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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존 경제사회학에서 거래비용 및 배태성은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기존 경제학 및 사회학의 학문 간에서의 경계선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래비용 논리란 인간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비추어, 특정 생산활동을 관장할 때 그 생산에 있어 

거래 당사자들은 시장과 위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태성은 이 기회주의적 행동에 있어 위계적 질서 같은 

통제보다는 사회적 구조에서 생산활동의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본 연구는 배태성 및 거래비용의 논리를 다시 결합시켜 북한 수산 

부문에서 시장 및 위계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그리고 시장화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 국가에 대한 배태성 및 자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존 제도 및 그 제도에 대한 이념적 고찰은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정책 변화 과정과 사실상 

소유권의 변모로서의 사유화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하나의 부문을 위주로 해서, 시장–국가관계의 복합성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 필자는 특정 활동의 수익성 대비 거래비용 및 생산비용 

구조에 따른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1950 년대 말부터 1980 년대 말까지 북한의 수산 부문은 

국가사회주의와 같은 단일조직사회 속에서, 지배구조 유형은 어획에 

있어서 크게 볼 때 3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첫째는 국영 부문으로서, 

시장과 관계가 없어지고 국가의 위계 속에서 모든 거래 및 생산활동을 

중앙 국가 혹은 지방기관은 관장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어획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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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생산, 대부분 수산물의 판매, 그리고 무역까지도 망라되었다. 생산-

공급-무역활동의 감시 및 단위 간의 거래 행동 (자재 수색)을 효율적으로 

계획화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거대한 단위 및 막대한 생산비용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둘째 유형인 협동 부문의 경우, 처음에 시장적 요소가 남아 있었으나 

1970 년대에 들어서 국영부문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국가적 위계 

질서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셋째 유형인 부업의 경우, 국가에 

배태되면서도 시장화의 기본 지배구조로 발달되었다. 

1980 년대 들어서 북한 경제는 첨예화되어 가는 침체 속에서 완전 

국가적 위계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수산부문에서도 개인경리 어로활동 

및 유관 시장적 사업들 (어구생산, 장사 등)이 사실상 등장하게 되었다.  

등장하게 된 지배구조들은 국가사회주의의 제도적 특성 속에서 

나타났으며 국가-시장 주체 관계에서 거래비용, 즉 자재 수색비용 

(수색비용) 및 생산활동을 감시하는 비용 (감시비용) 대비 수익성에 따라, 

사업의 자율성 정도 또는 국가에 배태된 정도를 결정한다고 필자는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장사와 달리 북한 무역부문에서의 국가의 통제 정도 및 

개별 무역회사 또는 그 산하 기지들의 자율성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업선의 국가에 대한 배태성, 그리고 수산관련 가내생산의 

자율성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거래비용은 북한 수산부문에서 

국가로부터 자율성-배태성의 정도를 설명하는 통합적 도구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거래비용을 제시한 

제도경제학 및 경제가 사회에 배태된 것을 강조해온 경제사회학을 

통합하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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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산 부문에서의 여러 사업이 국가와 맺은 복합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북한경제, 수산업, 시장화, 배태성, 거래비용 

학번: 2016-2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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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1.1) 경제사회학적 이론 고찰 

기존 경제사회학은 독자적 사회와 국가의 상호작용 및 자율적 

시장과 국가가 공존한다는 전제 하에서 선진국이나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구조와 관계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단일조직사회 (국가사회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수산이라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래비용 논리에 비추어 국가에 배태된 자율적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특정 사회구조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중요 양상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북한 

국가의 생존에 있어 수산 부문의 전략적 위치 그리고 부문 내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유관 업종들을 봄으로서 국가에 대한 배태성의 정도 

및 배태성의 결정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로써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현재 논의중인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논의 및 ‘위로부터의 시장화’ 논의를 통합하는 

시도를 실시한다. 1  국가에 배태되는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인지   

위로부터의 시장화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 국가 기관이 어떤 

사업을 배태하는 정도는 감시비용 (monitoring cost) 및 수색비용 (search 

cost)을 감안한 수익성의 정도에 따른다. 

                                       
1  이석기·양문수·김석진·이영훈·임강택·조봉현, 『 북한경제쟁점분석 』 , (서울: 

산업연구원, 2013)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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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시장이 국가에 배태됨으로써 국가가 그저 시장으로부터 

지대(rent)를 수탈(extract)하는 것이 아닌, 2  새로운 지배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 국가 기관에 관한 배태성의 정도를 특징으로 하는 

지배구조라고 하겠다. 개인부업경리 가내생산이나 개인장사는 

국가로부터 비교적 자율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반면에, 무역총회사에 

소속되어 어로활동과 수산무역을 하는 무역회사 및 기지는 총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저 지점이 아닌 자율적 가맹점 

(franchise)으로 발달되었다. 또한 무역이 아닌 어로활동은 중앙 국가 

기관에 배태되지만 단순 납부 관계 (액상계획의 달성)로 유지된다.  

본 연구는 경제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북한 수산 부문에서 등장하게 

된 위계 질서 (기업)와 시장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거래비용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자 하며, 

거래비용적 기제를 통하여 사회구조인 기업질서 및 시장질서, 그리고 

국가 제도의 급진적 변화의 일정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래비용은 주로 경제학계에서 쓰이는 개념으로서 사회학자들에게 

낯설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거래비용은 교환관계에서의 경제적 자극 및 위험 등의 요소를 

통합적이며 간단한 체계로서, 시장과 위계의 선택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하다. 이러한 체계적 설명을 갖고 사회성이 깊은 교환관계 

중의 하나인 거래관계와 지배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거래비용이론은 본래부터 경제학 및 조직이론, 그리고 계약이론의 

통합으로서 그저 ‘순수한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조직 유형의 중요성 및 

그 양상들을 다시 경제에 대한 분석에 투입하려는 노력으로 

                                       
2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 권 5 호 

(2012). 



3 

 

시작되었다.3 이 이론은 특정 부문의 지배구조 및 조직의 특성을 분석할 

때 널리 쓰이는 분석틀로서 사회학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배구조란 거래에 있어서 기회주의,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위험, 그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는 구조물이자 제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배구조란 거래에 있어서의 기본적 구조로서,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이자 거래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이뤄지는 

계약관계/권력관계를 말한다. 감시 및 수색비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전략은 시기마다 달랐으며, 국가는 투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했다고 필자는 본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 논리를 갖고, 북한 수산부문에서 위계 질서 

(지배구조)가 정착되었으며,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시한 

정책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김일성이 “거래비용”에 대하여 

가진 인식 및 이념적 전제조건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제 3 장에서 김일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의 기존 국가사회주의적 

수산부문을 분석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은 이념적 체계 

속에서 조직비용으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생산 단위를 

강조했으며, 또한 가격기제 (시장 탄압)를 완전 장악하려는 목적에서 

1950 년대 후반까지 개인어선을 없애고 대부분의 수산 상업 및 무역을 

국가 위계로 편입시켰다. 아울러 1970 년대 후반에 들어 수산협동조합 

부문에서 시장적 요소들을 청산하다시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목적도 있었으며, 이념적 체계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에는 집단적 경제모델 및 공평성의 추구가 깔려있었다. 김일성의 

                                       
3 Oliver E. Williamson,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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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보면, 배태성은 국가사회주의의 구축에서 ‘이행적 성격’을 띠는 

잔재요소로 볼 수 있다.  

어쨌든, 국영경제의 파탄으로 인하여 생긴 국가에 대한 배태성의 

정도 변동을 가지고 북한의 제도적 변화를 살피기로 한다. 제 4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전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 사업의 

유형들을 수산 부문에서 볼 수 있다. 집안에서의 독자적 생산 (가내생산), 

개인적 장사, 국가에 배태된 사업 (어로활동), 그리고 무역활동까지 

상당히 포괄적인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위계가 있는가? 이 문제에 응답하는 것은 

사회과학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다. 2009 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Williamson 에 따르면 기업과 시장은 거래를 관장하는 데에 있어, 상반된 

기제로서 태초에 시장에서부터 위계 (기업)가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4 

또한 그는 태초에 위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계에서부터 시장이 

출현했을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시장-위계라는 이분법적 틀을 제시하여, 

거래를 관장하는 지배구조 및 구조 결정 요인을 거래비용 (시장 혹은 

위계 선택에 따른 비용)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위계는 시장경제에서 주로 사적 지배구조인 민간 

기업으로 등장하지만 북한 같은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단일조직사회, 

즉 국가적 위계가 거의 유일한 지배구조였던 만큼 내부적 조직의 

지배관련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5 그런데 1950 년대 후반부터 

                                       
4 Oliver E.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20 쪽. 한번만 했던 표현이 아니다. 또 Oliver E.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p. 

87 에서 나온다.  

5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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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 말까지 북한에서 시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과연 시장화의 

과정에서 위계는 시장으로 대체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거의 단일조직사회가 된 1950 년대 후반의 북한에서 시장을 거의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것에는 거래비용의 논리가 분명히 있었다. 국가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시장의 무질서’를 없애고 국가질서 내부로 모든 

거래를 끌어당기는 것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분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을 거의 전면적으로 제거하려 시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일조직사회에서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중앙국가 

차원에서의 가격제정권의 행사이다. 즉, 시장의 개별주체 (기업, 개인 등) 

간에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으로 가격이 제정되는 

것으로서 중앙차원에서 모든 거래들을 틀어쥐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장의 근본인 가격 신호 (price signal) 는 자원 분배에서 부차적 

역할을 하게 되어, 국가의 명령은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 3 장에서 보겠지만 실제로 수산부문 내에서 여러 유형으로 

분절되어 국가의 장악 (가격기제)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소련 및 동구권에서 국가사회주의가 붕괴한 후, 소위 ‘고난의 행군’ 

(대기근; 1995 년-1999 년) 무렵에 ‘장마당 경제’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생존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시장화의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따른 시장화의 심화와 국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학적 차원에서의 이해는 결여되었다. 

그 결과,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다소 협소하게 분석해 왔으며, 북한 

시장에서 중요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경유착 혹은 약탈적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착-갈등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위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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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과 시장의 재등장을 살펴보면서, 거래비용 논리를 통하여 

차등적으로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수산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도구적 사례연구 

(instrumental case study)를 통해서, 북한의 시장과 국가 관계에서 

사회구조의 중요성 및 지배구조를 거래비용의 논리 (the logic of 

transaction costs)에 비추어 다양한 지배구조가 공존함을 새롭게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주요 개념은 배태성 (embeddedness)이다. 경제사회학의 기존 

논의에서는 거래비용을 경제학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와 대응되는 

개념인 배태성은 경제가 사회 혹은 국가에 배태되는 것으로 강조한다. 

일부 학자들은 거래비용의 삭감에 있어 배태성의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는데, 필자는 이런 연구와 유사한 시도를 실시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동시에 서로 대응되는 개념들을 합쳐서, 배태성 

정도의 상당부분을 거래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기존의 인과관계 (거래비용에 따른 사회구조의 등장)를 반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시장 주체들을 일정하게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감시비용 (monitoring costs) 및 수색비용 (search costs)과 직결된다. 

즉, 어떤 사업에 대한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을 경우, 

그런 사업은 국가에 배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거래비용이 높고 

수익성이 낮을 경우, 국가가 통제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영 질서로 

그런 사업을 하는 시장주체들을 끌어들일 자극이 적다고 본다.  

시장화의 과정에서 북한 중앙 국가는 흔히 두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국가를 지대추구 주체 (약탈국가; predatory state 혹은 지대국가; rentier 

state)로 보는 것과 시장화를 탄압하거나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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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어왔다. 이는 당연히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니다. 북한 국가 

요원들과 시장에 관여하는 중앙기구들은 온갖 지대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1980 년대 후반까지 북한 같은 단일조직사회 (mono-organizational 

society) 6에서 국가 이외에 자율적 시민사회나 문화권이 아예 없었으며, 

장마당은 있을 수 있었지만 경제에서 매우 작은 역할만 하였다. 국가가 

시장을 견제하는 데에는, 이념적 부분 그리고 권력의 논리도 있었다. 

사회적 분배에 있어 시장이라는 기제의 범위가 커질수록, 국가 권력의 

범위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북한 국가의 기본적 존재이유인 ‘사회주의 

혁명’과 그것에 깔린 ‘공정한 분배’도 악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재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국가는 시장과의 타협 그리고 

부분적인 묵인/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앙 국가에서 표방한 정책 및 시장의 등장 

과정보다는 국가-시장 간의 복합적인 관계에 집중하고자 한다. 

경제사회학적 개념인 배태성 및 주로 경제학계에서 활용되는 거래비용의 

논리를 활용해서 이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시장-국가의 관계는 

서로 대결·견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상호의존성을 특징짓는 배태성-

자율성의 정도로 볼 수 있고, 여기서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6  이 개념은 Rigby 가 제시한 소련의 조직사회에 대한 개념으로서 1980 년대 

말까지의 북한의 경제사회, 그리고 지금까지도 북한의 정치제도에 있어 매우 큰 

통찰력이 있다. 조선노동당-국가 밖에 조직이 없는 사회로서 단일조직사회이다. 

T.H. Rigby, 'Stalinism and the Mono-Organizational Society', in Stalinism: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Robert Tucker ed., (Oxon: Routledge, 2017), pp. 53-76. 



8 

 

거래비용 논리를 발달시킨 Coase 7 와 그의 논리에 바탕을 둔 

Williamson 8 은 신 제도경제학적으로 시장 (markets)과 위계 

(hierarchies)라는 이분법적 범주를 규정하면서 시장과 기업의 존재를 

설명하였다.9 이는 Coase 의 설명으인 ‘시장에서 구매 혹은 기업 내에서 

제작의 문제’ (‘제작-구매 문제’; ‘the make-or-buy problem’)로 요약될 수 

있다. 10  시장과 위계는 서로 대응되는 지배구조로서 특성상 다른 

거래비용 구조가 있다. 북한 중앙 국가는 시장을 택할 경우, 개별 

주체에게 거래를 관장하는 것에서 영향력을 부여하고 그 개별 주체에 

대한 감시비용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국가 내부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자재공급 문제 (수색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지배구조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거래비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위계 (국가/기업)를 통하여 거래를 수행할 경우에는 자재공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 같은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감시역량의 한계에도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할수록 국가는 거래에 대한 감시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위계로 끌어당길 

자극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 년대 재정난에 봉착한 북한 중앙 

국가는 자재 공급 마비 (감당할 수 없는 수색비용)의 상황에서 우선 

하위 무역 단위들에게 자율성을 하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감시비용을 감당하게 되었다. 또한, 무역과 무관한 단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기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변화는 

                                       
7 Ronald Coase,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 (1937), pp. 386–405. 
8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9 거래의 빈도, 불확정성 그리고 기회주의에 대한 우려에 따라 위계가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10 Robert Gibbons, "Four formal(izable) theories of the fir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8 (2005), pp. 2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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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벌어진 국영기업 개혁인 조대방소 (抓大放小; 

국영 대기업을 잡으며, 국영 소기업을 방기하는 정책)와 유사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산 부문에서 국가는 국영 수산사업소와 협동조합을 직접 운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로활동의 유관 후방사업, 물류사업 (상업망), 그리고 

무역 사업까지 거의 모든 거래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북한 공식 

문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북한의 농업 부문과 유사하게 협동경리(協

同 經理)와 부업경리(副業經理)도 있었고 이 부문들은 어느 정도 

농민시장이나 직매점 (直賣店) 같은 상점을 통해 일종의 시장적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당시에 국가는 사실상 모든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배태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 포함된 사업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그런데 1980 년대 말에 생산 비용구조의 급변에 따라 더 이상 이런 

부문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국가의 수산부문에서 시장적 

관계들과 시장 주체들이 국가에 배태되었거나, 아예 시장으로 이탈되게 

된 활동들이 많았다고 본다. 당연히 사유화와 시장화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 조직, 이념과 지도자의 정책적 인식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요인으로만 설명하기 힘든 부분, 그리고 쉽게 간과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가령, 국가는 물류 (도매 등) · 장사 (도소매)에서 자율적 시장 주체의 

등장을 억누르지 못했다. 반면에, 어선의 운영과 무역의 과정에서는 

국가가 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통제를 할 수 있었는지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와 배태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그저 통제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위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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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의 보호와 지원으로부터도 역시 배척된다는 ‘배태성의 역설’ 

(paradox of embeddedness) 을 잘 보여주고 있다.11  

배태성이라는 개념은 경제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 오래 

전부터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2  본 연구는 1985 년에 Granovetter 가 

제시한 배태성 개념과, 특히 Evans 가 발전국가론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 

내놓은 배태된 자율성 (embedded autonomy)의 매우 유용한 측면을 

밝힘으로써, 비교제도적 접근 (comparative institutional approach)과 

거래비용 경제학이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 이론적 함의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13  원래 Evans 의 개념은 국가가 사회에 배태되면서도 

모종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 전략적 개입을 하여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단일조직사회였던 북한의 시장화-사유화 과정에서 국가 내에 시장이 

배태된 과정 및 그 원인과 특징을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율성의 

역설 (paradox of autonomy)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Granovetter 는 Williamson 의 거래비용 접근을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경제적 비용 계산들을 통해서만은 경제적 

조직의 등장과 확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으로 

이윤을 낸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측면만 보게 되면 ‘완전 

                                       
11  Brian Uzzi 가 배태성이 있음에 따라서 경쟁적 시장에서의 우위와 불리한 

부분들을 지적하였을 때 쓴 표현이다. Brian Uzzi ,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s: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1997), pp. 35-67. 
12 Karl Polanyi 는 1944 년에 발표한 ‘대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다른 

의미로 활용하여, 다른 사회학자들은 Polanyi 의 개념을 빌려 새로운 이론과 

개념을 도출하는 데에 애썼다. Richard Swedberg, The Principles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p. 26-30 을 참조할 것.  
13 Peter Evans,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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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의적’ 설명에 불과하며, 사회 구조와 사회관계가 시장과 

경제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외면하게 된다. 14  이후 배태성을 

가지고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분석한 Evans 는 배태성과 거래비용을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국가는 사회에 일정하게 배태됨으로써 

시장의 문제점들 (거래비용 포함)을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15  국가에 

배태된 자율성을 유지함으로써 시장을 건설적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 너무 배태될 경우 정경유착관계가 팽배해질 수 있다. 그리고 

배태성보다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 국가는 시장으로부터 

이탈되어 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16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 수산부문에서의 지배구조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사업의 국가에 대한 배태성 및 자율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거래비용 논리가 간과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겠다. 중앙 국가 

기관의 생산단위나 관리단위에 대한 실효 통제력은 거래비용과 밀접히 

연관되는데, 중앙 국가 기관은 생존을 주 목표로 삼고 배태성의 정도에 

따른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 정도의 

배태성을 택한다고 할 수 있다.  

 

(1.2) 수산 부문의 특정 위치 및 사례연구 대상 설정 

수산 부문은 북한에서 특수하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90 년대에 들어선 이후 북한의 수출품목 중에서 상위 5 위 안에 드는 

                                       
14  Mark Granovetter,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1985): 481-510. 
15 Evans, Embedded Autonomy, pp. 26-27.  
16 한국의 경우, Evans, Embedded Autonomy, pp. 53-54 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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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수산부문이 북한 국가의 생존과 경제 생존에 있어 중요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7 

미사일 · 핵개발의 고도화로 인해 2017 년 8 월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채택된 추가제재에 따라, 이제 북한 해산물의 수출도 

금지되었다. 수산물은 이만큼 북한의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작년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1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8 1960 년부터 1980 년대 말기에 나온 북한 공식 무역 수치와 

비교하면, 주로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수산 부문은 수출품의 총 무역액 

중 1-2%정도의 비율에 불과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화의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은 총생산 대비 10%도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외화와 자본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수산업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  그런데 수산업이 이 

만큼 국가 생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영역으로 

완전 흡수할 수 없었던 면은 시장화와 사유화의 함의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조직사회로부터 시장화되는 북한 경제에서 지배구조와 

                                       
17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의 '경제복합성의 관측소'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에서 소련 붕괴 이후 북한 국제수지와 수출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수출 수치를 

https://atlas.media.mit.edu/en/visualize/line/sitc/export/prk/all/show/1992.2016/에서 

참조할 것. 
18 Philip Wen, "Exclusive: As sanctions loom, seafood trade slows on China-North Korea 

Border, Reuters 2017 년 8 월 8 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

missiles-china-exclusive/exclusive-as-sanctions-loom-seafood-trade-slows-on-china-north-

korea-border-idUSKBN1AO1B5. 최근에 들어 중국이 가한 제재와 그로 인한 무역 

충격과 관련하여, 임강택, “2017 년 북한의 시장 실태와 2018 년 전망”, KDI 북한 

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54-70 쪽을 참조할 것.  
19  양문수, “지방경제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1990 년 대를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 11 권 제 2 호, 2004, 17-20 쪽을 참조할 것.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missiles-china-exclusive/exclusive-as-sanctions-loom-seafood-trade-slows-on-china-north-korea-border-idUSKBN1AO1B5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missiles-china-exclusive/exclusive-as-sanctions-loom-seafood-trade-slows-on-china-north-korea-border-idUSKBN1AO1B5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missiles-china-exclusive/exclusive-as-sanctions-loom-seafood-trade-slows-on-china-north-korea-border-idUSKBN1AO1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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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복합적 위치를 이해하는 데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 4 장에서 보겠지만 어로활동은 다른 분야에 비하면 

시장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배태된 시장 현상에 있어서 분석될 만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자산특정성이 높은 투자 (위험도가 

높은 투자)의 필요성이 비교적으로 적었던 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사회주의의 생산비용구조의 파탄으로 인한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국가의 생존에 있어 수산 부문의 전략적 위치 및 

부문 내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유관 업종들을 봄으로써 국가에 대한 

배태성의 정도 및 배태성의 결정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부문 

내에서 제조 (어구 제작 등), 원자재 추출 (어로활동), 소도매 (다양한 

장사), 그리고 무역까지 다양한 주체들과 활동들을 포함한다. 이런 점을 

통해 북한 경제에서 사회구조의 중요성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성이 

어느 정도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수산 부문에 대해 

도구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북한 시장화의 사회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제 2 절: 선행 연구 

(2.1) 시장화와 정부 태도 연구논의 

북한은 이제 국가사회주의 사회경제가 아니라 시장이 있는 

복합경제이자 복잡한 사회이다. 기존 연구와 더불어, 대중 언론에서 이런 

사회적 사실이 나타난 지 20 년이 넘었다. 기존 연구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런 사실은 보통 ‘시장화’로 흔히 규정된다. 다시 말해, 장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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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확산과 장마당의 가격기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행정명령에 의한 중앙집권적 자원 

분배에서부터 분권화된 시장 자원 분배로의 이행 과정으로서 흔히 

인식되고 있다. 이는 체제적 차원에서 국가의 관료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20  

당연히 국가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흔히 알려져 

있으며, 시장의 등장과 확산의 경과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인식에서는, 사회가 따로 없는 이분법적인 

국가-시장 같은 틀로 희석되어 시장이 주역이 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가는 시장화를 방해하는 주체이거나 도리어 시장의 

반대 세력으로 보이고 있다. 즉, 지도자의 독단적 판단 및 정책결정에 

따라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정책은 변동되며, 이 과정에서 시장-국가 같은 

경쟁관계 혹은 종종 적대관계가 재생되어왔다고 흔히 분석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관점을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혹은 ‘자생적 

시장화’로 보는 것이다.21 

본 연구는 이들 연구 논의에서 적합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수산부문에서 자율성이 높은 일부의 양상들을 관찰하고, 이를 활용해 

외부적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런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의 

경제사회학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다만, 기존 논의에서 빠진 국가의 

거래비용 계산 (조직-시장 선택에 있어 손익 계산)을 추가함으로써 한 

                                       
20  본 절은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주요 학자들인 

이석기·양문수·김석진·이영훈·임강택·조봉현, 『 북한경제쟁점분석 』 , (서울: 

산업연구원, 2013)에서 나온 개념들을 인용하여 쓴 것이다 
21 예를 들어 양문수, "2000 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현대북한연구』 

15 (2012), 85-123 쪽;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17 권 2 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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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더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의 조직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중앙국가 차원에서 1990 년대부터 반(反)시장 조치와 적극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점에서 확인되었고 아울러 2002 년에 발표된 7.1 조치와 

2003 년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2005 년부터 반(反)시장 조치와 2009 년 

화폐 개혁에서 반시장, 반개혁 조치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아래로부터 

시장화’의 근거로 볼 수 있다.22  

중앙국가의 태도와 정책으로만 국가의 역할과 행태가 구성되지 않는 

점과 더불어 국가 내에 유일한 주체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이해상충들이 현존한다는 사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이 부각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기범 

(2009)의 연구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23  그의 연구에서 보여진 

중앙정부에 대한 관점과 본 연구의 관점은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책의 변동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국가에 

배태됨으로써 사회구조의 일부인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장마당에 관한 정책에서만 시장-국가의 관계가 

나오지 않으며, 특히나 국가에 배태된 시장 주체들은 이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마당 관련 

                                       
22  수많은 연구자들은 북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태도를 연구해왔다. 김정일 

하에서 시장화와 정부의 대응방식에 있어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파주시: 한울아카데미, 2010) 및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특히 참조할 만하다.  
23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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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나 규제완화에 대한 연구는 국가에 배태된 시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점을 보충하여 ‘위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24  박형중 (2011)은 국가기관의 상업적 행태를 분석했다. 25 

또한 박형중 (2012)은 그의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에서 

국가를 시장을 추동하는 세력으로 설명하고 지대추구를 강조하여 제 1 절 

문제제기에서의 ‘약탈 국가론’ 혹은 지대추구국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26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실질적으로 ‘국가-시장’의 경계에 있어 애매한 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둘째, 지대추구 및 약탈행위로만 요약될 수 없는 배태성 

현상이다. 첫째의 경우, 박형중 (2011)에서 ‘국가기관의 상업적 행태’로 

분석하는 활동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시장지향적 유사국영기업 (pseudo-

state enterprise)이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27 둘째의 

경우, 첫째 점의 연장선상에서 약탈행위로만 보기 힘든 시장세력을 

포용하는데, 특히 시장기제와 시장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많은 국가기관들과 시장 사이에의 자율성-배태성의 정도를 집중적으로 

볼 만하다.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는 주로 중앙 국가 기관과 소속된 

기구에 배태가 잘 되지 않는 시장 활동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즉, 

                                       
24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統一問題硏究』 第 21 卷 1 號 (2009), 303-361; 최봉대, “북한의 시장 활성화와 

시장세력 형성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한반도포커스』, (2011) 등이다.  
25  박형중, “북한에서 1990 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통일정책연구』, 제 20 권 1 호 (2011). 
26 박형중,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한국정치학회보』」, 46 권 5 호 

(2012). 
27 유사국영기업과 관련하여 Andrei Lankov, Peter Ward, Kim Ji-young, Yu Ho-yeol, 

‘Making Money in the State: North Korea’s Pseudo-state enterprises in the early 2000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7 (2017), pp.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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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사, 밀수, 가축, 기타 가내생산 (어구 생산 등)의 경우, 

국가로부터 자율적 사업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로 규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률상 중앙 국가 기관에 소속된 것이라면 ‘위로부터의 

시장화’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배태성의 정도에 집중함으로써 ‘국가와 시장의 관계’의 지배구조의 

변수에서 새로운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위의 주체냐 아래의 

주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거래비용 계산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2.2)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이석기 (2003)의 연구는 기존 기업소 경영에서 주요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과정 등 북한 기존 사회주의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내부자의 통제’ 

및 ‘자발적 시장화’에 초점을 맞췄다. 28  북한 식 ‘단일조직사회’에서 

국영부문의 시장화 양상들을 해명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이다. 

