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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 ,rudy examines t"'OSbotder economic cooperntion in !be westem borde, region of South
Korea and Nonh Korea and ,uuests thai tbis uan,border region doc, not "'nsist of two independent
border regiM' any longer, but has evolved., one Ir,"<borde, economic cooperation region tbrough
intCTllction between Iwo reg,on,. A. South·North coope"'lion in Ihe western tran,border region ho,
wn'formed the nature of !be region from 'politiro-military ,pace of i,olotion' to 'soc:io-ec<>onmic ,pace of
contacl.' The G•• soong Indu,trial CompJcx(GIC) ha, .lso cbang.d the nature of exi,ting bord.r (tb.
military demarcation hne), " .... ,ing the role of border as 'filler' ",!berth.. 'barrier:
The GIC i, oon,idered to be oompetili •• against 0Ih<,.. in the legion duo to it< trllll'border cooperation. It

has also .... d political-military ten,ion betwccn Soutb Korea .nd North Kor<a, and radlit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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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에셔 이루셔갱기 g씨용예 상육형이 영역응해

1 서론

한인"갱근파융유의수송에 있어셔않응§차싸
시간이소요되m다

U 연구얘경및연구옥쩍

따라에 영릭사영의 수앵에 있이서 .<융갱이 3

"거 낭욱교유협력용 중묵응 야옷한 제"얘서

게 영。 쳤고이흥약얘히냐가눈에도 엉겨 7t ~ 었

이루어지거ι} 정경지역에서 일갱갱도영어진곳

다 혹한지역익지이혀。 m 애도잭긴 한겨릉극옥

얘서 제안끽으호 이우어져 갱경지 역얘 연 영향융

하고교류협력융냉전시켜나가기 외쩍서는낭욱

미저지옷하잉다

교류엉혁의 거정j 역，료 정근성이 높고 인끽
용혀교휴가연g 상갱경 2 역에초정응앗총영요

그러나 ""앤 냥!한정장회당융천후ζ 냥용g류

가았다

협력이 냥용정정지역어서도 이루셔갱애 따라 이

。1러연 욕언에서 온 영우의 옥척응서부 진정자

제낭욕교류능갱혀인자원이서 엇。나신직 연

역애서 군λ}한깨성융 념이 "생되고 있눈재성공

혀 웅간적 자웬'-"여대의고았다
‘d욱쿄유쟁역의 가장진션딩 영얘는 서부경정

단의 유생파 경쟁역용 도총하고7 개생공단이 하

지역"이 용간적 차원3호 양정하고 "는 재생공

"의 신녕단지응녕어 냥욕션셔우정경 j 역의 새

당재갱이다 재생공8 개앙파판연t 역 정갱지역

.<운정장의 예ξ" 일션."ðt-c >g-향응 오찍하는대

에서 정의션 진도 도호 영경， '1우장지대애

잉다

'''" 냥용용웅판혀구역 셜정(용에지구 에우정지
잉연구지역및연구앙영

대에는;oom 낭육용웅녕f려구역설갱L 개성용단 1

단제운꺼조생공사전영，개성공연시영안지조성
온연구의 연구지역옹 닝욱한 서부정경지역이

동앙연의닝욱표류영역이이루어 X 고있다

다 냥힌익 정우종해에는 1시우장X 대

냥욕한교유용역 양식은제3국융흉한강정적인

1인강얀

쿄유아 갱강재역애서 상강히 거리가 언 내우지역

용J에지역

에서。우어졌다

샤냉와는 j 녕이었으나， ，α@연 정정 X 역지원댐

군사시설보호구댁 용이'""、않아

이 제정원 이후애는 이 엉에 익거한 정경끼역의

륙히 그용안 주요한 정쩌엉혁 1정얘였던 앙νF용

영우

g는 쩌악가웅시영용 주，<정깅지역이 아년 내￥

•""

‘다슬척연구의용간앵와료주효이용외고

_.때Ae~αo n; 에

2

.'아”

엉경지역의 월경쩍 영릭에 대한
운헌연구

앙의세기지는공사적즉영에초정을 a춘용강
얘앵위표정씨군샤칙운g 기놓이?조.， 녕이

n 정갱지역에 대한 。1풍쩍 고생

다고안수았다 c"연，갱영지역지앤영에 의영정
갱지역옹 갱지구샤혀 용a 기능이 강하에 나타난

[0 옥경

예 따흔 정져 서회3얘 낙후」없i 개 언 찌꺼능애 초정융

잉 정경지연의

?

능괴 유형

"'춘것이다 이러한 정정 지역의영외능각삭이냐

국경의 기웅응 옛쩌 훈g 기능과 정쪽7 둥으iε

릉대료의0 가 있다 그러나 녕욱안경제사회적 교

우웅영수잉다 용이끼놓아더.연씩으'"인정양

유형역이여，.파고있는상영에서 개성풍견이냥

국이 긴강판쩌나 객대안j 영 정우 3'[ 작용하며

5얘용으효깨영원이는특/꿇고허항"냥유정

상호우호안에영얘는이약h이에.용한다 즉굿경

풍풍의 안갱어 서 용척척안 정제시펴혀 영쪽기놓

의 훈g 기 놓옹 언'"국간의 깅장오와 ~수원제때

융강조한정갱지역깨녕이 영요f야 옹연구에서

았，t:j{w.il‘ζηι 1957), ，..째로 국껑온 공 성격 기능

는낭특한서푸징갱지영의 엉와을냥씬악경우앤

파~성혀 기농악 양언성융갖 E 잉다 공갱석 "

서융 연천션 이육의 경기흑"지역융 1 응성의 경우

능옹쿄역 웅응용엔。 익의중견갇옹깨앙혀가

엔영양냥포선 이냥의 영해냥용오지역'-"성정

능。 에 부갱척 기웅옹국가의 갱계약이냐용정생

하고자한마

의유X 를위에인껴 융쩍인교유를재안i 는에

한원7 용 연구는 푼션연구 경연기용 자료 및 외

예혀 기놓이아[~‘rof， 1959) 과거 냉전시대의 갱

국사예 수갱7 언용보E 잊 영국자언급웅식 깨생

강지역은대우중적대적 예쇄걱정정지역。었다

공영지구영용"'옷정안제앤 제도분삭풍올사

과거 국인국가 껴 쩌。

I 국경ξ 장녁으호서 작

용하였다 웅언연구를용얘 정경지역 잊 정갱지역

용었고 현재도 연부지역에서는 의우。 서 악 영양

영혁에대한운적응을아현하고J 각종자료운식융

캉 사〈유h는 역힐용 하끄 잉기 예운。 다 그러나

통에 닝욱인 서우정정 1 역의 영앙 연화용산억보

세제화 (Globali ，.. tion) ，지역화(Regionali 7.ation)

.얘 재생 ''''용증λ암호연륙한갱정지역익 현

정보이"，‘。 matization).가 용칙화억연서 과거에

앵. 영얘용 살펴보기 외해 서는 {츄. ψ↑ 영간.

장벽으도 여겨 영연 국갱의 역앙은 얘납게 규갱이

자초L 엉용.도，욕양국?아언급 개성웅안임주j여

고 았다 , . 연얘 후안해 씩연 사펴주의원

영기엉에 얘한각종생~Bε애자효용응 용용하었

용괴도 갱정지역아 상호쿄류의 깨약에서 벗어냐

4 , 재성공안 이외의 용한 장연 자효는 내용이 웅

영력의 공ιr 역용껴얀 경세용간으증 언여하는애

3하지옷하였지얘운에 이용보생양수있는자효

일ζ히었야 이라한 연야용 안영'j애 국킹. 정

효 용한 앙국자의 언당 1용한 판영얘써 보도내용

경지역의 유쟁융 구g한 대 a척얀 인구는 다응아

둥용수정

강다

운석하었다

1)''ll킹져억지%에의겨야 g 경얘옹씬@랩루야@애에생시e에슨끼운엠’갱구억 g 인냉
응R 의강었) 오효성상수g 긍흩 찌해션자비용 군J
엉요구역정써i의’얘애용왜〈애의지따깅
융경 3셔뾰아꺼조@셔야양힌.，

'"

1I~~딩을 §쩌 응 용릇인 시".정지역의 i깅씩 ~;l!\lI 잉컨 연구

~띠(1993~ 국경용엉성히는 갱i 경제. .정

여H삭 월정2예 '))~~용이 I우피고 이것이 경극에

요인용고허，)어국경응셰가지유형i효구용하

는정정지역에@대원다 정경지역주민응*친숙

였다첫째 갱!죄￡효서앤갱지영의땅선을치혜

하고형력척인앙기용형생년q. 'J 찌

하는 경우1 응껴 쟁다호서 성。 한 경쳐정깨 •

갱 지 약 (imergrated bOOIerland찌으호 영우척엔 안

제간의 아정 또는 간격융 조정하는 정우， 셋져

정성이 tf.!;l..i 어 진 곳으호 양국갔의 정《 석 성써

깨양끽 국캉으로서 생이한 쳐 ‘간의 운혀가능

는동영3끽이 .으며 국징용용괴하는 인혀 잉웅적

보다연정파깅측의 기웅셔확대되는 경우가]것

g유가 우에한킹으혹 이후어낸다 ”’rtinez(!99씨

이다

의 연구는징정지영강씨의 유1정 용류용녕어서 정

동강영경

한연써IlÌnez(l잊@는경 j 가 아이엉작용을하

정지역 영혁의 영친정표용 재A 힌다는 정에서 주

는기에대한。 은걱정호용흥애정경지역을에까

용@영요가있다 이야한일진정혹잭강정에↑ 경

지 유영으흑구운아짜} 엇에 조원얀 경정지약

정져역 익 유영파 국정의 유영응 〈그링 n과 강야

(alienated ∞-얘S 으효 Z!"J안계카 생존하능

.현힐수있용것。다

곳으호경제는 7 능걱으호폐쇄와어잉"여영정혀

잉 정경지역의 뀔경적 형력에 대얻 이흥혀

상호영혁응 거의 존재하지 않E 유앵。 다 융쩌
공즌i에는 정경

고상

。l' (~bor에@띠s)2..5l.

시7써띠}라용악성한안정성이나타나는지역 i표
경계는 제한딩상호영혁기 강율와안 정우얘얀조

(0

~갱 X 맥의 영경직 영혁 의 죠긴파 유영

긍 개잉딩다 셋찌， 상호의종적안 정경지역’

영정 지역의 영정혀 연략 이안 국정을 사이에

ω @석3잉m '""""""찌으호대부"얀;생이

두I 인갱 안 우 지역 간써 국정융 닝어 니타나는

~갱의는지역으호경제사회걱 보연)닝이중얘잉에

지속적인 정셰시외찍 상호작용。 라고양수았다

‘ilI"lI~ ll~'

(깅 g 의'"

þ영

9

국정 잊 g 경지역의 유 g

,.

1!!!!!J!aB 씨~호""에

두 킥가간의 정치군씨 긴갱 이 놓아，경의 용

성융주장하연애 쳐져정갱용하n 있'"연싸도주

각끼놓아 강항 때는 정재사쩍격 상i각용이 냐타

연 영강의 0 해가요서?이R는옷i효서 일얀격인 정

"지 않지안， 두 킥"f 간의 정치 군사적 인갱 이 약

정지역파는다용용인갱생이나타4고잉여t~측，

회의고 경져사피껴 악용이 횡앤r얘지연 원정혀 엉

"1 우장2 대는닝욱엔의 앙의나국내업에 의해서

혁의영에가나.'나재 잉다 깅원얘 m찌에따흐

경쟁것이아니라징갱영갱이한국께앵에 익

언 정정X 역의 영경혀 영역은영앙}적요료지리색

에성지원특수한 웅건으호냥의욱의 주권이 이치

은성생파 7씨칙 ~생융 전제 조건설 얘서 국

지 원}는지역。끼 예훈씨 이용융러싸고 "는

지적 사앤의 갱에 및 께도혀 양엉성야 용종용 예

정정지역응얘생썩으요국쩌갱치역여에 "옹영

앙앵힌다

양용땅깨 찍어 있" 최e 용에문깨'" 인힌 힌 J

오늘낭 갱정지역용성장익 액， 역신의 징쇼~생

도 주연갱세의 용안정ξ 홉한이 냥욱갱정지 역 에

장하허는 의지를 강 4히 요영'fe 대E'예인 용간

력얘기회주의격인때도증갖재 야으호써정경지

이 의고 있으며 껑정지역간 혀역이 영경헤지연서

역잉영용잉얘히F는대경링올호작용야고’다 이

강혀으로서 의 국정이 개잉혀 국정으호 연.연고

'1엔특수생을낭혹이 영는 이악용 숫져로안순직

월정걱영영의 형태가나타나고있" 한언도에서

하여께양이혼으효 설영하연다유파 강다 6.15 낭

도이제냉잔얘μ 의 영~"I 나익냐끼 시씩하고 육

육공운션언아전정경X 역 앤혀어써 냥혹강우재

힌이 냥욕교류영획에 얘얘 척극혀얀 애도용 보이

선략응 (그영')얘셔 보는 바약 갱이 상호 제협

연서 갱치g시걱 대정응-{!-o]었언 갱깅지역이 셔

역 하는것이었다 6.15 공웅션언이천애는상대링

서히킹져사여혀 영혁익 융갔으호영화하}고잉다

과의 신외얀제가 영갱의어 있지 잉2 냥욕강에가

아씩 냥륙한 셔

F 갱영씨익이 앤정적 연력이 용

깨효성 에영의 생격용가지고았었￡으"생1대앙

격벼f' 기 에얘서는녕。”‘얻갱애요인이，.겠지

이 영역 으"니요명 1에앵약 '1슨 것이 유리하

안1 기용격으" 이허앤 시각으」ζ 갱긍@ 영요가 있

었으며 이에띠각양자요우비쟁펙-0-1-\능것야우

으여， 용잉 ，용 상갱양 킹우 이라연 사각의 유판

에견략아 ε 었다 증갱영지역응파거갱지군μ} 혀

정은 더욱농다고형수있다 또한잉으호씨，.

