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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논문은 김정일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경제정책인 선군경제건설노선  

이 북한의 시장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

작된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2011년 사이에 김정일 정권이 시장을 완화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 북한이 시

장을 완화하고 통제한 시기동안 당국이 당면한 대내외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2)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장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들과 (4)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에 따른 결과가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

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상충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계획경제와 시장을 

북한당국이 어떠한 정치적 논리를 통해 이를 합리화하고 조화시키고자 했는

지를 이해하는 것을 본 연구의 궁극적인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김정일시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군시대

가 표방하는 국가발전전략과 이와 연동되는 다양한 경제노선들을 우선적으

로 살펴보아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강국건설에 착수

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물질적․경제적으로 보

완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고안하였다. 특히 당국은 이와 같은 경제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관리 개선정책들을 통하여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시장이 종국적으로 선군경제건설노선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

계에 놓였던 것이다.

북한이 시장에 대한 완화와 통제정책을 취한 것은 크게 세 개의 시기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인 1995

년에서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당국은 사회주의권이 붕괴와 더불어 3차 7

개년의 실패로 인하여 만성적인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혁

명적 경제전략을 통하여 경제회생을 도모하기에 이르는데, 당시 시장의 역

할은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조달하는 통로인 동시에 중공업의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자금확보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김정일 체제는 변화하는 

대내외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체제정비 차원에서 시장을 완화하고 통제하



는 정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을 노정하였다.

이후 2001년부터 2004년에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

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의 이면에는 선군경제건

설노선을 시행하기 위한 당의 재정확보 의도에서 비롯된 동시에 국방공업으

로 인하여 위축된 민수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시

장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완화정책은 계획경제를 대체하는 시장이 아닌 계

획경제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행되었으며 또한 상품화폐

관계가 남아있는 사회주의 과도기적 성격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을 취한 2005년부터 2011년

은 당국이 대대적인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체제 내부를 재정

비하고 경제정책에서의 국가적 통제와 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은 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체제보위에 위협으로 작용할만한 요소들을 척결함으로써 사적영역에 대한 

당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유휴인력들을 국가의 핵심 경제노선에 복무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선군시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은 선군경제

건설노선을 통한 국방공업 강화라는 당의 핵심 경제노선과 결부되어 진행되

도록 제도화 되었으나, 종국적으로 시장은 체제의 위협요소로 작용하면서 

당이 정치적 개입을 유도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김정일 정권이 

표방하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이 근본적으로 경제적 이익보다는 안보상의 이익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김정일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 사회주의경제관리, 고난의 행군, 

시장정책의 완화기, 시장정책의 통제기

학번: 2007-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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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사회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물자부족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계획경제시스템에 내재하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는데, 역사

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체제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시장을 물

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으며, 시장은 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부

침을 거듭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 시장에 대한 관리와 이용은 김일성 시대

에서부터 제기된 문제로 이는 국가에서 배급물자들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

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시장영역이 인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일시적 보완 역할을 하더라도 공산주의시기로 전환이 

되면 시장의 기능은 종국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1).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시장영역의 범위는 김일성 시대부터 고수해 온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의 여파로 인하여 1980년대 말부

터 확대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즉, 국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증유

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반미대결국면, 그리고 대기근의 고조로 인한 계획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강력한 군사적 기

반을 통해 체제안보유지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

한 방식의 경제건설전략을 고안해야 했다. 

이러한 두 가지 국정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1998년에 기존의 헌법을 수정하여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을 단행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정치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방

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김정일 정권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결정짓는 긴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8년 새로운 체제의 출범을 통해 북한이 추구한 것은 선

1) 김일성은 나라가 공업화되고 기술이 발전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이  

충분히 제공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넘어갈 때 비로소 농민시장이 없

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김

일성저작집』 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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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치적 관점에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경제 강국을 

달성해야 하는 정치적 요구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위해 선군정치의 이념을 

경제 분야에 구현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즉 국방공업우선발전의 기조를 

정권 출범 이전부터 고수한 바 있다2). 이처럼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군(軍)

중시노선이 일괄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당국은 기존의 사회주의경제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김정일 정권의 핵심 경제 전략인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적극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경제관리 개

선조치를 계기로 시장적 요소를 양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체제를 회생하는데 

주력하였고, 그간 시장영역에 유출된 노동력과 재정부문을 공식경제영역으

로 흡수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 체제 전반에 걸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군경

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이 지

속적으로 고안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당국이 시장에 대한 완화와 통제 정책

을 지속하고 있는 현상이 담지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있다. 