그런데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점에서 

본 연구가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 중에서 북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분석은 많지 않지만 

양문수 (2010)의 기업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는 Williamson 의 

거래비용을 북한 국영기업체계에 적용함에 있어 유의미하다.29  양문수는 

국영기업을 위주로 하여 기존 제도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였는데, 거래비용에 있어 효율성의 결여를 강조하여 기존 사회주의 

                                       
28 이석기,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서울: 

산업연구원, 2003), 93-173 쪽. 
29  양문수, 『 북 한 경 제 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파주시: 

한울아카데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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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거래비용적 접근으로 시도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장-국가 사이에 국가에 배태된 기업의 등장에 있어 거래비용 논리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본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즉, 국영 기업과 

시장의 사이에 국가에 배태된 기업이 있는 바, 이 기업의 등장과 결정 

요인들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이는 거래비용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지배구조라는 관점에서 북한 경제 실태를 따지는 

연구로서 박영자 등 (2016)을 참조할 만하다. 30  박영자 등 (2016)은 

중앙공업, 지방공업, 그리고 합작기업이라는 3 가지의 유형별로 북한 

기업 지배구조를 분석하였다는 점,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미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기업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 제 4 장에서는 자율성-배태성의 정도를 살핌으로써 그들과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하며, 시장의 배태성-자율성 정도에 집중함으로써 

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중앙국가의 인센티브 (거래비용)와 통제 능력의 

한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2.3) 수산 부문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북한 수산 부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양학에서 

진행되었다. 1990 년대 말,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수산과 남북 협력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31 해양학 연구에는 북한 수산 부문에서의  

                                       
30 박영자·조정아·홍제환·현인애·김보근,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 

(서울: 통일연구원, 2016). 
31 가령, 홍성걸∙오순택, 『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남북수산협력 발전방안』,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신영태, “남북한 어업협력 방안”, 『통일경제』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 1998)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전에도 협력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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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기존 북한 수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북한 수산부문을 개괄하면서 경제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들은 원칙적으로 

국가 기구와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들은 본 연구와 목적이 

다르며,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지만, 아예 다른 차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서’로서만 유용하다고 본다.  

이 외에 기존 북한 정치경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유화 현상의 

일환으로서 수산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윤인주 (2013) 32 와 

양문수⋅윤인주 (2017) 33 도 특히 참조할 만하다. 윤인주 (2013)의 경우, 

정량적으로 사유화 현상의 팽배 정도의 측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연구이며, 양문수⋅윤인주 (2017)는 이런 시도를 더 해서 최근 

추세를 잡아내는 것으로서 귀중한 연구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단점으로 인식되는 일반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두 

가지의 연구를 참고할 것이다. 한편으로, 두 연구에서 나온 이론적 

이해에서 벗어나 사유화 현상을 그저 경제학적이거나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회구조의 변화로 바라보면서 거래비용 접근을 

통해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배태성 정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수산 부문의 시장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북한의 무역 구조는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없지 않았다: 장창익, “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남북한 수산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정책연구』, 제 8 권 제 2 호, (1993). 

32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33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20 권 2 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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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벌이 장사 (무역회사) 혹은 장사, 어로활동 등 부문의 여러 단계들이 

언급되고 있다.34 이런 언급들 중에는 유용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종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무역 체계관련 연구 35 와 

특수기관의 활동에 대한 연구 36도 수산부문의 변화를 분석할 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34  예컨대, 임강택, 『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 , (서울: 

통일연구원,2009), 126-128 쪽.  
35  가령, 정은이, "북한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를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과제』 (2012); 양문수, “북한무역의 

제도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2008). 등 매우 대단한 연구 성과가 있다.  
36  예를 들어, 김광진,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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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방법 및 분석틀 

제 1 절: 연구방법 

(1.1)  사례연구 

질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시에 수산부문의 여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특정 수산 부문 (특정 지역 및 여러 유관 사업)에서 

거래비용 (조직비용)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있다. Ning Wang (1999)은 

중국 특정 지역 (후베이성; 湖北省) 수산시장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거래비용 계산으로부터 시장구조가 나타났다고 한다. 37 

또한 Acheson (1985)는 미국, 메인 주 (Maine)에 있는 바닷가재 시장을 

사례로 삼아 거래비용 논리에서 기업-시장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를 

비판하면서 거래비용의 배후에 있는 복합적 사회성에 집중한다. 38  본 

연구도 역시 북한 수산 부문에서 Acheson (1985) 및 Ning Wang (1999)이 

주요 연구 문제로 삼았던 사회적 맥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례연구의 효용성이 무엇일까? 

질적 연구 분야에서 유명한 Robert Stake 에 따르면 사례연구 유형은 

주로 3 가지 있다. 첫째는 고유 사례연구 (intrinsic case study), 둘째는 

도구적 사례연구 (instrumental case study), 셋째는 집단 사례연구이다. 39 

고유 사례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탐색적으로 어떤 현상, 제도, 기구 등을 

연구하여 연역적 분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반면에 도구적 

사례연구는 기존 이론을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분석을 하는 경우에 

                                       
37 Ning Wang, "Transaction Costs and the Structure of the Market: A Case Study",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58 No. 4 (1999), pp. 783-805. 
38 James M. Acheson, "The Maine Lobster Market: Between Market and Hierarchy",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Vol. 1, No. 2 (1985), pp. 385-398.  
39 Robert Stake, The Art of the Case Study Research, (Sage: Thousand Oak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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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된다. 본 연구는 여러 사례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점에서 

집단사례연구이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배태성 

정도 및 결정 요인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도구적 사례연구로 볼 수 

있다.  

사례연구는 통계적 일반화를 직접 도출할 수 없으나, 일반성이 있는 

사례들 혹은 대표적 사례들을 통해 중요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질적 방법론으로서 인과관계의 변수보다 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Martyn Hammersley 에 따르면 경험적 

일반화 (empirical generalization)를 구할 때 사례의 일반성을 확립해야 

일종의 일반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수산 부문 

및 시장영역에 대한 통계, 그리고 북한 공식 문헌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40  질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밝힌 통계를 

간과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경험적 일반화는 사례의 일반성을 

확보하여 사례의 세부적 내용을 강조할 때 북한 경제의 타 부문에 

적용할 수 있다. 사실, 수산 부문에서 이루어진 장사관계, 가내생산, 

무역회사 활동, 그리고 부업선으로 등록된 어로할동까지 타 부문에 

적용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역회사 및 기지들의 중앙 국가 기관에 

대한 배태성 정도는 수산업과만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장사 및 

개인경리 부업 (가내생산)도 마찬가지다. 부업선의 경우 역시 기업소에 

소속된 기타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외부적 일반화가 

내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화를 내부적 (특정 업종/직업/지역 사례 등) 일반화 및 

외부적 (특정 사례 외) 일반화로 나눌 때, 질적 연구의 주요 장점 및 

                                       
40 Martyn Hammersley, What's Wrong with Ethnography?: Methodological Explorations, 

(Routledge: London, 1992), pp. 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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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내부적 일반화의 경우는 여러 어선 운영자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어선 운영에 있어 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적 

지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외부적 일반화의 경우에는 

어선의 운영에서 볼 수 있는 배태성의 정도가 어떠한 거래비용 계산에 

깔려있기 때문에 비슷한 거래비용 및 생산비용의 조건에서 비슷한 

배태성의 정도가 나타날 가설이나마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외부적 

일반화의 경우, 향후에 연구의 과제로 남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다.41  

 

(1.2)  분석 자료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자료의 

절대 부족이다. 본 연구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옛날 북한의 모습을 

되살리려면 다양한 자료로 교차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 

당국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42 그나마 2000 년대 초에 

국내에서 획득된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출판된 당시 (1980 년대 중순 기준)의 북한 수산부문의 구성을 

단편적이나마 통계상으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온갖 

왜곡이 있을 수 있으나, 그나마 기존 국영사회주의 수산 부문을 

알아보는 데에 활용이 가능한 자료이기에 왜곡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용하기로 한다.  

                                       
41 내부 일반화 및 외부 일반화에 대해 Joseph A. Maxwell and Margaret Chmiel, 

"Generalization in and from Qualitative Analysis", in Uwe Flick ed.,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pp. 540-553. 
42  양문수, “북한 경제 연구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 

방법론』, (한울: 서울, 2003), 215-2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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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하에서의 거래비용 구조, 그리고 그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제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 하에서의 

거래비용 구조를 제 3 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독점적 담론의 위치를 차지하는 김 父子의 

저작들을 봐야 한다. 43  김일성의 『 저작집 』 과 『 전집 』  등 주요 

연설문집들에서 나온 수산관련 연설과 발언들을 통해 북한 수산부문의 

지배구조와 거래비용 구조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김일성의 

문제의식, 그리고 김일성이 조직비용에 있어 제시한 해결책들이 명백히 

나타나 있어서, 볼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다. 『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 에서 나온 통계와 동시에 보게 되면 조직구조가 더욱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다.  

시장-국가 관계를 분석할 때 경험적 일반화를 획득하는 문제도 있다. 

제 3 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 북한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볼 

수 있다. 44  드물게도 유엔 관련 단체들은 영양조사, 인구조사 등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북한 경제에 있어 2008 년에 실시된 

인구조사를 분석한 정현곤 등 (2012)의 참조할 만한 추정치들을 가지고 

제 4 장에서 시장화를 개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실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탈북자 (북한 이탈주민) 

조사를 실시하거나 질적 방법론 (북한 문건 검토, 탈북자 심층 인터뷰)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산관련 탈북자 조사는 선행연구인 윤인주 

                                       
43  북한 내부 담론 및 김일성-김정일 저작물의 중요성에 대해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 (서울: 책세상, 2001)을 참조할 것.  
44 정형곤·이석·김병연,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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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5 와 양문수⋅윤인주 (2017) 46 를 참조하여 사례의 일반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다양한 자료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타당성 

및 일반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연구 및 북한 공식 문헌, 그리고 탈북자 인터뷰 진술을 동시에 

교차분석하여서, 사실을 밝히고 수산 부문과 더불어 북한 경제에서의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특성 및 결정 요인을 엿보고자 함이다.  

북한 경제의 특정 부문을 다루는 논문으로서 상당부분에 있어 

인터뷰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실, 사회구조에 배태된 경제적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인터뷰는 대단히 귀중한 연구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사관계 (수직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경우, 공식적 문헌에서 나오지 

않는 현상이 많다. 북한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시장화된 부문에 대해 공식 문헌에서 언급하는 경우조차 극히 드물고, 

앞서 언급된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같은 비밀문서 

이외에는 사례나 실례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이 거의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준구조화 (semi-structured)된 인터뷰는 보다 중요한 

연구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사회 현상에 얽매여 있는 주체의 

동기,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47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탈북자 15 여명의 진술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자료는 

2016 년-2017 년에 란코프 (Andrei Lankov) 교수의 주도 하에서 진행된 

                                       
45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46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20 권 2 호 (2017). 
47  인터뷰 방법에 대해 Jennifer Mason, Qualitative Researching (Second Edition), 

(Sage Publications: London, 2002), pp. 62-83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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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로부터 나온 녹취록이다. 필자는 주요 질문 내용을 제안하고 

인터뷰진행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했다. 이를 이론적 틀을 가지고 

분석하여서, 제 4 장에서 시장-국가 배태관계를 보고자 한다.  

 

제 2 절: 분석틀 

(2.1) 기존 거래비용 경제학과 경제사회학의 대통합 

북한 시장화의 경제사회학적인 측면을 보려면 결과물 및 경과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통합적 틀을 필요로 한다. 기존 경제사회학 논의는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 집중돼있으며, 특히 서구 같은 선진국의 복합적 

사회경제적 양상들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신 고전 

경제학 (neo-classical economics)에 맞서, 사회적 측면을 도입해야 ‘경제의 

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신 

사회경제학’ (the new economic sociology)이 시작되었다고 한다.48 그렇기에 

기존 이론에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본다. 

첫째, 경제사회학은 Granovetter 의 기존 경제학, 특히 Williamson 의 

거래비용 경제학을 비판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구조로서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인식하는 것으로, 한편으로 지배구조가 사회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만큼 기업과 시장에서 사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9 

이로써 시장거래 (spot transaction)와 완전 위계적 수직통합 기업 사이에 

있는 각종 지배구조 유형들을 ‘일시적 것이 아닌 현상’들로 확인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연구성과를 거두어냈고 다양한 지배구조 

유형들이 이제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연구 

                                       
48 이 과정에 대해 특히 Richard Swedberg, The Principles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의 요약은 참조할 만하다.  
49  Mark Granovetter,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1985), pp. 4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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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었다. 50  그런데 Williamson 의 거래비용 접근과 더불어 특히 

Jaffee (1995)의 高 가치 식품 시장 (high value food markets)을 분석할 때 

유용한 개념화가 나오고 사회구조로서 지배구조를 분석할 때 이런 

조직으로부터 파생된 거래비용구조를 볼 만하다. 51  사회경제학에서는 

비용의 계산에서 벗어나 시장-기업의 경계에서 손익계산보다 관행, 전통 

등 문화적 측면 혹은 네트워크적 동학에 집중해왔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의 논리를 경제사회학에 재도입하는 시도이다.  

둘째 문제는 기존 사회경제학에서의 국유-국영적 

단일조직사회에서부터 시장-국가 관계까지의 배태성 논의를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적용하려면, 북한의 특수한 사회적 조건들에 비추어서  

이론과 개념화를 ‘역설계’ (reverse engineer)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에 배태된 시장화 현상을 분석할 때 기존 경제사회학 논의에서 

중요한 Evans (1995)의 논의를 뒤집어, 국가가 어떻게 사회에 자율적으로 

배태됨으로써 발전을 주도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장이 

국가에 대해 차등적으로 배태되어 거래비용이 최소화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하여튼, 경제사회학에서 제기된 배태성의 논리 및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거래비용 논리를 대통합하여 북한 수산부문의 시장화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를 보고자 한다.  

 

 

                                       
50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는 Victor Nee, "The New Institutionalisms in 

Economics and Sociology", Neil Smelser and Richard Swedberg eds.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49-74.  
51 Steven Jaffee, “Transaction costs, risk and the organization of private sector food 

commodity systems” In: Steven Jafee and John Morton, Marketing Africa’s High Value 

Foods,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1995), pp.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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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래비용 접근 

시장과 위계는 거래를 수행하는 수단이자 자원분배의 기제이다. 기존 

신제도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시장과 조직의 공존을 문제로 

삼아 분석한다. 위계적 조직은 지배구조의 유형 (a governance form)이다. 

시장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이자 거래에 대한 지배구조의 유형이라면, 위계는 수직적으로 

거래를 관장하는 지배구조의 유형이다. 

이런 개념화에서 여러 가지 이념적∙문화적 측면이 빠져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보편적 설명을 표방하기 위하여 이익의 

최대화, 즉 효용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어떤 사회경제학자들은 

비판한 바 있다. 52 다른 사회경제학자들의 논의 53 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오로지 어떤 사회적 제도의 기능을 통해서만 그 제도의 등장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의 등장에 있어 역사적 맥락과 권력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겠지만 조직의 구성과 조직변화를 

분석할 때 유용한 측면도 많다. 특히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북한 

중앙국가의 조직비용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에 유용하고 시장화의 

과정에서 배태성의 정도를 이해함에 있어 조직 형성 요인들을 정리하기 

쉽게 하는 장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3 장에서 제도적 배경과 이념적 측면을 감안하여 

기존 거래비용 (조직비용) 구조 및 생산 비용 구조를 분석하기로 한다. 

제 4 장에서는 이런 배경 및 이념적 측면들을 참조하면서 생산비용의 

                                       
52  효용성으로 사회적 제도를 환원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는 논의를 Anthony 

Oberschall, and Eric Leifer, “Efficiency and Social Institutions: Uses and Misuses of 

Economic Reasoning i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986), pp. 233–

53 쪽에서 참조할 것. 
53 William Roy, “Functional and Historical Logic in Explaining the Rise of the American 

Industrial Corporation,” Comparative Social Research 12 (1990), pp.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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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변화로 인한 거래비용의 변화와 수산부문에서 등장하게 된 

다양한 지배구조들을 보고자 한다.  

하여튼, 제도경제학에서의 지배적인 접근 방식은 시장과 

위계(조직/기업)라는 이분법적 틀이다. 이 틀을 제시한 학자인 Oliver E. 

Williamson 은 Coase 의 왜 기업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학적으로 기업의 존재이유를 제시했다. 이는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시장보다 조직은 

비효율적이지만 특정한 경우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조건으로 인해 

시장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거래 (작업)가 생긴다.  

Williamson 이 만든 시장-위계(조직) 접근은 계약의 

작성·수행·집행에 있어서 환경적 저해요인과 인적 저해요인을 밝히는 

위계의 등장을 설명하는 시도이다. 즉 거래가 시장에서 벌어지기보다 

조직 내부에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요인들을 찾는 접근이다. 환경적 

요인은 불확실성과 작은 건수의 거래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인적 

요인으로는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및 인간의 기회주의적 

행위 가능성 (거짓말, 기만 등)이다.54   

그렇다면 Williamson 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위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시장을 통한 지배구조가 자율성과 자발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위계는 권력에 따른 명령질서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 관계의 

성격을 띤다.55 시장의 문제가 수색 및 감시에 따른 지체문제라면 조직의 

주요 문제는 친 내부 공급에 대한 편향, 즉 내부 부서 간 도움이나 

저지로 인해 시장보다 비경제적 이유로 (심리 등) 조직을 옹호하는 

                                       
54 Oliver E.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55 Oliver E. Williamson, Mechanisms of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03.  



30 

 

비효율적 결정이 이어지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 내부의 생산-

공급 과정에서 시장보다 조직 내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할 수 있어 

비효율성 문제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자체의 조직 질서에 거래를 편입시키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제 3 장에서 보겠지만 이런 경향은 북한 국영경제에서 외부화-내부화 

문제로 이루어져 큰 생산단위가 구축되었고 이에 따른 생산비용 구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었다.56  

또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 전달에서 여러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정보 전달자 (부하)의 사리 (self-interest)와 수령자(상사)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복잡한 위계 질서에서 정보가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한계조직비용이 한계거래비용보다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57  달리 보면 이런 현상은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정보 왜곡이라는 비뚤어진 자극으로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훨씬 어려워지게 되며, 지도자에 대한 통제도 역시 어려워진다. 반대로, 

위계를 관장하는 지도자와 그 아래의 상사, 그리고 부하 간에 정보의 

왜곡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노동을 관장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시장보다 

조직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래 부하에게 혁신을 

자극시키는 데에 큰 한계도 있다. 즉, 위계로 이루어진 지배구조 속에서 

아래 직원이 막대한 이윤을 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큰 상금을 

줄 수 없는, 위계에 따른 보상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58 

                                       
56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pp. 119-122.  
57 Ibid. pp. 122-24.  
58 Ibid. pp. 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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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에 따르면 거래 건수가 크면 클수록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가령, 규격화된 부품의 경우 조직 내부에서 만들 

필요가 없고 차라리 시장을 통해 구하면 조직비용 (조직에 대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반면, 시장을 통해 거래를 이루는 비용이 

너무 커지게 될 경우 아예 시장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거래가 생기거나 

자산특정적 투자 (asset-specific investment)로 인해 거래의 조직화 (내부화) 

자극이 충분해져 시장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장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체 문제’ (hold-up 

problem)라고 한다. 이는 시장 주체 간에 거래에 있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59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가격기제로 구성된 자원 

분배기제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이다. Williamson 는 태초에 시장이 

존재하였고 거래에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요인으로 난제가 있다고 

가정하여 온갖 위계 (조직)가 생겼다고 한다.60   즉 기업의 존재 이유는 

시장보다 거래의 결성에 있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효율성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50 년대 후반에 상업 등 사회주의 개조에 따라 오히려 

태초에 국가적 위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더 가까운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 전제조건을 갖고 거래비용 논리로 북한 수산부문의 

시장화 과정과 요인, 그리고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현상을 보고자 한다.  

 

(2.3) 수산시장 같은 高 가치 식품 부문에서의 거래비용 

                                       
59  Tore Elligsen, Magnus Johannesson, 'Is There a Hold-up Problem?'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6). 
60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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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on 의 일반적 틀을 좁혀 高 가치 식품 시장 (high value food 

markets)에 적용하여 면밀한 개념화를 제시한 Jaffee (1995)를 참고할 

만하다. 그의 개념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어떻게 북한 수산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수산부문은 1980 년대부터 

북한의 무역수치에서 눈에 띌 만한 수출품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북한의 

무역 구조에서 高 가치 식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Jaffee 는 Williamson 의 논리를 본받아 거래비용을 3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1) 자산특정성 (자산사용범위): 유∙무형적 생산수단과 거래수단관련 

자산의 내구성 및 특별 제품 혹은 거래관계에 특화된 정도 

2) 불확실성: 거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전반적 정도 (제품의 가용 

및 품질; 판매/구매처, 제도의 규칙대로 운영) 

3) 경쟁적 시장 구조: 특히 구매처 및 판매처의 수61 

 

거래비용 논리에서는 주로 시장을 통해 거래를 관장할 경우에 겪는 

문제에 따라 기업 내로 거래를 끌어들이는 자극에 집중되는 것이다. 즉, 

자산특정성이 높을수록 시장을 통한 시장거래가 아니라 기업 내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시장을 통한 거래관계에서 기회주의적 행위로 

인해 각각 당사자에게 피해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영경제에서 

이런 문제가 클수록 중앙의 통제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국가 예산에서 나오는 지출 및 그 돈으로 만드는 자산의 특정성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재정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61 Steven Jaffee, “Transaction costs, risk and the organization of private sector food 

commodity systems” In: Steven Jafee and John Morton, Marketing Africa’s High Value 

Foods,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199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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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불확실성을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모든 생산조건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송수단인 트럭이 고장 나서 물고기가 썩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관적 불확실성은 기회주의적 행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어로공들이 어로활동에 태만적 태도를 취하여 가능한 양만큼 잡지 

않는 것이나 생산감독단위에서 어획량에 대한 수치를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더불어,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생산성을 높이고자 

국가는 자산특정성이 높은 투자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Williamson 의 주장대로 

자산특정성이 높을수록 중앙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는 경향이 북한의 

공식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중앙 국가는 자산특정성이 높은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결과, 국가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생산비용 구조 및 

중앙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 및 지표가 너무나 많아지지 않게끔 

거대한 생산 단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생산비용구조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점과 거대 생산 단위의 선호가 서로 맞물리게 된 

이유는 거래비용으로 해석 가능하다. Jaffee 의 개념 범주화를 본 후에 

다시 보자.  

셋째 조건의 경우, 경쟁적 시장 구조가 아예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사회주의 경제에서 경쟁적 조직 유형이 있어, 그저 한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 사업 (수송, 창고, 어구 생산, 

장사, 무역 등)을 같은 사업체 안으로 끌어들여 외부화된 사업을 

내부화시킴으로써 운영에 있어 주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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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많았다.62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쟁적 시장이 없는 사정은 

기회주의적 행위를 유발하는 요소이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북한 수산부문의 맥락을 다루면서 자세히 보자.  

Jaffee 의 범주화에서 거래비용은 다섯 가지로 나뉜다. 그는 생산자가 

시장의 제도를 통하여 거래를 관장할 때 비용의 원천 및 비용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영사회주의에서부터 시장화의 과정’에서의 배태성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다소 수정될 만한 부분도 있다. 아래에서 나온 

Jaffee 의 범주화 표를 보고 수정될 만한 부분을 지적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자.  