욕4억을 위에사용양수흑자신。 개 도응이 :었다

익 용껴걱 성w+ 동아시아의 져어여에 때웅하기

그러나 6.15 냥혹공동선언 이후냥욕깅， 일갱영

휘얘λ 도 "*간 핑경칙 영역응 핑수걱이다 영껑

산외장겨 }엉성되고냥육오두장정지역에갱제

혀 엄역용흥해 냥륙쟁경지역이히나악 경셰지역

용구용개양잉 영요싱에 중'7].엄에 띠.f 냥g강우

으흐셔 기능힌다연 동욱'f 정제엄력 거경 'f 션강

세전썩응상호 ~략히F는것ξ" 션영의새 외었

을외한주요한설갱수안이용수있융것。다

다 갱;성시역융정져특구호개영하는것이장치군

사혀 옥혀으"사용쩍F근것보다국가차원에서 보
다 앙용 이익 놓 가져다 주기 시작셔f2 있는 것야

씨냥북한정경지역에얘한이흔적 "걸

다 6.15융용션언 이후애는 에형싹하는 것，~마

(•)

영역히는 것이 이익이터 3으호"형응양H

닝육센 잉경지역의 흑수정

낭육 갱경지역용 아칙까지 냥육연이 서. 갱흥

두 명혹하는(Al ， Bl)애서 이루어지찌 띤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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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잉 잉 냥웃 g 경 X 역 영핵의 특수성
잉깅總 9갱 ~~

흔 최근 용액 g겨 " 아시 얘두호 연서 냥올안계는

l 와 정경X 역의 성격언j예}가"여연이 X 나‘↑ 정

다시중:ι정생이 높아지는오승용보。고 ‘,C}

반도에우.쩌"아냐.:il~는것으혹얘여 g다 한

"" 년 7월 낭욕 당국G 찍당 이푸 1때영여 용

안도의 지갱강쳐 와i얘 중국이 재혁 개영애 용

얀냥용당국간 에'01 영리지잉앙아가최근을어

격적으후 냐서 1 이시아가 시갱정재애세로 갱연

셔야쩌"치 장안긍희'fr(6.21←2셔 야 개최되었다

"는상황에서 육언은 끼연러싸샤인갱한나

또잉""년 6영 현쩌까지 아직 "^，찍당이 개최되

션지역응특구호지갱하-.:il， '93 녕 "영양중앙외

지 잉으연서 뷰찍운j 는 어켠에 씨응의1 있어 냥

원예에서 육연 지도부는게 ~~7개년 깨찍의 성때

육안 우세전약도 누ι혹정상회. 01션과 nW:가지

용 인정하끄 정치 엔진전략으.< 농영， 갱공.， 우

호상호 꾀영역으후 3예뀌횡 7 능생이 여갱히 냥

역셰경주으 Hf.잉힌바있다 이눈욱한이 중용

o} ~는성정이다

엽 우선 지업정재 원칙안융 강조얘 았었연 것응

그러나 당국간 여앙에 영혀지 앙고 았는 가웅에

깅씬항예 걱씨잉옹연썩~샤여주의연용피및

i 서 도 개성용안파 긍장산관짱 샤영은 지속꾀고

주인생양 ，회→응 고허영 갱펙노션 진잉。， 고 용

있으-，냥용 3역영파방욱인앤도꾸준히늘어냐

수 있아 그러나 이라얀 노혁어 E 용구하고 ~녕

는추세용，이고치아는정에서 아직까시 갱생껴

깅잉생주석사망， '94- '95년연이은자연재해둥

당。 갱파강이비엉조" 우에전양으.<양진에얘

으료최악의 식양난애 용악하었다가

앤 것응 。 ι1여) 파도'1적인 생핑이라고 항 수 있

한의 지원이 능어"는데 힘잉이 ‘5전응최악의 경

다 "'"년 이후용액운찌까지속도고 "'"연 하

셰닌애이 벗어나기시삭한것으ζ 보인다한국옹

언?우터 냥욕양국잔잔져가 깅찍국연에 gι 갔

앵의 추정에여E연욱한용냥안의 지윈。1 긍찌 늘

눈에도 용구하고재성용안 응강산싼땅흥정킹지

。 냐가 시좌~1-'는 ww 언부:↑ 아이너스정"성장

역 ‘6 혁μL엉이지속S끼고 있는 것응‘냥R간에선죄

용 η%하고용허스 경셰 성장으호 웅。닝X으며 7 깅

가구축;어 가1 잉응융 의이하는 것으호 용수

갱영국영셔연갱의영종아후개혁

았ι}

하다" 닝욱，，，.앙융 껴끼호 우양적인 깨혀

1

년부터 냥

재앙융준비

재앙조지용워하?로 경갱한 3 으호보인다
용용이러연재혁 개앙은중극?냐 얘트냥의

(긴 닝육인 잉경 X펙 영혁의 얘경

낭g 정정지역 혐혁응~"얘 초사여주의권웅

공식적인 개혁 깨앙 선언과는 치앤융 단이허R능

α

. . . . . .μ1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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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의 성2킹융

나으지 않응 수 없었~，예， 효용 생 • 효파 께 E용

띠고 았다융용쳐온까지악용한상영용용예이

허해 경경지역이서의 얘혁융추진하지잉융수없

러정 부운직 개혁 깨양이 경지세찌켜 욕연이 서

재와었다

것으".져얘칙

운운직 깨여

의미 았는연혀명가껴오지는옷하고있으냐 정재

m 님묵인 영경지역에 이인 시홈운 호생

사회칙 iζ료는 주인을의 생~양석윤 근흥적으"

언S시키고:l.!.2.nj ， 옹이건수었는흐용=정

칙근당c>> 에l정지역지원영」융껴갱하여정정

객너고 았는 것으" 보인다 따라서 개성공단 풍

지역응 낙후지역 ξi 균정하고 용칙적인 개양융

접경지역 영역샤영응 용얻의 전승 2예인 갱찍경갱

수선싹고 있나 한연 용한h응 r재생공영지구업」응

에 예라숙오조정。1 01루어영수는%지안 ]존

에정하여개성지역옹용영지구개잉에대한 걱극

에가경경원아고보j 는어렵애고안것이다

혀인 익씨를보이고있다 '1능양혹 R우정경지

냥용 정정지역 쟁검응 또한 닝흥한 j아해우도에

역용 갱 i 궁샤격공간이 아니약정져 λ}회혀 용강

의해 ，"능영다 '""녕얘때잉냥욕정협힐생꺼조

~lN:l정것으호셔큰의이까있는것。1라고앙

"l~} 2IlOO녕 6월"연 냥륙갱상껴상용낭욕 j얘얘우

수잉다 그에냐냥한악장갱지역지원엉에으한정

느응엔차왼걱성시킨것으표정경 X 역 힘획이가

경지역재녕에는 "성에대한고려가￥즉싼가운

능쩌 안여건융 ξ생하였다 연오영용한앙용또는

데냥한내부의 A 각에서갱정

냥한 영운 인연용 보연 %년도부히 궁증하기 시

혹규갱영 ξ언이 강히.

역용낙후X 역으

직하었으며 "α Z 년!5õ~부터 는 1안여 영 융 녕어 안정

표힌용응의 재생용엉지구영도기R생공당응용측

척인 당껴 ; 진암하기 λ꺼pHl.'다 '""년 샤작원

의정재 희생옹워안수연으"안얀삭하고있는륙

금강산안광은 2∞“i까지 총 "안여명이 다녀옹

연이깃상"다 냥g이용영응지향한다고항예?이

깃 으" 나티}나 냥유희혜영혁 문잉"1는용찍운제

제는 냥욕엔 장정지역웅 당혹이 용동의 경제이익

가 얘우의었용에도을구하고 지속되고 있쓴 것으

융 장용하는 아나익

~ 보인다 연도영 낭흠교역액 연동추이에서도

(tmnslx'order eronornic 。

19잊 년 이후 지속석인 중샤세용 &이 I 있으어

석얻연요가았다

월정칙 경에영혁 지역
κ'rl!on regio이=인

''''녕도에 긍증하여 ~;년에 7.2억용대애 。 으

갱정지역 엉역의 기초죠건융 ? 준으효 '.응

고잉다 이허한수시는 2003\'! 육장의 용우역에

띠l 과거 앙유성경j 역용지려걱은정성과경제씌

3 1.2억당허증 ~.~를자지하는 수i 후 중국의

보잉생응장져의어잉었고 정씌잊게도척양영성

32.8%에 이어 2외에해양i>R:":규요。다 대욱지원

응켠어되어 %었다 7 장큰이유t 우혜재가 이

에있어에오욱냉}의념한개 대한익존도까계속얘

녕융 당i'l"ðH:능 ，"에 군 아2예 대지와 경채칙 정갱

서 증끼하고 았다 "，，，，대 응어서는 대용지윈

융 찌등하여 ~71 rr!，，;-。따

종‘냥한의지원이대 ~1.5t .'lO)<수중에이트고았으

그러나사회주의권용괴약용연깅씨의영씨 낭

며 삭]r，j' ;，원에이도닝한온최대 공긍국/끼의위치

육회R써영녁운휘기의 획선으후개성공안깨앙 용

응샤치하고었다

냥용갱경지역용。 제 재혹운앤화의 기회듣잊이

이러한상영에서 동안응 낭정파의 당국안야당에

하고았다 。윈호 (2005: 3m는 7H-'J앙당 j 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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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걱 양엉

성이 약한 갱풍걱 영 •• 。 서 n천적나아 제도
걱 양경생악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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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융 용히I^l

남룩한 서부업경지역의 현왕과
연학

비강응잭

앤썩 단깨g 이멍하는것 o 호보았다 그러냐아

IJ 냥욱강f 셔쭈정경지역의

연，.

직까지용에용1얘동영역응져야「는외부칙요인
끼}용엔의용격적얀개혁

2뼈이。추어재지않

'" 닝연서부엉경 X 역의 연양

I 잉어 페강능의영녀 단계호용직신입@다표

학호용단으효인얘 냥한익새부장영지역응갱치
지이걱흥연어서 격상정 연꾀응겪었아 MS년，

용수는었올치이냐

여라서 (그영3)에서 보는아얘강애 경제석 ,

토문당옹당순한 앵정구역익 운연"얀아니라 냥

성성ξ 강한안계， 칭양되었으나갱잭 잊 께오적

용한쿄쥬의단정응초얘하여당시 경 7 도의두개

양영영온약한안져와 7갱안쩌의 중간)-Ã 정에 았

의 고차 정제 중심지(재생연 서옹권”간의 가온 밍

다모보는것이 타당행컷으.U얀다

쩌화}의 。 용을차언이.I l!l고?우정 • •파주연 농e
X 역이벚고‘던 중 J 지켜께상의 역양운g도왜

이에 낭욱안 정갱지역에 대얀 경근양영응 최근
에셔 ，듯이 갱j 군사척 시각

극피재 안등었여R양지 ~， 2tXJO : 1135) 서우정정지

영에 }쳐적 시q 중상으호 연쩍 영요가

역응 군사시성보호엉 풍군사혀 제얘2.< 주밍을

경정지역 연구추

에서

의 생g과 정셰적 잉웅이 셰성외써옹지역。 다

있다 온 연쿠에서는 lιrlinc'Z의 깅정지역 유앵융
중섬으후 현재익 연화하E 잉는 서부~정지역융

5ε안 서웅과 긍정에 있어 수도권갱비찌의영파

까거의 서부 갱정지 역파 비쿄하고 미얘의 싸g잭

상수원보호우역 퉁의또티니즌제약융일았다 언지

한서우정깅지역융께시얘 X고자얀다

가양은 i 약요인으후작용아고있는 「군사시셜보

g

. . . . . 쨌 !200 5.

8)

호영」에 띠생 규셰용{:f'져보안 "쿠정경지역얘

.'i.1W는’응 자위의 혁명혀 원악용용정'1여혁영

.당~H:;- 12 ’ 사 군얘기도 의갱￥시 뚱두천

천쟁의 송허용 이흑t기 위한기장중，~정요인의

λL 고양λL 우리 λ.1 ，냥양주세파주시 깅포시 양

하냐 。.，파찍원 지외여연구소 . .’