물론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북한 당국이 시장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북한체제는 

시장과의 불안정한 동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계획경제의 붕괴로 인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2)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공식으로 제기된 것은 2002년 9월이었으나, 이미 북한은 

정권 출범 이전인 1998년 1월부터 국방공업의 중요성을 드러낸 바 있다. 물론 국

방공업의 우선순위 설정문제와 그것이 경제와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

해서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결국 선군경제건

설노선을 이론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방공업의 우선발전

을 유지하는 노선이 전반에 걸쳐 변함없이 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 

출범 초기에 국방공업 또는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들에는 다음 자료들을 

참조할 것.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경제를 변

함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경제

연구』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p. 3; 리용철, “경애하는 김정일동

지는 불패의 군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지켜나가시는 위대한 수호자,”『근로자』

제 9호, (평양: 근로자사, 1998), pp. 30-34;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 (1),”『근로

자』제 11호 (평양: 근로자사, 1998),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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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결과

1995년-2000년

․시장에 대한 허용과 

  통제의 반복기

․계획경제의 보완적 

  역할로서의 시장

․시장주체의 형성

․자생적 시장화 확대

2001년

․시장 허용기

․공장과 기업소 간 

  자재용 물자교류 허용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형성

2002년

(통제기)

․7.1조치 시행 후 농민

  시장 일시적으로 통제

․국정가격과 장마당가격의 

  이중가격 폐지

․국영상점물가로 일원화

․장마당 거래 억제

․국영상점에서만 식량거래
2002년

(완화기)

․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 

  속출해 시장 다시 허용

․시장 경제적 요소 대폭 

  수용

2003년-2004년 ․시장 허용기

․농민시장에서 종합시장제 

  로 개편

․사회주의 상품경제 도입

2005년
․시장 통제기

․국가배급제로의 복귀
․양곡전매제 실패

2006년
․만 17세 이상 성인 남자 

  장사 금지

․모내기 인력 동원 명목으 

  로 장마당 전면 통제

2007년

․여성상인 연령 제한

․판매허용 품목 및 가격

  통제

․농민시장으로의 회귀 

  시도

․비사회주의 검열 실시

2008년 ․종합시장 전면 폐지

․국가공급체계 재개 선언

․전국 시장에서 공업품 

  매장을 폐지하고 농토산물 

  판매만 허용

2009년 ․시장 통제기
․화폐개혁 실시

․화폐개혁 실패 후 통제 

<표 1-1> 김정일시대 북한의 시장정책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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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

2010년
․시장 통제와 완화의 

  반복기

․2010년 2월 100여개의 

  상품에 대한 국정가격 

  고시

․비사회주의 검열 실시

․종합시장 폐쇄

․시장 통제 완화: 모든 

  물품에 대한 거래를 허용

2011년 ․시장 묵인기
․김정일 사망 이후 일시적

  시장 통제

주: 자유북한방송, 데일리NK, 좋은벗들『오늘의 북한소식』을 참조하여 필자

가 재구성.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시장영역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북한에서의 시장이 사실상 소비재 시장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인데, 특히 생산력 증대를 수반하기 보다는 유

통부문의 발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3). 또한 

지역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발달은 농촌 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

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시장이 차지하

는 의미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상 시장은 

계획경제와 본질적으로 대립관계 내지는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은 북한의 표현대로 “여러 상업형태들

가운데서 보조적이며 부차적의의를 가지는 뒤떨어진 상업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체제적 속성을 담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

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모종의 정치적 논리를 동원하여 계획경제와 시장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직후 

당국이 시장을 중심으로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

3) 북한은 소비재 시장 외에도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통한 기업 간의 유무상통

  방식의 원자재와 생산재 거래를 허용하였으나 당국의 개입과 감시체제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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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이 취하고 있는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북한에서 계획경제와 시장 간의 관계

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립하고 있는가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의 시장은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경제체제를 보완하

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7.1 사회주의경제관리조치를 통

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는데, 당국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서 궁극적

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은 지방기업소4)들이 시장을 통해 자력갱생의 방식으

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함으로써 국가에 기업이득금을 많이 창출하도록 독려

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국이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

전략을 반영한 중앙기업소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서 기인하며 특히 선군

경제건설노선을 표방한 김정일 체제로서는 군수부문의 기업소들이 당국의 

계획지표에 따라 생산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에 시행된 개선조치의 핵심은 지방기업소가 국방공업 우선 발전전략에 이바

