 확대될 수 있다. (남

영호 2017) 이미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각국의 역사적 불신과 국익의 충돌

로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협력 구상보다는 국지적 장소를 대상으로 

한 초소지역협력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범식 2016, 2013; 이

정철 2013) 구체적 장소에 대해서도 북한의 안보적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경지역 협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북중 간 경제협력 사례와 대조적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실시되었다. 과거에도 금강산과 개성 등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관광, 산

업 분야 초국경(cross-border) 협력이 실천되었으나, 남북 중앙정부에서 추

진하는 경제협력이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두 사업이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경제협력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의미를 폄하

할 이유는 없으나, 개성과 금강산에서 추진된 경제협력은 사업장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었고, 그 외의 장소 혹은 지역과 네트워크되는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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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지 못 했다.  

본 연구에서도 로컬 행위자의 자율성은 국가간 관계에 의해 제약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로컬의 독자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실천은 

국가간 관계의 질곡 속에서도 완전히 무화되지 않았다. 단둥-신의주에서는 

네트워크적 장소가 형성되고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연결의 밀도

가 축소되고, 비공식적 영역으로 옮겨가더라도 로컬 차원의 이동과 흐름이 

지속되고 향후 확장을 대비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러한 실천을 한반도 내

로 옮겨온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과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한반도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스케일뿐 아니라 로컬스케일의 협력 역시 동시에 고려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상반기 현재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해빙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북은 물론 북중 간에 있어서도 국가 차원의 다양한 경제협력이 논의되는 

중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이 증거하듯이 장소에 뿌리내리지 못한 국가스케일

의 사업은 남북관계의 경색과 동시에 쉽게 흔들렸다.  

로컬 차원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사실상 중단되기 전에는 파주, 고양 등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

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통일경제특구’를 설립하

자는 구상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바 있다. (서울경제 2017) 남북 강원도의 지

역경제를 통합하고 남북 공동의 행정관리를 시도하자는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와 평화경제지대 구상 (김범수 외 2013) 등 로컬 차원에서 남북 접경지역을 

남북협력 및 평화의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돌파구로 삼자는 구상을 제출해 

왔고, 단둥-신의주를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을 한중협력 및 남북협력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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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소로 개발하는 구상(이상준 외 2011; 전병곤 외 2015)도 수차례 제

시되었다. 추진 예정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또한 목포·인천·남포·신의

주·단둥, 부산·속초·원산·단천·청진·라선·훈춘 등 남북한과 북중 접경도시를 

주요 도시를 점으로 각각 환황해, 환동해 경제벨트라는 선으로 연결하는 네

트워크적 구상을 내놓았다. 외부와 단절된 점 중심의 기존 방안보다는 한층 

진전된 모습이다. 북한 역시 도급 경제개발구 계획과 건설을 추진하는 등으

로 중앙 차원의 개발 외에도 지방의 특성을 살린 개발에 시범적으로 착수했

으므로 로컬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충분하다.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점을 연결해 선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남북간 특정 

장소가 갖는 성격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나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로컬 행위자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하거나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남북간의 연결이 지속될 수 있는 장소를 형성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때로는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

시키는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다. 장소를 활용하는 데 그쳤던 기존 남북협력 

사업과는 다른 접근을 고려할 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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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터뷰이 목록 

 

  

 기호 국적, 민족 일시  횟수 경제활동 

1 N1 북한 2017.9.2, 2018.4.28 2 외자유치 

2 N2  “ 2017.9.29 1 무역 

3 N3 조선 2017.9.22, 2018.5.2 2 고용, 투자 

4 N4 북한 2018.4.27 1 외자유치 

5 C1 중국, 조선족 2017.5.24 1 무역 

6 C2  “ 2017.10.25 11.22, 2018.4.24 3 무역, 임가공 

7 C3  “ 2017.9.29 1 무역, 수산업 

8 C4  “ 2017.11.20, 2018.4.24 2 무역, 투자 

9 C5  “ 2017.8.13, 2018.4.25 2 무역 

10 C6  “ 2017.11.17, 2018.4.22 2 중개 

11 H1 중국, 한족 2017.10.25, 2018.4.25 2 무역, 투자 

12 H2 “ 2017.11.14 1 무역 

13 Q1 중국, 귀국화교 2017.9.24 10.1, 2018.4.25 3 무역 

14 Q2  “ 2017.9.21 9.26, 2018.5.2 3 무역 

15 Q3  “ 2017.9.7 10.27, 3018.4.25 3 무역, 임가공, 투자 

16 Q4  “ 2017.7.17 1 중개 

17 K1 한국 2017.5.24 8.17 9.24, 2018.4.29 4 무역, 임가공 

18 K2  “ 2017.11.4 1 무역 

19 K3  “ 2017.9.16 11.4 2 무역 

20 K4  “ 2017.11.22 1 무역 

21- 

34 

포커스

그룹  

한족 5 

조선족 7 

화교 2 

2017.11.14 1 무역, 임가공, 투자 

35 G1  2017.10.22 1 전 단둥시정부 

36 G2  2018.4.22 1 현 단둥시정부 

37 G3  2018.6.12 1 현 단둥시정부 

 총계 3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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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local under the 

influence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midst of Sino-North Korean 

tensions after 2015, Dandong and Sinuiju, the borderland of China and North 

Korea (hereafter NK) showed new projects and a considerable level of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Why there is cooperation in borderlands among the central 

conflicts? Are there local’s independent interests? What is the mechanism of local 

interests’ realization? This research sought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o 

understand Sino-NK relations at the local level.  