주'1 ， 요청 λL 연전군1 인션시 강예년， 옹잔군 풍)

특히 역앙용엉융 6 옷한 기강석인 갱tμF운을융

익 운사시성보호구역은 총 2 ’33kni.5t서 이울

후앙의 요충지을에 항리적으" 애치에}어 용장

시

,,..

l

용얻은

기엉소등의 져나친 갱증응 피하I 푼신~~;j' 힌다

군의정세행갱구역중 56.6%언걱이군시시성

보호구역으료육여있는것으로냐다냐고잉다

고 염연애 ‘g얘닝욱도와 강원도익 정경저역에는

'1 경기도의

주요생산사딩의얘지용피차1 있아

연얻균파 아준ι 는 행갱구영의

이상。I~샤샤연보호구역U으호 지갱쩍어 앙으"

유여 개성은 오얘친 유터 엔안도의 주요 도시로

인낀핑역시의 경우에도징아군이 ι~료나타나는

서 기능해 았으며 외긍까지 예정써 에 상 직잉시의

등 군시사성'"ε구역익 비중이 상앙에 얘우 >깨

에상융 가졌유어 도 흥구하고 주요 산엉시성이냐

'1티나고 있아 〈안P연 aι0년 연째 정? 동부지 역의

국가시영웅이 거의 애치 되지 않아 경"，，，연에

상순앤보호우역응 욱」유지역 총 갱정구역 연객의

서는욱이간의중소균오도시액을꾀하다 다앤군사

ιX찌 i얘영f끼꺼는 %’여호용두션시야구익A 를

용제 g 에인정해있기얘웅에에제 션전응 g 한도

깨외앤""시

군애 X 갱에어있아 또한수도김

시로음성￡었다 1989\1현재개생지역의선씨 등

정이제의영도냥한서루 정경j 역 당갱의재약요

지 중산영용호꺼가 차지"는 비중은 .æß 용
한영융 •.•없다농쩌나티나고있으나 영양아

인으，，~용아고있나

냥쪼는웅흔오지역얀 평안냥도보다도낮은수치
12)북한서무엽경지역의 현g

흥 보이고 있어 선예씌 g효 산엉양얀!-01 거&'엄웅

용한응 깅경j 역.，3. 군시적 욕격용 위에 여버긍

영 수 았다 기얘시의 토지이용융 상펴보연 특수

지구역으표설갱하I 써 에선갱융허핵개성을찍

호:<)u)융이용헨에서가장농용 10.7%용차지션}고

"1호지갱S운 동갱지여얘혀용하의개성껴 는

있다 。1응옥쑤용 5커가궁샤샤셜 E과강온판

경공엉 갱도얀올 배지하었다 욕한응 한국전쟁시

찌가 있아고 용 예， 。 는 흥얀이 깨성시의 도시개

아군의쪽걱으표앙용산엉

영얘 li~즌 i 써f옹주고잉옹응앙수있다

성융상상함에 따감

갱영의여얘솥악는대 유리얻 자리혀야4응‘ 정

2l 냥륙안 서부정정지역의 연화

..，lf:데중정융두었.응한용 g기}지산엉얘치 연
칙 중에서 닥앙획융%셔F는 원에 융 우리나라
의구에혀성정융안영아고”는가장갱당한생산

111

냥륙E 서루엉영 X 덕의 연회

력애지원킥으S'o-it.정하고 있'"파익원 자리악연

파거서}정경지역μ뼈 3ε영 h온과거냥용이 벼

구소 ''''' 양한악 g현에 따으연 '-l~ -ë:든

혀둔 한께지역으호 갱치~).~껴 운려용건으ζ 생

에 ~영 수 았도용 생산쩍융얘치7 자연지"끽 조

각하였으여) 냥용정생회앙 。 후얘E 서에쿄선。1

건이 유 g 하I 칙을파의 대1 성 으로부터 영리 영

일어나는둥쿄시칙깅장이상종하였아 최긍까끼

어진안전~.f-양X 얘에 생산혁융항허칙으오 8얘

안 얘오 이우장지대에는 인간언의 총잉。1 긍시의

.,

1짧 용예용닝웃앤서후'" 역의 i앵 g 역에깅언영구

어 있는 것용용용 양은 운냉력이 εν~tj-;게 지키

재생공당여써의 생산

고있고지외 청책1 흔크리트장액풍각종장애융

수있8 융보여주었다 응찌등어서는(주)씬영이

이 성치되어 있어서 잉걱

3영m영 져응으흑셔흐냥땅 lαX깨를 냥한ξ효

웅척 경애는 양역에계

연이가 히주내에 이루셔징

차단의어 있었다 그혀냐"'''년 등아 에우갱지대

안잉하기

블원용하여 정의성도증가개성외연서 최근서부

앙생융생상 앤잉까기 ^l~쩍운동상호죄양의

정껑지역에 는은연j).:가영어냐E 잉다 자냥해에

규오가송싸증가하고있다 융!암녕잉여 에도 꺼

이어 융해。 도 개생공단 재당과 용연하여 서운경

낸 연S 와 에"해서 용해 2앙강안잉웅자긍액이

정지역익 gλ}용찌 j 융 용까히는 인웬파차양이

더잉응용옥이 았용을용에，재생 ’냥헌(등히수

정자 S어냐고 았다 (요 ”에서 보웃이 여녕 1

도정)간의 정져 걱 생호.용이 재생공단 A 냉당지

영중 53<에 용파강 잉욱인앤이 "월애는".영

죠성 잊 1당제 공시사 용칙아의연셔 g중-O}.:;!. 있

ε료@여얘 중샤짜였다 "쟁에는주강용 j 외하

ξ융용수있다

A 삭얘였다L 암’요도 5월"잉.터 유공

고 얘잉 ，~여영이 냥용공용완리우역융 풍얘 군

또한200).3.5 시냉단지 천력용사가잉료되꼬

λ명，~융덩응생으후， 01는 kω(1993 익 국정

3.16우터 재영/얘얘 션혁이 옹긍의기 사작@으호

유영 훈휴에 아으명 장역으"서의 국정r 이 핑터

써 비우장지얘용 녕어 냥캉의 션릭이 ξ.애 증긍

오샤의국캉으"갱앙되기 시약써었음옹익이하

얘께 이었다 용신도'""년 3훨 깅영 륙측파 r용

는것이다

신공급후속항의샤h용타용아고공 }가진영외I

‘뺏 X껴연 통앵차양 잊 반충입 jH웅양응 지닌
"'3연에

B얘

"는퉁개갱공당사영융용얘 냥욕이간 연결양이 하

각각 n에와 ”에 증가었다 특히

ý'씩 늘써"연 국갱의 운g얘 기능응 갱자 약여왕

(주)리냉ι}트가 X 년얘 "월"영부터 재용갱상융

것으오보인다

시작버얘 '"δ연‘영 현깨 ~새천여개 의 주 9 용용

냥한의 서푸정정지여옹 ” ’ 연 이후 과거처 엉

을냥한으호잉잉한;응 냥욕서우갱성끼역간에

운샤지역으료 규정하기 어려운 연회가 나딩나고

지속척얀 싱호작용이 용2억혀으료 나타냐기 시작

있다，"'‘은연희ξ 냥한서부정정지역에기영익

히였응웅의이한다 혀갱아듣는서웅시내한액화

이전파 갱영이 늘어냐고 있는 정이다 이 영화의

정에서 생삼 양영 개성 갱산재용을영얘@으호써，

중요한 용인은 냥욕정쩌 엄경의 중ι 수오깅갱비

(E 1)

2004년도，~{;공띤핀연 잉흑댄 g:>f때

셔; 용잉추 2 (Xl，j_~

~

여. . . . ""호

(2005. 8)

찌찍갱의 개갱) 지앙자시에의 설;.1". 서행정지

기 성공영지구가 션，외연셔 우션서부갱경지역

역각얘양 X 자체융의 지역낙후성탕피용 외한"

의 영갱 F 역이 연회의었다 기 성찌연시가 일렌시

영유지 엽， 수도권중생부 지역의 입자껴지의

로 격'"에 여셰 깨생§영지 우에 쪼."지 양온

후옥현상 잊 탕산업화 연상 둥。 대찍}앙욕 의?

개용꾼， 장용군용옹 .애용도" 연잉의영으여f 얘

2αS1. LG-'잉링스llD산엉얀X 는그대 g걱얀에

부운ι1 재성공엉져구에 속에}개

아1 영 수 있다 w신자는현쩌 파주시에 ιD산

되었다 깨생주 1 응용 ，，，용얻쩌재성용단건

엉망흩 ~.하고 있다 10씌영당j 약 휴션션

성 잊 생싼연장애 ".일 1 ，900여영이 층혀근하고

의 거g 가 1"，"에 용펴해 한안도의 냥욱g제 진션

있다 1단계 1아 5안명에우가중 3깨 애에의기잉

싱양용항오흔는외국언의경우군‘1격 깅징 성엉

이 잉주양경우'''"여 영의 용흑은호'1를추가.

올크개우려@수있는위

이다셔%정지역

고용하게 되" ，얀여영이 녕는 용측은도자응이

이 tl.!!상허영지역。 라는 외국 기영들의 얀식에

냥용인완파인애 애용생 tj옹찌개 용것으후에상

도용구하고대규오다국척기엉얀 영엉스의 100억

원다

g

양푼궁응 혜자

용우지용유치힌것으호?。는 전」칙인냥욱잉체

재성 이외에 2ω4년 1월9 인 당표직e시의 깨!’

의 개선아륙혀 개성공안 재양1 긍깡신왕경 동 징

도욱안서￥갱경 i 억넥앤아를의이강띠 육인kε

경지 역에서의 냥약교류협력이 군이액 긴장융 완

냥포직인샤즐 해지하연서 인안 생형우역응 영안

화었기 예운애가웅힌것이라안수잉" 이엉께
w윈굉스가 입 j 하케 쟁으"써 lα 추종의 하 }

냥도호연잉A 키고 양구구역잊싸우도우역웅대

인""""=러Llbly-용생산"는(수얘직P 에크호도

혹지정하었다 아는재양구성파생항구역융종리

개생공끼당 시영안X 에 업주영 예정이아 부산에 용

한 것으혹 해석.수 있으"， 특히 이004년 4킹 김

λ염 우고있는애써아이크"는여주와 기찌운거

갱영예원장이 중국융빙운댔웅띠l 앤진시아협력

g 에 욱한악저영한노용역응이용힐수있는지조

하여 펑’}낭포권 도λν씨띤t융추진히기효 한것용

7

의 개방에 적정끽오g 완연외눈 지역응 f특긍시j

지용야현한것이다 이는유옥의개 φq 역파냥

냥포시의 개양융 오색하고

X는

것으효 용 수 있

욕의 며주지역이 상." 영향웅 이져 선순생격 학용

다 .J>l-~응또한깨생 인근의 엉예당유도에 대쩍서

융양으키는사에호 용수있3여

상호의온걱인

도 과거와는 다응 시각융 효성주고 " " 주요한

정경지 역 @ δ〈너penden! Jx:.-derla여"의 연초가

정계갱얘찍숭지인 「정재연구」 형해냥도즘 농업

냐타내"시끽댐갯으"해석할수 g 다

도 에서 농공영징E 호 응끼애연 정씩융 .써

육@의서부갱정지역도냥옷정상희엄이후정자

고있다 형혜냥오는그동안얘주시엔트공장동연

연*1고 잉다 f얘상윷 용한 냥용교역 잊 인도객

푸공장용찌9 하고는.규오주요용장이없는곳

지앤 이외에도 용격칙언 엄혀시엉인 깨성용단사

E..:ζ 주•• 농엉지얘 g서의 역안융혜8으나，깨

엉 링의셔 치경↑ 경의선 갱도 도오 연경 }엉 추

。 나 냥뺑징은정이.응 잉덩콩영일당의"능

진，잉잔강수얘앙지영역둥이갱앵의고 있" 씌

성이 농응옷。다 한연평해흩오。7써E 영￥연4

은애는재한척인 재양갱팩.추갱하연서개성융

"나다니}고있다 욱엔온 200~ 10 갱국의용ε1

경셰용구ζ 냥g용특급샤로지갱하었다

도시 sε 꾸디I，*，는깅갱일국양애원갱의지샤애아

m

g

.，공딩응용i씨 g 닝웃인 A 무 잉깅 X 익의 엉'"혁얘 핀인 연구

약 사혀원얘 얘규오 !인속거리」응 조생하고 도시

년)에서도 지여간악 용엉 냥용엔의동'~.4아가

개딩융종갱2킥으로추진싸고있다 용한의안표에

용약셔져역파악용양의성연용。1녕으혹성고갱

따으언 λ"'앤을평양개성의 용웅도시호욕~~

경지역올때k으후개응!1->4 .1ι견 '<!.!L적요소가조

t운 것얀에1 양후개생 판이 용격격으"깨당되

화용 이루.~혹종강 외인 환g 와 중장기적으호 전

고 냥혹~유명혁이 용.'lf얘 λ 는 것에 대 '1하는 욕

안도 영 • •드 즈6성응 추잉하고 았다 또연 정정

명도있는것으오호얀다

지역지원업을 제갱하고 용칙적으호 시앵하기 샤
작쟁으호써 갱경 X 역 주인의 싫의 갱융 깨션하고

31 냥용한서부정경지역에 대한낭북안의 인

111

용일기 ，융 조생하기 허한 깨항에도 적극 나서I

식연화

았다

닝힌의 인」 언확

α) 를한의인직 연회

경기도에써는 재성의 {H!-7]::< 로서 인천국제공

J욕한은냐용디R 냥용갱경지역의 앙￥용갱지군

강파 얀갱영웅 상갱에}여 개성파인천융 엣눈용인

샤적얘경 운리용긴이1'1 정꺼잭쟁역 정응공간

여R느깅，킹i야P중개앙케의용수성하고

2-효 갱끽~I기 시작한 것으호 보인다 용한은 "

• • 요한

정정지역 정제릉양성회까기 외얘 「정정지역중양

경제안리재성조시 이후신의주듀구 이후긍강산

lO7R\'l 계잉J(2003~2012 응 .갱 'll-K히여 성경

파깨성융 잊냉아특구도지칭하고강연언용 웅포

지역 깨앙융 용칙피~tl겠다는 이지응 g영하였다

하". 샤싱 2ω 녕 "경찌잉g 재성죠지 이후

1>>>，ζi 을얘 을어 서 도 경기도는 앵갱;<};치후가

취얘진 용힌의 개앙긍지 중얘셔 가장 의욕객ξ표

ι'"년 경정지역 지잉샤엉 : 최종 획정 . . 예라

~I^I 원것은냥용정경지역이아년중국과의경

융켠'"여악원응용자해 w어갱의 X 씬사영에냐

지역에 있는신익주특구였다 그러나 중국당국이

서기호하였. 현연인천시는인원깨생연쩌νq강

양인 장완구속으호 신의주특우개 대예 AK!)상의

제외용수영짜고 이릉 와안 구얘와양안응 추진하

안얘으 λ 블표영멍에 따라욕힌응이후에앙g한

I 았다 안션A 는인인온엉얀과용항동용유및

음강신파개생공단에개앙정섹의 중장융두지 •

갱양산엉이앙션한안연 개성8 져경영 인긴세아

응수없써익었다

S

공장우지'õ~융갖추고었다는정에익안히여 §

언저 개성 공당에 얘한 욱안의 인식융 a자 대낭

핑얘 인현정재경~'~ 연찌 개힐을 추징얻고 있

갱애총정기구인 용잉션선싸엉쭈운쭈장이며 상하

다 인천 1 는지 g 적으로가까운이틀두 X 역융

또국갱익R용양휘원회 서기국갱인 안정호는 앙한의

연계 안진시기는 인천~깨생 공동킹.안 융‘연

한 인이엣 연용파의 인터유애서 용한의 재성공단

찌로"눠주견"는앙간용깅토하고잉다 이져정

얘대형인 1응다용파강이피력하였.