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장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은 북한당국이 시장에 대한 완화와 통제 정책을 취한 부

문이 유통부문에 한정된 소비재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사회에서 

시장영역에 대한 과소평가 내지는 과대 평가적 시각을 지양하는 데에 주력

할 것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계획경제가 

실질적으로 붕괴했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

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북한이 체제전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

4) 북한의 모든 기업소는 노동자 숫자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있다. 크게는 중앙기

업소와 지방기업소로 나뉘며 작게는 특급기업소부터 7급기업소로 구분된다. 중앙

기업소(특급~3급 기업소)는 국가의 계획 투자에 의해 건설된 공장으로 중앙에서 자

재를 공급받는다. 지방기업소(4급~7급 기업소)는 지방자금에 의해 건설된 공장으로 

시군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운영된다. 4급~7급 기업소에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피복, 

식기 및 그릇, 식료품, 음료, 과자, 가루 가공 공장 등이 있다. 특급은 군수품 등 

특수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김책·황해제철소, 평양방직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1

급은 희천공장기계공장, 청진화력발전소, 2급은 낙원기계공장, 순천제약공장, 3급은 

함흥 제사공장, 신의주제재 공장 등이 있다. 등급별 고용인원 수는 일반적으로 특

급인 경우 5000명 이상, 1급 3000~5000명, 2급 2000~3000명, 3급 1000~2000명, 4급 

500~1000명, 5급 101~500명, 6급 100명 이하, 7급 50명 이하로 알려져 있다. 김광

진,“北, 배급소 옥수수 판매 개시...월급제 정착 되나,”데일리NK 2012sus 8월 21

일 (최종검색일: 201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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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총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1998년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직후 2011년에 이르러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체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근 13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북한 사회의 변화

를 면 히 살펴보면 북한은 선군정치적 시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체제를 

운용해 왔으며 비록 시장영역이 종전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었지만 시장이라

는 존재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의 위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비록 수차례의 완화와 통제가 빈번히 지속되면서 체제위협 

가능성에 대처한 북한 당국의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었으나, 분명한 것은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대응의 효과는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 제

기한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집단주의적 운영 방식에 기초한 계획경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국방공업 우선,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 고수라는 북한식 경제관리 운

용체계에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김정일 정권은 여

전히 계획경제 내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체제적 속성을 이어나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군시대 김정일 정권의 시장에 대한 정

책도 선군적 시각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 당국의 관점의 연장

선상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논문이 북한의 시장화 정책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김정일 체제가 시장 기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였는가에 대한 접근방식의 문제이다. 기실 북한 사회에서 

시장은 이미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존재해 온 바 있으며 당시에는 계획경제

의 보조적 또는 수단적 차원에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 영

역이 내포하는 의미는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

한 배경에는 1980년대부터 촉발된 북한 경제체제의 위기에 따른 정치사회적 

여파가 중요한 몫을 차지했으며, 이후 전개된 대외적 위기국면이 위협요인

으로 대두되면서 시장의 영역이 국가 통제영역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확대

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장영역의 범위와 

규모를 측정한 정량적 분석들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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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진일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작 시장화 현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배경들에 대해서는 총론적 수준에서만 언급

되었거나 거론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 가지 분석 수준, 즉 정부적 차원, 생산단위 차원, 그리고 

대중적 차원에서 북한의 시장 정책의 변화요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둘째, 시장에 대한 당의 조치들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성격을 해부하

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의 존재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를 담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이란 단순히 물질적․경제적 요소로서의 기능

만 하는 것이 아닌 정치․사상적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시장의 영역은 당국이 정한 

경제 관리의 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선군시대 경제구조 즉,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해야 하

는 당의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김정일 정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

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시

장을 적절한 규범 내로 통제해야 하는 당국의 딜레마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모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김정일시대

에 진행된 시장 정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핵심주장: 김정일시대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하에 변화를 모색하

기 위해 시장을 허용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당적 통제를 

벗어나 체제 위협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당국이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다.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

에서만 고찰하는 것이 그 이면에 내재된 정치적 동학을 살펴보는 것에 주안

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에 대한 개념이 김정일시대를 기점으로 

확연히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시장의 규모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능했기 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당국의 고민과 이를 대처

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의 결과물로써 시장화 현상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

질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북한 당국의 정책에 대하여 대부분의 논의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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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혁 내지는 후퇴의 측면에서 고찰하거나, 또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진입할 것인가 또는 실패할 것인가에 대한 이분법적 고찰에 머무르는 한계

를 노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선군시대 북한의 시장은 북한이 주장하

는 자국의 특수한 경제구조, 즉 국방공업을 우선으로 발전하는 군수부문 중

심의 경제발전전략과 긴 히 결부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

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시장의 

역할 및 기능도 일정 부분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김정일 정

권의 통치기간동안 진행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북

한은 선군정치적 관점에서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라는 점은 불변한 사실이다.