 

 

표 2-1 고 가치 식품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유형 

거래비용의 

유형 
비용의 원천 시장 비용 유형 

수색비용 

(Search costs) 

기회에 대한 지식 

부재 (예: 상품, 

가격, 수요, 공급, 

무역관련 권한, 시장 

판매 기회) 

국내외 시장 연구 비용 (적합 

인력) 

교통비용 

통신비용 

검증 비용 공급처/구매자의 신용등급 확인 비용 

                                       
62 Avner Ben-Ner and Egon Neuberger, "Towards an Economic Theory of the Firm in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JITE)144 (1988), pp. 83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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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costs) 

신뢰에 대한 불확실성 

제품/서비스의 실제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 

광고/홍보 비용 

컨설팅 비용 

흥정 비용 

(Bargaining 

costs) 

거래 당사자 간에 

목표 및 이해관계관련 

갈등 

타 거래자의 거래에 

관한 의향에 있어 

불확실성 

각 거래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 

자격 획득 비용 

보험 가입 비용 

이전 비용 

(Transfer 

costs) 

상품의 이동 및 

이전관련 

합법적∙비법적∙물리적 

제약 

처리/창고 비용 

이동 비용 

뇌물 및 비리관련 비용 

감시비용 

(Monitoring 

costs) 

거래자의 특정 조건 

준수에 대한 불확실성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  

감사 비용 

제품 검사 비용 

측정기계 투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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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비용 

(Enforcement 

costs)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 손해 및 부상 

등에 대한 불확실성 

보상 추출함에 있어 

양자 간의 처리 혹은 

제 3자 처리 

분쟁 중재,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사회적 압력관련 비용 

Jaffee “Transaction costs, risk and the organization of private sector food 

commodity systems”, p. 30 + 필자의 재구성. 

 

수정될 만한 차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제 3-4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흥정 비용 및 이전 비용을 

‘수색비용’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국영 경제 하에서 이전 수단 및 

생산 단위 간에 벌어지는 흥정 비용 관련 문제들은 중앙 차원에서 자재 

공급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이전 수단이든 투입재 (석유 등)이든 

간에 각 생산 단위는 필요한 생산 요소와 생산물의 이전 수단을 수색할 

때 주요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시장화에 따라 시장의 주체들은 각 

사업마다 수색비용의 계산이 달라진다.  

둘째, 검증 비용과 관련한 서비스가 부재한다는 점과 더불어 집행 및 

감시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63  일단 감시와 감시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비용을 묶어서 ‘감시비용’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제 3 장에서 보겠지만, 국가가 직면하게 된 자재 공급난은 

거래비용으로 수색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3  집행 비용은 중앙국가에서 삼권분립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나 감독기관들은 

쉽게 기업을 해체시키거나 지배인등의 관리직을 쉽게 처벌하는 등 문제를 

청산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문제는 집행이 아니라 적발 (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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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는 부문 간, 부문 내부에서 단위 간에 생산 및 상품 이전 

등의 중요 요소들을 서로 맞추어 관장하는 비용은 곧 온갖 거래 

(사업)에 대한 수색비용인데,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 국영 내부에서 

수색이 이탈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국가사회주의적 

전제조건 하에서 거래비용을 줄이는 전략으로 거대한 생산 단위를 

형성하여 ‘내부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수산 부문의 경우, 유관 사업을 

같은 단위로 묶어, 생산 단위 간에 수색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동시에 

거대한 생산 단위를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자 하였으나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이런 생산구조의 생산 비용은 국가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를 제기한 Demsetz 를 참고할 만하다. 

Demsetz 는 Williamson 의 거래비용 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 생산 

비용이 빠져 시장-위계의 경계에서 중요한 요인인 생산에서의 원료가격, 

임금 등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간과하게 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64 제 

3 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거래비용과 생산비용을 동시에 다루게 되면 

수산부문의 구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국가 수산 부문의 파탄으로 인하여 제 4 장에서 보겠지만 이제 

시장은 인력, 자재, 기술, 이전 수단 등의 주요 생산 요소들을 수색하는 

데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국가는 그저 시장에게 

모든 거래를 동일하게 넘겨버리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시장 기제를 

탄압하지 않을 때 주로 수색비용의 감당을 시장에 넘겨버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배태성의 정도는 감시비용 대비 감시에 따른 수익성의 

정도로 필자는 해석했다. 즉, 이는 생산 단위를 감시하는 정도 및 

                                       
64 Harold Demsetz, "The Theory of the Firm Revisited",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Vol. 4, No. 1 (1988), pp. 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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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强度)에 따라 중앙 국가 기관의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문제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 장사, 특히 집안에서 

벌어지는 개인부업경리 가내생산의 경우에 검열은 간헐적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부업선으로 등록된 어선들은 체계적인 검열을 받게 되고, 

무역회사와 무역회사에 속한 기지들은 상급 기관과 복합적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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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본격적 시장화 전의 북한 수산 부문 

제 1 절: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거래비용 (조직비용) 특성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오로지 ‘계획경제’ 

(Planned Economy), ‘지령경제’ (Command Economy), ‘국가사회주의경제’ 

(State Socialist Economy), 또는 ‘소련형 경제’ (Soviet-type Economy)로 보기 

어렵다.65 그런데 김일성 시대 (1945 년-1994 년) 특히 전쟁 복구건설 시기 

(1953 년-1961 년)에 구축된 경제모델은 국가의 지령과 계획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운영되기 시작되었으며 1961 년에 발표된 대안사업체계에 

따라,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당의 역할은 더욱 주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66  북한은 6.25 전쟁 직후에 농업·수산·상업 부문에서 

국영화 정책을 실행하여 1961 년에 사회주의 건설이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67 

이런 생산 집단화는 거래비용/조직비용에 따른 계산보다 

이념적·제도적 전제조건이 우선하여 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김일성은 집단적 생산양식에 있어 이념적으로 특정 소유관계, 즉 

국가소유 및 협동소유를 선호했기에 북한의 상업 및 무역은 1950 년대 

이후 국유화되었고 어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상업과 무역의 

                                       
65  소련형 경제모델 (Soviet-type Economies)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경제학적 

논란이 많다. 그 중의 주요 하나는 경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인데 

근본적으로 수행되는 계획 (수행계획 혹은 작전계획; operational plan) 아니면 

행정명령/행정지령 (administrative orders)으로 형성되는 경제모델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에 ‘계획경제’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령경제’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제모델의 총괄적으로 소개하는 참고서로 폴 그레고리, 로버트 

스튜어트 (한종만, 우상업 김성형 옮김), 『러시아 ·소련·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서울: 열린책들, 1992).  
66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67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사학연구』 제 123 호 (2016), 

211-2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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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악은 집단적으로 분배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각 가정에게 일정한 분배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무역에서도 국가가 수출의 원천을 단일조직으로서 장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분배에 있어 이념적 목표도 달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가사회주의는 시장이 자원분배의 기제로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점에서 관료적 단일조직사회이다. 행정명령 및 계획, 

그리고 대중적 동원을 통해 자원이 분배되고 경제적 활동이 이뤄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비용의 특징들은 조직비용의 성격이 강하다. 즉, 

Coase 및 Williamson 이 제시한 위계와 시장 중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위계를 통해 조직비용을 줄일 것인가의 선택이다.68  

제 2 장 제 2 절 (c)에서 간략히 살펴봤듯이 단일조직사회의 위계 

질서에서 생기는 수직적 거래비용 (조직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단위 간에도 여러 가지 거래비용 (조직비용)들이 생기게 된다. 기존 

비교경제학에서 주로 ‘조절문제’ (coordination problem)로 규정되는 것처럼 

생산단위 간에 모든 생산이 상위 단위에서 규정되고 계획화되기에 

경쟁이 없어지게 되고,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수색비용이 (제품 수색 등) 

이론상 없어지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단일조직의 감독 단위 지시에 

따라 자원분배가 이뤄지는 단일 팀 안에서 모든 수색비용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팀 보다 여러 파벌의 통합에 더 가깝고 파벌 간에 

자원에 대한 수색 경쟁이 벌어져 수색비용은 없어지지 않고 커진다.69   

또한 자본주의와 달리 국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수요 제약 

(demand constraint)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제도가 아니라 공급 제약 

                                       
68 Ben-Ner and Egon Neuberger, "Towards an Economic Theory of the Firm in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69 Michael Ellman, "The Fundamental Problem of Socialist Planning,"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Vol. 30 (1978),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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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onstraint)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제도이다. 70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수요자가 늘 옳다는 ‘수요자 시장’이 아니라 

판매자의 힘이 압도적이라, 평소에 ‘판매자 시장’을 특징으로 하기도 

한다. 71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재공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생산 단위 간에 수색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중앙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감시비용 (계획 작성·수행 등)은 단위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증가와 생산 단위 수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72  

또한 생산규모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하나가 있다. 

공급제약적 특성은 역시 노동 공급도 긴장되기 때문에 노동을 자본재 

(생산수단)로 대체할 자극이 적지 않다. 73  생산력을 높이고 자재 및 

인력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경제모델이 나타난다. 이 상황에서는 

생산 규모가 커지고 여러 생산 기능들은 한 기업체에 집중되어 인력 

절약 및 생산성의 최대화 전략이 나타나는데, 수산 부문에서는 대형 

어업의 강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타 부문과 동일하게 수산 부문에서 

과잉 중앙집권적 정책 및 대량생산 (대형어업)이 강조되었다.74 

                                       
70  Janos Kornai, "Resource-Constrained versus Demand-Constrained Systems", 

Econometrica Vol. 47, No. 4 (Jul., 1979), pp. 801-819. 
7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245-252.  
72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398-403.  
73 이념적 이유도 있는데 이는 기계 및 설비를 통하여 인력을 대체하면 할수록 

생산의 자동화 수준이 높아져 공산주의 사회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계 

및 설비의 증가로 힘든 노동도 적어져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에 있어 좋은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74  이런 경향은 결코 북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추론이지만 북한의 

어로활동 정책 상당부분은 소련과 동구로부터 모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 어업의 경우에도 원양어업의 강조에 대하여, Jan J. Solecki, 

"A review of the U.S.S.R. fishing industry", Ocean Management 5 (1979) pp. 97-123.  



42 

 

이러한 모델에서는 과학적, 현대적 그리고 대규모 (대형)적 생산에 

대한 선호가 크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수치상 북한의 수산부문에서는 

대형어업이 강조되었으며, 김일성은 늘 과학적 방법을 통해 어획에 

있어서의 자연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첨단적 기술 및 

대형 어선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특히 

1970 년대부터 이런 투자 사업이 커지기 시작된 것으로 북한 통계에서 

나온다. 이런 높은 자산특정성 투자에 따라 수산부문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비용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75  

그런데 국영부문에서는 이런 투자 사업이 집중적으로 시작되어 

1960 년대부터 여러 번에 거쳐 협동부문에서도 시장에 대한 통제 및 

통제 완화가 계속 반복되었다. 협동 부문에 대한 통제와 그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는 가격기제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단일조직사회의 구축에서 일부 하위 조직들은 잔재 생산물시장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 이는 수색비용 및 감시비용을 감당하는 데에 중앙 국가 

및 지방 당국의 통제 한계로 볼 수 있다. 즉, 국가는 협동 부문을 

전적으로 장악하지 못하여, 협동부문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70 년대 말에 이런 접근권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 무렵에 협동 부문에서도 역시 투자 사업 (동력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75  북한 경제관리 원칙 중에서 ‘대규모생산과 중소규모생산의 병진’이 있는데 

역시 이 원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생산은 인민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며 사회주의적생산의 기본형태를 이룬다.”라고 규정된다.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대규모생산과 중소규모생산의 병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을 참고할 것. 김일성,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방법과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19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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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자산특정성이 높은 자산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Williamson 에 따르면 자산특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이 

아니라 위계 안으로 거래 (운영)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당사자 

간에 기회주의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결과물이라 하는데 계획 경제는 어떨까? 단일조직사회로서 대대적 

투자의 경우에, 위계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산특정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매몰비용 및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왜곡과 투자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인하여 

중앙국가는 단위의 규모 및 투자의 규모, 그리고 그 투자로부터 파생된 

자산 이전의 난도 (자산특정성)가 높으면 높을수록 낭비가 심해질 수 

있다. 이전이 어렵고 비싼 인력, 선박, 냉동시설, 가공시설 등에 대대적 

투자를 했을 경우, 비교적으로 비효율적 운영을 감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저작집에서 낭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언급 (불평)이 있어서, 경제의 주요 문제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을 자산특정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란 어렵다. 

실제로 국가사회주의에서 자산특정성의 측정도 역시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이런 문제점까지 본격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 다만, 논리적으로 자산특정성이 높겠다는 추론을 가지고 

비효율성의 원인을 다른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조직 (생산수단)에 대한 시장이 아예 없는 경우, 단일조직사회에서 각 

조직은 존재이유를 특정 기능성에서 찾게 된다. 즉, 조직의 업무에서 

최대한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을 늘리고자 한다. 수산 부문에서는 

1960 년대부터 대형어업의 강조와 더불어 1970 년대쯤부터 다양한 어선 

선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산 단위가 구축되었다. 이 단위들을 받쳐주는 



44 

 

교육제도 (수산대학) 및 후방사업 (배 수리체계 등)에 대해서도 역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런 특별 선종의 제작 및 생산 단위를 뒷받침하는 

사업의 확대는 매몰비용 및 자산특정성 (이전 고난도) 자산을 구축되게 

하였다.  

또한 인력 절약을 위한 노력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면서, 생산 

단위의 수도 적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국가에서 계획화되어야 할 

단위 수가 적어지게 되므로 계획화 과정이 간소화되고 감시비용이 

적어진다는 거래비용 논리가 역시 중요해진다. 이와 반대로 제 4 장에서 

보겠지만 수산부문의 시장화에 따라 자본재나 연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어업이 중요해지게 되며, 다양하고 많은 생산 단위가 

생겨나 위계로부터 벗어난 수산 부문이 등장하게 된다.  

거대 생산 단위 및 대형어업의 강조,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자산특정성이 높은 투자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어려운 부문 구조가 

이루어지고 막대한 생산 비용 (기름)도 감당해야 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 

국영 수산 부문에서 조직비용의 절감 전략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이 

없는 생산비용구조, 즉 거대한 생산비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는 결국 

1990 년대 초 국영 부문의 파탄으로 귀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 4 장에서 보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조직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으로 

인해 생긴 과잉 생산비용구조의 형성을 보자.  

본 장에서 먼저 수산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런 경향들을 밝히고 

거래비용 구조와 김일성의 정책적 방향성을 살피기로 한다. 그 후, 

거래비용에 따른 조직 선택으로 인한 생산비용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국영 부문의 파탄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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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영 수산부문 

(2.1) 수산부문의 조직구조 

수산업은 다양한 작업을 망라한 수산물관련 

제조업·어로활동·수송·가공·판매(장사 및 무역)의 과정을 포함하는 

부문이다. 고기잡이와 기타어류의 잡이일 뿐만 아니라 고기배 제작 

(북한어: 배무이), 어구 제작, 어류의 가공과 냉동, 그리고 어로공의 

교육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양어장의 관리도 역시 수산부문의 일환이다. 

본 절에서는 국가사회주의 하에서의 북한의 수산부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면서, 국가 내부에서의 여러 복합적 양상들과 관계들을 

따짐으로써 시장화의 등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수산부문의 역사와 

기본 구조를 소개하여 수산부문 내에서 어떻게 다른 경영상 독자적 

기구들이 발달되었는지를 봄으로써, 시장화 전의 수산부문을 거래비용 

논리에 비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1945 년에 일제의 패망으로 한반도 (조선반도)가 해방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1948 년 9 월 9 일에 건국되기 이전인 

1945 년 말부터 소련군정과 김일성 등 북조선공산당의 주도하에서 

한반도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제도가 점차 이뤄지게 되었다. 

1946 년에 토지개혁의 실시로 지주를 중심으로 된 토지소유제도가 

폐지되었다.76 농업 부문과 동일하게 상업 부문과 수산 부문은 해방 직후 

바로 강제로 국유-국영화 (‘집단화’)가 되지 않았고, 농업과 수산 부문은 

영세 민간 생산자를 위주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영 기업 형태인 

수산합작사로 북한 정권은 어로공 (어민)을 조직하는 데에 애썼다.  

                                       
76 토지 개혁과 관련하여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대구사학』 68 

(2002), 85-135 쪽을 참조할 것.  



46 

 

그렇지만 1948 년 3 월 28 일에 소집된 북조선노동당 제 2 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그때까지의 합작사 조직화 조치의 결과가 미진하여 1947 년 

기준으로 국영사업은 수산부문의 15%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일성은 수산부문에 있어 국가의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의지와 그 정책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어장과 

어선들이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업자들의 손에서 리용되고 있는 

것이 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77  즉, 국가가 수역자원과 

수산시설에 대한 실효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으로 

많은 이윤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적 국영화 조치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실시되지 않았기에, 당시에 수산부문의 

생산물 대부분 (60%)은 개인경리로 활동하였다.78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과 수산부문은 집단화되었고 

1956 년까지 민간 어로공 (어민)들은 협동조합이라는 국영 기업에 

편입되게 되었다.79  그 결과, 수산 부문은 수산업소와 협동조합 크게 두 

조직 형태로 나뉘었다. 전자는 국가가 새롭게 만든 물고기와 어류를 

잡는 국영기업형태였고 후자는 기존 어민이 집단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립적생산자들이 경리를 자원적으로 통합하고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집단적인 경영”이라 정의되고 있다.80  

이 구분에서 생산재산 (어선)과 생산 역량, 그리고 생산관련 역량 

(가공, 냉동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동해에 위치해있는 주요 

                                       
77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 2 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 4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24 쪽.  
78정진아,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사학연구』 

제 118 호 (2015), 372 쪽.  
79 정진아,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373 쪽. 
80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 , ‘협동조합’,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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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업소들은 대규모 국영기업으로 물고기잡이에 집중하였고, 

협동조합들은 국가 자원분배 과정에서 소외되었는지 기타 어류를 잡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부문의 최고단위인, 수산부문을 관장하는 내각에 속해있는 부서는 

여러 번에 걸쳐 개칭되었다. 1954 년에 처음으로 내각 (정무원)의 부처가 

된 수산성은 1972 년에 수산부가 된 후 1978 년에 수산위원회로 

확대되었고 마지막으로 1998 년에 또 다시 수산부 (이하 ‘수산부’로 

표기)가 되었다. 그런데 수산부문의 아래 단위는 어땠는가? 

김일성이 1950 년대 말부터 규모가 큰 대형어업을 강조함 81에 따라 

국영수산업소가 대대적으로 형성되었고,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80 년대까지만 해도 중앙 수산 부처의 원양수산관리위원회 (1967 년 

구성) 82 가 작전 단위로 관장하는 수산사업소들은 부문 생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확인된다. 

 

표 3-1 원양관리국 직할의 생산 (1980 년대 기준) 

기업소명 전국물고기생산 비중 

신포수산기업소 20% 

양화수산기업소 16% 

홍원수산기업소 미확인 

청진수산기업소 12% 

출처: 『조선지리전서: 경제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90), 237-238 쪽.   

 

                                       
81  1950 년대말부터 여러 연설에서 김일성은 대형어업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당연히 중소어업과 세소어업 동시에 발달을 강조하지만 수치상 대형어업은 50% 

넘어간다.  
82 『조선 수산사 3 (현대편 – 2) 』,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1), 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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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어획량에 있어 중앙 국가 

수산관련 부처의 주요 역할이다. 또한 물고기 생산량이 

원양수산관리국에 집중된 점과 더불어, 관리형태를 국영과 협동 형태 

(1982 년 기준) 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관리형태별 수산물생산비중 (%) 1982 년 

품목 (%) 국영수산 수산협동 

수산물총생산 76.8% 23.2% 

물고기생산량 79.4% 20.6% 

기타수산물 생산량 69.2% 30.8% 

출처: 조선지리전서: 경제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90), 245 쪽.   

 

<표 3-2>과 <표 3-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영수산업소와 

협동조합의 구분은 명칭뿐만 아니라 생산량에서도 확인된다. 큰 

물고기부터 크기가 작은 기타 수산물 (해삼, 조개 등)까지 이르는 국영 

수산 기지들의 총 어획량이 북한 수산 부문의 70%내외를 차지했던 점을 

보면 모든 수산물 품목 계획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국영 부문에서 대형어업은 57%이라는 

막대한 비율 (1981 년 기준)을 차지하여 규모의 경제가 강조된다. 동시에 

중소어업과 양식도 적지 않은 비율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각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대형어업의 근본적 취약점은 

대형에 따른 생산비용, 특히 귀중한 자산인 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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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각 어업형태별 수산부문의 생산 비율 (1981 년 기준) 

어업형태 비율 (%) 

원해어업 7.7 

대형어업 57.0 

중소어업 18.7 

세소어업 2.5 

바다가양식 14.1 

출처: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9), 243 쪽. 

 

제 1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역량을 국영부문 및 대형어업에 

집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일성이 1969 년에 한 연설인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에서 규모경제의 중요성 및 

무현금결제 (생산 단위 간에 행정적 명령에 따른 ‘거래’) 을 강조하면서 

농민부업 등의 경우, 농민시장 같은 시장적 거래관계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83 그러면서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1950 년대 이후 김일성은 규모의 경제와 동시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생산량을 높이자는 정책을 지시하였다.84 

또한 이는 다음으로 수산부문에서 어떤 지배구조로 표출되었고 이 

지배구조에 따라 어떤 거래비용 구조가 벌어졌는지 살펴보자.85  

                                       
83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 

제 23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44-470 쪽.  
84  이런 정책은 북한 공식 문헌 체계에서 ‘과학적인 어로체계’로 불린다.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과학적인 어로체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 
85 정은이의 연구에 따르면 1960 년대 초반에 북한의 경제에서 시장 거의 완전 

폐지되었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생겨났다고 한다.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54 (2011), 2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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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산부문에서 상당 부분은 

원양국의 산하 수산사업소에 생산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많은 생산단위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 단위 중에서 

1%를 차지하지도 않는 원양국 산하 국영수산업소 3 개가 부문의 전체 

48% (1982 년 기준)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놀랍다. 즉, 현물로 계산할 경우 

집중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표 3-4 북한 수산부문의 전반적 구성 

수역, 

도별 

국영 협동 협동 

농장 

수산반 

또는 

수산 

분조 

 

기타  

수산반 

수산사업소 또는 

세소어업 

사업소 

 

 

양식 

사업소 

 

 

계 

 

도협동 

수산 

경리 

위원회 

시, 군 수산 

협동 조합 

리사회 

(전임, 겸임) 

수산 

협동 

조합* 

원양국 

산하 

도 

관리국 

산하 

총계 4 53 16 73 10 66 244 538 17 

조선 

서해 

 18 5 23 6 40 115 369  

평양시     1 1 5 24  

평안남

도 

 5  5 1 6 24 86  

남포시  2  2 1 3 22 5  

평안북

도 

 8 1 9 1 10 24 123  

황해남

도 

 2 4 6 1 15 32 100  

황해북

도 

 1  1 1 4 4 24  

개성시      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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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협동조합은 협동조합리사회 하에 속함. 

출처: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1990), 245 쪽.  

 

위 <3-4 표>에서 무역 및 상업 단위들은 빠졌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당시의 수산 상업과 무역관련 단위들을 세부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 

 

(2.2) 어로활동 지배구조와 김일성의 거래비용 문제의식 

제 2 장에서 제기되었듯 수산 부문의 지배구조에서의 문제점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났다. 첫째, 수직통합적으로 수산부문을 관장할 

목적으로 조직된 수산부 (한때 수산성 혹은 수산위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수직통합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주로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으로 해석된다. 둘째, 수직통합적 부서 간의 조절 문제로서 감시 

및 특히 수색 (이전)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김일성은 경제 조직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제 2 장에서 제시된 틀을 가지고 본인이 

지배하는 정치경제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체제의 조직 문제 (본 

연구에서 거래비용으로 파악)를 해결하는 데에 애썼다. 근본적 틀인 

국유-국영적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조직비용 (거래비용)을 줄이는 

          

조선 

동해 

4 35 11  4 26 129 169 17 

강원도  9 1  1 6 25 32  

함경남

도 

3 15 6  1 10 44 89 13 

함경북

도 

1 11 4  2 10 60 4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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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규모의 

경제와 중앙 국가의 감시를 강조하는 제도 속에서 지속가능성이 없는 

생산비용구조가 형성되어 1990 년대 수산 부문의 파탄으로 귀착되었던 

것으로 본다.  

후술하겠지만 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변화 및 생산 비용 구조의 

변화는 다음 <표 3-5>에서 요약된다.  

 

표 3-5 시기 및 지배구조의 변화 

기간 주요  

수산정책 

지배구조 

김일성  

문제의식 

지배구조  

변화 

1 단계 

(1947~1960) 

- 수산생산활동 국

유화 

-  수산관리기구정

비 

- 선박, 조선소, 어

구생산장 신설 

-  천해양식사업육

성 

-  어업생산기반강

화 

 

- 민간 부문의 

시장지향성 및 

사회주의 혁명 완성 

과제 (수색비용) 

- 어부의 나태 

(감시비용) 

- 민간  부문을  협

동조합으로 흡수 정

책 완성 (1956년) 

-

300 일출어만선투쟁 

착수 (1959 년) 

2 단계 

(1961~1970) 

- 어업장비 근대화 

 

- 범선의 

동력선완성 

 

- 원양어업확대 

정착 

 

- 

천해양식어업개발 

- 협동 부문에서의 

낭비현상 (수색-

감시비용) 

- 협동 부문의 

가격 인상 현상 

(감시비용) 

- 비(非) 수산부문 

유휴자원 동원 

(수색비용) 

- 국영 부문의 

- 대형-원양 수산 

투자 시작 

- 수산협동조합 

어획량 30% 자체 

판매 조치 

(1961 년) 

- 중앙 감시 

강화로 

수산협동조합 

유일가격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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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시장 판매 허용 

조지 (1968 년) 

- 기업소 부업 

어로활동 활성화 

정책 표방 

(1969 년) 

3 단계 

(1971~1977) 

- 어로장비의 

자동화·반자동화 

 

- 양식어업 확대 

 

- 

어업기반시설확충 

 

- 

원양어업선단조업 

- 협동 부문에 

대한 감시비용 감당 

문제 

-  부업 부문의 

활성화 시도 

 

- 여러 어선 

선종에서 대대적 

투자 (<표 6>) 

- 협동 부문의 

표준가격제 실시 

(1971 년) 

- 부업작업반 

대대적 조직 

(1970 년대) 

4 단계 

(1978~1984) 

- 수산행정체계 및 

제도 정비 

- 어선의 

대규모화, 만능화 

추진 

- 어류가공시설 및 

유통장비 확충 

- 

천해양식어업기술 

고도화 

- 인공종묘 생산 

방류 

- 배수리 체계 

낙후성 (수색비용) 

- 물고기 판매제 

다원성 (감시비용) 

- 협동 부문의 

낙후성 (생산성 및 

감시비용) 

 

- 배수리 체계 

15 일로 규정 

(1980 년대 초반?) 