냥한의 징정지영 자빙자지얀찌을에 서￥ 정경지
역에대한새<운개앙청사진융에시하고있는 것

-지긍양이갱영。 지 성갱격안정찌영역다운경

은냥건의인식연U여명안영히꺼는것。따

서 찌 역옹 없이{ 우리가 쩌성종션이ep，는 잉용 지역

중앙정 F 차원의 갱} 극호용힐계찍Qα1O.2020

융내잉다 군"1*:지션 7}*1，운사칙으호애인한

@

. .없~(2 005

에

지역0 다 얀앤궁에까 거기 다 호긴하고 있다 다

영 청도;도~둥악 연경애도 냥용완성용보이고

나잉아 그，고그영옹 염X 구호선요등혔아

았다 그동안 용전은 'fi부용 요료서 석탄 전

그윈이 개성옹엉g까 얘717J 나%지 언써 ‘년이

혁1 긍속1 정오 운수우g융 ~.;성안전시치었다

오는대 우킥는특구영 등공영당져찬씨냉용다양

그러냐 연찌 그수중온 æ"얘 ~인에 비에서도

1I~'아 그간대 신지그샤양종이예 *ξ 것은우

후의엔 수증으오 자셰격인 역장으ζ는 정져특구

엇인가 .，，~~회의깅을비롯혀요외한{‘’”아

용지원항 수엉니R늠사설응얀식하I 있는젓이

g다하연셔 션 §교오 ι~ 장장.'C. ;Jj-:rr었는예 그

다 ""녕 ,< 서&에서 영잉 r6.15'공홍성언 감

샤잉생이을아기셔 우슨 iε‘튿 취!’것이 았으애，

녕 기녕 국세토용찍」에 챙적한 리중핵 아태 부외

ψ녕동안 g 안상에""재‘ 는가 그셰서 우리

원강은다F용파강이앙앤하였다

가 에단 i이 유캉스영다Hε 것。 에 (용잉뉴스 인터

션혁， 갱도 도iζ운야에이외 형력은 현시가

유 U‘ ’ ”

•

푸용 소규오셔얀 단순이@ 융자거얘냐 외약7녕아

서옹에서 영린 。"공용전언 ’주연 기녕 국애도

"응닛응단계에 어융요있는유냥깅찌.핵사업

혼여 (2004.6.15)'에 앙식한리중혁 조"ι}λ 아해평

역 수r융 !’ 6에 풍어융여는에서 ‘i영끽 고여응

양영j 쩨잉t;](，이예우위원장응아응파강이 당언

이추고 있융 g 아니하￡신인도를웅씨아시。[지

하었다

연의 g유웅성지호 .，는 센약의 경지에서도 에
우증.A'석다

;요연 군Aι.싹각

X 얘 융인 개생지구의 긍강

산지역을융녕속에뚱예여 R 주었융.아내라 그

이영께욱한양국자의양씬을종앙힐예 육얻은

옷에응에도용운어제 9에주었다 3영에오용구

개성옹안이 냥용영에엉혁공긴이 펴는 와갱에서

-õl-:rr개성옹염져구 경성용악용」용 전예，.터

자신융의 군사요층지역용 내주었다고 인식하고

오능까져 용전상여 &긴 인이 엉1 와거의 전애

있다 군지칙용랴 9간융영정갱도포기하l 정재

를놓'Jl.블에앙으~o 국의간성과앙격이 싱헤

석 갱혹긍강으효 연화A 키혀고 '/;1-'는예 닝정이 적

지연 냥S의 양깅이 오 어영쩌 영하a는거 ，격하

극혀으혹냐에지 양(↑서 ]영게하지옷하고있다

지않을수없다

는것이아

이영찌

• •융 • 육한옹 냥욕깅껴지역융 군사

걱갱약또는양어용와한 g샤지대에에 갱에특구

4

혹개앙'""아는.지는 찍고한것으후보이며 실

개성공당의 특성과 개성공단 개
일의기대효과

써 ;욱한옹재정공당깨앵에얘우척극정인애도
용.。고 잉" 욱，~ε 경씨특구의용정ζ 는 인프

1) 깨생옹당의 이중쩍 륙갱

라간성이도 3 극쳐연얘도용보이고있다 경제용

우등 건영하:아 그것의 성공기F늄생용높여주는 정

깨생용단시영응용한의 재영사 몇 양운운일얘

@

1잉양S

5 õ11 ~냥‘ 6 써잉g

역의엉정적"에 얀연1

' " " 연"'씬의 재，용연깨영써 g

의 용 2α"안에66.11.)，용 3자에 경져 개당-t~

오깨엉주에 빚 판리 F는중궁양국이었기 얘웅에

사얻1-'-< 공단 fO)~J‘영 얘후도시 l 씨)간형￡료

우지국의 잉생에서는 외국 공당에 영주히R능개녕

재외되어 있아 현얘 1앙쩌 'OC얀평 쭈X 조성 용

이었다 그러나 개생공단익 영우.，. 지 강주쳐 가

사와 양에 시영얀지 2'1!8'앤평응 조성하여 잉주가

냥한 시영*'어 싱정적인 경gν}도 낭힌즉 인원

찬앵피고 았으며 나이지 '，""얀영에 대전 개안

으호구성정 안리와잉여끼'Hι안개성용안옹 용

계찍은 이칙 .’정의지 양고 : 다 다안 개당샤엉

성의 경셔흥구이씨 R가 또는 지잉자지당1가 공

자인 연얘아산이 〈표 "와 강응개 강씨획융 가지

안조성)샤펴간정"온건영 중웅양효야고잉대효

고있다

염공，성역용신1 용수사용i 세치싸욕예 용융내

개성공안응얘우용수한성격용갖고있다 중국

제외무"등유치에운것과당여 개양엉*}~지

에서 경제흑구에 대안)싱가표르푼의자용융유지

용잉에엉아부지갱리아 3댐구i죠경영융하고투

.，얘 경찌용구용개강안정엉。，.으"그정우셰

저년응유?하게 되어있다 ;E션공당경리도용측의

"'깅

'"

엉용 88 셰영 ".구억

rn

햇läI '1~α005. 에

엉잉。 나 실영적ξ료 냥용 가강엔 안허위갱회가

의.，냉안계 외어 있아 낭옥용동굉혀구역이성

하재 되어 있다 여리써 우리에찌 있어 깨생공안은

갱의연서 파거에 U 해 총잉갱사가앙이간소화되

외국공단석 생격파 쥬얘꽁얀적 성격이 혼재의어

었으나아직도 여려 l~;지안계의 갱’F응거져야얻

나익나제원다

다과거에비얘홍행 용완껑샤'1 않이간소화
되었 X 안 ."까지 국정이 장양한 훈리효파용 내

'" 외극공딩적 징끽

고 있으여 이호 인쩌 여전에 외굿공안잭 성격이

ill 영동잊쭈권

나티나고잉다고양수었다

'."공단온용안의 영토에 위 해 있다 최고인
인외의 상잉와 갱경"∞ι1 1.l3}응 깨생공업지

@ 잉익을싸 얀증 씬연 유정

구에는죠선인얀밍주주의공화국의 주경이 앵사원

개싱공단이 냥한내여아지역 u 하μ} 다응성
용용.씬용새 션략융자통제규갱이 았다H는정이

앙고석시.고 g 다
또. 재생용업지구엉에 따르연 깨성공엉 j 우는

다그3 응용한이수용써현꺼억 ~눈에히지원국

육얀녕에띠셰 g리운영되는국재적인공엉 우

가에 .항의어 "기 예운으혹，국에수용용제써제

역 상업 긍융 잉핑2 역。 1대제 1조〕 깨성웅업지

에 따라 친륨자로 잉갱외거냐 이국 수총잔리규

구영이 j 정 "1 정까j 는 개생각앙시에 속해 "

정

었으나 영 재정。 후 깨성찍앙시는퍼에지의TI 항해

아야엉다 천싹융자국재수출동세여 에는현씨 !’

육도재생시에포앵딩애 여었으며나어지 구역응

한뜯수용저 안지역으혹보고 동성에 얘성 션약융

각행갱구역영갱융그얘로유X 안 "%세직도혹

자수충응제안하고있아 왜냐라도샌용자수

연앙찍었다

총앙공고의 수융통얘 i규정에 .라 켠양3자수응

fAR)!lJ

허가 대상이

g

정우 영도의 송'l!.융 •

용용‘하고잉~，나 북한에얘힌융자…충용융내
영상냥용완찌완련영인쿄휴언역영에따라。 우

@용영 용견용시

개성공단 잉푼응 와해 군 시"'껴 션 융 용.하는

어지으" 수층풍져규걱 응 안드시 여영 영요논 없

파갱어서 냥륙훈당궁야유엔사익혀끼도이랴얻

다 그이나 국찌썩으호 늠대셰 g 육얻으웅의 웅까

고양욕 aç 수숙웅거져야힌다서융어써 깨생

안용옹 냥힌.셔 욕힌으호의 수층로 보고 있으으

공단끼지는 직션상으표 MI끼1 도"상으오 'Olm

호우리가엉이 수증용재용욕융재성공안에안융

거리。 나 통잉 용원정지흥거치는.정에에 성

히는 것이 의~걱 아장융초혜영기능징끼 았다

깨 거리에 비얘 영옹 A 안。1 소요죄고 있다 현얘

서융 'il-~웅여

웅갱벼여 깨성용탕에 도직~，능

@경 ~p:11T{j

에소요되는 시간응 2~y.1간갱오이다 국제기구

개생공단 생산제용응 수증양 경우 국깨용에상

의허 7 녕양아야진아능정。끼 일안석인국정용

욕@강으"안정딩 가능성이농다 잉깨효릉닝얻

파호마혀나의정*1 더 있4 정친엉정은유엔군

이나 져”국에서 을여아 개성공단。

사영싱과중국 용한궁사령판이주써끼1 ，어 써

표 셰조하는갱우 2국이상에경친생얀영태호용

경g 국꺼 엉으--'l. :;ç，μ}용께선융 경샤얘양 에는 이융

수 았는예 。1와견이 2국 이상。써 경친 생산재용

•

m

셰용을 가

개성공딩을용해，.웃인지루 g 경 I 억의잉경. .ξ" 원엔 연구

에 C 정 원산지 딴갱끼준은 양반적으로 성깅칙

α 흑애용딩적징격

연영 기준응따흐고있기 예운이다 개성공단제

@깅잉기깅

용이 용한산으호 판정피연 이국응 대흑 갱 'N재

재정꽁영지구에 대엔 장a 는 판혀 지 원야 하게

등통해 용한에 갱상a역강에 -1 부에 축고세융의

되어 있다 깨생용엉X 구 원리와원.' 외원장은

<ci~'관세쭈파풍융시앵하고있으""기 성

낭측인샤가항고잉다 유갱상중앙옹엽X 구지도

공단 생산찌양익 대이 수용응 시성상 용기놓하다

기g의 지도 잉에 안리용 하게 혀이 았으나， 기엉

l 응 수 있다 영용익 경우에도용한에 최혜궁대

의 %영 승인1 영업허가"연구조 시션의 강-， 투

우용썩지?-d".3l이ii!'<l .:il새융인국정에&융혀용

자i건의 조성각 3해유샤 냥측지역에서 공영씨

하고았다 '"의경우에는욱안써때에성유이의

구효웅잉하는 안윈파수송4단의 총잉증명서 암

이는 특영한제한이 없으냐 정갱국인용국 에트냥

긍퉁득규강리엉우는판이1'1판에양껴져 았" 특

이일안특에안<II (GSP) 얘우흔얻고았어""적으

히용 a

표웅리R얘다

주민파해이 동포잊외국인용사중잉이 용잉힐수

관이항긍엔총엄중영셔가있으연냥영

잉다 개성용영지구냉 에@조) 안허가원이 재양엉

자에의하여구성야고 그조직및재갱의흑자갱융

@흥싱

가지I 운영원다는 정에서 파거 용언의 나갱경쩌

용한응그용안 옹진영상。 서 용산주권융끼8조하

욕구잊중국의 경셰특구와 연지히자o 가 니능 •

여올흥，""션회국융? 져야진다고주;성왜
우허즉온 냥용간 앙의서， 경째영혁추인외원회

용C 다 닝흑인윈으호우생의는용리기광이욕쳐

앙의 등융긍거호공언얘~~사업응닝육시영자

성융가2 고 성영석인간벼권융 .λ 힌다는정째

인 Ð의단욕살셔

서 개성공깐ε 욕욕 지역이써 냥셋의 안을얘이브

웅영융주장3 고공단겨냥측

i 역 의 직정연정융 주장하잉여} 냥혹응

@ι-1직성격이었다고양수있다

'01.1 2. 30

9사얘에 정친 옹 J 영상 (KT-Jt 에싱회사간)'ff에
r꺼생공엉지구 용싱공긍에 캉한 앵의서J 얘 암

@관'J;j['it잉

의 서명씩영아 ?긴.연경응 깨생공단개정전

개성옹@지구에서 닝생 또는 다흔 나"로 융자

화국→pJ'으" "의 장에。응용구흥하여민족

잊셰용올니가는경우한세틀부파하'"써의써

간용인)2..;ζ서 닝욱강얘 직갱 연경하노륙하었다

았다깨성공영지구영 재”죄 냥용사이익 거얘

세운샤항온명도경속ν의셔응새정혀여 경정하

는인족대우거얘ζ서 잔서까우과하지양기료한

기호하었다 이후 이 3.24 용신부속상악서용 에

애 따응 것이내1 다용 q，↓애서 을여옹 안지응 그

징t쩌용화요긍융공'1'→냥촉‘”센트/용".내

예<육영내 다용 지역애 잉이'"경우에는 용세흥

3씬트 3운호하기로 영악하었다 중국 (00엔'"용)