3. 기존문헌 검토 및 비판

북한체제의 변화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시장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정책은 선군시대 북한이 어떠한 전략과 가능성

을 가지고 체제유지 및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유

도할 만큼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2년 7월 1일에 단

행된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대내외적으로 공포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존의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개편 및 확대되면서, 학계에서는 

북한의 시장이 가지는 성격과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

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전개되었는데, 하나

는 북한에서의 시장은 계획경제를 대체할 만큼 그 규모나 영향력이 증대했

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정책 내지는 시장경제

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획체제 내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시장의 역할을 바라보는 접근으로, 북한에서의 시장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기에는 여러 정치․경제적 제약들이 산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존의 관점들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북한의 시장을 바라

보는 연구물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그 의미와 한계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계획경제와 시장의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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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 북한의 시장의 존재 그리고 속성을 분석한 주류적 견해는 

대부분 계획경제와 시장의 이중적 구조의 측면에서 평가5)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서로 보완관계이면서 동시에 대립관계를 유지

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강택6)은 북한에서의 시장이 특

권경제(국가의 공식부문)과 민간경제(민간의 비공식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 주장하면서, 합법적 시장영역에서는 국가의 공식부문이 시장 활동을 통

해서 민간의 비공식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지만, 비합법적인 시장영

역에서 나타나는 양자간의 관계는 권한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과의 기생적 

의존관계가 시장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북

한의 자원을 독점하고 대외무역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특권경제부문이 존

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민간경제는 특권경제부문이 보유하

고 있는 경제권력에 의존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

다. 저자는 특권경제부문이 내재하고 있는 폐쇄적, 배타적 속성으로 인해 경

제운용면에서 민간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의 황폐화

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면 수입상품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

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계획경제와 시장의 관계를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한 정영

철7)은 북한에서의 시장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매개로 기능하는 동시에 통

제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북한에서 시장은 ‘계륵’의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논문에 의하면 북한에서 시장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고 보았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문제들도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특히 시장의 도전은 경

제 분야에서 상품․화폐 관계의 확대, 기업소 활동의 계산체계 문제, 국가 

재정 확대와 지출 균형,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의 활용 문제 등 

5) 이 외에도 이영훈,“북한의‘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통일문제연

구』(서울:평화문제연구소, 2005); 권영경,“7.1조치 이후 북한정권의 경제개혁·개

방전략과 향후 전망,”『북한연구학회보』제 12권 제 1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8)가 있다.

6) 임강택,『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9).

7) 정영철,“북한에서 시장의 활용과 통제: 계륵의 시장,”『현대북한연구』제 12권 제  

   2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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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 영역에 걸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저자는 시장의 도

전이 단지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만을 추진한 것이 아닌 사회적 변화를 동반

했다고 보았다. 가령 시장 참여를 통한 자력갱생의 인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으며 또한 사회주의적 행위규범에 반하는 비사회주의적 의식과 행동의 확

산을 경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은 2007년부터 시장에 대한 통제

와 이론적 재정립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통제를 위한 검열과 

사상교양을 강화했다고 보았다. 저자는 북한당국이 시장에 대한 경제적 통

제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의 힘을 동원하여 전반적인 사회 규율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시장이 정치적으로는 ‘계륵’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보조적 수단임을 설명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국

가에 의한 ‘시장 관리의 정치학’이라고 명명하였다.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와 시장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립하려는 지에 대한 분석에 대해 양문수8)는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딜레마를 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반면 진전된 시장화에 따른 정

치적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것

은 관리가능한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표는 시장에 대한 당국

의 관리 의지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이 없이는 체제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북한이 상황에 따라 시장에 대한 일

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계획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수단을 구축할 수 없

다는 것이 당국의 고민이라고 해석하였다.