- 모든 물고기 

가격을 

유일가격으로 규정 

- 협동 부문 

동력화 사업 

5 단계 

(1984~1993) 

- 수산업의 

현대화, 과학화 

- 양식어장의 

적극건설 

- 양식다양화 

- 원양어업의 육성 

- 각종 수산가공업 

종합육성 

- 기르는 어업의 

- 기름 부족 (생산 

비용) 

- 제 4 장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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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육성 

출처: 북한정보센터86 및 필자의 작성.  

 

(i) 국영부문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의 붕괴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국영 수산부문은 국영수산사업소 총 73 개로 구성되었다. 국영수산부문은 

1940 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게 되면서 국가의 통제권에 있었다. 이는 

지배구조상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위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중앙 국가 혹은 지방 당국은 국영 부문을 직접 장악하여 행정적으로 

관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단위는 가격제정권이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한때 협동조합들은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영부문은 애초부터 국가의 관료적 자원분배체계에 

속했기 때문에 국가가격제정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과정에서 위계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북한 공식 문헌에서 

그것과 상반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서 중앙국가는 

하위단위를 관장하는 데에 있어 막대한 감시비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생산 단위 간에 수색비용이 역시 크기에 내부화 정책을 

여러 번 시도했다. 이 문제들을 김일성의 문제의식을 통해 살펴보면서 

거래비용에 따른 김일성 하에서 북한 국영 부문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86 북한정보센터, “수산업”,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MENU_68 

(검색일: 2018.06.04).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MENU_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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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저작집』에 따르면 국가는 정확하게 ‘최대한 가동률’을 

정함에 있어 온갖 애로가 있었다. 출어 계절과, [출어 계절이] 아닌 

계절의 경우에 따라 어획량이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감시비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환경적 우연성으로 인해 ‘합리적 어획량’을 정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산특정성이 높은 투자를 하게 된다. 

수산교육, 수산대학까지 곳곳에서 창설하였고 온갖 기술관련 투자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인적 자산과 물리적 자산 (건물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87  아래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특정성이 낮지 

않은, 후방사업관련 선박의 척수가 1960-70 년대 (특히 1970 년대)에 들어 

많아지게 되었다.88  

 

표 3-6 고기배 년차별 장성지수 (단위 %) 

어선 종 1960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비고 

고기배  

총톤수 

100 303 409(?) 428(?) 583 ?? 620 국영부문 

기관선  

척수 

100  191   251 251 국영, 

협동경리 

포함 

가공모 

선척수 

 100 400 400 400 400 500  

랭장운반선 

척수 

100 150 450 850 1,350 1,350 1,350  

                                       
87 『조선 수산사 3 (현대편 – 2) 』,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1), 407-415 쪽. 
88  사상과 기술적 측면에 있어 변학문, "북한의 기술혁명론 : 1960-70 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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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미  

뜨랄선 

척수  

  100 200 450 450 450  

중령  

뜨랄 

선 척수 

100 1,000 1,550 2,250 2,650 3,500 4,150  

출처: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242 쪽 

 

또한 1980 년대에 들어 ‘현대화, 과학화, 주체화’89가 수산부문의 주요 

구호가 되기 전에도 선박공업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고 선전하는데,  

이 역시 위 <표 3-6>에서 나오는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 정책적 

배경으로 해석된다. 90  이와 함께 북한 각지에서 어구생산의 현대화 

(기술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처음으로 어구생산기지를 설치했다고 한다.91  

그런데 1970 년대까지 수산협동부문에서 시장에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도, 북한 공식 문헌에 따르면 국영 부문은 어구 

제작부터 장사와 무역까지 중앙 국가 혹은 지방 당국으로부터 감독 및 

감시를 받았던 것으로 나온다. 92  역시 아래에서 보겠지만 이런 

지배구조로 인해 수색비용 (자재공급) 및 감시비용 (생산단위의 협력 

보증 문제)가 초래되었다.  

                                       
89 『조선 수산사 3 (현대편 – 2) 』,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1), 289-300 쪽.  
90 같은 책, 178-181 쪽.  
91 같은 책, 206-209 쪽.  
92  김일성, “가격의 일원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26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20-1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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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김일성저작집』에서 수산 부문의 주요 지배구조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일부 어로공들 (어부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한 해에 

300 일이상의 노동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9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 일출어만선투쟁이라는 운동까지 생길 만큼 이 문제는 

김일성에게 수산부문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94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에 따르면 이 투쟁은 북한의 대표적 

대중 운동인 천리마운동이 개시된 해인 1959 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은 수산업 배치를 받아 경력을 쌓은 어로공의 

인적 자산특정성에 따른 감시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산특정성에 따라 

어로공들은 감독 단위보다 합리적 어획량 및 최대한의 역량을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단위가 최대한의 가동률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어렵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김일성은 주로 동원에 의존하여 

어로공에 대한 조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둘째, 간부 (일군)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라 조직사업을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짜지 않거나, 심지어 계획 기간의 종료 후에 숫자 조작을 

통해 ‘미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김일성저작집』에서 나타난다.  

1950 년대에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생산을 지도하지 않아 생산 과정에서 

                                       
93  이는 1950 년 말부터 1990 년대 초까지도 『김일성저작집』에서 확인된다. 

가령, 1960 년에 한 연설인 김일성,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14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426-443 쪽; 1981 년에 한 연설인 김일성, “천해양식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36 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126-143 쪽. 1982 년에 

나온 북한 예술영화인『두 선장』에도 나태한 주인공도 나온다. 1987 년에 한 

연설인 김일성,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할데 대하여” 『 김 일 성 저작집: 

제 40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84-412 쪽에도 비슷한 언급이 나온다.  
94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300 일출어만선투쟁’,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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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1970 년대 말까지도 수산부의 

간부들은 계획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세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감시비용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김일성은 보고 있었다. 95  이 

현상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저작집』에서는 수산부의 관리직 (다른 

부문과 동일) 의 무책임성으로 인해 생산에서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1950 년대부터 1990 년대까지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색비용관련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은 달리 보면 

수평적 생산 단위 간에 조절 문제 혹은 시장이 없는 위계 제도 내부에서 

단위 간의 교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놀랍지 않게도 『김일성저작집』

에서 자재공급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국가사회주의 경제는 수요 

제약 (demand constraint)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제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급 제약 (supply constraint)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제도이기 때문이다. 96 

이런 체계적 조건 하에서 온갖 자재 및 봉사에서 공급난이 생겨날 수 

있는데, 김일성은 주로 중앙 국가 혹은 당의 감시의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려 했다. 또한 당(黨) 감시의 강화와 더불어 대중운동을 통하여 

특히 배수리 문제 같은 수색비용 (배수리 기간 연기로 인한 생산 

손실)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는 15 일배수리체계의 도입에서 잘 보인다.97 

                                       
95 김일성,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일성저작집: 제 31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431-436 쪽.  
96  Janos Kornai, "Resource-Constrained versus Demand-Constrained Systems", 

Econometrica Vol. 47, No. 4 (Jul., 1979), pp. 801-819. 
97 『조선 수산사 3 (현대편 – 2) 』,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1),  210-216 쪽. 

15 일을 강조하는 것은 1980 년에 한 연설인 김일성,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김일성저작집: 제 35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61-62 쪽 에서 확인된다. 이전에도 배수리 문제를 가지고 여러 대책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15 일이내 배를 수리해야 한다는 방침은 1980 년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북한 문화계까지 확산되어 15 일배수리체계를 다루는 

영화인 『 청춘의 심장 』 까지 1981 년에 나온다. 영화의 자세한 소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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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인용에서 볼 수 있듯 김일성의 인식에서는,  

자재공급체계에 있어 위계를 강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온다. 

 

“이번에 여기로 오면서 보니 수산사업소 가까이에 있는 철도 역마다 

통나무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수산부문 일군들이 배를 

수리하는데 쓰겠다는 구실을 대고 받았을 것입니다. 자재를 따져 

보지도 않고 달라는 대로 주기 때문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필요이상 

받아다 사장시키거나 랑비하는것이 적지 않습니다. 정무원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재를 달라고 하면 잘 따져보고 필요한량만큼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98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비축하기 현상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수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재를 비축하는 

것이었다. 99  그런데 인용에서 나와 있듯 김일성은 그저 감시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주요 해결책으로 당 감독 역할을 강화하여 일종의 ‘외부적 

감사인’을 육성 시도하는 것을 여러 번 제시하였다.100 이는 주로 감시와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청춘의 심장’,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을 참조할 것.  
98 김일성, “물고기가공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35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61 쪽.  
99  비축하기 현상 (hoarding phenomenon)와 관련하여,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243-245 쪽을 참조할 것.  
100  가령, 김일성, “정무원 사업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재정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34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98-49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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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적 자극을 통해서만 해결을 찾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300 일출어 투쟁 같은 운동을 통하여 어로공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간부의 태도 문제나 계획 수행에서 범하는 과오의 

경우, 김일성은 주로 당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완전 감시를 이루어 

내고자 한다. 1980 년 무렵에 당중앙정치위원회 정치위원 몇 명까지 

파견되어 어로활동을 주도해야 할 정도로 당 조직의 개입이 필요했다고 

연설한 적도 있다. 101  그런데 완전 감시는 정보의 문제로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실제로 성립될 수 없다.  

Williamson 에 따르면 감시비용과 수색비용이 너무 커질 경우, 

시장에서 위계로 거래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시장적 거래가 

없는 국영부문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단일위계 속에서 

수색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김일성은 유관 사업을 한 기업체로 묶는 

내부화 정책을 여러 번 제시하였다. 수송을 수산사업소 내에서 설치 

요구, 102  수리시설도 수산부 내부에서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103  이는 

단일조직의 일부들을 통폐합시킴으로써 생산 단위 간에 감시비용 및 

수색 (이전) 비용을 줄이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영부문에서 

어선단으로 원해어업 및 대형어업을 강조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또한 김일성, “수산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 『김일성저작집: 

제 31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73-4 쪽 등 있다. 
101  김일성, “석탄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35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29 쪽.  
102 김일성, “서해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32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78-79 쪽.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냉동시설, 

가공시설 등 기타 설비도 서해의 수산기지들에서 갖춰져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103  김일성, “겨울철 물고기잡이와 물고기가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36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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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을 내부화시켜 이전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104 

또한 아래 인용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목표의 일부로서 필요가 없는 

관리직 (조직비용, 특히 간부의 나태 문제)을 없애고자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수산부문에 불합리한 관리기구가 많은 것 같은데 잘 검토하여 

보고 쓸데없는 관리기구를 없애고 더 많이 사람들이 물고기잡이에 

동원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105 

 

이 노력의 정점은 연합기업소의 도입이다. 이는 여러 차례에 거쳐 

제시된 연합기업소에 대한 관심으로 귀착되었다. 1973 년에 처음으로 

거론된 연합기업소 106 라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관련 생산단위들을 

묶음으로써 자재 공급 (투입재)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개혁 시도로서 “련합기업소는 주로 생산물생산에서 

생산기술적련계를 맺고 있는 이종의 기업소들이 하나의 생산경영단위로 

                                       
104  이와 관련하여, “1960 년대 중엽부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1 만톤짜리 

가공모선과 3000~5000 톤짜리 운반선들이 마련되어 강력한 원양어선대가 

무어졌고 김책, 양화, 청진, 홍원, 원산, 신의주, 남포 등에 원양어업기지들이 

꾸려지면서 원양어업의 규모가 확대된 조건에서 원양어업관리국의 조직은 빨리 

발전하는 원양어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지도와 보장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 수산사 3 (현대편 – 2) 』,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1), 47 쪽.  
105  김일성, “강원도당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 김 일 성 저작집: 

제 27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17 쪽 
106 박후건, "북한 경제의 재구성 - part I - 『근로자』와 『경제연구』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6 (2013), 24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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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합된 대규모기업체이다.” 107  연합기업소의 전면적 도입은 1985 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수산부문에서도 실시되어 최고급 

수산사업소였던 신포수산사업소 (원양관리국 산하)는 연합기업소로 

변화되었다. 

이 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김일성이 자재 공급 문제 (연료, 원료, 

수송 수단, 숙련공 등 여러 생산 요소와 인적 자원 포함)를 주요 병목 

현상으로 인식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도 자원 분배에서 

국가사회주의 하에서의 수평적 관계를 내부화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108 

또한 생산 단위 간의 수색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단위의 수를 줄임으로써 중앙 국가의 입장에서 감시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Granick 에 따르면 단위가 작고 많을수록 

거래비용 (조직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작은 

단위에 대한 감시비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09  즉, 감시비용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시관련 비용들 (예: 인력, 시간 등)의 필요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일성도 연합기업소의 전면적 도입을 앞두고 했던 

연설에서 역시 이런 점을 강조한다.  

 

                                       
107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 ‘련합기업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 연합기업소에 대해 자세한 설명, 中 川 雅 彦 , “북한 

연합기업소의 형성”, 북한 경제 리뷰 2003-3 을 참고할 것.  
108 이것은 그저 『김일성저작집』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 문화에도 

나온다. 가령, 1989 년에 제작된 『 심장에 남는 사람 』 에서 주인공인 한 

기업소의 당책임비서는 기업소의 관리인들과 싸우게 된 이유는 자재 정상화의 

내용을 담긴 당 결정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의 자세한 

소개는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심장에 남는 사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을 참조할 것.  
109  David Granick, “Property Rights vs. Transaction Costs in Comparative Systems 

Analysi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JITE) 144 (1988), p. 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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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는것은 계획단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국가계획위원회의 일을 덜어주게 하자는것인데 … 새로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대상하여 계획을 

세우는 단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110 

 

북한의 1990 년대에 경제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정책 변화와 

이념적·중앙집권적 제도 정비 시도들이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념을 감안할 때, 거래비용 (조직비용; 조직적 효율성 수색)은 

김일성의 인식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행간을 읽어내면 김일성도 조직 

비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념에 맞게 정책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틀에서 조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게 된 

국영부문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비용구조를 초래하였다. 111  이에 

관련해, 아래에서 보겠지만 기존 국영부문의 거래비용구조와 그것을 

정하는 이념적·제도적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협동부문에서 감시 완화 및 재(再)강화를 살펴보자. 

 

(ii) 협동부문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붕괴 직전의 시점에서 협동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수산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110  김일성,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39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59 쪽 
111  1990 년대의 경제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출판된 공식 부문 역사 

책에 따르면 ““수산부문 내부구조를 완비하며 수산업이 제발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체성과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는 오직 선박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 물고기잡이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조선 수산사 3 (현대편 – 2) 』 ,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1), 

17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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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협동조합이었다. 『조선지리전서』에 따르면 “협동경리에서는 

수산협동조합의 어획량이 86.3%” 112 이라 하는 만큼 시장화 이전의 

수산부문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본다.  

협동부문의 큰 부분으로 추정되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고 부업경리의 확대 노력을 보자. 아래에서 보겠지만 

『김일성저작집』에서 협동부문은 1978 년까지 시장에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시사되는데 이는 역시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을 

줄이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집단화 조치에 따라 협동부문으로 모든 민간 어부들이 들어서게 된 

후부터 협동부문에 대한 지배구조관련 변화가 여러 번 있었다. 먼저 

어로활동과 장사 (어획물의 처분)에 있어, 거래비용에 비추어 시장의 

지향성 문제 (자율성 확보의 범위)에 대한 김일성의 정책적 지시들을 

보자.  

지배구조의 경우, 국영부문과 유사하게 인민위원회의 직할 하에서 

운영되었고 이는 1960 년대 초반부터 1990 년 초반까지 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13  다만, 협동부문에서 시장에 접근할 권한의 범위가 

시기마다 차이가 있었고, 이런 차이에서 시장화가 되는 수산부문의 

지배구조 뿌리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을 띄기 때문에 검토할 만하다.  

수산 부문의 국유화의 마무리 단계 무렵인 1957 년 2 월 2 일에 “수산 

협동 조합 지도 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결정 9 호」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수산 협동 조합에서 수출을 제외한 일체 생산물은 수요자와의 

협정 가격에 의하여 개별 조합들이 자유로 판매함을 승인한다.”라고 

                                       
112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246 쪽.  
113 『北韓總覽』, (서울: 北韓硏究所, 1983), 72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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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사무를 간소화하며 온갖 불필요한 제한들을 폐지할 

것”이라 지시하였다.114 

김일성은 1961 년에 수산협동조합들은 어획량의 30%를 자체로 

판매하고 나머지 70%를 국영 수산물종합상점에 넘겨줘야 한다는 규정을 

내놓았다. 115  이는 70%의 생산물을 국가에 바치라는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이 30%의 생산물을 처분함으로써 이윤을 냈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당시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것은 국가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생산 단위를 국가가 

일시적으로 방치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1970 년대 중반부터 김일성이 수산협동조합들을 동력화하라는 지시를 한 

후에, 수산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투자에 따라 생산 규모가 커져 감시가 쉬워졌거나, 적어도 감시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더 커짐에 따라, 이를 국가의 통제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68 년에 김일성은 농민시장에서 계속 팔 것을 허용하면서도 

‘유일가격’, 즉 중앙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동수산 부문의 자율성을 박탈했던 것으로 보인다. 116 

                                       
114  "수산 협동 조합 지도 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 (1957.2.2 내각 결정 

제 9 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법규집 3』, (평양: 국립출판사, 1961), 

188 쪽.  
115 김일성, “세소어업을 발전시켜 물고기 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제 27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64 쪽. 이런 직접 판매 (직매점 

설치)가 비교적으로 자율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116  김일성,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22 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338 쪽.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수산협동조합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농민시장이나 다른곳에 직매점을 차려놓고 

물고기를 거기서 직접 팔아도 좋고…그러나 물고기값은 절대로 제각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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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율성이 없어지게 되자, 협동부문에 대한 감시 및 통제로 인해 

생산성이 다소 감소된지 3 년만에 김일성은 가격정책에 대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그러나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기술장비가 약하기때문에 

물고기잡이에서 계절적인 제한을 받게 되며 물고기철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것을 저장해두고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팔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에는 물고기값을 눅게 정하여 

잡은 물고기를 제때에 처리하며 적게 잡힐 때에는 좀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여 경리운영에서 손해와 리익을 상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117 

 

이런 정책은 유일가격보다 더 느슨한 표준가격을 실시하라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거래비용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수색비용 (수송 등)에 있어 협동조합들에게 과잉 부담으로 

인해 가격책정에 있어 범위가 더 넓은 값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동경리의 이익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1959 년에 한 연설에서 수산협동조합까지 맞춤형 냉동시설 혹은 적어도 

통조림과 같은 가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118  또한 

1960 년에 수산협동조합의 어로활동에 대한 계획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하지 말고 모두 국가의 유일가격에 따라 받도록”라고 규정하여,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시장가격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117 김일성, “가격의 일원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26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24 쪽. 
118  김일성,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13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27-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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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적도 있다. 119  둘째, 흥미롭게도 같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가격제정위원회가 가격통제를 하느라고 지방에서 식료품가격을 

일일이 중앙에 물어보고 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에서 우에 

물어보고 결론을 받는 동안에 물고기 같은 것은 다 썩어 버릴 수 

있습니다.”120 

 

앞서 본 것처럼 이는 감시의 한계로 볼 수도 있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감시비용으로 인해 가격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분권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격제정위원회 

(중앙국가)가 감시질서를 관장하는 가격을 다 정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하위 단위들에게 이런 권한을 하달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연설에서 김일성은 야채 (남새)와 기타 부식물에 대한 가격도 동일하게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지시한다. 이는 역시 계획화 과정에서 수색비용 

(자재공급) 및 감시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유휴 노동의 낭비 현상을 

대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협동수산조합과 농업 부문의 야채 

텃밭, 그리고 달걀 등 부식물의 생산을 국가 위계로 장악하려고 하다가 

감시비용으로 인해 운영이 마비되었기에 일부나마 다시 국가에 밀접히 

배태된 시장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산협동조합의 실제 자율성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8 년까지 지방수산지도국 아래 각 도 수산지도처의 관리 

                                       
119  김일성,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14 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437-8 쪽.  
120 김일성, “가격의 일원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26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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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21  이런 분권화는 이전에 

중앙차원에서 협동부문을 관리하였을 때 국영부문만 자재를 받았기 

때문에 협동부문에 불리한 투자구조가 재생되었다. 1960 년대 초에 

지방으로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이 김일성의 다른 연설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역시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수산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감독 단위의 감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전에 수산부에서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들을 다 맡아볼 때에 

수산부 일군들이 기본본위주의를 하면서 자재 같은 것도 

수산사업소들에만 보내 주고 수산협동조합들에는 잘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수산지도국에서는 수산협동조합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물고기를 더 많이 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122 

 

그리고 여기서 명확한 것은 아래 관리 단위는 생산단위를 

장악함으로써 증산을 보증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권력을 

분권화하되 시장이 아닌 하위 위계의 감독을 통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 국가에서 지방 당국으로 분권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조직개편이다. 이로써 김일성은 위 감독 단위의 

부담을 줄이고 아래 단위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중앙집권 (U-

form)같은 관리제보다, 분권화된 관리제 (M-form) 같은 조직을 

형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시장에 접근할 권한을 부분적으로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김일성이 1976 년에 한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산협동 부문에 대대적 투자사업을 개시하면서 협동부문을 사실상 

                                       
121 『北韓總覽』, 728 쪽.  
122 김일성, “수산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 373 쪽. 



69 

 

국영부문과 동일한 지배구조로 이행할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격제정과 관련하여 자율성에 대한 권한이 없어졌던 점에서 

‘부패적 분권화’, 즉 서류상의 분권화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123 

한편, 지방 당국에 맡기게 된 배경을 보면, 이는 1970 년대 

지방으로의 분권화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오승렬의 연구에 따르면 

1960 년대 북한 지방 재정 비중이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1970 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되었는데 특히 1975 년의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계기로 

“지방예산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국가보조금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 수입초과분을 중앙예산에 편입시킬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24  다시 말해 이로 인해 지방산업은 1970 년대 

중반부터 중앙예산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력갱생 원칙 하에서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면서 가동을 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급적으로 

수입의 일부를 중앙예산에 보낼 의무까지 생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수산혁명’ (김일성의 표현)을 일으켜 협동부문에서 

동력화를 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125  그런데 앞서 

보았던 인용에서 나와있듯이, 투자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이의 연장선상으로 1978 년의 수산관련 연설에서 김일성은 모든 

수산물에 대한 가격을 중앙 국가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126 

                                       
123  이런 분석과 관련하여, P.T. Wanless, "The Efficiency of Central Planning: A 

Perspective From 'Markets VS Hierarchies",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4 

(1987), p. 66.  
124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2), 23 쪽.  
125 김일성, “수산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 359 쪽.  
126  “수산부문 일군들이 일부 기관들에서 물고기를 달라고 한다하여 무턱대고 

떼주면 부정적현상을 없앨수 없습니다. 앞으로 물고기는 다 수산물 상점과 

직매점을 통하여 유일적으로 팔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수산업을 발전시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자”, 『김일성저작집: 제 33 권』,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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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그 전에 자율성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1980 년대를 앞두고 

수산 협동 부문은 거의 완전히 국영의 감독 위계에 흡수되었다. 지방의 

권한 확대로 수산협동조합이 국가의 하위 단위로 완전 흡수되어 

시장관련 접근 권한이 없어져 수색비용 및 감시비용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후에도 김일성은 분배 형태에 대해 언급했을 때 

“수산협동조합 어로공들은 수산물생산량에 따라 분배를 받기”라고 한 

만큼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127  그렇지만 지방 예산제의 

확대에 따라 중앙 국가가 아닌 지방으로 이런 비용들이 전가되었을 

가능성이 역시 적지 않다.  

이런 조치는 투자의 대가로 볼 수 있다. 1976 년에 수산협동조합의 

투자 사업을 시작한 후 수산협동 부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 시기와 10 년 전인 1966 년에 

농업에서의 현물세의 폐지 조치에 따른 사실상 공출 제도의 재도입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128  그 전에 농민들은 

현물세를 낸 후에 나머지 현물을 갖게 되는 형태로 잉여공유가 

진행되었다면 1960 년대 중반부터 국가가 먼저 모든 생산물을 받은 

다음에야 곡물을 배급 받게 된다. 어쨌든 그전에 수산협동조합들은 국가 

위계 질서로부터 모종의 자율성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때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국영부문과 비교했을 때 독자적 성격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에서 농업협동조합에서 협동농장으로 이행되어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15 쪽. 『조선 수산사 3 (현대편 – 2) 』 ,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1), 336-338 쪽.  
127  김일성, “천해양식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36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130 쪽 
128  이와 관련하여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제 54 권 1 호 (2011 년), 2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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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소유가 ‘전 인민적 소유’로 변화되었던 것과 달리 수산부문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지배구조가 폐지되지 않았다.129   그렇지만 국가에 대한 

자율성이 더욱 협소해진 면에서, 국영 부문의 조직비용 구조와 

상당부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iii) 부업경리 

기존 연구에서 시장화의 초창기인 1980 년대에 부업은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수산 부문에서도 1960 년대부터 부업이 

있었는데, 이런 부업활동의 주변적 위치 및 역할을 먼저 보고, 수산 

부문에서 기존 체제의 조직비용 (거래비용) 구조에 따라 부업 생산의 

논리와 한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구분상 협동부문에 포함된 부업은 

실제로 지배구조에 있어 일부가 독자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기로 한다.  