해양수잉때 의어있어운갱어서 강세측연애서

이냐 연온("샌트J.J;!.) 보다능저명f셔}국내 용신

는재성콩얀이국얘종안걱생칙이 7tð:다고땅수

요긍보다능농ε 수준。 여)혹옥재생선여럭응거

있다 웅흔용한은껴써의 기장 기영소 단체애 와

쳐야 힌다는 킹에서 외국용얀척 생격이 나티난다

‘iJ'l1공하는 웅져에 대헤서는 완써용 .파하지 앙

I 하겠ι}

기호 하고 았어 용힌때 여다 지역의 소g끼상은

i잉

~.J.II46호 0' 떠 a

보호하연서 생간파갱응 연찌시켜허는 의오등 기

7 춘이 다프기 예운에 영응척으료얀갱지융수는

용엉얘한영하E 있4

엉아 양자간 우역영상에서 깨생공연의 용수성융
강조하여 냥한산져흥과유샤한얘우등받는정우
도 있다 어 11.29 한국)싱가용

@전력잊대부 7 잉 A 잉건영

재생용딴에 영요한 징역용 냥션이 공긍하얘 꾀

어 있아

rr,

영갱。1 사싱

생티F경외어 개성용당생산재증이국저용예에따

'O(1:U 낭욱 사엉찌간에 개성응껑지구

각 혹한산으"'"시되더하도 냥한낯 거쳐 수충원

징역종급@의서얘 서영함에 따라 한전이 영계

갱우연국상i파강온유에장세 얘우흥캉도용되었

시용

아 이는여타국7r'약의양자영상에써도혀용영수

운영융얀욕으효 시앵하7 줄 경갱외었다

。5.HA 앵당지 진혁공사기}싼요되고용전시엉이

‘ ' " 것으오 재성종걷 생산제용이 용힌산으H

。 우어졌으이 3월"연부터 운상연션소용용i얘 각

시외디약도 섣정격으로는 안국산까 디~었는 용

개영영 1에냥한천력이 공급의기 사작아였다 이

세에a 용앵는효까를보는 것.，"

에 띠라깨생동연 지역응냥전의 선역용긍양 i에게

3)찌엉공단잉주(최앙)기업의혹성

에호잉의@으.nJ， <>1는장얘으로써의국경융녕어
서부정갱지역이 ，，~의존걱얀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것으호얘석항수있다

개정공안에 앙주히거냐잉주듣회앙하는기영을

대우7엔사생응 냥정재앙업자얀토지공사와영

ξ 대 1 호 수오견의경공영부운중소치양인것

t 。 션이 건성바고 있다 잉에의 깨항시영아 깨정

으"나혀녔다 이는수도영소얘의 경공업￥푼기

엉P아에게 잉영되어 있는 것용중앙또는지냉생부

엉들이 거리상 7f}))-응，"지역에용공장성지 또

가기안A 영융건성한중국경께용구와 3께자이

는 용잉이칭용 @으호씨 노옹이용 션잉찍려는 의

가냐는￥용。아 토종응냥욱영영기긍얘서 용

오에서 비훗힌것아라한수잉아 우산정냥권기

'，æs억원용 얘증딩아 용수'A1~~ 에 잉0억，.수꺼

잉을도 중국와익 연써응 고려애 앙주야7 나 잉주

혀장에 ‘’0억.， 혜끼 융시션에 ."억원， 단지내

플희잉하고있는 것으후보아，개성 ，.의용항해

시연에 '"억 원-8，2OCI6년까지 후양하여 내부기얀

컨파연제 가놓성도고허석고있는것으로보인다

시성용양에얻제영이다

시엉단지잉주웅션갱한 "개 기영의 i 역적 운
쪼는 수도견 &l .l%. 부산}경냥권 ‘ & 기타 X 역
16. 2t‘로 냐티"고 잉아 。 는 개생공단이 수.!r..견

@긍내f!{:PliPiJ 잊%

".공당애용응국얘에서 소에양정우，깨성용
단 용용의 앤산지 요가는

‘Made

기영증에찌 애펙끽인 인용j 역앙융 의아야는 것

in κ。"

으후수도권에서의지리객긍갱성야 중요시 g 경

'Made in Kor\.'J(Gaeseong)' , 한국샌 , 1성국산
(얘생용업지구 쟁산)

피려고.수 i 다

캉국앙{71 성r 중에서 재

연''3.

<ID)

개생공안 용단지 영주 회앙기엽의

조엉씨가션액에사용@수있다 깨생용연께용수

시역객 용，융 ~연 셔융 " 영1， 인견 '"ι .기

출시 d 는국께판혜상그앤산지는육한이 영기놓

‘’""로수요갱이 U;흥자져야고았다 그안애

성씨효￡냐)국가영양옥영호잉상지용딴갱히는

부산껑는{연ηg뼈 얘구경원lo.rrn 이 %이상

@

재짧않없

g

냥. . 서우 g경 X 억의 ，영.，앵 잉"연구

(n 3) }

의비중용차지하고있다

성용g 온연지 잉주의앙 기엉의 X팩열 .s!.'l(20애)

이러전 지의석 근정성응 용용하고2 히F능 기영들

이는￥신경냥의신양

대구경욕의 션유 천지운용 웅 냥한애서 연쩌영

이척지앙온것으호용수‘다 앙혹여서 천역

종에측히R능"영들이 재성콩안앙주든희영하고

홍신 인프약가응용의며 1 군샤안ψJ 상에 250m의

있기 예운。 다 。 융 업종응 산엉공용화지수호융

냥욱용동원a 구역아 생P 연세 w，~ 꺼"에 인천

예에도가Z젠"이에 이어 2위4허응샤지아I 있

공양， 인천항 용올 u힐 수 ?깨 원으로써 원부

는업웅오호연째국애 잉응수준이*냥한에냥야있

자새소o'it，껴용 생산잊씬얘둥에애우유리안휘

기가어려운 엉종이하 g 항?있다

자응가지찌의었다
웅흔 아꾀까지 흥앵 용찬운재가 닝}아 있기 예
운에국내수도권용언과강은농응정근생융가지

씨재성공단의 경쟁력-영경척 협력 조건

충족여우

고있.고힐수는없지얀양후정익선 정도가연
경펴I 용앵

통찬아간쇼파원경우수도권시장

파의 정e성이 높이쳐 엔안한수，권 용연펴도정

'" 지리적 근엉성으호 인안 경 영혁
용깨 깨성지역옹 지이l' 앤파 수영자원이 엔약하

갱항수잉는여션웅장추고있아고영수았다

고운사웹션에 얀경혜 있어공영일당이용g 한
여건에 있었다 그러나 냥욕갱염이 용꺼와되연셔

121 깅써적

재생은 냥한수도칸비}가장가까운 지역으호서 냥

ø Xjj!l힌잉잉의

."상으호 인안 정엉혁
노흥럭

용으"'우터 인l1.'.i아흘가장영께 셰공망용수 았고

개성용냥의 가장 큰 강생은 저영한 앙긍이아고

냥힌최대의 수도권 λ 장과얀갱.갱경융기X 게

양수있다 재성종엉지구엉상개성공당의쳐져잉

의，.다

긍옹 S7.5'it러호노앙~.리에 사회보갱이 1 ’당

이로 얀얘 욱안내에서 냥한영 어다국가 기영을

러응양산한수λ 다 월 ".5용쇠잉응수준에언에

이잉지하? 씨가장유g 한지역이의고있다 앙

가 용-"<1"]-:는 얀혀융 I용강 수 있아는 정에써 현재

에서 상펴온 서아강이 수도권기영율이깨성 웅양

중*'1엉등이 친웅하"있는중국)에트냥둥지에

잉주이매기영의 "'"용자j 하고았다는갱어서

비쩍갱생픽이‘ 다

ß

‘

‘ . . . . 제@호 α005. 어

i 녕 영긍i넌8훌응%‘ n 안으호규성하고잉어

것이다

이혀힌져정한인건비라는장성은상영?간 X 속
건것으후보잉마 또한직경고용과잉긍찍용용규

@닝은".

갱하고 노동조에찍엉동영껴 적용융 얘제"i}2..5l.

개생장단익 세융응 w←1’%ζ 일안칙안 정우

써 갱영자가~.우강리측연에‘↑ g용자융정융가

,.‘ 3냄구 ε 건연부웅파갱공엉부운 갱안파여기

핑수있다 노용역의갱에 었。 서도양'.it히여시

숭우용온，"'로우에 융융격용히고있대개성콩

영얀3 어 서 2에용웅생산하고있는 양 업에의 정우

영지구엉 ’M}죠l 냥한의 mκ에 i 얘 상당에 낮용

갱신초7 에닝깐흥링의 αæ;에 o 우료연것이 2개

수준이"， 중국 성천 정지띔우의 ，;%야 비교얘셔

월 정도샤，"월중순응어서는‘p연 용경의 기%

오낮 S 수한다 이작이우어 융이적용되는갱

수준예도당한것으호영 }>l}고있다

려쭈운아생산운g 에투가하껴 "녕이생 g엉a\，는

4)는그웅안용갱 잊 생산갱이 양~.

?영에대야씨는 0 융이냐는얘양:1 5년잉 7냉스

추이， 언어 가 용")고 한}e 측의 금연￠과 슨재주

득깨톨 연제야고그다웅 3년!i:l: 5α‘용강연얘 주기

가유사히여 당기간내에 숙연도가 양생원 것으호

호 되셔 있어 ”씨성용엉지구 씨응，，. 쩨 "ζ 애1

.인다

양L 상당기간용안에음용내지않용수잉다

@저영안웅양가

β) 정액 "'"직 앙정 4 획이효 "앙정g혁

아얘

of.

깨생공딩의 영당용。.，운 l4.9연원""동4시

껴생공양지구는 4 대 냥욕정업양의서가그얘호

，)의주요공간파이"앙얘중국상얘'<5얀원) 소

혀용영 g얀 씨니라 개생공영지우영파 그하위규

주 09만젠) 에 므냥 딴우언 (44'1)<앤)보q는 져경하

갱이 제갱찍어 있어 욕션의 여타지 역에 .)에 영찌

고싱양(12안원) 퉁중국용용지역공안보.tB든비

도켜보장갱도가농아I 항수%다

싸다 궁내용단파비교앙예농공당 X 영균"얀

오전통앵 웅진 용완 경억앙의셔둥개생공

원)보4는 B 싸나얘일~안왼)，천안공댄%안원)

엉지구 원련 낭혹합의서가 m‘ 9." 냥측국회에

과 강용 의궁얀션용정당。 1나 시정 (42엔연)， 냥종

셔용의등영응싱@으호욱한외고인띤회 g 에서

용얀ηZ안원)과 강ξ 수도권 꽁당파 이교얘서는

이운써재의연효역을명갱하게꾀어 있다 육견의

저영히다 개성용얀이 서융에서의 거 e 가

60kIT

정예희지도 강한 힘이다 R양응 조션중앙앙송동

용파하여 용영 흥원 용께안 얘경핀다연 사성상

.영 U 쩌 응 풍해 재성공단사영융 인옥칙 샤업으

수도윈공단이 g 수았다는껑이써 여타국내용안

효서 강조하연서 냐용대i 개양의 8댄옹껴씨하

에 *~ 1-"J끼}응언에서 갱쟁경올가지고 았다안

고‘

q

〈요') ，영 5지잉추g여흥g 양상추이

m.

1성 g 엉용‘ g \4l&ia 시루 g경떠의 tm~~획이 깅연잉구

〈요

" 깨성응8.지행 찌i

를욕잉깅

냥릇긴 g 의

(ll 6)

기성 8 잉지구잉 후요내용

사적 충응올양저히꺼는안충X 얘의 역안응하껴 딩

5) 개성공단개냉의 기대효과

다고항수았다 현쩌 연이연양잔역응깅F간한예

m 정치운시적

욕엔이션갱에서승이양수 X 드.영응기승공칙

7때. .

우엇 깅다도 개녕공안응 군λ니i꺼 g 에서 %π 애

인에양후개성공단에수안영의잉생사당5이상

외지하고있는안응군샤씨악용냥용갱재영혁지

주한다고 양 예 이 E스흥 용한 기?녕영은 거의

역으흑 연회사힘으~써 갱치군샤혀 긴장용 크깨

융가능찌기때g 。 다

완직시키고 있다 개"'공단이 조성되연 • 부근에

군^)적 깅강상3디} 효껴운욕상얄 아냐랴 에상으

얘지원 육정 지상징역의 ，잉으로의 이용야 。V루

호확애용수 g 다 시얘상정g지연옹 Mι운셰등

。1겼다 즉개생파앙운정 띤띠R 영샤P시대에에 깨성

경제상으로융혹갱석이고￥쩌뚱어로자판에 영

공당사엉이신영핑에 야에}이응 l얀 기}송악산이

아 낭!’정상희당 이후여 도 서얘피정이 영어냐고

갖얘깨흥군연h애호자리웅겨갔껴나흘길애정이

수λ 중 낭!’간한정간간잉 '1 고죠되온 하었다 개

다 이3 응한얀도군시장형의끈연회응의이'Ò"1i는

성공안샤엉이 성웅칙으" 진앵와연 q한응 냥한

것으혹， λ 싱생냥한에대한용한의기융공칙융이

과잉근성이농응자역융경2 욕구 응확대항 7녕

영재 라고냥전에외힘걱인잉사징표익위협도크

성야았연그컬깅우.주지역이가장.，저깨핑

게강소시키는효과융가지용냐 。처정깨생용안

용 기능 성이 높다 얘주앙용 서얘정경j 역의 대요

조성응 용연으호부터의 운λ 썩 위협응 g소샤 '1

혀엔 군항으"서 용한이 에주공단융 재영힌다영

능횡i예F증가쳐았으녀7 재생앙당자채가 냥용강군

해주에서 깨성얘 이으는해역이낭칙'"종사용해

~

. .썩"'" ι005. 에

역2.5l.~용용수기농생이 영랴께 g다 。1 얘영

다 이 예웅에 재성 9안용용한 갱에얘 중요한 의

용 한강 잉씬강 예성장이 오이는 ζ강파 징i사E

01'용지니고있다 특히신의주특우나냐선용구가

주역얘역익 냥혁i얘&응 '1농에 하여 이틀에연 얀

A 각되기도 정에 성찌하거나특구호서의 역항이

션앙깨생선각강강，.깨성동냥욕갔잊냥@대

거의 유영우성한 상형얘서 개성 g깐온 긍강산.