2) 7.1 조치 및 후속조치와 시장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실리사회주의의 속성과 연계하여 접근한 김근

식9)은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요인과 유형을 초기조건과 경로의존성으로 설

  8) 양문수,“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  

   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통일정책연구』제 19권 제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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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때 북한은 아직 체제전환이 개시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

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7.1조치로 대표되는 실리사회주의가 사실상 좌절

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 저자에 따르면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시장화와 

분권화의 확대로 체제전환의 맹아를 기대하게 하였으나, 곧 이은 시장화 억

제라는 반동화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애당초 북한의 실리사회

주의가 정치적 제한성에 갇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당시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김정일 체제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려는 

체제유지적 맥락이 강했음을 강조했다. 결국 실리사회주의는 선군과 동거하

는 실리였다고 설명하면서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보수적 정치

인식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으려는 제한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

이 아닌 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음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계획의 정상화, 즉 체제 내 

개선에 해당한다는 연구들에 따르면, ‘7.1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확대되

어온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공식부문으로 수용해 암시장에서 순환되고 

있는 자원을 유인하고, 공급능력을 일부 회복시킴으로써 계획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10).

그러나 김연철, 정세진 그리고 백학순 등은 앞의 주장들과 다르게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체제수정, 체제개혁을 위한 시초로 파악하고 있다11). 

이들의 시각에 따르면,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압

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개혁은 점차 그 외연을 넓혀가게 될 것이라고 지

적했다. 김진향은 ‘7.1조치‘로 인해 북한 당국이 본격적인 개혁 시동을 걸었

다고 판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개혁사회주의‘로의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것

9) 김근식,“북한‘실리 사회주의’의 추진과 좌절: 북한변화에의 함의”『북한연구학  

   회보』제 14권 제 2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10). 

10) 연하청,“북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우리의 과제,”『KDI 북한경제리뷰』제 4권   

 제 9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조동호,“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KDI   
 북한경제리뷰』제 4권 제 8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2); 조명철 외,『북한의 경  

 제개혁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1) 김연철,“북한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김연철․박순성 엮음,『북한경제개혁   

    연구』(서울: 후마니타스, 2002); 백학순,『배트남의 개혁․개방 경험과 북한의 선택』  
    (성남: 세종연구소, 2003); 정세진,“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  

    구,”『국제정치논총』제 43집 제1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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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했다12).

3) 권력상층부의 시장 주도

북한 시장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당 차원에

서 의도적으로 주도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권력 구조적 측면에서 김정일시

대의 시장정책을 분석하였다. 박형중13)은 북한에서 시장전개과정에서의 주

역은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배경으로 시장 확대과정에서 지배자적 지위를 

누렸던 정권 기관들 및 정권과 결탁한 개인 상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시장 지배자적 지위를 차지해온 정권기관의 무역회

사들은 시장의 상층구조를 형성하였고, 상업적 하부구조를 직접 지배하거나 

또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적 활동과 행위자를 포섭하여 하부 구성요소로 

종사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와 연관하여 북한에서 시장이 촉진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권력 

상층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한 최봉대14)는 시장화를 추진하는 핵심 세

력은 중앙당 38, 39호실과 주요 부서들, 제2경제, 그리고 중앙당의 특수부서

들, 호위사령부, 무력부의 국 단위 조직들, 보위부, 보안부 등 ‘특수단위’들에 

의한 수출입 외화벌이 사업의 전 방위적 전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저

자는 국가기관들의 외화벌이 관련부서들이 시장의 상품유통 피라미드의 정

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 하부단위에 큰 돈주들이 존재하고, 그 아래 몇 단계

를 거쳐 소매장사와 원천 생산자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의견

으로 홍민15)은 시장의 활성화의 계기는 당․정․군 기관과 회사의 개입과 

활동, 이해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는 최상층에 당․정․군 기

관들의 외화벌이 사업회사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는 이 회사에 소속하여 자

12) 김진향,“북한 경제의 위기와 대응: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한국동북  

     아논총』 제 26집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03).

13) 박형중,“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통일정책  

    연구』 제 20권 제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14)  최봉대,“북한의 시장활성화와 시장세력 형성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한반

도 포커스』 제 14호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1).