다른 부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980 년대에 들어 시작된 부업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농민시장과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0  정은이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전에 시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8.3 인민소비품 운동이 1984 년에 시작되게 되면서 

텃밭에서 생산된 것을 비롯한 여러 공업품도 농민시장에서 팔리게 

되었다.131   이는 주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에서 국영·국유 형태가 아닌 

개인소유와 개인운영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129  정진아,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사학연구』  제 123 호 

(2016.9), 211-251 쪽을 참조할 것.  
130  이는 최봉대∙구갑우, “북한도시 “농민시장” 형성과정의이행론적함의 – 

1950~1980 년대신의주, 청진, 혜산의사례를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6 권제 2 호 (2003), 133-187 쪽에서 확인되었다.  
131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제 54 권 1 호 (2011), 256-258 쪽 및 자세한 설명을 윤경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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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한의 수산 부문에서 부업은 1980 년대에 시장화되기 

시작되었던 것으로 탈북자 진술에서 나온다. 그리고 부업도 역시 현재 

북한 수산 부문에서의 지배구조 중의 하나인 것으로서, 부업의 기원을 

보면 수산부문의 지배구조와 거래비용 구조가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공식 부문사를 보면 1960 년 말이래 북한 수산부문에서 

수산부업작업반이 대대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경리는 기존 

타 부문의 기업소, 협동농장, 수산부문이 아닌 생산 단위 혹은 여타 

기구에서 기관의 본업이 아닌 부업(副業)으로 기구 내부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수산 하위 단위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 자료인 『조선 수산사 3 (현대편 – 2) 』에 따르면 

1970 년대에 들어 수산부업작업반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김일성이 

1969 년의 연설에서 했던 지시에 따른 결과물로 파악된다. 김일성은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해, 타 부문의 기업소 등의 

생산 단위에서의 부업의 범위를 가축에서부터 수산으로까지 확대시켜 

노동자의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끼고있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사회보장자나 몸이 약한 사람들을 

몇 사람 뽑아서 조를 만들고 자그마한 배 몇 척과 어구들을 

갖추어주어 물고기를 잡게 하면 … 바닷가에 있는 국가기관, 

                                                                                                 

“8 월 3 일인민소비품” 생산운동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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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들에서는 될수록 어업을 많이 조직하여 로동자들의 

부식물문제를 자체로 풀도록.”132 

 

이념적·제도적 차원에서 이는 국가사회주의의 기본 틀인 

국가·협동소유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의 이런 부업 정책은, 

거래비용 (조직비용)의 논리를 통하여 간단히 분석할 수 있다. 앞서 본 

연합기업소 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산활동을 기존 국영 부문의 기업·기구 

체계에 배태시켜, 그런 생산 단위의 유휴 투입재를 동원하여 전국의 

수산물생산량을 높이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부업은 기존 체계에 

배태된 것으로서 감시 및 수색 (자재공급) 비용이 작아질 수 있으며, 그 

단위의 유휴 이전 수단도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비용을 

줄이는 논리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는 1980 년 중순에 벌어지기 시작한 부업과 달리, 시장에 

대해 접근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위 생산 단위 내부에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권한만 부여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인용에서 

나왔듯이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허약한’ 사람이나 노인들을 파견하여 

어로를 하자는 점에서 김일성은 이런 작업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고 

‘유휴 자원’만 활용되는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 에 따르면 “협동경리에서는 

수산협동조합의 어획량이 86.3%” (1980 년대 초반 기준으로 추정)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부업은 협동경리의 대략 13.7%밖에 생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133  1980 년대 초반 <표 2>에서 전체 수산 

                                       
132 김일성,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 22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35 쪽. 
133 『조선지리전서: 공업지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2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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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중에서 협동경리가 25%이하를 생산하고 있었던 것까지 

종합해보면, 부업은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서, 북한의 

수산물총생산에서 대략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산부업작업반이 총 538 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있어 별 성과를 거두어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부업에 대하여 1980 년대를 앞두고 다른 

부문에서 시장을 지향하는 개인 부업은 여러 도시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134  수산부업 같은 경우에 활성화의 수준을 

직접 알아볼 수 없으나,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1980 년대 후반까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3) 생산구조비용 및 국가사회주의 수산의 파탄 

그렇다면 거래비용 논리의 적용 결과, 온갖 조직비용들이 보이게 

되는데 시장화의 원인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조직비용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 및 큰 조직을 특징으로 하는 수산 

부문은 과연 어떤 이유로 시장화 (국영 부문의 붕괴)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비용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4 장에서 부업과 기타 어로활동 및 유관 사업의 

사유화 현상과 거래비용 논리를 보기 앞서 간략하게 북한의 기존 

수산부문의 생산 비용 구조를 보기로 한다. 먼저 소련붕괴 직전 

시점에서의 북한의 어선 현황을 보자.  

 

 

                                       
134 최봉대∙구갑우, “북한도시 “농민시장” 형성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 

1950~1980 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6 권제 2 호 (2003), 15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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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북한의 동력어선 현황 (1988 년 기준. 톤, 척) 

구분 어선규모 (톤수) 척수 

공모선  10,000  8 

냉동운반선  3,000~7,000  12 

대형트롤선  3,750  11 

다목적선  450~485  554 

어망어선  270  16 

통발어선  30~100  766 

소형트롤어선  30~100  170 

출처: INFC INTERNATIONAL, 1988.135 

 

소련붕괴 직전 시점인 <표 5>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의 동력어선들은 

대부분의 경우, 현재 수산부문의 주요 어선으로 추정되는 136  소형 

기관선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는 생산비용에 따라 탈 산업화로 인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여러 인터뷰 진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북한의 

수산 부문은 본격적으로 시장화되면서 규모가 작아지기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 수산 부문의 규모가 국제시장의 수요와 적합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1990 년대 초중반 활동한 [선주 (1)], 그리고 2000 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삯발이 (1)]의 진술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된다.  

 

“선주[1] : 기름이, 디젤유가 귀하기, 좀 고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배가 200 마력이나 400 마력, 200 마력 

                                       
135  이유진, "최근 북한의 수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 연구", 『산은조사월보』 

11 월호 (2015), 85 쪽 재인용. 여러 진술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추론으로만 남길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기술적 요인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136 같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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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는 한 시간에 기름소비량이 20kg 거든요, 그러니까 

20kg 면 작은 배, 28 마력 같은 거는 하루 종일 뛰거든요.” 

 

“삭발이[1] :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타는 배. 저희 배는 6 미터 

15 마력 정도.” 

 

디젤유의 희소성 문제도 역시 북한 공식 문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김일성이 1991 년에 기름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작은 배로 하는 세소어업 위주로 수산을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서, 

면접자의 진술과 공식 문헌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산부문에서 기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을 때에는 노젓는 

작은 배를 가지고 세소어업을 하면 됩니다.”137 

 

면접자의 진술, 그리고 황혼기의 김일성 연설을 통해서 북한 기존 

국영 수산부문은 생산비용이 막대하였고,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작아졌다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수산부문 규모가 대폭 작아지게 되었던 점에서, 『김일성저작집』과 

탈북자의 진술은 동일하다. 이는 조직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모의 경제 

및 대규모 생산 단위를 강조했던 대형어업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137김일성, “수산물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자”, 『김일성저작집 : 

제 43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5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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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어업과 대규모 어업의 생산비용 

구조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어업은 자본재와 연료를 

대대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규모 어업은 어획대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어업의 소요연료 1 톤당 

어획량이 4-8 톤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형어업의 경우, 연료 

1 통당 어획량이 1-2 톤으로으로 추산된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어업과 

대형어업을 통하여 잡은 어획량은 비슷한 수준 (연간 30,000,000 톤)인데 

비해서, 대형어업에 500,000 명정도 종사하고 소규모어업에 

12,000,000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어업에서는 총 

37,000,000 톤의 연료를 소요하는 반면에 소규모어업에서 총 5,000,000 톤 

정도의 연료를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138  

물론 이 수치들은 전 세계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서 추정치이며, 

북한에 제한적 적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료·인력 

이분법적 선택에서의 대략적 수치이나마 1980 년대 후반과 1990 년대 

초반에 북한 수산부문에서 어떤 사정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있어 타당하다고 본다. 소련붕괴로 인해 북한이 더 이상 우의가격으로 

석유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대형 어업의 생산 비용구조는 지속가능성이 

없어졌다. 139  또한 전반적으로 국영경제의 마비로 인하여 유휴인력이 

대폭 발생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소규모 어업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8 Jennifer Jacquet and Daniel Pauly, "Funding Priorities: Big Barriers to Small-Scale 

Fisheries", Conservation and Policy 22 (2008), p. 833. 
139  학습제강(당원 및 근로자용), “나라의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갈데 대하여”(2000.6),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2009), 10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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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제도의 특성과 거래비용, 그리고 생산비용에 따라 

대형을 강조하게 된 북한 수산부문에서 1980 년 말부터 개인 어선이 

생겨난 배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국영사회주의의 특성으로 

거래비용의 발생이 이루어져 이 거래비용 구조에 따라 생산비용에서 

수입석유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벌어졌다.  

 

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수산부문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대형어업을 강조한 결과, 석유에 의존하는 지배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저 규모를 위한 규모의 생산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현대적 어업방법 및 생산물의 급증을 강조했던 

발전 모델에서 현대식 대형어업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조직비용에 있어 소형보다 대형을 감시함에 있어 생산단위가 크기 

때문에 역시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김일성이 주로 국가의 감시를 강조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였던 결과, 어로활동 및 유관 사업은 대규모적으로 발달되었다. 

감시 및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산 단위가 커지게 되었고 

생산 단위의 규모는 생산 수단의 규모에도 반영되었다. 이는 특히 

대부분의 생산 역량을 차지하는 국영부문, 원양관리국 산하에 속한 

국영사업소에서 막대한 생산 비용 구조를 초래하였다.  

협동 부문도 1970 년대에 투자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부분적 자율성이 

없어졌다. 국영 사회주의 하에서 수산 부문은 거대 생산 단위 및 대규모 

생산을 특징으로 하였고, 결국 1990 년대 초에 소련 붕괴로 기존 국영 

수산부문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이 

상황에서 시장화는 부업경리와 맞물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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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북한 수산 부문의 민영화에서의 자율성 및 

배태성 

제 1 절: 들어가며 

(1.1) 국영 수산에서 시장화로 

본 절 (a)에서는 국영 수산의 위계로부터 국가에 배태된 시장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사례의 이론적·실증적 의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b)에서는 이 사례들로 일반화의 가능성 문제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분석틀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다음 절에서 시장화는 수산 

부문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주요 4가지 주축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먼저 시장화의 주요 외연적 공간이자 자원분배 기제인 시장 

(장마당)과 수산 장사의 위치를 제2절에서 보기로 한다. 그 후에 어구 

생산 등 수산관련 가내생산을 제3절에서 보고자 한다. 제4절에서 

어로활동을 분석하고, 제5절에서는 무역제도 및 수산 부문에서 벌어지는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현상을 가지고 이 전략적 부문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봤던 것처럼 수산 부문이 원래 국영 및 협동으로 크게 

양분화되었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 협동부문의 자율성이 없어진 

것으로 시사된다. 1960년대 말기에 부업을 촉진시키자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수산부문의 협동경리에서 또 다른 하위 부문이 생겼다. 

제3장에서 봤던 것처럼 북한 선전물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1970년대에 

들어 온갖 수산관련 투자사업이 진행되었고 협동부문도 동력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협동부문의 동력화 ‘대가’로 국가의 감독 역할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암시된다고 분석하였다.  

필자는 제3장에서 그전에 협동부문의 큰 일부분인 협동조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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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970년대 말에 

유일가격제가 협동부문까지도 다시 확대되면서, 협동부문은 국가로부터 

가격의 제정에 있어 자율성이 없어진 것으로 내포된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중앙집권적 수산부문의 구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래비용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그 전에 시장과 위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1970년대에 후반부터는 투자와 함께 시장에서 관장되는 거래 

(어획물의 처분)가 국가의 위계로 끌어들여졌다. 

이론상 이런 현상이 쉽게 풀이된다. 자산특정성이 높은 (이전 난도가 

높은) 투자로 인해 국가는 협동부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액 및 투자의 자산특정성에 따라 국가 감시의 동기가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가 투자에 따른 

이익을 최대화 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하였을 때 불이행 (낭비 현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기보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회피 (risk aversion) 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모종의 

자율성을 갖고 있었던 협동부문은 투자에 따라 지방 국가 기관에 완전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데 제3장에서 봤듯이 투자와 지배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대형어업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대형어업이 위계에서 관리될 경우 

감시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강조함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자본집약도를 높이게 되었다. 또한 

거대한 선박과 가공시설, 그리고 유관 사업들을 되도록 같은 단위에서 

관리함으로서 수색비용 (자재공급 문제)을 삭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제3장에서 살펴봤듯이 수색비용과 감시비용을 줄이는 노력으로 거대한 

생산 단위의 구축을 강조하다 보니 지속가능성이 없는 생산비용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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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형성되었다. 소련 붕괴로 인하여, 우의가격으로 제공되는 석유에 

의존했던 북한 수산부문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영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포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전제조건인 사적 

소유재가 없는 것이 유지되었다. 이 상황에서 많은 거래들은 

시장화되었더라도 국가에 배태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 거래비용 

경제학에 따르면 시장과 위계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지배구조로 보지만, 

북한에서 는 시장과 위계 사이에 있는 그 중간 단위, 즉 국가에 배태된 

시장 주체들과 지배구조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북한 시장화의 사회구조적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에 배태된 시장은 차등적으로 국가로부터 통제 및 단속을 받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을 국가에게 주어진 

거래비용의 구조로 분석하여 보면 배태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국가의 수색비용 · 감시비용을 감안하면 왜 가내생산의 자율성이 높고 

무역의 배태성이 높은지, 그리고 왜 장사는 기본적으로 배태성이 낮은지 

풀이되고, 어로활동의 특수성과 차등적 위치도 설명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가내생산 및 장사를 완전 국영 위계로 흡수하는 데에 

발생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북한 국가는, 개별 

주체에게 공식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였거나 혹은 자율적 위치를 

묵인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철저히 탄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가정들의 생산을 감시하기엔 한계에 부딪치고 자재공급난과 배급제의 

위기로 인하여 자재 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 즉 법 집행 비용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반면에 무역의 경우 수색비용과 감시비용이 마땅히 발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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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으나, 무역에서는 가정보다 훨씬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지대인 

국경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무역을 장악함에 있어 

수색비용 및 감시비용도 들지만 이 비용을 들임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 (외화 확보)이 적지 않은 점과, 아울러 외화의 확보에 있어서도 

역시 단일위계보다 분권화를 통하여 중앙국가는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리하여 

무역회사들은 그저 중앙집권적 질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분권화가 되어 규모와 분야, 소속기관 (상급기관) 등 여러 차원에서 

배태성 및 자율성의 정도가 달라졌다. 여기서 이를 완전 기능주의적 

거래비용의 계산으로만 설명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부분적 기능주의적 

설명을 제시하고 거래비용의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어로활동은 역시 중간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가내생산이나 

메뚜기장사 (파행적 장사) 등에 대한 감시의 어려움만큼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어획량의 측정 및 어획 처분으로부터 비롯된 이윤까지 

감시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중앙국가 기관의 기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무역회사 기지 어선의 경우, 일종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위계 질서 속에서 어획활동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면접자들이 진술한 바, 기존 국영 부문뿐만 아니라 무역 회사에서 

위계가 생기고 이 위계는 국영 위계에 배태되었다고 본다.  

또한 아래에서 보겠지만 가내생산 및 장사의 경우 자산특정성이 

높은 투자가 거의 이행되지 않는 반면에, 어로활동이나 특히 

무역회사체계에서는 이러한 투자] 이행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이는 

배태성의 위험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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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화의 문제 및 진술의 바탕 

제3장에서 다루는 방식과 달리, 본 장에서의 연구 자료는 북한 

국가의 공식 문헌이 아니라, 남한에서 살게 된 북한 이탈주민의 진술 및 

기존 연구에서 나온 조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그렇기에 

제3장에서 북한 공식문헌에서 행간을 읽어내려는 시도를 했다면, 본 

장에서는 지도자가 아닌 목격자의 시각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 제시된 자료와 달리, 현재 수산부문의 산업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논의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성과를 바탕으로 일종의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제2장에서 

간략하게 본 것처럼, 기존 연구에서 밝힌 성과를 해석하여 수산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문제 및 수산 부문이라는 사례로부터 일반화의 

문제를 동시에 판단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봤듯이 일반화를 내부적 일반화 및 외부적 일반화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면 일반화의 문제 및 가능성이 분명해진다.  

내부적 일반화의 경우, 특정 사례를 통하여 같은 범주에 속한 여타 

경우에 적용하면, 적용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경우, 

수산 장사나 어로활동의 사례에서부터 도출된 결과가 수산 부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면 내부적 일반화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부업어로활동은 무역기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로활동보다 국가에 대한 

배태성의 정도가 다소 낮고 자율성이 높다는 결과를 수산 부문의 

어로활동에 있어 일반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활동에 있어 

내부적 일반화가 형성된다.  

외부적 일반화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례를 통하여 그 사례의 배경 

및 조건 등 부문의 특성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나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면 외부적 일반화가 이뤄진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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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경우, 어구 생산이나 무역의 경우에 그저 수산관련 어구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 생산의 경우에도 거래비용의 계산 및 생산 비용이 

비슷할 경우, 국가에 대한 배태성의 정도 및 국가로부터의 자율성도 

그와 비슷하다면 외부적 일반화가 형성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수산 부문에서 사업을 4 가지로 분리시켜 보면 

기능별 사업의 특징과 거래비용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1980년대 이전에 국영부문에서 장사, 어구 생산, 그리고 어로활동은 같은 

위계에서 형성되었고 같은 위계 속에서 조직화되었으며, 그런 질서 

속에서 국가는 관장하였던 것이다. 위계를 강조하는 이념적 제도 

조건에서 거대 단위 및 수직적 통합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 소련붕괴로 인하여 사업의 특성상 거래비용 (조직비용)과 생산 

비용 구조가 달라졌기에 각 사업마다 국가에 대한 배태성의 정도가 

차등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주로 제3장에서 수산부문에서의 주요 산업인 어획을 중심으로 위계 

질서의 지배구조를 살펴봤다면 제4장에서는 어획과 어구 생산, 장사, 

그리고 무역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업의 국유-국영화 (1950년 후반) 이래 위계에서 상업이 

운영되었고 1980년대 후반까지 무역도 동일하게 국영 위계에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장에서 어로활동의 

지배구조와 생산수단관련 투자를 주로 다루었지만, 본 장에서 장사와 

무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수산 부문의 시장화와 국가에 차등적으로 

배태된 시장 현상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다고 본다.  

국영사회주의 경제하에서, 특히 일인 독재와 같은 조건 속에서 

지도자의 정책적 인식과 지시가 막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지시와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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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마비로 인하여 시장과 위계가 공존하게 되면서, 대량 탈북 

현상에 따라 미시적 차원 (개인)에 접근하여 연구하기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 국가의 파편화로 인하여 분권화된 경제 영역의 

확대로 이제 주요 주체는 중앙국가가 아니라 개인 (장사꾼, 신흥자본가, 

임금노동자 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산관련 각 유관 사업마다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양상이 보이고, 

후술하겠지만 이런 배태성의 정도는 거래비용 및 생산 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로써 본 연구는 거래비용의 논리 및 경제사회학의 주요 

개념인 배태성 (embeddedness)의 대통합을 통하여 설명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북한의 시장화 및 수산 장사 

(2.1) 북한의 시장화와 장사: 외부적 일반화의 가능성 

제3장에서 간략히 살펴봤지만 북한의 시장화는 1980년대에 들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참조할 연구들은 주로 탈북자의 

인터뷰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으로서, 한계도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추세를 잡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나 많은 자료의 경우, 

함경도 출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수산 부문의 시장화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해에 위치해있는 함경도가 수산 부문에 있어 주요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그전에 시장이 완전히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자원 분배와 거래의 관장에 있어 대단히 주변적 위치 및 역할을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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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졌다.140 그렇지만 1982년을 기점으로 농민시장을 “1일장으로 

복원시켜 평양 등 주요 대도시에 그 설립을 허가하는 새로운 

실용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중소도시의 주변과 시골에만 

있었던 시장은 대도시에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141  

또한 1984년 8.3 인민소비품으로부터 시작되어 “농민시장 역시 그 

규모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어 북한의 거의 모든 군에서 3～4개의 

시장이 개설”되기에 이르렀으며, 142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개혁개방 상황하의 조선족 상인들 등이 북한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신흥 시장경제에도 역시 참여하게 되었다.143  공식 차원에서는 1989년에 

1일장으로 바뀌다가, 국가는 통제강화로 이를 다시 10일장으로 

복원시키려다가, “파행적 시장”이 생겨 결국 실시되지 않았다.144  

기존 연구에서 나온 분석을 가지고 거래비용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현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국가는 국영 

상업망의 배급제 같은 위계를 통하여 일반 주민들의 모든 소비관련 

필수품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8.3운동 및 장마당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제품의 수색비용에 있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다시 등장하게 된 장마당에게 맡기게 된다. 그런데 

                                       
140 최봉대·구갑우, “북한도시 “농민시장” 형성과정의이행론적함의 – 

1950~1980 년대신의주, 청진, 혜산의사례를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6 권제 2 호 (2003), 133-187;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제 54 권 1 호 (2011 년) 220-283 쪽.  
141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10 쪽. 
142 같은 보고서. 그리고 윤경은, "북한 “8 월 3 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 연구", 14-

41 쪽을 참조할 만하다.  
143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제 54 권 1 호 (2011 년), 256-259 쪽을 참조하라.  
144 서재진,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20-21 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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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완전 단속보다 아이러니하게도 

제한적 자유화 정책으로 인한 감시비용이 완전 단속보다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원 분배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커지게 된 

것은 중앙 국가 아닌 복수의 주체가 생겨나게 함으로서 감시비용이 

커지게 되었고 아래에서 보겠지만 이로서 국가로부터 자율적 장사꾼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장사관련 단속이 잘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02년 7.1조치 전에 장사행위는 법률상 여러 죄목 하에서 

탄압되거나 단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장화는 1990년대에 급속히 발달되었다. 145  국영 상업망에서 벌어지는 

거래와 판이하게, 장사는 특성상 국가에 밀접히 배태된 작업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다소 자율적 사업으로서 장사꾼 간에 지배구조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메뚜기시장 같은 파행적 시장의 경우, 국가가 단속을 하지 않을 때 

국가는 거래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장사꾼들은 국가로부터 자율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단속만 강조하게 되면 감시 및 집행에 있어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런 감시비용은 너무나 커질 수 있다. 일반 

장사꾼들이 상품을 이동할 때와 거래를 할 때 등 모든 시점들에서 

국가의 요원은 상업망 외에서 상업적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지 개인장사를 ‘척결’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는 실제로 

1990년대의 재정난에 휩싸이게 되면서 장사관련 단속에 대한 능력도 

역시 다소 감퇴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에 있어 특혜계층을 

                                       
145  이 과정의 요약 및 체계적 설명을 제시한 정은이, "북한 시장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분석 – 공설 시장의 외형적 발전을 기반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0), 14-47 쪽을 참조하라. 



88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 소비는 이제 국가의 상업망이 아니라 시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시장 영역의 규모는 여러 번 추정되었다. 2002년 

7.1조치의 무렵에 박석삼 (2002) 은 탈북자 조사 (n=84) 를 통하여 

시장영역의 규모를 주민의 가구소득 중에서 98%로 추정했다. 146  이영훈 

(2007)은 탈북자 조사 (n=335)를 실시하여 북한 경제 전체에서 시장이 

90%를 차지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147  김병연∙송동호 (2008)은 탈북자 

조사 (n=700)를 바탕으로 하여 78%의 북한 가구소득은 비공식 부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48  

여기에서 가구소득은 비공식 부문, 즉 국가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시사된다. 이런 의미에서 

1980년대 이전에 국영사회주의 하에서의 시장 역할과 상이하게 장마당과 

장사행동은 일반 주민 경제에서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진술을 

통하여 북한 시장 경제를 파악하는 시도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심층적 부분들을 해명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 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 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1980년대 시장화의 현상 및 추세를 양적으로 보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부분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이다.  