용휴이용에은기어를양수잉다

용욕구아 1잉찌용한경제회생의 거의운일!~톨"
구아혜도과언이 아니다 야허한정을육영노인
식하고 았기 얘운찌 에에유지아 군시 씩 정약의 저

m 경제적기대효과
재성 g단 재양응 냥육영이 서g 정에척 이악융

해요소가 영 것잉융 일연서도기L성공단용 개앙하

영는잉생익정재영역샤엉이다 냥안으호서는사

기룩한깃으호얀단g다 이어앤개성공당개양의

업용정 악화오 중국) 에트냥 용 혜외호 냐가고 있

성공응혹한경제에상영한경l꺼작 효，융가져용

는우리기영능에께 좋은대 1 잉지용 1에공@수잉

것2>. 에생잉다 홍순찍''''''옹 1ω안， .안쩌

고，욱영으jζ서는우측성자용피}기융융도잉하여

재항시 6]억당러"단계 18.9억당에 3단계 "，.억

상엉웅 현내U아파I 정재용희생A 경 수 있아 홍순

당리효개영혀수후 9년취에는용%억당러의 경

석 (2004)의 연구경과에 따프연 개성용얀 재앙이

제걱효파가니아나는것으호 iι앙다

효괴는신도시 건설시

용연 서￥갱정지역애 이치는 구얘척인 정찌척

에는 용 1α@ 억당러 매상， 신도시 이건성시에는

아긍효펴응성펴보안우선 개성과인근까 역의 고

종 '00억당히 이상의 :;Vl가 망생하는 것으호추

용장층 헛 소등수준 깨고M등 .잉 것으후 에상

갱"었다 이려한갱얘잭 기얘호파는진국찍인영

원다 현재 λ 영안지 잉주기엉에고용원 용측은

외*' 추정원 것이지얀 서부 갱갱

g자을응 깨생겨역 주민을iε、 대에호 깨성피욕공

냥힌에 이씨는 징져적

7

역융 포쟁영

생 개갱신엄’9 개성얘궁여욕공갱 깨성우우용

수도권애가장용영잉ι용아경 것으흐생각인다
고용효* 원우>1때 양애효과 갱 t쉬.'>!-:효과 웅

장 개생시 안핑수예응장 깨생시 연의용사완리소

이 지리찍으표 얀정엔 수도견을 중싱i효 나각날

깨성1혀수흥 약암장용이서 근우엉덩근호X당

것으표예상찌여。는서우정경지역이 양전영수

호구성되어있다 개성용갱력이우증한지역'"

있는기에용에용영것으로보이기때용이아 또한

산엉

욕한으로엔안지갱이f격려스크가커서낭한 정제

운에 λ냉상싱양잉태에있는인구가앙융깃으후

익대와신 도가져평가와어왔는에재성*당재

추갱잉'* 시영얀지 ~용인역이 씨"'"αP 여명，

망융 ~해 "외 신인오가 에요영 것이다 이는 냥

용단지 1차 5얀핑 .>l.%，<!혁이 '，0α 여냉 둥으후

한의서우잔정 X 역에럭애외대? 엉이앙지영수

2α성까지? 용용 4 여재의공장이 1잉여영응고

잉는여건융겨 g양것이다

용항 에갱이다 현재 욱한근ζ~익 한당명균잉긍

잉 7 옹숭아영양잉긍지역에 '1해낮기얘

옥엔어서는 7.l;G겨한 a 개선조씨 이후갱치”‘제

옹용한앤(이하 앤안와는오두옥~앤)으~，션원

에시장경제작요소가싹산.:;l.:il 있는상잉에서인

-4핸왼 수중앙!'ìI , 깨성용경의 경우에는 쳐지앙긍

용애이션밍쿠칙자여얘웅개혁익부싹용이냐타

이 ”’‘f러로 당러당 m정。1혀R는 ' " ‘ 앤재 공

냐고?눈안콩정l 낭얘소융외예얘씌이시급하

식안융. 제상셰능경우 8천앤 수준에 이응다 특

.m

개9공S 을용얘

g

냥웃힌 서루영경얘의 ~i'l"l !'l얘 연 연구

"Ò"l~ 까용융。1 2G-300 에 지냐지 앙는 경제난으

기안에 아견띤니쩌g액 외， "'" 잉) 디육이 개

• 영긍융 2에얘표 지긍ε지 용하는온표지가 혀지

성띤영。1 이루어지연 냥욕으'"우터 얘"" 한영

않다는정에서한영&션씬의 앤긍응혀지앙옹수

객이유잉용으후써 그응노는디을!’라일것으호

압이아고횡 f 있4 웅흔욕엔에서외화등자유

예상_4

용재 전용앙수 았는것이 아니기 예운에 이 잉긍

한P연 끗녁녁즌。 허한사회운회객 효1파에 대비하

이 전석으혹은ζ자등에깨 올。 깐다고 보기는 어

。t 헤제유지훌휘영얘에융아연야고있는것으후

려용것이다 그허냐깨성똥영지구.하쩌노용규

보인다 유한딩5국응개성공단토지써대자 찌암

정상 은증-^Y응어계 잉긍융 예정 지긍하도쩍 규정

에경씬 @ι"부터 개생주인 이주샤엉융대예

되에 잉>，욱한근효지F등의 의삭이연성영것이기

적 g호추갱，~당수의 주연옹타지역으료이주시

얘웅에시간에 X 날수유정사않은푸용융큰흐자

킨 것으호 안려끼 고 잉다 갖이성} 당국의 이러얀 3ε

등이가지강수았을것으호보인애

i 가 ')설이라잉 。 는 냥딩주인산익 일상적 경ξ

그g 고 의당사공 또τ 자쩌구앙융 용해 인긍지

으효륙연근로지싹주잉들의 인식 연화를 여영하

역과 생산연에17~ Lj-타냥 수 았다 개생용업지구엉

기 위한조셔호용 수 잉다 그영에도용우하고 개

서~13~ε에띠으연 기엉응 공영지구 팎의 욱강 영역

갱공단의 확대

에서 갱영항용에 M션 용7넓구잉하거나 생안

억주얀들이 정자자용주의씌 생힐양식융 이쩍하

힌 채용융 용앤 영역에 안{띠안수 있으며 영요셰

재외는기회용제공힐것으오전% 잉아 λ 갱안지

따라욕션의 7 완 기영소 당1에원@재쩌 우

가조성얘고았는상*써서도 용흑근료，)의 얀식

푼§의 7 종응위악한수도 3 다 띠벼써깨성용연

각태도가경사연잉}하고

양주7 업을야 우 앙기공또는 씬자재 조영용 하게

이다

당전응 욱안 긍호자5과 개성셔

g 는 것￡호보이기

에운

"연 인근지역의 "안시영 현대화 잊 킹쩨양성화
효과흥가져융것으호 예상원아

5 개성공당의 정치지리적 의미와
개성공단개알앙안

β) 시최용'.2f익 기대효과

개성공단 재앙옹 닝을 양흑에 사펴u걱 풍갱
생융껴욕--0}고그용안특수지역 용져

역)낙후자

Il개성용단깨영의갱i 지리적 의미

역으혹 규갱되어 았언 'J서한 서우주j정X 역 의 갱에
성응쩌고히는계기가핑것으호보인다 냥안기
업들이흥행긍호X념 고용하E3개성용단에서

'" 력경 잊 g 경 X 역 연‘을인으호서의 으끼”
이g에셔 5krr 열어친 옷에냥육"엉강하여산

는 낭간의 기영관리 우조아 정갱논.') 홍용"찌

엉딴지응 개항앙으료써 낭욱용 용단이후 .，년여

되며"*"장헤져가칙용원다 .안아니라져

년용안공'~엇언서￥국정의 용리기능융정옥기

조엉의 얘후도시에 산업지원 서비스"션 판녕 잊

능으호대얘얘가고있다고@수있아 "갱큰계

위확샤성 주거

기는 비우갱X 대에 「낭흥공용원리구역ji 성정한

영 용이 긴성외명 냥용한이 셔혹

의 문희흥정하고 공유한았는웅"증용쩌 영생의

것으로) 유엔

~

익 에조아해 r영시오효 용앵파 양

. .셋 ’，~.α005.8)

연한 군시보갱항의서」용 쳐 경하연셔 JJ-'ii-ß"h재 의

"잉항 수 있기 예웅애 깨성웅앙샤엉옹 냥용교유

었다 이러안 군샤보장@의서 에경은 군.'1운계션

엄혁의 7앙 정정연영태각고양수있다 이껴잉

이안영%여 a 안에 그연부가비호소재잉i 었응

개생공8사업용 그용안의 냥흑"유형혁의 .식을

용의이 ...H능것으록，비우장지얘가안생안이후척

써도운샤언으호영션시'71.ï!잉다 파거중굿등 3

초호닌욱한사이의 .~용피덤위한쩌오석 쩌

국융 정유하거냐 해상으효 우여하던 교류형역냉

가아란고 에우장자얘가 냥욱화에업킬올외연

식에서 개성이리능 수도견여

장으효서의 구깨잭얀 의이용갖게 g 것응 의이정

에 냥용이 효융격으호"유쟁역히운 형얘" 앙식

디} 낭욱공종원"구역 안애 는 갱도와 도호 경비

융션안사였다 특히정써협 9 운야에서그영}간

초소이외에 군사시설용융션까하지장새외었고

갱i깅역J 교역우l-r. 혜오웅송 비갱상껴 갱영시스영

유엔사령￥효부터 증잉격 안연@ 상?연 자융견

d 서 직장교익후까영혁，.식 욕"운총 칭상격잉

융 허 녕 양찌 혀있" 이 구역융 홍얘 >00，녕 1월에

경영 λ] 스영으"연회사켰다고양수잉다 f냥흑

는 정의성 잉샤오로가 개용와었으며 @써 야영

경셰영역엠회사우소」응개성상연내에설지'1ζ흑

에는경익선청ε} 연킬의었다 낭북정갱지역도

경제쟁역 〉갱의원여 깨 8치，재9차 회으에서 냥유

운사지역 애쇄지역 낙후지역에서 갱차 경제지

강에。이합의한아있기예웅에정형영g

7 앙지역

• 7 까운 지역융 용

뷰소

양갱이 예상'1는 지역으흐 잉싸 앤

가개성되연냥욱경협 거갱이 영"능성응더옥.

찍하고 있다 이는 냥한의 정경지역과 륙인의 정

아g 것으호 jι얀다 이허안현생둥이누걱E써하

경j 역이 더 이상용리연 2개의지역이 아니아하

나악 추애로 지속잉다연 재성공당응 용잉의 실험

냐의 원정혀경에앤영씨역으호연회용수있는

장으로서의 역안도 연 수 었재 용 것。]다 ，"성공

제? 가 아정없응용 의o↑힌아 상흐 비a우위융

단응샤성상용한지역에 았는냥안의 언릉애이브

역

.애호

효도용수 3 는잉응 용연의성영을통애 정예척

얀삭외었언""률이 요히혀 여다지역에 얘연 정

으호 냥융정에공옹세 형성 사외운3썩으호 인족

생혁을확보엉수있는요소ζ 션잉원수있재 연

공통써의 이용용도오양수.옳것。 • 용영피P갱

것。 다

이라는장기혀 안갱어셔도개성공단개양응하내

정@시킹으호에 그동안 내우지격에

e해

의의 01잉는안져아.ï!~수았다
서부 융경 X 역옹 아칙까지 내우지역이 아년 영

α) 닝를 쿄휴영혁 거g 잊 용일익 성영잉으을서

앙으로서운서지역 1 특수지역 낙후지역이얘당되

의의이

재성 *단재앙응깨생지역융낭육쿄유영력의거

는옷

나 냥용한의 인구밍깅찌역인 경우축 서

정=당선시키눈의이용갖고았다 녕양파흠행

웅얘씬우산)까욕한악 영익원깨갱영양진g 주)