15) 홍민,“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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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인원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무역활동을 하는 돈주와 그 아래에 위치한 

도당, 시․군당 인민위원회, 보안서 등 지역 권력기관들과 현장일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계도모 차원에서 시장 활동을 하는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위계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시장에 대한 정책이 아래로부터 심화된 자생적 시장화에 대

처하기 위한 상층부의 정책의 산물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부류

의 의견은 비록 북한의 시장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나 당 차

원에서는 시장을 불가피하게 묵인한 것이 아닌 권력상층부의 이익에 부합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기제를 도모한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선

우16)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경제개혁․시장화의 수용 간에 긴장된 병행의 

논리가 내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북한 지도부, 당․군․정 간부, 

기업소 그리고 주민 등 주요 행위자 각각의 전략적 선택 및 대응의 상호작

용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두 하위 기능적 측

면, 즉 자생적 시장화 경향에 대한 감시국가화 및 대외적 위협에 대한 ‘국방

공업우선주의’ 중심의 군사강국화 전략에 주목하였다. 특히 7.1 조치가 군사

국가 유지의 목적만을 위해 취해졌고 이를 계기로 인민경제가 포기된 것이

라고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당국이 재정압박을 다소 완화하고자 전략적으

로 전개한 일면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저자는 북한이 비록 재정개혁과

의 절충안으로나마 시장개혁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방공업

을 포함한 군 및 당경제 부문에서 관료적 조정기제 중심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에 더해 위로부터의 경제개혁 

의지를 결함시켜 실질적 체제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내외적 정

황과 관련된 정치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 아래로부터의 시장세력 주도

북한에서의 시장화의 진전이 권력상층부의 주도하가 아닌 아래로부터

의 시장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서재

진17)은 김정일시대 북한의 시장화는 시장 자체의 추진력에 의해 진행되었다

16) 이선우,“‘선군정치’와‘북한식’경제개혁: 긴장된 병행의 논리,”『현대북한연  

 구』 제 12권 제 1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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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하면서 7.1조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당국이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양성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암시장을 국영시장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는 오히려 장마당을 양성화하고 종합시장을 설치하는 등의 정책

으로 변경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저자는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응할만한 정

책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서, 주민들의 암시장 가담행위를 통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할 만한 별도의 대책을 제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영18)도 서재진의 의견과 동일한 연관

선상에서 북한에서의 시장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면

서 이러한 초보적 형태의 소비재시장은 국가로부터 단속을 받았으나 스스로 

확대되면서 생산재, 자본·금융 및 노동시장을 생성하였다고 분석했다. 연구

자들은 북한에서의 시장이 자기 조직화를 넘어 새로운 경제체계를 구축하였

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장이 소비재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계획

경제의 침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

서 김정일체제는 시장에 의한 파급력을 줄이기 위해 이를 공식영역 내로 포

섭하였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국

가의 통제는 일시적이며 이로 인해 당국은 근본적으로 딜레마를 안고 있으

며 이는 종국적으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통해 김정일시대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분석한 

정세진19)은 시장의 확대는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관리 및 

통제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장이 계획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대체할 정도로의 기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언급하면서 아래

로부터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저자

는 군수산업이나 전략적 수출부문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대상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부단위들의 경우 자원배분의 기능이 제대로 가

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국의 의도에서 벗어난 시장적 요소에 

17)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18)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영,『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서울: 

통일연구원, 2009).

19) 정세진,『‘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서울:한울아카데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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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진은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

고 이로 인해 계획부문의 영역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 종국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적인 정치적 지배관계를 변형시켰다고 보았다. 

5) 기존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문헌들을 기반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바는 첫

째, 선행연구들은  선군정치의 맥락, 특히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과 사회주

의경제관리개선 조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시각에서 시장에 대한 

당국의 정책을 별도로 취급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적 접근방

식은 자칫 시장화 현상이 담지하고 있는 다양한 면모들을 단편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사회에서 시장이 가지는 역할을 과소평가 내지는 과대평가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서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사회에서 시장이 체제 붕괴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거나 또는 시장경제체제

로 이행할 수 있다는 분석은 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비록 일부 연구들

에서는 시장영역을 공식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은 결국 계획경제를 정상화하

기 위한 분석을 제기했지만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 논리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인지에 대한 면 한 증거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궁극적

인 요인을 북한의 권력 구조적 특성에서 유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즉 

김정일시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은 당을 기반으로 국방위와 내각에 기

능적 권한 위임을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시장영역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측면

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국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김정일시대 북한은 시장일변도적 또는 군사일변도적 