                                       
146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 부문 연구: 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규모 추청』 (서울: 한은조사연구, 2002). 
147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 경제상황 변화 조사』,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7).  
148 Kim Byung-yeon and Song Dong-ho,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Seoul Journal of Economics 21 

(2008), 361-38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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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구들은 탈북자 조사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비공식 부문이나 

시장의 규모, 혹은 가구소득 (주민의 소비)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실증성 

및 일종의 신빙성이 있다. 그렇지만 탈북자 조사의 주요 한계인 특정 

지역 및 계층 등 확률적이지 않은 표본 집단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화의 추세를 파악함에 있어 통계적 한계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 국가는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을 반전하여 다시 국영 

상업망으로 시장의 자원 및 거래를 끌어들이려 여러 번 시도해왔으나,149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1990년대에 들어 배급의 중단과 국영 경제의 

극단적 위기 속에서 장마당과 장사가 일반적 현상이 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150 이런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장사와 비공식 부문 (시장)관련 

경제활동은 2000년대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주민 생존에 있어 

상당의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7.1 조치 이후 북한당국은 

시장을 관리하기로 하여, 장마당에서 관리소와 매대세 등 여러 정책을 

통하여 신흥 시장경제를 관리하고자 한다.151 그런데 시장화를 반전할 수 

없었으며, 장사를 그저 외연적으로 관리되는 지정 장터에만 한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 시장화의 수준이 확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확대 및 실패된 경과를 거래비용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에 대한 배태성의 정도를 다소 낮은 장사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봐야 

                                       
149 양문수, "2000 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현대북한연구 15 (2012), 85-

123 쪽. 김병연·양문수, 『 북 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55-138 쪽.  
150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현대북한연구 8(3), 

2005.12, 72-110 쪽을 참조할 만하다. 
151  이와 관련하여, 정은이, "북한 시장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분석 – 공설 

시장의 외형적 발전을 기반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0), 14-47 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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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자재공급난 및 인력의 긴장, 그리고 소비재에 있어 대규모 생산 역량 

한계에 부딪쳐 1960년대 중순부터 국가는 시장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였고 152  1980년대에 들어 배급제의 위기로 153  인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 있어 소비재의 생산 및 배급은 대략 세 

가지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첫째는 수색비용의 일부인 이전비용으로서 상업망의 운송, 운수 

수단과 창고 등 보관 역량을 유지함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들이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거래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는 다른 수색비용으로 볼 

수 있다. 즉, 생산 단위 및 상업 단위 간에 거래를 원활히 이루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재공급 문제도 

수색비용의 발생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는 감시비용으로 상업망에서 

상업 직원·소비자 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패의 문제 

(횡령·배임 등)가 공식 문화에서 나올 정도로 작지 않은 문제였던 

것으로 내포된다.154 

 

(2.2) 수산 장사 

본 연구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벌써 1980년대 전반부터 수산 

장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장사를 주업으로 하는 

                                       
152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제 54 권 1 호 (2011), 223-224 쪽.  
153  최봉대∙구갑우, “북한도시 “농민시장” 형성과정의이행론적함의 – 

1950~1980 년대신의주, 청진, 혜산의사례를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6 권제 2 호 (2003),161-168 쪽.  
154 가령, 1979 년에 나온 『우리옆집 문제』라는 영화에서 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아내가 남편의 위력을 남용하여 상품을 뽑아내서 현물 뇌물로 갖다 적발되는 

것이다. 영화의 자세한 소개는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우리 집문제’,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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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수산 부문에서 오로지 수산 

장사뿐만 아니라 장사를 부업이나 작업의 일부로 하는 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 진술로는 장사행위를 하는 북한 사람 중에서 

몇 %가 장사를 하는 동시에 다른 작업도 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사례들에 따르면 장사는 워낙 비교적으로 국가에 

자율적인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자가 하기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장사꾼 3]의 진술에 따르면 1980년대 전반까지 수산 품목들이 

북한의 시장 경제에서 팔리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전반부터 벌써 본인의 동네에서 수산물 (해산물) 소∙도매를 

하게 되었던 계기는 “벌써 바다에 해산물 잡는다 할 때 벌써 소문이 

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황해남도에서 거주하였고 비교적으로 작은 데에 살았기에 

벌써 그때 북한의 지방에서 수산물의 시장이 발달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1980년대에 겉모습으로 시장은 천장이 없었고 

노상으로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초기 시장화에 있어 앞서 (a)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에 어긋난 사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장사꾼 3]에 따르면 수산 장사는 직접 국가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다. 

즉, 다른 업종에 소속될 수 있으나 장사 행위 자체는 “안 보고했죠…네. 

단지 그냥 아버지 직장에다 제 날짜에 180만원 돈을 갖다 바치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누가 상관하지도 않고.”라고 할 정도로 자율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중앙국가와 하위 감독 단위들은 감시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사꾼의 모든 거래를 감시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장사꾼 1] 및 [장사꾼 2]의 진술과 일치하게, [장사꾼 3]의 경우 직접 

국가에 배태된 상업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남편은 직접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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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선을 운영하여 어획물을 [장사꾼 3]에게 넘겨주어 [장사꾼 3]은 

그것을 가공한 후 장마당에서 직접 팔았거나, 되거리장사꾼 (지방 간 

도매장사)에게 팔았다고 한다. 여기서 어느 특정 국가 기구가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고, [장사꾼 1, 2, 3]의 진술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장사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장사꾼 3]은 부대에서 어획물을 넘겨받기 전에 초소를 

통과해야 하고 어획물을 넘겨받은 후에도 역시 초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검열을 받게 되고 뇌물 (현물)을 바쳐야 했다고 한다. 이런 뇌물 

문제는 자율성-배태성의 틀 안에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보면 순수한 약탈로 보이지만, [장사꾼 3]의 표현대로 

“걔네들도 배 봐주면서 돈 받아야지 초소가 운영해서 자기네도 먹고 

산다고.”라고 할 정도로 약탈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서로 봐줌으로써 

살았다는 부분은 복잡한 사회적 내용이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155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가 1980년대 이후 개인운영 어선을 

허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인데 감시의 완화로 인하여 [장사꾼 3] 

진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중앙국가의 감시비용, 수색비용, 그리고 이전 

비용까지 이제 개인장사꾼과 어선 운영자가 직접 해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구조는 시장화 되면서 초소를 운영하는 군인과 보안 

기구들은 이제 그저 국가의 뜻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장주체로부터 먹고 사는, 즉 시장에 배태된 세력이 되어 갔다.  

여기서 중앙 국가가 이전 비용 및 수색비용을 감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사꾼은 약탈 및 국가요인으로부터의 의존관계를 맺게 된다. 

                                       
155 [선주 3]도 2000 년대에 어로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에 대해 진술하였다. 

“초소장한테 와이프 금반지하고, 백금 반지 있잖아요. 그거도 다 줬어요. 초소장 

아이가 결혼식 한데서. 그거까지 다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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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사꾼은 상품을 수색하고 상품을 이전하는 주체가 되어 국가는 

직접 상업을 지휘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달리 [장사꾼 3]의 보안기구에 대한 진술은 약탈행위 및 감시의 

암면 (暗面)을 강조한다. 곽명일 (2016)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노상에서 

기초 생활용품과 음식을 팔고 있는 극빈층 상인과 식료품이나 곡물, 

수산물을 되거래하는 상인 같은 중산층 상인은 인민보안원의 보호라인에 

선택될 수 없으며 그들의 상행위는 언제나 단속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156 이는 국가로부터 자율성의 암면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요원의 약탈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인데, 다만, 

실제로 이런 약탈행위의 빈도 및 강도에 대한 양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장사꾼 3]의 경험에서도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도 그냥 못 벌었다고 해야지. 소문나기 시작하면 

(경찰서에서) 오라. 가면 자백서 써. 그래서 돈을 얼쩡하게 내놔야 돼. 

그래야 편안하게 빠져나오지. 그래서 들어갈 때 벌써 말하더라고.” 이는 

자율성의 암면을 잘 보여주는 실례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엄밀하게 보면 중앙국가나 지방 당국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리인이 스스로 수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앞서 쓴 바와 같이 [장사꾼 3]의 경우, 어획물을 가공한 

후에 창고에 놓고 지방 간에 이동하는 장사꾼에게 팔게 된다. 여기서도 

[장사꾼 3]은 평양에 본부를 둔 주요 군사 기구에 배태된 창고운영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도매 가격 정보와 어획물 창고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국가에 배태된 자로부터 창고서비스와 되거리장사꾼 

                                       
156  곽명일, “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9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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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서비스를 받고 도매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157  

여기서 국영이 아닌 국가에 배태된 무역 기구가 시장에 배태된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국가에 배태된 

무역회사들은 국내 시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해외시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중앙국가의 주요 특수기관들은 산하 무역회사를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면서 권력을 활용하여 일종의 지대 (rent)도 역시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158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단순히 시장에서 약탈하는 뇌물보다, 무역회사 

체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시장에서 배태된 복합한 관계들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북한 생존 모델 및 시장의 생존과 촉진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장사꾼 2]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순부터 수산 장사를 

시작하여 주요 수산 지역에서 내륙으로 하는 장사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의 중요성 및 숙박검열에 대해 지적한다. 

증명서를 받는 데에 인맥과 뇌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양상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비공식화 및 부패 

(약탈)로 해석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겠지만 생산 (어로활동)과 직결될 

경우에는 그저 비공식성, 부패성, 혹은 약탈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가에 

배태된 시장 현상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튼 [장사꾼 1]의 경험도 역시 [장사꾼 2]와 [장사꾼 3]의 경험과 

일치한 부분으로, 장사꾼들은 수산 부문에서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진술자의 경험과 

                                       
157  도매장사의 발달과 관련하여,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176-

179 쪽.  
158 정은이, “북한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2012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과제]; 

박형중, “북한에서 1990 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통일정책연구』, 제 20 권 1 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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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금까지의 살펴본 사례에서 또 볼 만한 것은 장사의 시장화에 

따라 나타나는 특화의 경향이다. 기존 국영 상업망 체계에서 이전 비용, 

수색비용, 그리고 감시비용까지 국가에 발생되는 반면에 장사꾼들은 

장사하게 되었을 때 장사꾼의 위치 및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정도에 따라 기능별로 특화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아래 인용에서 잘 

드러난다. 

 

“전문 도매해서 파는 장사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사꾼들에게 

도매를 해 주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바닷가에 가면 자기가 

거처를 마련해서 그 집에 가서 살면서, 산다기보다는 그 집에서, 

만약에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고기가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쉬면서, 자면서, 그거를 또 잡아 오면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거래처가 있는 거에요.” [장사꾼 1] 

 

위 인용에서 볼 수 있듯 자율적 위치를 가진 장사의 장점이다. 즉, 

국가는 무역 체계에서 매출을 거두는 대신에, 자율적인 장사꾼을 

탄압하지 않을 때 수산물에 대한 수색비용 및 거래처 간의 감시비용을 

장사꾼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장사의 자율적 위치에 

있어 기능주의적 논리인 거래비용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자율성이라 하겠다.  

당연히 중앙 국가의 주요 주체인 최고지도자는 이런 제도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 감독 능력이 감퇴되는 것을 권력 유지에 있어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여러 번 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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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다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159  

중앙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거래비용 논리에서 밝혀진 대로 조치를 

취하여 시장경제의 확대 및 장사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때가 

있었다고 할 여지가 없지 않을지 몰라도, 160  여기 거래비용 논리 및 

파생된 국가에 배태된 시장 현상을 가지고 탄압의 실패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중앙 국가는 그저 ‘시장 탄압’에 대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거래에 있어 수색·감시에서 온갖 발생되는 

거래 (조직)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시장을 탄압하지 못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런 거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생산의 파탄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국가는 시장으로 관장되는 

자율적 장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율적 장사의 발달에 따라 온갖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령, 

장사꾼들은 시장관련 정보망, 안면관계, 제품 가공 방식, 제품 품질 보장 

방법 등 다양한 기술과 사회적 관계들이 축적된 상황에서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 감시·수색비용은 국가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장사꾼의 자기 부담이기에 장사가 탄압될 경우, 이 구조를 대체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도 손실이 클 수 있다. 또한 이를 대체하려면, 이런 

거래비용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해야 하는 것인데 이 

조직은 기존 관계와 시장 주체들을 ‘국영위계’로 그저 내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59 양문수, "2000 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현대북한연구』 15 (2012), 

85-123 쪽. 
160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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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내생산, 유관 사업, 그리고 수산 부문 

(3.1) 가내생산의 확대 및 외부적 일반화의 문제 

1980년대 후반부터 개인적 가내생산이 급증하게 되었고 시장화의 

촉진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가내생산의 정의를 자세히 

보자. 북한 공식 문헌에서 나오는 정의 및 실제 가내생산의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본 연구의 가내생산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특히 

범위 및 국가관계에 있어 다르다는 점이 부각된다. 

제2장에서 살핀 투자의 자산특정성을 가지고 분석하자면 장사나 

가내생산관련 생산과정에 있어 자산특정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먼저 특정기술관련 인적 자산 (기계 활용, 정비 기술 등)의 경우, 인원이 

낮고 생산과정에서 복잡하고 비싼 기계가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적 

자산 (특정 기계, 특정 건물 구조 등), 시간적 특정성 (특히 기술발달 

속도가 변수가 될 경우)은 적은 생산 단위의 경우에 높지 않을 수 있다. 

장소 자산특정성 (이전 거래비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감당될 수밖에 없다.   

가내생산은 달리 표현하자면 ‘개인부업경리’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부업어로활동과 사뭇 다르다. 국가에 배태된 생산이라면 

가내생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내생산이라면 국가의 생산 

사업소에서 벌어지는 생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집안에서 

벌어지는 생산으로서 국가로부터 매우 자율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생산 단위 계획화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은 

감시비용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나온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생산력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 특히 

소소한 일용품과 부식물까지도 다 국가적으로 생산공급할수 있을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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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일용품과 

부식물을 국가 내부에서 생산할 수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생산물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하고 남는 것은 수매시키거나 

시장에 내다가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물건과 바꿀수 있다”라고 

명시한다.161 

“국가적으로 생산공급”이 안 되는 물품의 공급 문제는 곧 배급제의 

위기로, 나아가 역시 자재공급의 문제인 국가의 과잉 수색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시장 허용 조치 및 8.3인민소비품운동에 따른 

개인적 가내생산의 급증은 소비재와 더불어 생산물까지도 수색비용이 

줄어드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감시비용의 

발생도 이제 국가 위계 질서에서 작아진다.162 

그런데 개인부업경리는 “터밭에서 남새를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 

집짐승기르기, 정원과수재배, 가내부업”163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원래 개인적으로 부식물 같은 것에 집중하는 

작업이었다면, 탈북자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정 내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마당에서 

벌어지는 거래와 그 거래의 주체가 확보할 수 있는 자율성보다도 생산에 

있어 가내생산이 국가로부터 자율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1980년대에 장마당의 규정관련 자유화 및 중국 개혁개방 등으로 

                                       
161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 ‘개인부업경리’,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 
162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10 쪽. 
163   『조선대백과사전  [콤퓨터자료]』 , ‘개인부업경리’,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삼일포정보쎈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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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양이 많아졌다고 

한다. 164  기존 연구에서 이런 추세가 인터뷰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 이로써 수산부문에서 어구 생산에서 가내생산이 등장하는 

데에 배경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겠지만 장사와 

동일하게 가내생산은 상당히 광범위한 업종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사나 다른 수산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도 가내생산에 관여할 

수 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가내생산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옷의 생산에서 양문수 (2009)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사람(재단사) 1명과 가공하는 사람(미싱사) 3명을 ‘고용’했다는 

사실이다. H씨와 재단사는 H씨의 집에서 일을 했고 미싱사들은 

각자의 집에서 일을 했다… H씨이든 H씨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든 

모두 공식적인 신분은 기관, 기업소 직원 혹은 노동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의류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에는 

적만 걸어두고 있는 것이다.”165 

 

양문수가 여기서 주요 테마로 다루는 고용관계는 본 연구에서 주된 

주제가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자율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여기서 국가에 등록된 

사업이 아니라 오직 가정 내부, 그리고 가정 간에 벌어지는 

사업체이기에 국가로부터 가내생산이 가진 자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164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256-261 쪽; 

최봉대∙구갑우, “북한도시 “농민시장” 형성과정의이행론적함의 – 

1950~1980 년대신의주, 청진, 혜산의사례를중심으로”, 168-179 쪽.  
165  양문수, "제 5 장: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시장 행위자 분석,"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영,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1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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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장사꾼 2] 는 자기의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소다의 생산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설명한다. 

 

“집집마다 다 만들었어요. 바깥에다 창고에다가 동그랗게 화로 같은 

거 쌓아요. 밑에다가 관을 넣고 앞에 마개를 하고. 가정소다 

있잖아요. 잿물을 7%를 타서 거기다가 구멍 뚫고, 위에다가, 

거기다가 원석을 넣어요. 원석이다 그거 넣으면 밑에 불에 녹아서 

그게 소다에요. 그거 구멍 낸 대로 끄집어서 햇빛에 말려서 다 

부셔서 채를 쳐서,또 이렇게 봉지에 넣으면 비날론공장에서 전문 

해서 파는 사람들 있었어요. 농촌에 가서 옥수수도 바꿔먹고 

개인집에서 껌까지 다 만들었어.” 

 

가내 생산의 종류 다양화 및 확산에 있어 김병연·양문수 (2012)를 

참조할 만하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경작·축산 이외의 부업, 즉 기타 

가내 생산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166  또한 

정형곤·김병연·이석 (2013)은 유엔인구기금 및 한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2008년에 실시된 인구조사 (북한 성인 인구 전체; n=약 17,360,000)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 인구 중에서 약 83%가 여타 식량 생산 

(텃밭, 가금, 축산 등)에 관여한다는 결과를 내렸다.167  

이는 북한의 전체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통계적으로 

                                       
166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30-31 쪽. 또한 최인제, "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1-69 쪽도 역시 볼 만하다.  
167 정형곤∙김병연∙이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연구보고서 12-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그리고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1990 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1 권 2 호 (2009) 185-186 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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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 있지만, 가구 경제 활동으로서의 

시장지향적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이런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 중에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으로 이어지는 

빈도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시장화의 추세를 파악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작업을 포함하게 된 가내생산 중에서 빠진 항목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3.2) 수산 부문에서의 가내생산 

수산 부문에서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집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국가로부터 일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을 직접 

감시하려 한다면 막대한 감시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 시장 

주체들은 집안에서 생산 행위를 할 때 자율성을 누린다. 앞서 봤듯이 

국가는 감시비용을 감당할 수 없지만, 제도상 별로 위험하지 않은 

사업들을 집안에서 묵인하거나, 적어도 참견하지 않음으로써 유휴노동과 

유휴자재∙자원이 가내생산에 동원되는 것을 더욱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인 [장사꾼 2] 및 [장사꾼 3]도 역시 시장을 통하여 

장사하면서 가공은 집안에서 하였다. 이런 가공사업은 국가 생산 단위나 

다른 자에게 의뢰하지 않았고 직접 집안 (마당 포함)에서 했던 것으로서 

가내생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선주 출신 중에서도 직접 일종의 가내생산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것이다. [선주 3]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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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그 때 내가 2003년도 4월달에 배 묵어가지고, 다 나무로 

묵었잖아요. 그거 묵어가지고 그때 6.5m짜리 배 묵었었는데, 그때 

기관 사고 배 밧줄 연 100% 딱 싸는데가 돈이 43만 6500원인가 

들어갔어요. 첫 해 딱 배 만들 때. 11월달 다시 배 한척 

만들어가지고….총 5척 움직이다가….” 

 

가내생산은 시장과 시장의 소∙도매업자들과 관계가 이어져 복잡해질 

수 있고, 그저 생존이라기보다 영리적으로 발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대리인 (경찰 등)이나 중앙 국가의 시장관련 정책에 얽매여질 수 

있다. 또한 [선주 3]의 경우, 기관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산이었기에 시장에서 구매하여 배에 갖추었다고 한다. 즉, 시장과 

가내생산의 관계는 생산 품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쩌면 밀접히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방작업자 1]의 진술에서는 그물을 

만드는 데 시장에서 자재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물 만드는 게 바늘 같은 것도 참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고리식(式)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거를 개인이 실만 

시장에서 사다가.” 

 

이는 어구의 생산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로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어구인 그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이를 잘 보여주는 실례이다. 

[후방작업자 2]의 진술에 따르면 그물 생산을 동해 쪽에서 오래 전부터 

집안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는 1990년대에 들어 동해쪽에서 처음 

집안에서 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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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들이 거의 최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약간 고난의 행군 겪어서[1990년중순에 시작된 대기근].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어부들이 직접 그물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직접 주문했어요.” 

 

여기서 가정 내부의 위계 질서대로 사업이 조직될 수 있는데, 이는 

가정 간에 수평적 거래관계로서 형성된다. 이러한 실제 가정 기업체는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허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서 본 

양문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정 간에 분업이 형성되고, 

주도하는 가정 혹은 개인이 생겨나, 즉 선도 개인/기업 및 하청업체의 

관계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협업이 형성된다. 168  [후방작업자 2]도 역시 

협업 조직의 발생을 설명한다. 

 

“그런 때는 어구들의 수요가 갑자기 폭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때는 내일 아침에 배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물을 얼마 정도 해달라 

하고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문의 양에 따라서 협업이 늘어나요. 

작은 규모는 가정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어구 생산 혹은 어선의 생산을 통하여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가정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국가는 

감시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내생산을 사실상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내생산에 따라서 유휴 노동력∙원료∙자원∙자재 등이 

활용되게 된다. 

                                       
168 양문수, "제 5 장: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시장 행위자 분석,"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영,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13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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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감시가 매우 어려운 사업 행위인 만큼, 가내생산이 

전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측정하기란 어렵겠으나, 앞서 (a)에서 

살핀 통계에서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가내생산에 참여한다고 보고된 

만큼, 그 수가 절대 적지 않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제 4 절: 민영화와 부업형 어로활동 

(4.1) 어로활동 및 외부적 일반화: 자산특정성과 배태성 

가내생산 및 장사와 달리, 가정 내부에서 벌어지지 않고 등록상 국영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 외의 분업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의 경우, 사유재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 배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 및 추세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를 본 절에서 보기로 한다.  

양문수⋅윤인주 (2017)는 지금까지 진행된 대규모의 탈북자 

설문조사의 결과 169 를 비교하면서 시장화의 수준 및 추세를 

분석하였다.170 문건상 국영 사업 중에서 특히 상점 및 식당의 경우, 벌써 

2005년에 개인운영의 수준이 높았고 2015년에 50%대를 넘었다고 한다. 

이와 달리 지방공업 및 중앙공업의 경우, 20%대에 그쳤다.  

양문수⋅윤인주의 연구에 의하면 사유화 현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부투자라는 것인데 이는 돈주 (신흥자본가)가 기존 

국영사업소에 투자하여 이윤을 내는 유형이다. 둘째, 공공자산의 

임차로서 기존 국영사업소에 속한 자산을 임대하여 이윤을 내는 

                                       
169 조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논문들에서 나왔다.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9 (2006), 7-43 쪽;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그리고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170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20 권 2 호 (2017), 44-8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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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서 임대료를 국영사업소에 납부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하위 

개념으로 명의 임대, 생산수단 임대, 아니면 둘 다를 임대하는 것인지로 

나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 사기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가내생산과 달리 몰래 광산에 들어가 불법적으로 석탄 등을 캐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171  본 연구의 사례 중에서 생산수단 임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72  부두의 이용은 생산수단의 임대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자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수치들과 더불어서, 양문수⋅윤인주의 연구에 따르면 

국영기업소의 명의대여 현상은 어업에서뿐만 아니라 화물차의 등록 

(운송)·상업·식당업·민박업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매우 많아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173 

그런데 이러한 업종들에서 사유화의 추세가 이렇게 높은 반면, 

중공업이나 지방공업의 경우에는 왜 낮은지 설명이 미흡하다. 이를 그저 

자본의 부족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서 

간략하게 거래비용 논리에 비추어 사유화 현상 및 추세를 재조명하고 

어로활동의 사유화를 보고자 한다. 국가에 배태된 시장은 생산의 

자산특정성 및 거래비용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자.  

자산특정성은 자율성-배태성의 정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내생산에서 자산특정성이 높은 투자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집안에서나 여러 집안 간에 

협업을 할 경우에도 기계 설비 등 규모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산특정성이 높은 투자는 사실상 국가에 소속된 사업장에서 

                                       
171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54-55 쪽.  
172 기존 연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126-128 쪽.   
173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69-7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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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문마다 국가에 배태된 개인 

운영의 비율이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공업이나 중공업에서는 비교적으로 인원이 많으며, 인적 자본관련 

기계 이용 교육, 정비 기술 구하기 (인적 자산특정성) 뿐만 아니라 

전용적 기계 등 문제 (전용적 자산특정성), 투입재 (기술, 원료, 자재 

등)나 상품 (혁신, 기술발달에 따른 시장 변동 등)에 따른 시간적 

자산특정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자산의 이전 

난도가 높고 폐기값 (salvage value)이 낮을 경우에 자산특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고 하는데, 174  북한에서 그렇다기보다 

몰수의 위험 및 투자의 자산특정성 (투자액 외의 인력 구하기, 조직 

형성 등) 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손해 계산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 봤듯이 투자특정성에 따라 거래간에서 

지체문제 (hold-up problem)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는 자산특정성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호혜적 투자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75  단일조직사회의 국영경제 하에서는 

위계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앙 국가가 자산특정성이 높은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중앙 차원에서 관리할 자극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국가에 배태된 

시장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자산특정성이 높은 

                                       
174  Benjamin Klein, Robert G. Crawford, and Armen Alchian, "Vertical Integration, 

Appropriable Rents and Competitive Contracting Proces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 (1978), pp. 297-326. 
175이 용어는 Victor P. Goldberg, "Regulation and Administered Contracts",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7 (1976), p. 439 에서 나타났다. 거래관계에 있어 관계를 맺은 

후에 온갖 기회주의적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Goldberg 가 처음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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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176 

자율성의 암면이 비정기적 약탈 (뇌물 등)이라면, 국가에 배태된 것의 

암면은 몰수의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사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주체가 국가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집행문제가 만만치 않고, 또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177  이 위험은 자산특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커진다고 판단되어 

자산특정성이 낮은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북한의 사유화 현황에서 잘 관찰된다.  