오두에 정큰셔이 쉬용 개양증강융 정성앙으호씨 정

용연영"능룡정져역으호서 그연~가측토션안

께협력 양아니라사회ξj아교유도동시 다앙적으

에 정져 상양한 영양용이챙 지역이잉고안수 였

" 01추어냉 수있는 장융아연ζ 것이라용수았

다 서우갱정지역은앵양파셔융용영경하는중간

다 휴 '1 냥욕 인연이 앙쩌 연짜고 영상잭으효 정

j

용하연서 상호 이에용 께1하고 기융 노i다을

의지역칙역안응새용새갱영하I 있는것이다

@

정 i료서 sε 냥욕엔의 연찌걱 개방 X 역으호서

>IIi'l W응용. . 닝옥안 A 투 g 경X 액의엉강여 gξ이§켠연구

정도tnrnJ와 중극대응앵당정도0α) 영

냥한에서는 현쩌 재성 9단 잉주용 여앙하고 잉

/ 애 려아

는기영을이정유적오표나다니{고잉는것에서 일

.단영.5Õ(TSR 용 연영하고 이와 엉찌 에너 ;, 홍

얀 그 7 →'"응 찍잉영 수 았다 후3의 신‘IH.Y{I，

신풍각종라얀융연경영t 연대륙의용용으혹서

얘구의 성유신영 응을비훗해 ;땅의 싱영수영에

익 역앙아 가시화 영 것으.. "인다 욱힌이 기 성

가중국。 나 에트냥얘싱 재생으로의

공단개 4융용해 t웅욕아경제협력얘캉여하게딩

@

전융희잉

하끄았으-，아는우킥산엉의구죠'"정융용이하

다연한얀도는 정체

꺼해주는효괴용항휘냉수았다

수 tl응것이며1 욱안도.재회생파현대jH응위연

R켠에서는 깨성공당에 욕한익 여타 지역

H

융류거정지역'-<용장연

기여훌아경형수.쩨핑것이다} 더욱이서부정

등파악 생산연에용 확때시잉으..써 용한산업”앙

경지역에서의 협혁은 정셔군/시L석 요얀파 정지사

견익천초기지응 영성하고여타지역악용안노용

회껴 k얀이 상호상송작용융연으킨아는정에서

허융 g용하는 효，..}가 냐찌냥 수 잉다 이영재 원

그강쩌역아얘우크다고양수.용 것이다그이

다연 깨정영안써서의 냥용 산업협력용 닝욱한 웅

유는서추경정지역이 군λ벼 대’ 가 개양 강한 지

간직운영의실영장i효서의 역앙응안수았융것

역이잉서도 정제걱으호 용 장’이혁융 가지l 있는

이다 서부정경지역은 냥한파 거리상으호 기꺼써

지역이기 예g。 다 서부정정지역응 수도잉얘 속

쿄용동신， 용수 정혁 풍 정협사엉융 지연'. 수 있

해 잉으나그동앙운시시R을보호구역 용으호 규제

는안E이용냥측에재웅횡수있는곳이다 정경

;어 았으다 의목기얘융이 영유간 대치응 우껴하

지역껴서의 갱힘 }엉이 잉당 시영사영 차원에서

여우.;<J-:응 j에펴얘았연지역。다 그언에재성공'U

생장역으.. 이루어정 경우 후속μ} 엉의 앙~추진

과 겉은 대규R 경영시엉이 잉대 안션하게 의엉

도，'"야재영것이다 서우정경지역야"류영역

야지역은수도권에속하영에도지가7 엉금이저영

익 거정'-< 우장하여 자연스성제 경제 사피

히어 용육<)내에서도얘혁각인투자지역으흐연

훈화교류엄역융측잉시킬경우이지역온‘강육연

화강，)능성。[농다

유우익 0"' 온 용잉후의 었안도 찍성지역으호

용양의실영갱으로도횡용걷수있다

「大정기얀」윤져

장 야있애 대경 71'<1은에주에

서 서산안에 이프는 셔애안지역으호 대규오

[3) 흥흘이 강재떠력 영으호서의 의'"'
개성공단 개당옹 힌얀도아는 용긴혀 냉외용 녕

airport , seaport , rivcrpor아 요두 갖추어져 았고

여서 동용。’ i냉이서도 를 의이흥 X 니고 았다

서을의 금융와시강 얀갱의웅류 정기도익산냉

지정쩍격안정에서보연그웅‘d 욱안이시아는 "정

연구기능응용양하여중국의상해)용종ι싱영각정

공'{]:'으ζ 언에냥한웅성￡포선악하여 경에양션

. . 수잉는씨역이각고힐수있다 서부@경자

에긴요한얘륙의완문으증에의 7 능응거의하지

역。 서 익 교류엄켠이 양성회}피어 통일 이션이라

옷하였다 깨성공안깨얀응용. 냥육정재영역과

도이혀앙구상율이 실연!iP능하애운정애(서우

용용~) 킹제형영융 연셰해서 추진힌다연 욱한융

정정지역은이제동올Q

용동아정제정경에g우크애연잉샤킬수있응 것

영용 영.Rl} ~.다 개생공당 사엽의 성공이 인은

이다특이정으 선 정도운갱융쳐 7 료한안，중단

지역의깨*융;Ei껴S 연힌P상용구와서혜영캉"

,.

대의찍싱져역으혹재

'"했 1μ2 (2 005 에

연익 이용기놓갱융농잉 것으후보이기 예용이다

'. 깨항히는냉안도하나의 대안으후에시3예고 았

§히 껴성은 중굿의 환영썩지역융 포양한 환형해

다 용잉정1특구에셔 중국홍종

영에서 옥포군산 인천 깨성 냥&신의주콩 연핑

구의강응용계를갱영하여수도연과의 연쩌릉강

~I'능 연앙오 서우지여의 냥훌 연.~ 정으증서 용

화히연서 용용~， 경셰엉력 기정으호서의 억@융

한서혜안 지역의 깨앙에 영%ι용이생 것이아는갱

하E욕한따는것이.

어이서 '"정 i야격위i 가 얘우중요하애고엉수

*"il

산의주욕

이시혀 사원4 서는잉주엉에의 ? 영앙중에 석양

한잉경응 채용하는양양으료개성용단용조생해

있다

야얀마는욕연애서 2ψ종개양영안이 얘시와고 있

잉 ? 존의 개성옹단 개항엉안얘 대한 명가

아 이는주~재생 9단익에부경갱역용강@하논
사언의 재앙냉안으"세 용앵

용광S 깨 인뜨라

건/성웅.， 갱혀. .~떤--"11. 원산지훈져 우j 냉치윤

'" 기존의 개‘염딩 재영앵인
거시걱인 차앤어 셔 재생 9단 개안용 동에 씬경

제 풍 기영을에 직연하눈애호샤엄파잉경원기 」

척 영역용강*H:'- 'lì't긴으호제시의1 있는’으

영안이각I 영수있아

료 성강생각형정? 영"영트구흥， 용연정재
특극F 용응을수잉다 언제 r성장상각-J(Gmwth

(2) ] 즌의 재일앙잉에 대I~ 영기

Triar생，>， 씨지역의 e 쿄우해률경앙시켜시너

기흔의 개생 공단 깨힐뾰}용 중한척) 채찌척으

지K사용당생시?기 위한지역밍협력용으이하

료에시외었다기 보이운개장사깅자，영주기엉 냥

는 것으로1 날로 중가아고 있는 전지구혀 경갱 속

정판.기얀풍강연주셰응의 쭈훈혀인안정이나

。 서 니당나고있는연경찍혐획악한앵얘아고힐

아이디어까원이서 .샤익써아고안수있. 따싹

수있아 재생공안과용응해서는서웅의긍융 정

새 거시적 차원과 "'시혀 자앤이 아직까지 찌찌석

보 인션의웅유 π，개성의깨ε1웅융연경/꺼

으"경양의지옷하고있으에 연!간운에얘정파중

지역긴엉혀져재응구용하는것융의야한다 또하

장7 케이사이에 피 g 가 앙생아고있는것으호보

니R는 「경야영트~(l'ea∞ 8세j이아 영회영트는 군

인다 용흔국내에서의 용안~11 안이나신017 영

사칙긴장이 강도는지역。 서 앵j여녕안응이내는

처영야스터융쟁응아연얘서 그에어<l사엉응수

동A 에 。 용 ? 안으로

여F용휘기릉요조사견욕

진'1슨 것응 냥용협역νl업에서 ~7l-'s<에 기벼t냐

갱어서 β 우장씨대헛냥‘'l-~정경지역에서 익삭

고힐수잉다 그러냐개성응얀의균오아힌한도

적이고 의도켜으혹 성 서의 드 국，"펙혀 용간이

상에씨의 의치응 I혀@ 예 깨잉상안 개영%녁!얘

라고앙수있대김영용의 2003: 1뼈 깨성용단

논 증강? 찍 응연。1 용푼" 고허영 영요'1 잉다

파한현얘서는개생과썩주를연제 1λ.~훈자원의

개성공안깨앙용 국내에서 공단。 H 산오시용 개

냥륙징영옹 와선거정으~용성하여 냥퓨간긴장

~J"I'는껑우와당혀 l응한 양국파냥한이 기엉이 양

웅양찌하는것용의이힌다고영수있올것。'.

익서읍 에g파연서 시작의었고， 7R 'fr과갱에에 냥

*

용한}의 재생i 역아 냥힌의 강아도 및 펴주시 영

한 영굿) 닝혜}의 용7 엉엔국도씨꽁씨， 강리위앤

우 지역융 「용영경제육구」‘ (녕성옷，，"，씨로묶어

여응이 장어하게여었다개성용강깨앙에다양한

'"

2 성공딩을용에 를 냥뺑 서추 "'얘잉갱앵 "'이현안연구

주씨율의 이애원계아 앙강에 자아가.용수잉 o

지안 그정다고허”이용영*익현안도국호구조응

냐f 샤영의 성공용 휘해서눈 어허 가지 요소응용

도외시얘서는안잉 것이다 이허한녕져등 수용엄

함2닝으호고허한개 “션

1'4

찌쳐 척이연사오현

다고 힌다연 깨껑용안 깨딩얘서는 수도연파 은정

성걱엔 지 강~~J<'Jol 아연니써야얀마

한장정응유자하연서 수"켠 파영이}에 얘흔운애

언저 깨양샤엉X 의 입장에서 재성옹당샤엉융앤

정응칙쇼~양수있는영@으호 재얀썩R능져혜가
영요g 다양것이다

용'1 추잔~}.:;! w-온기업응유-~lth고우해서는용
한 양국의 요구아 잉주? 엉의 수요용 우선칙으"

거시적차원의 상장앙각 응현상칙으"냐전략

I허양핑요가 았다 이는개겸1딩 냉이 초7↑에

척"효 타당성이 았는 개앙앙안이각고 항 수 있

지오응 장2 지속작으호추정영 수있는기용동력

다 개성공단은수도권의 다은산업연지약안정얘

이라고영수‘다 그러나개성공당재양응현새

잉응을 S흔 수도영의 사찌간정자용착 수포견 시

욱한몇냥한의당기칙 이익얻아"라형후용영

장응항용안수있기얘웅애 수도킨에일입 g 공영

안국의이익오고려양영$7↑있다 。를대연수도

지영파의유기걱 연계가 Jl7;-하기 때운아다 그러

권파 기l까운 곳에 앙캉구역안 8α 안영에 。1르는

냐 성장 8각에는경기욱운지연파를쟁의 영해냥

대규오공영지구릉개당，]는 것응갱기적으호수

용도 지역에 때한 고려가 부증한 안응 이에 대한

도권 엔구징중과잊융려국토의율칸영융성아사

보안이 일요앙 갓으호 보인4 한연) 이시석 차원

iI].:;l 욱꺼 산업의 척정연 얘 *1 ，어도 어긋년수 있

의깨@인!응도개영 7 엉등익 성 9이 eιμ! 쩡

다 즉 통영 후의 아강직한 국토구긍응 @갱었 옹

여히싸의추에효자리정용예개성옹얀이에호소

띠깨성공안을 2α 연쟁에 이으는대규오후재잉

하냐의 월갱걱 형혀 y형으"강션왕수있기 예운

하는 것이 최성의 대얀이 아냥，]능에 있는것이

애 초? 단깨에서 중요히다I 힐 수 있다 그러냐

다 욱얀이 깨생공딩의 정"척 효과얘 때에 앙옹

당언안 현안의 해경얘 옹두하다 ，연 중갱7 찍으

기대응 하고있어그에우용']슨규오익 개정찌.

호 여영게 얘1~，，'"Il야앙X 에 얘안양양정응 잉어버

용제시8운 것온 용?예정육연이 g 다고항수

영가놓생。"，기 때운에업주'1'깅의 수익오영장

있Lé나1 통일후의 바강직안국토상용고허었융 01

ξ잉깅조성아개성공단개안。 서어연우용융자

이애얘한연앙안경토가행요에다고 @ιf 었다

지i 쓴지애대얀경토가있어야힐것이아 1안계

유우익'"'' 응 용연파판영.，어 세 강예 국토갱

100안영 재메이용꿰도에 요흐연 엔주기업의 수익

펙""구운하고 훈단응고약시키는국등갱격온

요앵웅 장충하는 것보다R는 개정용얀사엉이 당혹

그르고1 냥용~.유흥촉잔']눈국토갱잭온낫l 홍

한에 ψ1는，]급it의흥극깨4tH는것이보다더

잊국호의 이해상에 우잉영샤능 국토정짝용융tγ는

중요시와어야하기예푼이

4

영셰 응개시힌바 i 아 이는개정용얀깨냉파잔

현재의 서부정정지역의 상영。씨는개정캉안개

연에서눈 용일 후의 국호우조응 용종히 고허1']여

장에여에까지갱애요인이존재싼다 중요엉두가

개앙벼야인'*'드 의이호 얘석양수 있다 웅흔 욱

지용 거흔하연 국재석 용제. 욱한의 수용기능생

한。 익H는 힐역상얘기 ”는 상횡애서 성현가놓생

이다 것얘?국제걱용쩌는 01궁용중싱으로지속

온얘우중요정? 준이라는것응두뺑영요가없

찍고있냐 국재수층용쩌찌쩌와미국의수충광혀

"

빼ø '11 46~ (20 야에

엄에 따응 전익F융자 수총찌한으호 얘욱한 교역얘

의 j해를극빼.양수잉다는정에써종익은대써。1

써싼이야으" 높윤판에융료수용싼，확보JI 어

리고얀수’~.2.나，’힌이 냥욕판쳐의 특수성...

허융 용아니라 긍융훈.，에 얘한용에，정i 개

인. 신잉주용구약겉응고도의 자치권윤 냥욕쟁

당자공융 aε연하기가어업다 율찌，<연의수용가

갱지역에서도 &강양 "능성이 크지 앙다는 정에

웅생에 얘얻 고허부족이다 용정응아잉까지 연연

서 가까웅 .，얘에 설현외끼눈어킹용 것으로 갱가

적인 개역개망이 에재에 이치능 악영양응 우허하

원다

여 중국 에트냥과 강이 공식적으료 재핵 깨앙
응선언하고션언걱잉개역

이야링직장깨생용연재영양t

개양에나서지용하

고 있아 .얻의 이러힌 연!1}에 얘한투허용으3

인얘 잉경지역정찌엉혁은다릉 F운~영양응주

재성공단웅 성공칙으'" 딩~}Jl 위얘서 는 원현

고양으연셔서서히깐정되는형얘표냐타냐고았

요소용 종앙적으호 고려하여 얀찌적으흑 장근양

다 힌져 에에유지이1 션녕아I 있는용엄으로서는

영요가 있다 우3 재양 초

갱정지역영혁애애얘판~의 영양력이융수깎에

‘격을 ".건여 깨성공믿융 냥용갱업의 성*'영

잉으며， *1 셔 용이산의 수용'1웅성응 중시쩍 영요

료제시한다 이는재생단깨안의 기용용획응 '1

가있얘

련야고현샤잉애서 에우중요카기 예운에구셰적

는 개성공안의 갱생

기존익 깨생꽁안개잉‘잉f응 이러한개생공단

으효 성펴보오흑 얀다 중기적으후능 경끼용강지

개잉의 장i 요인에대한고려까쭈옥양욕연이 잉

역융얘후X 호하여서옹의긍융 새;파인전의

다 엇찌，국셰혀용지는주연국까약의완재깨 j

용휴 π블용용f 는닝용수노권까의연에재양융

을용예”서 ~아니아냥목판에의 안정융통.서도

추천@다 장기격으호는영양낭포건용포안현옥

양의t 수 있는 즉연이 잉다 즉낭욕용계 앙정융

한익 서우갱정 i 역파의 연에깨앙웅 추진힌다 이

용해 확한을 ? 역

"앙ε" '1영에 냉으호써 주

는앙에서 깨잉이용으호용 "1아같이 연용요인이

연국가와의 강셰 개션응도오양수;，5õ잉는것이다

앙은낭육원제흥고허형 예 아스터용갱응경갱하

g얘 사엽의성용<용안갱진적인정영찍씨가

고 그에 따아 깨앙에 이후어지기 E다는 개앙이

아니라정연적인 경영 ~얘용추천.-s]-1능，，'응혹한

。우。 지연셔 야스터용갱이 설겔객으료안을어

익수용.71능갱에 대정두려응4 얘."허가우측

~7l-'능성이농요여 셰찌찌용최우션으호하는

얘서나옹것이라할수있다

명화영3드는정갱

용한으혹서는 깨성용얀어 서 소기의 생와용 거우

지익이서의 각종교휴형쩍샤엉융통얘 운시적 긴

어야 다용 단져호 시영융 앵전시킬 수 있기 예운

갱<잉여한다는 갱은앙영응타앙갱이 있으나1 아

이다

칙까지 용엔온찌한혀인 교륙껑역용 원하고 있고
공￥익 영양력이 여천히 3다는욕연에서 욱한의

(•)