In examining local practices, this research incorporates socio-spatial concepts 

including network and scale. Here, the network concept helped to understand the 

horizontal relations within and out of a certain place/city/region. Instead of 

regarding places as fixed in a certain geographical area, places are understood as 

rather flexible entities with specific placeness which is constructed through the 

interactions of various actors. Scale concept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scales 

by actors’ strategic engagement in contrast to levels as fixed entities. Thes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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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helped to identify multiple actors and their practices influencing local 

politics while interacting across various levels and scales at ths same time. 

Dandong and Sinuiju became the core place in conducting Sino-NK trade from 

the 1990s. To respond to NK’s rapid economic downturn after the collapse of 

socialist economies and series of natural disasters, NK national trade companies 

started to operate trade units in Dandong to expand their economic activities. 

Following their operations, the number of Dandong trading companies soared as 

well as their economic gains from Sino-NK trade. As the total economic gains 

rapidly increased throughout Dandong area, Dandong Municipal Government 

started to implement various backup measures to assist trade companies with 

expectations of municipal budget increase. Dandong-Sinuiju Kouan (transiting post) 

became. Dandong developed to a business centre where both NK and Chinese 

companies went through trade procedure from contracting to logistics while Sinuiju 

became the logistics centre where NK and Chinese companies’ warehouses and 

branch offices concentrated. Culminating placeness of Dandong and Sinuiju 

resided in the connectivities of Sino-NK. The link between Dandong and Sinuiju 

provided opportunities for economic gains and further “place-dependent interests” 

to Dandong’s public and private actors and NK national actors which are dependent 

on specific geographical place, in this case, on the link of Dandong and Sinuiju. 

Those asymmetric actors constructed “space of dependence” based on the 

Dandong-Sinuiju link.  

The economic interest based on the link of Dandong and Sinuiju is the driving 

force of local’s autonomous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up and downs of Sino-NK 

relations. It helped to expand cross-border trade and tourism culminated in the 

interdependent growth of two cities. The economic interests of strengthening Sino-

NK economic cooperation were critical at the local level while that of Chinese 

central government is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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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conducted Social Network Analys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functional links connecting two cities. Each NK and Chinese state institute and 

trade company was defined as a node in the analysis. The SNA analysis indicates 

two findings. First, in the state institute network, the counterpart of Dandong party-

government changed from Sinuiju-Pyongbuk to central NK party-government from 

the 2000s. As the assymetric economic interests between China and NK existed, 

the network nodes were diversified to include multi-level actors of NK. Second, 

trade network showed a typical grapevine network which consisted of multiple 

one-to-one relations. In addition, Dandong nodes, which link both Pyongyang and 

Sinuiju, have a high level of betweenness centrality. It resulted from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ino-NK trade; personal relations-based; indirect links with 

overseas nodes via Dandong nodes. In other words, Dandong showed brokage 

effects between NK’s overseas trade relations.  

Although Dandong and Pyongyang shared common interests for strengthening 

the Dandong-Sinuiju link, they conflicted over how and where to extend the 

network. In 2000, Dandong and Liaoning sought to construct a new bridge in Yalu 

River to develop Dandong Port and Dandong New Area (hereafter DNA) for the 

purpose of boosting local economy. However, Pyongyang had been reluctant to the 

bridge construction and instead actively pursued its independent development 

project focused on Daegyedo Port.  

To address Pyongyang’s objection to the new bridge construction, Dandong 

reframed bridge construction project from a local scale of urban development to the 

national scale events of “Eurasian logistics passage.” With this reframing, Dandong 

made the project as the national diplomatic agenda and finally succeeded in 

acquiring Pyongyang’s approval after 10-year-endevaours. In sum, it constructed 

national scale to realize its place-dependent interest by actively associating with 

Chinese national agencies. It showed the process of Dandong’s “politics of scale,” 

which utilized the resources of Chinese central government to materializ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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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local interests. The process revealed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local 

which expanded beyond local level and scale.  

The extension of local politics was possible only when China’s local economic 

interests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were contigently articulated. When they 

diverged, the density and length of the network diminished, further weakening the 

network as a whole since only local has economic interests in the place. In this 

sens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re the conditions enabling and limiting the scope 

of local practices In China, local’s economic interests, differentiated from national 

economic interests, could be maximized as long as it didn’t impact security 

interests. Thus, the local can be said to have only relative autonomy in that national 

security concerns conditioned the scope of local autonomy. In North Korea, it can 

be said that local autonomy is at the embryonic phase since only local-to-local 

economic cooperation exists. However, even in the case of worsening Sino-NK 

relations, links were sustained since numerous local actors resided with place-

dependent interests. It is the local’s place-dependent interests that became the 

sources of local practices found in the borderlands. 

 

Keyword: Sino-North Korean relations, local politics, space of dependence, politics 

of scale, cross-border cooperation,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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