이는 여러 특정 차원에서 복합한 투자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공업이나 중공업 쪽에 비해 개인 운영 사업이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개인은 경공업이나 중공업에서 

투자하다가 상급기관이나 여타 유력기관이 자산을 몰수할까봐 

가내생산이나 장사보다 지체문제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178 

기존 신 제도경제학과 달리, 수산 부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장과 

위계가 서로 대체되는 지배구조가 아니라, 국영 위계의 쇠퇴로 인하여 

                                       
176  국영경제에서 자산특정성이 높을 경우 지체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었다고 

한다. 소련의 경우, Paul R. Gregory, Restructuring the Soviet Planning Bureau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83. 제 3 장에서 봤듯이 북한에서는 

온갖 병목현상들의 재발 예방 대책으로 내부화 및 거대한 생산단위의 선호 

경향이 강조되었다.  
177  경제학에서 위계에서 거래를 관장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통하여 시장적 

지배구조를 이룰 경우가 있지만, 북한에서 이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Klein, Crawford, and Alchian, "Vertical Integration, Appropriable Rents and Competitive 

Contracting Process," 302-306 쪽; W.P. Rogerson, "Contractual Solutions to the Hold-Up 

Problem",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 (1992), pp. 777-793. 
178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에서 동일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기는 하나, 

자산특정성으로 인한 지체문제는 시장과 위계 선택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 자산특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당사자의 기회주의 문제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을 통하여 계약이 이행되는 것보다 기업 내부로 

끌어들여서 위계 속에서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 Oliver Williamson,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108 

 

시장은 커지기 시작하였고 이 신흥 시장은 국가에 배태되었다는 것이다. 

배태성의 정도는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 등 여러 비용과 연관되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중앙국가로부터 자율성의 정도는, 중앙국가가 감시를 

강화할 경우 감시비용뿐만 아니라 수색 및 이전 등 여러 차원에서 손익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 자율성-배태성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감시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중앙국가는 직접 간섭할 리가 

없으며 반대로 비교적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거나 수익성 대비 

감시비용이 낮을 경우, 배태성이 높아진다. 수색비용 및 이전비용도 

일종의 역할을 하겠다. 즉, 시장을 통했을 때 어떤 자재 등에 대한 

수색비용이 더 낮을 경우 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전 비용 

역시 시장과 위계 중에서 선택할 때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따지게 된다. 이것들이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외부화-내부화 선택과 매우 

다른 것은, 중앙국가의 감독 기구에 배태될 경우에도 시장과 내부 (위계) 

중에서 기업인은 비용을 따지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무역제도 하에서의 어획과 무역회사 아닌 어로활동의 비교적 

자율성을 이해하는 데 이런 계산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무역의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 국가의 통제 및 통제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의 이전 및 수색의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내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6절에서 더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무역 제도에서 배태성의 정도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다.  

 

(4.2) 어로활동의 사유화 및 국가에 배태된 사적 어로활동 

윤인주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수산부문에서 개인 어선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수산사업소에 등록된 개인 배, 수산사업소의 기존 배의 

대여 등 여러 통계들은 수산부문에서 사유화가 벌여졌던 것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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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래 <표 4-1> 및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윤인주 (2013)에 

따르면 수산부문의 사유화가 이런 형태로 수산 부문에서 있었다고 

확인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이런 현상 뿐만 아니라 특히 개인이 배를 

수산과 무관한 소속기관에 등록하여 사유화한 부업형 고깃배가 있다.  

 

표 4-1 수산사업소에 고깃배를 등록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많았다 36 26.9 26.9 

어느 정도 

있었다 

43 32.1 59 

그저 그랬다 12 9 67.9 

별로 없었 11 8.2 76.1 

전혀 없었다 7 5.2 81.3 

들어본 적 없다 25 18.7 100 

계 134 100  

 

출처: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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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산사업소 고깃배를 대여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많았다 26 19.3 19.3 

어느 정도 

있었다 

52 38.5 57.8 

그저 그랬다 18 13.3 71.1 

별로 없었다 14 10.4 81.5 

전혀 없었다 3 2.2 83.7 

들어본 적 없다 22 16.3 100 

계 135 100 - 

 

 

출처: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141쪽. 

 

또한 군부대에서 부업선과 더불어, 주역인 경비정에서마저도 개인적 

어로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탈북자의 진술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강조될 만한 것은 시장지향적 어로활동은 국가에 배태된 것으로서, 

시장의 거래비용 삭감 및 국가의 보호 등에 매달리게 되었던 점이다. 

1960년대부터 부업이 생겨났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개인 운영 어선이 

생겨났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물보다 현금을 강조하는 국가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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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계획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었다고 한다.179 즉, 상급 기관 및 

중앙 국가는 현물보다 현금으로 경제계획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 국가에서 감시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물계획의 경우, 중앙 국가 차원에서 온갖 제품의 생산 및 교환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하위 계획 단위에서의 지휘 사업을 감시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액상 계획의 경우, 국가는 

그저 하위 단위들로부터 어떤 제품의 액상만 요구하게 되어 품질 관리나 

제품의 구성요소 수색, 이전 비용 등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다만, 단일조직사회가 아닌 시장-국가가 동시에 있는 조건이 달성되어야 

이런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고 국가밖에 없는 위계일 경우, 주요 가격과 

자원 분배는 행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액상’이라는 것은 그저 

국가회계 및 가격책정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된 요소로서, 하위 단위에 

배태된 생산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 위계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시장이 

자재조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감시비용의 삭감 및 분권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180  

1990년대 동안 무역 체계 외의 개인 운영 어선과 관련된 진술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 (1995-1999년)동안 있었는지 분석할 수 없으나.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해 볼 때 그 후에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다. 

                                       
179  이석기,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서울: 

산업연구원, 2003), 124-5 쪽. 이 체계는 독립채산제의 도입도 관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 "제 3 장: 북한의 기존 기업관리 시스템과 인센티브 구조", 

전병유·이일영·김연철·양문수, 『북한의 시장․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27-56 쪽. 
180 곽명일, “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 연구”, 5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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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 봤듯이 1960년대 후기부터 북한 수산부문에서 

부업수산작업반이 생겨나, 그때부터 중앙 국가로부터 비교적으로 

자율적인 어로활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시장이 매우 협소한 

지대에만 한정되었던 바, 자율적 수산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윤인주 

(2013)에 따르면 수산부문에서 1980년대 말부터 개인 운영 어로활동이 

허용되었다고 한다.181 이는 본 연구에서의 탈북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부업 중에서 1990년대에도 국영으로 남아 있었던 사업도 있었다고 

[선주 1]의 진술에서 나온다.182 

[장사꾼 3]의 경우는 바로 1980년대 후반부터 남편의 어로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다.183 그때부터 자신의 남편이 어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장사활동과 유관된 개인적 가내생산 (가공)도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의 남편의 소속에 대한 설명에서도 국가에 배태된 시장 현상을 볼 

수 있다.  

“단지 그냥 아버지 직장에다 제 날짜에 180만원 돈을 갖다 바치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누가 상관하지도 않고… 군부대도 이제 노동자들이, 

지금은 노동자들 전문. 내가 180만원을 (군부대에) 내겠다는 노동자들 

채용해라. 그래서 내가 올 때만 해도 한 9명인지 채용했어요… 우리도 

서로가 배 있는 사람들끼리, 선주들만 채용했지. 대신 우리는 배급을 

줬어. 배급을. 1년치씩” 

                                       
181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133 쪽.  
182  “부업선, 배지요. 배 선장이니까, 부업배가 있는데 그거는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외화벌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거든요. 어디다가 고기를 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순 군인들 

공급이죠.” [선주 1] 
183 “87 년도. 나는 잊혀지지도 않아. 87 년이 내가 잊혀지지 않는 해였거든. 애를 

좀, 성게 말 안들어가지고 내가 엄청 아팠다 나가지고. 힘들어 그런 해였다는 

말이야. 그 해에 배를 만들었지요.” [장사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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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명의대여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명의대여 기관)에서 다른 

조건을 붙여서, 다른 선주들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배급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명의대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그저 약탈이나 

지대추구보다, 사업의 특수한 조건으로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기존 질서대로 배급을 제공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행해야 개인고깃배를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명의대여의 계약 조건에서도 역시 감시비용 삭감 논리가 나타난다. 

어로활동을 통하여 얻어내는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게 된다면, 국가는 

엄격한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저 고정 금액과 현물 

(배급)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앙 국가나 지방 당국은 

오로지 국가 기구만이 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 

후반부터 장사꾼들이 부두에 나가 어획물을 구매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국가에 소속 (배태)된 무역회사도 장사에 관여했다는 것은 [장사꾼 3]의 

진술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는 말하자면 가까이 있지. 바다 옆에 딱 가까이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네가 요만큼 들고. 그 사람네[창고; 무역회사 소속]는 

군(郡)쪽서도 저쪽 반대 방향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날라가는 

과정에 경찰한테 잡혀도 제품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 가까운 데 와서 

부두에서 팔아버리고. 바다에서도 팔고.” 

이런 상황은 앞서 제2절에서 봤듯이 이전 비용 및 수색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기에 중앙 국가는 장마당과 장사를 묵인함으로써 

경제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생산 단위를 국가에 배태시키면서도 

무역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어로활동이 더욱 자율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 절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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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에 어선을 소속하는 조건은 시기와 지방마다 다를 

수도 있다. [삯발이 1]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네, 배를 운영하려면 소속기관에 무조건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야 

되고,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소속기관에. 소속기간도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민간 소속기관이 있고 군인 소속기관이 있어요. 민간 

소속기관은 좀 저렴하거든요. 근데 군인이나 연락소라고, 황해도에 

연락소가 있거든요. 연락소 소속기관은 민간의 한 20배 정도, 매달 가격. 

그때 북한돈으로 연락소는 한 15만원 정도.” 

여기서 특수기관 (중앙당관련 기구 및 군 기구)의 힘을 볼 수 있다.184 

인민경제 (내각경제)에 포함된 민간 소속기관들은 별 힘이 없어서 

소속비용으로 그다지 큰 액수를 요구하지 못하는 반면에 특수기관들은 

수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185  

이런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 않다. 북한에서 1997년에 제정된 

「해사감독법」의 1999년 개정판의 제16조에 따르면 “배임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적항을 정하고 해사감독기관에 배등록 신청서를 내야 

                                       
184  2011 년에 탈북한 [선주 3]의 경우, 함경북도에서 인민경제에 소속된 

건설회사에 소속의 대가 (명의대여 대가)로 지불하는 돈에 대해 “서로마다 

기관기업소마다 달라요. 15 만 내는 데 있는데 10 만원 내는 데도 있고.” 동해 

강원도 출신인 [삯발이 3]도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었어요. 군부대가 

더 많았지”라고 하였다.  
185  [삯발이 1] 덧붙여서 소속기관 간에 일종의 어선관련 경쟁도 묘사한다. 

“북한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공장기업소가 많아요. 여러가지 공장기업소가 

있는데 그 공장기업소들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속으로 배를 

가지고 있고 싶어요. 왜냐면 지들이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소속만 해주세요, 

한달에 얼마씩 줄게요 이러니까. 소속기관은 진짜 엄청 많아요. 신발공장 

소속기관도 있고, 양정사업소 소속기관도 있고. 뭐 그냥 모든 소속기관이 다 

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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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 186   또한 수산법 (1999년 개정판)의 제44조에 따르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배등록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고기배를 빌려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한다. 187  거의 유사한 

조항은 2015년에 개정된 수산법 [부록 2. 참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188 

그러므로 법적으로 등록제도상 임자 (소유자)는 국가 기구로 

한정돼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189  아울러, 2007년에 제정된 배등록법 

(2011년 개정)에서도 같은 내용과 더불어 배등록제도관련 여타 규정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등록제도는 공식 차원에서 확인된다.190  

그런데 왜 배등록제도가 있을까?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사나 

가내생산의 경우, 따로 등록제도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북한 주민들은 축산법 및 민법에 따라 여러 개인부업 (축산과 개인 

부업지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191 배등록은 

                                       
186  1999 년 이전에 제정된 법의 원판을 찾지 못하였지만 1999 년에 법적 

규정으로서 이 조항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nambuk.haewoon.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587&fileS

n=0 에서 1999 년의 해사감독법을 다운받을 수 있다.  
187 수산법 1999 년 개정판. 
188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배등록기관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등록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 北韓法令集, 上券 』 , 

(국가정보원: 서울, 2017), 930 쪽.  
189  같은 조항은 2013 년 개정법에도 확인된다. 『 北韓法令集, 上券 』 , 

(국가정보원: 서울, 2017), 813 쪽.  
190 『北韓法令集, 上券』, (국가정보원: 서울, 2017), 788-793 쪽.  
191  북한의 축산법 (2006 년 제정; 2015 년 최종개정)에 따르면 농촌세대들의 

개인적 축산을 장려한다는 규정 (제 37 조)이 명시되어있다: 『 北韓法令集, 

上券』, (국가정보원: 서울, 2017), 889 쪽. 또한 민법 (2016 년 개정) 제 24 조에서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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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 어로활동 (시장)을 

국가에 배태시킴으로써, 어로활동을 진행하는 개인에게 국가에 고정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한다. 소속 비용 (명의대여)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배등록이 진행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집행된다.  

또한 사실상 개인 어선 (소속기관에 등록된 어선)의 경우, 

가내생산이나 개인 장사보다 감시비용이 다소 적다는 점에서도 국가가 

어떻게 이런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어쨌든 국가가 초소와 해양경비대 운영하는 상황에서, 해양경비대 

(국가보위성/조선인민군)는 초소를 운영하고 192  이들은 문건을 

검토한다. 193  이 과정에서 뇌물관계도 벌어질 수 있지만 194  문건은 

필수요건인 것으로 진술되었다.  

중앙국가는 엄격히 명의대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감시비용 (초소의 

운영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진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는, 초소의 인원들이 그저 중앙국가로부터 받는 보수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뇌물을 요구할 수 있기에, 초소를 만듦으로써 

중앙국가는 국경을 지키고 바다에 출입할 권한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거기로 파견된 인원은 어선 운영자의 뇌물을 통하여 중앙국가가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고 한다: 『 北韓法令集, 

上券』, (국가정보원: 서울, 2017), 30 쪽을 참조할 것.  
192 [선주 3] 및 [삯발이 3]은 초소의 소속과 관련하여 달리 진술하였지만 초소의 

중요성에 대해 무역회사 이외의 수산경험을 한 모든 응답자들이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193 문건과 관련한 진술은 선주가 선장 및 선원관련 문건 (바다출입증)과 어선의 

소속 문건을 발급받아야 출항이 가능하다고 한다 [선주 1,2,3; 삯발이 1,2,3].  
194 [삯발이 2]는 초소장의 실제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초소장이 

권한이 세니까. 초소장이 못 나간다 하면 못 나가는 거야 바다에. 그러니까  

초소장들한테 머리 숙이게 돼. 초소장이 가서 이 사람 좀 태워줘라 이 사람 좀 

태워라 하게 되면 그 사람 타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선을 받지 못 하는 거지. 

100% 다 주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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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해야 할 감시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개인 운영 어선은 국가에 배태되게 됨으로써 출항을 할 수 있게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관의 힘에 따라 국가 감시기구 (현재에 

국가보위성 및 인민보안성)으로부터 받는 대우도 다르다. 그런데 법률상 

출항의 조건으로 어선이 국가에 등록되어야 되고 중앙국가는 출항을 

검열하는 기구에 권한과 실제 기능 보장을 통해, 즉 감시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도상 등록제도가 작동된다고 진술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으로 가내생산이나 장사보다 국가가 감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감시비용대비 수익성 (소속비 납부 및 초소에서의 뇌물)이 높기 때문에 

어선 운영은 국가에 배태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거래비용과 

국가에 대한 배태성 정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제 5 절: 무역의 시장화 및 수산 부문 

(5.1) 북한 무역체계 및 중앙차원  

본 장의 진술에서는 역시 수산 부문에서의 개인적인 고깃배 (부업선) 

및 어로활동이 198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초기 시장화에서 기존 국영 기업소 및 기구들의 부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활동을 어떻게 

경제사회학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아래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 절에서 봤듯이 어떤 부문의 

시장화는 외연적 시장 (장마당)의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적 

금융시장이 없는 북한에서 실물 무역 (merchandise trade)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무역 수치집계에서 지난 20년동안 

광물과 수산물 같은 실물거래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물거래는 완제품 혹은 반제품보다 비철금속 (유색금속), 철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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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금속) 무연탄, 철강 등 광물 및 어류, 의류 등 주로 저 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돼있다. 전형적 개발도상국의 무역구조와 유사하게 비교적 

우위가 있는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수출 이익을 통하여 소비품을 

수입하는 구조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확보하게 된 제조업관련 비교적 우위도 없어지게 되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는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비교우위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역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퇴행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195  이렇게 보면 수산 부문의 전략적 의의가 분명해지고 이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구조 및 지배구조가 왜 중요한지 명확해진다. 

거시적 지표에서 이런 구조가 구축되었는데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소련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북한 무역체계는 

중앙집권적 (통일적)인 중앙 국가의 무역부가 무역에 있어 독점권을 

가지고 모든 무역을 관장하였다. 즉, 모든 부문에서 생산된 상품은 

수출품목이 될 경우, 무역부를 통하여 모든 거래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런 구조에서 수출에 대한 자극이 매우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196 

더구나 전반적으로 과학 수준이 낮고 혁신을 저해시키는 체계적 

요인들이 막대하여,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우위를 가지는 데 혁신이 

필요없는 低 부가가치 상품에 집중하게 된다.197  

이런 구조적 특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잉중앙화 경향을 해소시키는 

                                       
195 탁용달,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통일부 

신진연구논문집』 08 (2015), 676 쪽을 참조할 것.  
196  고일동, “북한 무역의 분권화 과정과 제도적 실태 및 평가,” 고일동·이 

석·김상기·이재호,『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서울: 

개발연구원, 2008), 267-269 쪽. 
19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2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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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벌어졌는데,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 

1970년대 중순부터 북한 경제에서는 독자적 무역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지배구조 유형은 기존 행정명령적 위계 질서에서 이탈하게 

되었는데, 중앙 당자금 및 중앙 군사기관 등 특수기관 (권력기관)들의 

외화벌이 활동은 무역제도에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졌다. 199 

이러한 체계적 변화로 인하여 북한 특혜계층은 특수기관의 무역활동을 

통하여 자본축적을 하기 시작하여, ‘위로부터의 시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200  즉, 수출원천을 대부분 독점적으로 동원하여, 

특혜계층은 분권화 과정에서 개인 특혜를 활용 (남용)함으로써 시장의 

주요 주체가 되었다고 한다.  

양문수⋅윤인주 (2017)에서 종합적으로 축적된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 외화벌이사업소의 34.5%가 사실상 개인 운영이었던 것으로 

추산되었고 2009년에 41.0%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15년에는 무려 

45.3%에 달한 것으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201  여기서 이 사업소들은 

배태성의 정도에 따라 개인 운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운영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국가에 배태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중앙 국가 기관으로부터 통제의 정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운영보다 국가 운영으로 보이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배태성 

정도를 설명해야 할 것인가? 거래비용 및 자산특정성, 그리고 당사자 

간에 위험 및 투자액 같은 요인들을 아래에서 보겠다.  

                                       
198 가령, 동독의 경우: Pieter Boot,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Planning System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Soviet Studies 35 (1983), pp. 331-342. 
199 김광진, “북한의 외화관리시스템 변화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00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251-253 쪽.  
201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20 권 2 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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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국가에 배태된 개인운영 외화벌이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분권화의 과정은 어땠는가? 양문수 (2008)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말까지 무역체계가 여전히 중앙 차원에서 관장되었고, 이러한 

체제적 조건 속에서 내각 산하 무역회사든 당(黨) 경제에 속한 

무역회사이든 군 (軍) 경제에 소속된 무역회사든지에 상관없이, 1980년대 

말에 들어 경제의 마비로 인하여 무역회사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한다. 202  그런데 1970년대 중순부터 당 경제가 내각 

경제와 분리되게 되면서부터, 당을 중심으로 한 간부 특혜계층은 

수익성이 높은 생산단위를 당 경제로 편입시켜서, 1980년대 후반의 

시장화 속에서 당 경제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간부들은 자본축적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203  [선주1]도 자율성의 확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도 그때 방침이 내려왔는데 그 방침이 뭐냐면 

모든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자체로 살아가라. 자체로 

살라고 하니까” 

 

그런데 국가의 생존을 위한, 무역의 사실상 분권화로 말미암아 일부 

간부들은 자본축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양문수는} “북한에서 

무역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연결고리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혹은 국가가 시장에 기생하게 되는 

                                       
202  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08), 

4-9 쪽.  
203  박형중, “북한에서 1990 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통일정책연구』, 제 20 권 1 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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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한다. 204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를 참고하면, 무역체계는 1980년대말부터 중앙 

감독에서 이탈하기 시작되어 무역의 위계 질서는 파편화되면서, 

무역체계에서 대표적으로 국가에 배태된 시장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무역회사 위에 주요 당, 군, 혹은 국가 기구가 감독하지만 감시비용, 

수색비용 (수출원천 수색관련 비용) 등 여러 거래비용과 절대 자본 부족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하위 단위인 무역회사, 그리고 무역회사의 하위 

단위인 기지에 대한 감시 능력은 자율성의 정도와 반비례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자율성을 부여하게 될 경우, 상위단위는 하위 단위에게 

수출원천의 수색 및 동원에 대한 책임을 미룸으로써 하위단위의 

상위단위에 대한 의존이 없어지게 된다. 하위 단위 실적 평가 기준은 

현금계획/금액계획/액상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상위 단위에서 하달된 

의무납부액을 바치는 것만 통상적으로 감시하거나 “감시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뇌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한다.205 

이 과정에서는 수산부문에 있는 해당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무역회사체계 내부에서 통합적으로 관장되기도 하며, 무역회사는 비(非) 

무역회사 시장 주체들과 거래하기도 한다. 또한 수출 허가 (와크) 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외화를 직접 벌 수 있어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된다.206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런 제도는 평양에서 본부를 두는 

중앙 당, 군, 주요 특수 기관들이 지방에서 기지를 가지고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저 최고층 간부만 참여하는 것도 

                                       
204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28 쪽.  
205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29 쪽.  
206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16-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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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중간에 여러 주체들이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시장은 국가에 

배태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무역회사는 그저 주요 최고권력층의 

생존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산부문에서 배태성의 정도 및 이 

정도에 있어 거래비용을 보여주는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중앙 당, 군, 

국가 기관의 주요 경제적 기반은 무역회사가 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생존에 있어 시장과 국가에 배태된 시장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다.  

체계적 조건을 감안하면 배태성은 생존전략이자 지대추구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특혜 계층만 외화벌이 장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력과 특정 기술력 등 무역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금, 인맥과 자재 등을 제공하는 자라면 무역회사에서 기지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제도의 등장은 거래비용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수색비용에 있어 필요한 자재, 재능, 

조직 등 중앙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들을 기지장은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감시비용에 있어 중앙 국가는 기지의 실적을 쉽게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지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대가로, 보장된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볼 때, 국가는 기지들에게 자율성을 왜 

주는지 해석할 수 있다.     기지들은 이제 그저 국영 위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관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하는 

독립주체도 아니다. 즉, 중앙 국가의 무역회사에 배태된 기지이다.  

수산 부문에서 무역회사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거래비용 논리 

및 배태성의 동학을 살펴보자.  

 

(5.2) 기지 및 무역회사 

무역 회사 기지들은 1980년대 후반에 어로활동을 수출원천으로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진술에서 나온다. 그 전에도 무역회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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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활동이 있었을지 몰라도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북한 무역은 

공식적으로 무역총회사를 통하여 감독되고 관장된다. 무역회사는 

무역총회사로부터 무역에 대한 허가 (와크)를 부여받을 때 위에서 

언급된 액상계획도 받는다.207  그런데 개인자본과 국가가 어디까지 서로 

배태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무역총회사 바로 아래단위인 

무역회사까지 진출할 수 있다고 진술되었다.208 

무역회사는 수출 허가 (와크) 무역권을 제대로 활용하여 이윤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기지도 키우고 직접 수산활동도 한다. [무역일꾼 2]의 

회사의 경우, 200마력 배가 12척이나 있었고 “저희 회사가 생기면서 

총회사로부터 이관 받았어요”라고 할 정도로 중앙 국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무역회사와 유사하게 무역회사에 소속된 

기지는 개인적으로 운영되지만 액상계획이 있어 국가에 대한 배태성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주 1]은 시장과 연관된 

외화벌이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화벌이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특정단위들이 

외화벌이가, 무역회사들이 나왔거든요, 큰 무역회사들…그때 보면 

대성총국, 금강관리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은하무역회사, 그 

다음에 정찰국에 보면 이제 뭐 이런 비로봉무역회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큰 회사들만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도 그때 방침이 

내려왔는데 그 방침이 뭐냐면 모든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모든 

                                       
207  [무역일꾼 2]는 총무역회사에 직원으로 다닌 자로서 액상계획과 와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너네 회사에 떨어진 와크 했을 때 모든 거 혜택을 다 

봐서 했을 때(카카오톡 소리) 너네 회사는 280 만 달러를 무조건 총회사에다 

바쳐라 이런 게 있거든요. 달러 쪽으로 많이 하지.” 
208  [무역일꾼 2]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국가 돈을 우리가 기업 형태에 

따라 대부 받을수도 있고 총회사에서도 조금 지원해 줬고, 기본은 우리 

자금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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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들에서 자체로 살아가라. 자체로 살라고 하니까” 

[선주 2] 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선박관련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에 군 기관에 속한 외화벌이를 시작하여 1990년대 중순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외화벌이를 1989년에 시작하여 배 5척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외화를 벌었다고 한다. 그는 개인 외화벌이기지를 

군부대 무역 기구 하에서 꾸려, 1996년까지 했다고 하는데 기지의 창립과 

초기비용을 찾는 데에 인맥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209 

어떻게 보면 이는 중앙 국가가 자율성을 하달함으로써 기지를 세우는 

자의 자기 부담을 높이고, 국가의 수색비용을 대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위 단위는 좋은 인력, 기계 등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에서도 역시 자율성을 가지고 시장의 변동에 맞게 거래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제4절에서 봤듯이 상위 단위에게서 간판을 

제공받는다. 그런데 간판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경우마다 배태되는 과정이 다르겠지만 [선주2]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 하위 간에 유연성 및 상호적 의존성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앙 국가 기관들은 하위 단위로부터 필요한 외화를 

받고, 상위 단위는 어로활동 허가뿐만 아니라 비교적으로 용이하게 

무역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1980년대 후반에 국가 무역체계에 

배태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개인 장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거든요.. 