틴기

개성공떤의 g생혁 찍성

개성용단기 ; 초기에는우엇보아도개성공단의

수용기농성즉연에서운져가 있rj-.Jl용수았다
용양경제흑구도냥용한이 서부깅정지역의 연

자에 경쟁력 확보에 초성융 잊층 영요가 있다 그

부등 용λP에 특구표 지갱@으」ζ써 개생 공당 개항

동안낭용정영의주요연영얘었언 휘악기장용인

~

재. .，냉

. . 용닝'''l~ 야‘g 깅염의원'"어경인

잉구

프랴부흑7 현지 깅욕곤안7 농응웅휴 "1 풍으"더

성항영요가있다 즉경기흥우지역옹빼후지료서

이상잉;전하기여허운언제에도딩혜있다 깅영용

융외긍융 인켠의용휴기능융연찌시경으효씨 수

("'，의 연구에 따흐연 얘용샤잉U씨의 수익성 죠

도영 성장A에응형성하는것이다이영세 티연

시3뼈，혀자 63.3'J‘손의운기정%‘혹자“%

잉육안 용긴칙용엉구조‘의기F능성을확인앙수

의 수치용 ，었는 바，&J>에 녕는 업ψ} 갱상끽

치을것이여낭륙연갱껴영릭의 성공R잉융제시

인 기영용동응하지 우하코 있는 것으호나태4교

안수 았융 것이다 앞에서 상펴보았듯이 현재 깨

"다 따g써재성용단깨양초7 에는냥한 7 영의

성공연에 영주릉 희"히R는 기영중 "'‘ 갱도가수

잉지호서 경갱역융기경수 있도용하는에 중정융

도연의 경꽁엉우운 중소기영이므"、 이등 중01

두어야하여， 잉주기영의 수익오앵융강충하여 냥

엉익 에으외크응 양용1’는 ‘ 서쭈러 À] .3}t}여 서

용정재영영에 척2섭의 죠건융 갖춘 지역으오 안등

융사 얀천시 정'1도와의 연때용캡강.연익

열요가샀다앞에서 상며용정경지역연혁죠건중

흔 71:::써애실현영가능성이 았다

용안절차

성장애，"-ζ 유성하'1 우얘서는 우엇보아도개

건소회응추진영핑요가있으며 정찌혀보연냉융

성윤 λ↑. . 인천 그리고 냥한의 서우정갱지역파

찌I야기 와얘 갱약*"l-li':-.셰 원안지운세 퉁웅얘

연낄시기는 광역 g용영의 구옷이 이i츄어져야 영

소，1!- 잉요가 았다 그리고 정책 잊 찌g석 양경성

것이다 정의성 갱도운영 개용생강연원건

씨이척 은갱생융 져"'석기 외쩍 홍예

융 '1화야기우해 영끼도재정

정이아양쩨인프

성 인천국져공항잊인씬항아의연경고속도<건

라정씬지씬잊투자지원이영요찌다 개성공단

설동융흥해깨성에셔서웅잊인천으호의겁금성

의 경생혁융깅j아하기 외에서는 앙에서 용재성종

응농융핑요j깨있다 재성용 정의언이 연경 '1는

단악 。 중적 증J성중 국내 용단혀 생격융 최얘칙하

지갱에 와지하고 인천국세응앙파 앙갱잉과 가까

고외국꽁안척생격융최소화i써야얻다 특히세에

운교용의경정i 역인 얀증1 개성지역에 용유기

혀드후개성용연파 강이 이중꾀특성융지니고았

자를구웅하R는것도양3시라융영성찌꺼는떼크찌

는갱채특구가없는안용 "1 녁동용현국。 게 용

기여양것으록여생원.，휴천션 인은익대규요융

한의 서부정정지역얘 얘힌 인식이 연하영서 추얘

용기지 구강온 6.15 낭륙갱상씨당 당시 유용이 냥

공N안걱정격이 확대와고 있는갱용 7J~헤어에안

즉의민간기업을끼게 알선소건응응"가표비공

운찌흥해흥성}영요'1 있아

식껴으료 찌 '1정 것으효， 7Hl응안 인e에 올유기
지의건설옹그기대~파통아니라실쟁가능‘ 도

1" 용기

냥한 서우정경1 억펴익 연찌 개잉

농다고영수잉.

다응안져어서는재성응단파셔융 인천을표양

깨성공단 깨양응 경기도 영 얀천시와 깅잉힌 정

한 냥@ 서훈경정지역과의 연계깨영융 모색하여

쩌협경강쩌종 7냉 우힘에엉거 얘운에 재성공단

냥ξ정형 거정. 용용.1 정져영 영익 거정으iε 올

이 용욕아정형 즉연이 서 갖는 장꺼역은 정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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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샤의 대중궁 정제엉쩍 강져어 용연에서도 영

인다는안식에갱칙원정우7 냥장과정근성이좋i즈

，)항 영요가 .다 앵쩌 정기도와 언씬익 대중국

에주 냥포둥용킹깨특구'.5'.

수총찍이 늦응 증가용융 보이고 있다능 용연에서

도앙괴의 영정=~=또는 TKR.TSR 연경)에 걱

깨생파 정기

천간의 연에는 얘우 연요하다고

극혀으록냐냉 가능성이 농다여혀λ↑ 개성씨역e

항수았다 특히 인천파재성용중국용훈갱정사

군샤용찌선와 영。~냥3ελ}이의 .애도지역융개

에에서 용수있듯이생산지시에스갱당산성안지

ε‘얘기 위한 거정파 중국헛 러샤아셔의 정도 E

호서의 연재앙갱이 추잉용수"강쩌려융?고

호연경의 g두보..5l.~-용’!영요가"'l 이처엉깨

잉다 현찌 안션응 파거 용콩이 그혔영 저쳐영 정

성 얘주A라연용 연경'j는 도시연계양응 구축낀

치 2샤 신얘의 이중이 증ι서응고 생{};<}샤이L스를

다연 내욕과 연 ι지역의 연셰영진이 이우어영수

g잉힌 3차산영의닝 종이양)꺼는 산영구초언~

있을것끼여 재성공씨j 개안의아긍효파가욱한서

용~。고 ‘다는 정얘셔 깨생파의 상호브잉생이

우깅정지역에효융칙으로션여용수았용것δ셔

증'*12 잉아I 양수았아

용흔) 이 파갱이~"p옹성의 수용가능성 에 대히i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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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1 얘용영단성

용운"~허영영요가있냐
(31 정기

륙한서우잉경 X 역괴의언제，. .

장기객으로서￥갱경X 역이 냥욕정협 잊 용용아

6 요약잊걸톨

경제협력의 거깅=자리얘김싹도획 하기 허해
서는 깨생공한옹 육정의 서우갱 정지역융

,) 양하

는 거써으호 얀용 캔요j↑ 잉다 깨생앙안 깨‘fr의

용연구는디녕아간응쟁에서 악의를가신다고

"아가 직목으" 얀산의연 륙정의 재혁 재냉온

@수았다 갯얘，냥힌각용성의갱정지역용안애

가욕화영 것이에， 。 능 한인오 정X 가 유약시아와

요청하고양국간 안계에 ‘얘 흑갱자예

t 평양 연용"i!}는 가교회의 역안응 하게 응는

엉엉용 허앵으호써 껑정지역이 새호운‘F연의 성

7 양용아연앙 것이다 {용한은자용주이 잉투융악

정적인양갱이 이후어질수았는양안융재시하고

가 휘혜 재성씨역융 「재녕공엉지구J라는흥구"

자 하였4 ξ찌 서부 갱정지역의 영경색 협력。1

지정t고여타 지역아 웅랴시?는 갱찍융석하고

가져오는정'1 군사석，.져끽1 시의운펴혀 기때"

있아 그걱냐 개생공당이 커지연 키정수유 。 영세

파용중앙켜으후양여보고자하었다 셋애，개성공

영칙한운"정팩옹어허써정것으후예상g다 용

안 재양을 갱정지역의 영경혀 영혁이라는 이흔칙

한 내부초의 껴당효피H용 여}매하기 외해서는 용한

등"운삭찍고자하였다

는 생i

기엉파의 양식 Q 나 흑. 내￥지역으혹부너의 왼

연구청여낱요약애}연다응파 경다

루자재 조당 웅응 추진힐 정요가 잉ι} 욕엔이 영

것얘 냥욱Jil%'II역이갱경 j 역에서 영성화잉에

져걱 이악을 영고 이융야당￡호개혁 ,) 냉용 @

.라 서부 정.' 역。1

얘연다연동영 이후의닝욱안 X 역격，)릉융이눈

서

"파도있융언이다 흑연옹깨성 g안야육앙에셰

정의 연.즉연에서개정웅안깨영은냥륙정간문

유지에용쩌앤이되지 g고정;<fl'd- Ej-，깨에오양1

사운찌션. 캉딩W 2...5l.서익 국갱에서

m

갱치군사객 운리용간 얘

정지사의걱정칸종갔으호연화여고잉다극

영~.~서

깨{it/ 8 응 릉헤 g 닝앤서부 g경끼떠엉영 i 얘씬언 S 구

의 국갱으ζ 연회사켜 ~가고 았눈것으증나다났

거를수있다 。1는냥혹이@정찌오두에씨g운일

다 정깅지역의 연피}혹연어서는개성용단"당이

전기회용재공양것이며샤이운핵에으'"ξ 냥욱

낭용의 서쭈갱칭지역융

간의강호0 에도릉농이는 정~k용가져응것이다

소원한 갱칭지역

낭욱한 서，..경지역의 영경끽 형역응 5ε연 행

(에.enalOO ∞"""여S써O서 응존히믿갱정지역
，~끼01 borderlru찌j으표 영희씨? 고 있으여

안와일그애로안오의위지등외유하고 냥육갱

부훈칙으호는

재영역의 아긍효과가 한엔.~각는 공간격 영위를

상호의존격얀 검정지역

αnerd"pendent border야'" 의 양태도 나타나고

녕녕 세 동용.，찬에로확대회는 쩌기를개 웅양것

있는 것으호 용석의었다 월정2억 업쩍익 유형으혹

이다

서는 경퉁척 명학 에서 U 강동혀 영.' .얘g

옛쩌?깨성공단 개강은정i 지혀격으궁국정 잊

정경

영여되 1 잉는 것으후나다쳐다

역 연여중연으"서익 의"1. 낭!’"유영력

증.•• 깨영공단응 ”씨걱으"유허가 없는 용수

거녕 잉용앙익 성영장으"셔의 의"1. 웅욱아정세

얻 영얘익 경져륙구."외국공.파국내공당의 성

영력꺼갱으"샤의 의。흥기::<1:il 잉다 。 허영의

격이흔재벼운특성응가끼고 있는 것으로냐타났

이응양살g 기 위얘서는기존의개일앙안@중양

다 냥용사업지카 공안새앙 및 운잉와 내외부 기

식 생7껴 E갱에서 계찌i 하고1 깨양의 써요

얀A 영융건성하고혹한영인인판이외원펴융연

인에때혜용운히고려항영요가:다 안"척으도

링

운영.，는것응풍국풍헤외정j 욕구풍에서

개성웅g의 정앵역용 잊호양 영요J↑ 잉으어 그허

는유ψ 혜릉찾아보기어연다 재생옹당의의국

가 와해 용앵 잊 융자얀총잉 간소’이} 얀E아 건영

옹안저 생칙으료는 영" 잊 주묘 용앵

지원 투자 지원 양 투자이스3 최소화 천략융자

통관 성

차 전약*융자얀증완견규갱 연산지규갱 통신동

운께해소수증안호확보냉저도제갱

정에동

얘서 나타냐고있는얀연L 뻐R 공강적 성칙온영야

국내용연혀 성격융 최얘혀하I 외국용단씌 성격

기판， 관서 규정 얘"

딴샤영 건성， 전녁1 국얘

응혀소화하허는노역이요구딩다 또안이용아탕

흰상자규갱 잊 m，은호가보엉 잊각종?운 동

으호 냥J옹교용영혁 잊 용용.， 정끼용쩍의 거정으

에서냐아녔다 과꺼야당혀현재익개정공당은월

"육생하능개얹전썩하에'T'5':잉융오@한냥댄

경직영혁의죠건응갖주요있어 정생력응가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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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는것으료양안g다 다얀，낭욱완찌 익 특수성으

욕안 서운J잉경지 역rν" 의 연제，'，양융 연제찍으"

호인에 씬안도 주연갱세 잊 냥유용계에따약용안

추잔히여야항것。다 이영재 8다연재생용안응

갱씌인요소E 까지고잉는껴r=냐ε 녔아

낭욱경협의 성용척인 오갱증서 자리얘깅 항 것이

셋에) 깨성응안 깨양아 진전의연 냥유전 견에와

여 서부깅껑지역응정반도의찍 εU객얀생장i 역

서각냉정지역응갱치군ιι킥효파정재적효4 사

으호서 용육.， 경제엉킬응 이끌어? 는 거정 역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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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긴장응양회하고갱정지역융개흉R긍효괴용

한다는흥연윤녕에 개성 응안깨당이 냥흠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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