                                       
209 "내가 그때 외화벌이 할 때는 내가 좀 사람들의 관계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많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중에 해결 못 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기지장 하면서 그 위에 소장 있는데 그 사람하고 배를, 배라는 게 

국가에서 대 준 배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힘을 모아가지고 배를 2 금속이나 

제철소 같은 데서 철판을 사서 만들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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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개인 장사를 잘 하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한 개,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군부대, 우리 

재산이 있다. 이 군부대에 기지(를) 승인해주면 정식 기구로 떨궈주면 

직원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이 배를 성게 

잡아서…얼마씩, 1년에 한 50만달러면 50만달러씩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군부대하고 계약하지요. 그러면 

군부대 혹시 우리 꼭대기에 모든 국자 있나, 보위부잖아. 다 

내려와서 확인하지요. 와서 실질적으로 배도 있고 다 있는가. 보고 

있으면 오케이. 군부대를 정식으로 국가에서 발령 떨어지지요. 정식 

기지로. 조선인민군 외화국 25총국 기지로 공식 만들어주지요” 

 

1980년대 말에 중앙 국가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외화벌이 단위는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를 감시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감시를 제대로 하려는 역량을 상실했고]국가사회주의로 인한 

수색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위 단위가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업 어로활동과 유사하게 [선주 2]의 경우, 기지는 사실상 

재정적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210  

그런데 상위 단위에게 돈을 바쳐야만 소속을 유지할 수 있었고, 상위 

단위는 기지로부터 수입을 얻어냄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가 그저 하위를 약탈하는 관계로 보기 힘들다. 즉, 상호의존적 

관계로 볼 수가 있다. 

 

                                       
210 “그래도 거기에 한 20 만 달러 올려보내고, 더러는 우리가 1 년 동안 있지, 

직원들이 그때 한 40 명 됐어요. 그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되거든 우리가 자체로. 

국가에서 대 주는 게 하나도 없지.” 



126 

 

“5-6년 동안 그렇게 바쳤죠….딱 20만 달러 고정이라는 건 없지. 원래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50만 달러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렇게 벌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지요. 야 이렇게 벌기, 

원천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대로 이해해요, 군부대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자기네 군부대에서 기름 대주고 배 대주고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짜로, 기구만 주고 배급만 주고 공짜로 먹는 것과 

같으니까.” 

 

상위 단위는 하위 단위에게 생산관련 수색비용을 하달하고, 자율성이 

다소 높은 기지에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지장은 상위 단위에 납부할 

액수에 대한 흥정 능력도 갖게 되고 그나마 남은 감시 체계에 대한 힘도 

갖게 된다. 211   

그런데 [선주 2]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상위 단위의 문제로 인하여 

1990년대 중순에 기지가 검열당하여 해임당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배태성의 양면성이 나타난다. 수익성이 높은 하위 단위는 자율성을 갖게 

되는데 목숨의 위험까지도 있다.212 

[선주2]의 경우와 비슷하게 [선주1]은 2000년대 중순까지 배 3척을 

가지고 특수기관 아래에서 기지를 만들었다. 특수기관에 배태됨으로써 

무역을 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선주2]와 달리 [선주1]은 직접 국가의 

수출허가 (와크)를 받거나 처음에 다른 사람의 와크를 빌려서 해야 

했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나, 특수 기관 하에서 기지를 꾸려 

어로활동을 함으로써 돈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수색비용을 

                                       
211 [선주 2]는 감시를 역시 뇌물관계로 해결하였다고 진술한다. “정치부 지도원. 

왜 그런가. 우리가 내려오면, 그 사람들 평양에 있지 않은, 정말 싱싱한 문어도 

이렇게 큰 거 있지. 귀한 거 오징어 올려보내 주거든 
212 곽명일, “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 연구”, 13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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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고 213  특수기관 하에서 기지를 구성함으로써 지방 감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한다.214 

물론 198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중순까지 각 경우마다 배태성의 

내용과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무역일꾼 1]의 경우에는 

국가 중앙 특수 기관에서 무역지도원으로서 중앙 국가에 밀접히 

배태되었던 것을 증언하였다. 215  지도원은 기지를 감독하는 자로서, 

[무역일꾼 1]은 기지가 아니라 상위단위인 무역회사의 지도에 

관여하였다.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역기지의 자율성은 “각 기지들은 

위 상급단위에서 어느 정도 따오는 거는 자기 재능이”라고 하는 만큼 

감독단위에서마저도 기지의 자율성 및 배태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나 

집행 기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2010년대 중후반)까지도 국가 무역회사체계 속에서 돈주들 

(자금력을 확보한 개인들)은 국가에 배태되고 중앙 국가 기구에 

무역관련 이윤을 공유할 수밖에 없지만, 그저 위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무역일꾼 1]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식상 

특수기관에 속한 무역회사들은 무역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감독과정에서 생산단위인 기지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고 한다.  

 

“중앙당 29호실 산하 대성무역총회사, 대흥무역총회사들이 

                                       
213 “내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배를 더 모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액수를 아무거나 잡아서 액수를 기본상 

맞추면 되거든요.” 
214  “하니까 평양까지 문건 들고 올라가서 평양 직속기관을 내올려고 하지. 

그래야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도 지방, 도 장관들이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간섭 

못하는, 이런 직속을 하는. 그래서 맨 특수기관이죠. 그래서 특수기관은 정말 

흔한게 특수기관이죠.” 
215  수산과 관련하여,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 수산기지 2 개를 담당을 

했었으며, 담당지도원을 했었으며, 수산물 가공공장 하나를 지도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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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제 수산기지, 이제 배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일단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업활동에 국가자금을 씁니다. 국가자금을 써서 

기본 또 국가자금이라고 보기에는 원유, 원유 이런 거는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업활동을 

해서 자기네 가공공장에서부터 거쳐서 수출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이죠.” 

 

그에 따르면 상위 단위는 수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하는데, 

개인은 어로활동관련 거래를 수행하고 국가에 배태됨으로써 각 중앙 

국가 기관 및 개인 선주는 일정하게 이윤을 거둬내기도 하고, 아래에서 

보겠지만 직접 시장 장사꾼과 또 거래하기도 한다. [무역일꾼 1]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개인의 어업활동을 보면은 형식은 다 결국은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어업활동들을 하는 거를 보면은 군부대 산하나 

내각 산하, 크게 두 가지인데, 내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역성, 

수산성 그 다음에 각 도들, 그리고 이제 군부대라고 하면은 북한은 

아시다시피 군대도 경제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면 특수 기관에 소속된 무역총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계열사인 무역회사는 여러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무역회사들은 왜 

시장에 배태되어 기지들에게 다소 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고, 또한 왜 

직접 장마당 장사꾼에 접근하여 장사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 사장은 뭔가, 사장은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129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돈주들이 

찾아오잖아요. 돈주가 찾아오니까. 근데 돈주는 그래 너희 올해 

수산물 몇 톤 허가받았니? 그럼 야 우리 50톤밖에 안 돼. 안 해. 다른 

데 찾아갑니다. 다른 데 찾아가서 너희 사장, 너희 회사는 올해 몇 

톤 수출할 수 있니? 올해 200톤 수출할 수 있어, 수출 허가 우리한테 

가지고 있어. 그래 그러면 여기하고 하자.” 

 

각 경우마다 수출에 따른 이윤 공유가 다르겠으나 [무역일꾼 2]의 

경우, 5:5로 나누었다고 한다. 즉, 어떻게 보면 합작기업 형태로 기지장과 

무역 사장은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역과정에서 이윤 

공유와 더불어, 총무역회사에 소속된 무역회사들과 그 하위에 속한 

기지들은 과소보고를 하여서 비법적으로 이윤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216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등장 과정은 기존 연구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배태성의 정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즉, 

왜 부업선보다 무역과 관련된 어선들은 그저 배등록 문건 비용이 아니라 

액상계획을 납부해야 하며, 무역단위들은 수출 허가를 받거나, 받지 

못한다면 찾아야 한다. 이는 국가 중앙 기관이 감당하는 감시비용으로서 

만약 무역회사 혹은 소속된 기지가 납부해야 할 액수를 바치지 않을 

경우에는 검열당하거나 청산당할 수 있다.  

중앙 국가의 입장에서는, 무역회사 및 기지들은 개인장사꾼이나 

                                       
216 [무역일꾼 1]에 따르면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600 불이면 나도 이윤이 

남습니다. 그럼 600 불이 남고, 수출가격에, 문건에는 1200 으로 하죠. 거기에는 

각종 암거래가, 로비가 됩니다만. 그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톤당 1200 을 

수출했으니까, 너희가 요번에 계획을 100 톤을 줬어. 100 톤을 줬으면 12 만불을 

국가에 신고가 되어야 되겠는데, 실제는 내가 외국으로부터 받아 온 것은 그 

절반, 6 만 불이잖아요. 그럼 그건 비법이 되어 버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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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개인부업을 하는 자보다 감시비용 대비 거둬낼 수 있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회사 및 기지들에 대한 배태성 정도를 높게 

유지한다. 또한 감시 및 납부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나 

어선까지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 만큼 중앙 국가 기관과 무역회사 

간의 관계는 그저 약탈 및 착취로 보기 어렵다. 다만, 부업보다 단위 

간에 서로 의존되는 정도 및 검열의 위험이 훨씬 높다.217  

국가는 이런 체계를 통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감시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기지 및 무역회사는 조직비용들을 자신들이 감당하게 

되고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개인들이 회사에 들어가 자신의 

네트워크, 기술, 자금력 등을 동원하여 국가경제기관의 자재공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된다.  

 

제 6 절: 소결 

본 장에서 북한의 시장-국가 관계를 거래비용에 비추어 배태성의 

정도를 설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1980년대 그 전에 중앙국가가 거의 모든 

사업을 장악하고자 하였다면 1980년대 이후 중앙국가는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 대비 수익성에 따라 사업에 대한 통제가 달라지게 되었다.  

수익성 대비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이 국가에 

배태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주장은 무역과 가내생산의 양극에서 

잘 나타난다. 가내생산의 경우, 각 단위의 수익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모든 가내생산을 직접 관장할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사업을 묵인했거나 도리어 허용까지 하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와 주요 국가기관들이 무역의 경우에, 

                                       
217 곽명일, “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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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생산자만큼 무역의 시장 주체에게 자율성을 줄 경우,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무역으로부터 거두어낼 수 있는 수익도 

적어질 위험이 없지 않다. 그렇기에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특수한 

무역제도가 형성되어 아직까지도 국가에 배태된 시장주체들이 운영하는 

무역기지 및 무역회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산 부문도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던 만큼 무역 어선과 무역회사 수산기지도 

예외가 아니다. 상위 단위로부터 액상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맞추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하위 단위는 그저 액상계획뿐만 아니라 때때로 

상위단위로부터 보호, 지원 등 받게 된다. 이런 상호의존적 관계를 

감안하면, 이를 그저 시장적 관계 혹은 위계관계가 아닌 복합적 관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아래 단위는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여 국가의 

가맹점으로서 무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단위를 매개로 하여 무역을 

수행하여 이윤을 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저 중앙/지구 

계획위원회로부터 명령을 받아들여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자체 기구에서 자체로 생산 및 상업적 행위를 하는 만큼 국가에 배태된 

것이면서도 그저 국가 기관이 아니다.  

가내생산과 무역의 사이에 부업선과 장사가 존재한다. 부업선은 

법률상 국가의 위계 질서에 소속된 국영 수산 부문의 일부로 등록되지만 

실제로 국가에 배태된 시장주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독자적 기업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만, 중앙 국가기구에 고정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무역 권한이 없는 만큼 국가로부터 중요한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어선의 등록제도에서 초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감시비용의 계산에서 초소가 국경을 경비하는 역할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초소의 질서를 유지해야 국가는 국경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배등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게 된다. 또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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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앙국가와 주요 기관들은 배등록제도를 

통하여 국내에서 어획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수색비용 (연료, 

배수리등)을 시장에 맡길 수도 있다. 이로써 국가에 느슨하게 배태된 

부업선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진다.  

부업선보다도 국가로부터 자율적 위치를 차지한 장사꾼들은 

가내생산만큼 자율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국가의 

요원들로부터 약탈과 몰수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사는 지정된 장터에서만 벌어지지 않으며, 또한 장사는 개별 

주체 간에 합의되는 가격기제인 만큼 그저 특정 자리를 차지하는 장터만 

탄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다. 그렇기에 거의 가내생산만큼 

자율적으로 진행될 때가 있지만 개별 주체는 자재 및 상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장마당에 갈 필요가 빈번히 발생되어 가내생산보다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는 장마당을 관리할 감시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익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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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현재 북한은 더 이상 소련형 국가사회주의적 행정명령경제가 아니라 

시장과 국가가 공존하는 경제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시장관계에 

있어, 약탈국가/지대국가론적인 위로부터의 시장화론 그리고 개별 

주민의 생계형 아래로부터 시장화론을 이론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필자는 이 시도에 있어 주동적으로, 사회경제학에서 주요 이론인 

배태성과 경제학에서 주요 개념인 거래비용을 결합하여 수산 부문에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당국이 시장적 기제를 

활용하는 논리를 밝히고자 거래비용 논리를 적용하였다.  

김일성 시기에 중앙국가는 거대한 생산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계획사업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생산 구조의 구축 논리에는 

규모의 경제를 누리려는 부분도 있었고, 계획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동기도 있었다. 거래비용의 논리에 비추어볼 때 이 

동기는 감시비용 및 수색비용을 줄이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었고, 인력보다 석유에 의존하는 생산구조가 

나타나게 되어, 1990 년대 초기에 사회주의진영이 붕괴되었을 때 국영 

수산부문도 동시에 파탄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 1980 년대 중반부터 수산 부문의 일부였던 

부업어로활동과 일부 상업 (장사), 무역, 그리고 어구생산까지 국가의 

행정적 자원분배과정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각 사업마다 

거래비용 구조 특성이 상이한 바, 각 사업에서 다른 지배구조가 

구축되었고, 신흥 시장 주체들은 각자 다르게 국가에 배태되었거나 

국가에 대해 자율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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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수산 무역과 달리 가내생산은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수산 무역도 1970 년대에 비하면 1980 년대 이후 

국가로부터 일종의 자율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부업선의 경우에 

장사보다 자율적이지 않았다면, 장사는 국가에 배태되지 않았다. 이는 

그저 국가의 탄압 실패로만 설명할 수 없고, 탄압의 과정에서 국가의 

거래비용 계산을 봐야 북한당국이? 왜 단일조직사회를 재현하지 못하고 

국가에 배태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대통합을 목표로 삼아 북한의 국가사회주의 시대의 

수산 부문과 이것이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각 사업마다 국가-시장관계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학과 경제사회학의 

주요 이론들을 재결합함으로써 시장화에서의 국가-시장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 시장화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경제학 이론과 경제사회학 이론의 고찰 간에 대립적이거나 

엇갈리는 논의보다는 경제학적 이론과 경제사회학 이론에서 실리에 맞게 

연구가 진행되어 학제간에 북한 시장화의 복합성을 조명했으면 한다.  

또한 수산 부문에 대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아예 빠진 양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진행되어, 공식 차원에서 일정하게 강조된 바다양식과 

천해양식은 어떻게 시장화되었고, 시장·국가 관계가 어떻게 

구축·재생되었는지 조명했으면 한다.  

북한의 시장에서 국가는 그저 약탈 (지대추구)과 탄압으로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국가의 역할과 국가 능력 (state capacity)의 

한계에 대하여 향후 연구자들이 더욱 심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장화의 동학을 연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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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접 탈북자 인적사항> 

 

 

 

 

 

가명 성별 나이 종사 기간 경력 탈북시기 활동 

지역 

경비정 여 40 대 1990 년대 후반 물고기 잡이 및 장사 2004 년 서해 

선주 (1) 남 60 대 1995-2003 년 무역 기지장 2012 년 동해 

선주 (2)  남 50 대 1989-96 년 무역 기지장 2001 년 동해 

선주 (3) 남 50 대 2003-11 년 부업선 선장 2011 년 동해 

삵발이 (1) 남 20 대 2003-07 년 배 경비 및 배 선원 2007 년 서해 

삵발이 (2) 남 40 대 2000-03 년 

2011-12 년 

배 선원 2013 년 동해 

삵발이 (3)  남 40 대 2005-09 년 배 선원 2012 년 동해 

장사꾼 (1) 여 30 대 2003-05 년 수산 되거리장사  2006 년 동해 

장사꾼 (2) 여 50 대 1990 년대 후반 물고기 장사 2000 년 동해 

장사꾼 (3) 여 50 대 1980 년대 수산물 가공 및 도매 2004 년 서해 

후방작업자 

(1) 

여 20 대 2000 년대 그물 제작 및 고깃배 

후방 

2009 년 동해 

후방작업자 

(2) 

남 20 대 2000 년대 자망 제작 2014 년 동해 

무역꾼 (1) 남 20 대 2010 년대 수산 무역 관리 2015 년 평양 

무역꾼 (2) 여 50 대 1990 년대 이후 무역회사 관리직 2012 년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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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1995 년 1 월 18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9 호로 채택 

1999 년 2 월 4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83 호로 수정보충 

2007 년 5 월 8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227 호로 수정보충 

2013 년 2 월 24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979 호로 수정보충 

2014 년 3 월 19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617 호로 수정보충 

2015 년 9 월 23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677 호로 수정보충 

제1장 수산법의 기본 

제 1 조 (수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은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수산자원조성의 원칙) 

수산자원조성을 수산물생산에 앞세우는 것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바다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에도 큰 힘을 넣는다. 

제 3 조 (수산물생산과 가공원칙) 

국가는 먼바다어업과 가까운바다어업, 대형어업과 세소어업을 옳게 

배합하고 물고기잡이일수를 보장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이며 

수산물가공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한다. 

제 4 조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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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수산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친다. 

제 5 조 (수산자원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수산자원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 6 조 (수산부문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데 대한 원칙) 

국가는 수산부문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능력있는 

수산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 7 조 (수산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산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수산자원조성 

제 8 조 (수산자원조성계획) 

수산자원조성을 잘하는 것은 수산물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선이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제 9 조 (양어, 양식적지조사)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양어, 양식적지조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 양식적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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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 

수산지도기관과 수산과학연구기관은 맛좋고 빨리 자라며 생활력이 

강한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체계를 바로세우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제 11 조 (양어장, 양식장에 넣을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이며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국가계획대로 넣어야 한다. 

제 12 조 (양어, 양식방법)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립체적인 양어, 양식방법을 

받아들여 수산자원량을 늘이며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사름률과 

단위당 무게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13 조 (먹이기지)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물의 

먹이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리며 자연먹이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 14 조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양어, 양식시설물 만들어넣기계획과 인공성에조성, 새끼고기넣어주기, 

종자뿌리기 같은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수산자원리용권) 

양어장, 양식장의 수산자원과 자연어장에 따로 조성한 수산자원은 

그것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리용할수 있다. 

제 16 조 (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건설하는 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을 

만들고 저수지 바닥을 제때에 정리하여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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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제 17 조 (수산물생산과 가공의 기본요구) 

수산물생산을 늘이고 그 가공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잡으며 수산물과 그 

가공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 18 조 (수산자원조사)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종류별 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해마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 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을 따로 하는 기관은 해당 수역의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수산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조사 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종류별수산자원생산가능량과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정형에 따라 수산물 

생산, 수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출할수 없다. 

제 20 조 (어장분할과 어업허가) 

어장분할과 어업허가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은 단위에 

어장분할, 어업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제 21 조 (어기, 어장예보, 어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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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연구기관과 수산지도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물고기떼탐색에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어기, 어장예보와 어황통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 22 조 (배척당 물고기생산량제고)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를 현대화, 

만능화하며 그 가동률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고기배척당 물고기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 23 조 (양어장, 양식장에서 정보당 생산량제고)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배치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키워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 24 조 (수산물생산량의 장악)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잡이일지, 생산일지 

같은 문건을 갖추고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 

중앙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제 25 조 (고기배무이와 어구생산, 수리정비)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이며 만능화된 고기배무이와 어구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기배에는 해사규정의 요구대로 전파탐지기를 비롯한 항해기재, 

통신설비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유지부속품을 충분히 갖추며 고기배의 수리기일을 정확히 

지키고 어구수리를 제때에 하여 고기배의 정상출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6 조 (수산물가공계획의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산물가공계획을 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가공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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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수산물의 선도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맞추어 수산물의 선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지 않은 수산물로는 가공품을 만들 수 없다. 

제 28 조 (수산물보관시설의 현대화와 포장, 운반용기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시설과 랭동,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며 수산물의 포장, 운반용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9 조 (수산물의 종합적가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꾸리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수산물가공품의 

품종을 늘이며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 

제 30 조 (수산물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손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산자원보호 

제 31 조 (수산자원보호월간) 

국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4 월과 7 월을 

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월간에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감독통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수산자원보호조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 

2.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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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별수산자원의 보호시기 

4. 잡거나 뜯을수 있는 수산자원의 크기 

5. 쓰지 말아야 할 어구와 어로방법 

제 33 조 (수산자원보호구관리) 

수산자원보호구관리를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관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보호구안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제 34 조 (수산자원보호실태자료) 

수산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실태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 

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산자원보호대책안을 만들어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 35 조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생산제한)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을 초과하여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은 수산과학연구기관이 낸 

수산자원생산가능량을 초과하여 세울수 없다. 

연해에서는 도루메기잡이를 제외한 밀총뜨랄어업을, 동해에서는 

밑층자망어업을 할수 없다. 

제 36 조 (양어수역에서 물고기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의 알쓸이와 

겨울나이조건을 잘 지어주며 물고기들이 양어수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 37 조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의 채취금지, 낚시질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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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을 뜯지 말며 정해진 낚시질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 38 조 (갑문, 언제의 물고기질) 

갑문, 언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물고기질을 설계대로 만들어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물고기의 생장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물고기길을 

설계하고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저수지, 호소의 물관리) 

물관리기관은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졸이려 할 경우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수산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의 오염방지)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광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은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버릴수 없다. 

제 5 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1 조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물생산단위의 조직과 수산부문의 계획화사업,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2 조 (바다작업, 생활조건의 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부문 근로자들의 

작업조건과 바다에서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며 고기배의 입출항질서와 

선대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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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수산물의 수출)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수출계획을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을 수출하려 할 경우 해당 수속을 거쳐 

비상설자원개발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고기배의 등록)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배등록기관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등록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5 조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금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와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46 조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산자원보호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과정에 제기된 

자료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제 47 조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이관)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관리를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였거나 그 운영을 비법적으로 하였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제 48 조 (생산, 수출 중지, 피해보상,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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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수산물을 생산, 수출하거나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수산물생산, 수출을 중지시키고 피해를 

보상시키며 비법적으로 생산, 수출하는 수산물과 그것으로 얻은 수입, 

위법행위에 리용한 배와 어구, 설비는 몰수한다. 

제 49 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인민생활과 수산자원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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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ological concept of embeddedness, widely utilized in economic sociology, 

was utilized as a sociological response to the transaction costs logic of the so-called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e logic of transaction costs dictates that, in light 

of the human tendency to behave opportunistically, parties to transactions are faced 

with a choice between the market (spot transaction) and the hierarchy in 

minimizing consequent risk associated with translation-specific uncertainty. By 

contrast, the concept of embeddedness is commonly invoked in reference to the 

role of social structure in helping to reduce risk in economic relations. 

The present thesis seeks to combine these two concepts in a new and innovative 

way in order to explain the complex set of relations that have emerged in the North 

Korean fishing industry over the previous three decades. The important role that 

markets play and their relative level of embeddedness within and autonomy from 

state structures is a topic that has remained largely unexplored by sociologists in 

the North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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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research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changing government policy, and 

de facto privatization. The present thesis seeks to go beyond these existing 

paradigms to understand the transaction cost logic that undergirds the relative level 

of embeddedness of different parts of a particular industry within the state. 

Howeve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new order, this thesis begins with an 

exploration of the North Korean fishing industry under high Stalinism. North 

Korea between 1958 and the mid-1980s was the very archetype of a mono-

organizational party-state under the contro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Kim 

Il Sung. The fishing sector was divided into three governance forms, the most 

significant in size terms was the state-operated sector. The state-operated sector 

encompassed everything from the production of larger fishing vessels and fishing 

equipment, to the sale and trade of fish and other aquatic products. Kim Il Sung 

sought to maximize economies of scale, but more importantly in the area of 

transaction costs, sought to reduce search and monitoring costs through 

maximizing scale.  

The cooperative sector was far smaller in overall product, and until the mid-1970s 

was permitted to engage in a level of market transactions. It was still very much a 

part of the state, but it was less closely controlled, or more loosely embedded 

within the state because the search costs associated with marketing its product, as 

well as the monitoring costs associated with controlling these rather unproductive 

units were considered too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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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sidiary units of enterprises whose main productive activity something else 

were the third governance form in the sector. Initially marginal, such ‘side 

activities’ would become the basis for incipient marketization of the sector from 

the 1980s – as the economy entered a period of slowly developing crisis.  

Marketization spread in the sector, encompassing retail sales, the boat building, 

equipment production, and actual fishing, as well as international trade. However, 

in line with the logic of transaction costs, relative search and monitoring costs vis-

à-vis relative rents accruing to the state have dictated varied levels of 

embeddedness of various marketized activities within it. Whereas retail and 

wholesale dealers and household producers are largely autonomous from state 

institutions – beyond simple bribery, actual fishing and the international trade in 

aquatic products is embedded within state institutions. 

Ultimately the present thesis argues that the relative embeddedness of market 

forces within the state or autonomy from it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search 

costs and monitoring costs that the state faces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productiv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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