차원에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결부되어 상

호작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

노선을 추진하는 지배세력들의 행보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

한의 시장화 현상은 단순히 시장의 영역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축소되었는

가 하는 양적 측면에서만 다뤄질 분야가 아닌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정

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판단들이 작용했는가에 주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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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선군시대 김정일 정권 내에서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면모들

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작금에 이르러 진행되고 있는‘북한적 현

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4.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이 경제강국건설을 구현하기 위해 내세운 선군

시대 경제건설노선이 북한의 시장 정책에 미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네 가지 기준들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북한이 당시 국

내외적 당면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시기에 도입된 북한의 시장 정책

의 배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당시 당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북한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분석하였

다. 셋째, 김정일 정권이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살펴보

았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조치들을 반영한 시장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

한 결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토대로 본 논문은 북한 원전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되 NGO단체 및 뉴스매체 자료들을 교차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기실 북한연구는 현재 가용한 자료, 즉 원전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실

체를 파악하기에는 여러모로 난해한 부분이 있다. 물론 자료가 가지는 한계

만을 가지고 연구의 진전 가능성을 사전에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원전의 내

용들이 주로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

내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논리를 재정의 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료를 선택하고 인용하는 과정

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은 기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전의 내용을 충실히 이용하되 이를 2차 자료와의 교

차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집행되는 모든 정책이 지도자의 교시에 의해 결정되고 하달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김일성전집』,『김일성선집』,『김일성저작선집』, 

그리고『김정일선집』을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이 일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교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지도자 외에 모종의 정책에 비판을 직접적으로 

- 16 -



- 16 -

제기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다. 대신, 지도자가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면 관련 

연구자들은 교시를 토대로 내용을 폭넓게 해석하거나 이를 정당화하여『경

제연구』,『근로자』,『금수강산』『김일성종합대학학보』,『천리마』등과 

같은 정기간행물들이나 『로동신문』,『조선신보』등의 신문매체들을 통해 

선전하게 된다. 

그러나 전집류나 선집류의 경우, 당대 고안된 정책에 대한 지도자의 

고민과 갈등이 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유추하여 북한의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물론 당의 공식 간행물이라

고 해서 지도자의 정책에 대해 선전적 내용만 담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다보면, 북한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과 더불어 향후 자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과 다양한 변수

들을 고려하여 유추하면 의미 있는 분석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듯 지도자

의 교시를 토대로 당기관의 공식 간행물들이 관련 내용들을 선전하면 이후

에는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하게 되는데 이는 지도자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원전

을 분석하는 과정은 먼저 지도자의 교시나 담화가 수록된 전집과 선집류를 

먼저 검토한 후, 이를 정기간행물이나 신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강조하

는 가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단행본들을 통해 내용면에서 심층

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나 한층 발전된 측면이 있는 지를 교차 분석할 것이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전에 대한 분석은 북한 당국의 주장을 파악

할 수는 있어도 북한의 실상을 현실적으로 그려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난 대내외적 변

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새터민들의 수기나 증언

들, 비정부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외국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들, 그리고 

뉴스매체들을 폭넓게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차 자료들을 토대로 교차

분석을 하게 되면, 원전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현

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모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리고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이렇듯 자료를 다차원적으로 활용하여 입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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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명해야 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실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그 실제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선택한 정책적 결정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공식을 발견하

고 이를 중심으로 대내외적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역사적으

로 나타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기에 앞서 김정일시대 핵심 경

제 전략인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과 이를 보완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

치에 대한 선차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시장에 대한 북한의 방침이 선군

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

원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논문들이 선군시대 경제

건설노선과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각각 보수적 경제정책과 개혁적 

경제정책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

한 분석은 북한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관리 차

원에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문헌을 살펴보면, 북한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종의 경제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논조가 빈번히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정책은 선군경제건설노선

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관리개선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시장에 대한 완화

와 통제의 주기적인 반복의 배경에는 당국이 설정한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

의 기준에 부합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어 3장에서

는 앞서 언급한 선군시대 경제구조의 특성을 토대로 김정일시대 추진된 시

장정책의 출발점을 김일성 사망 이후인 1995년으로 삼았다. 물론 당시에는 

김정일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점은 아니었으나, 분명한 것은 3년간의 

완충기동안 북한은 당 내부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추구할 경제노선에 대한 

구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김정일 정권 이후 유지된 국방공업우선발전

전략 및 시장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선

군시대 북한의 시장 정책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발점인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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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군의 6년간의 역사를 역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두 단계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북한이 당면한 문제

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을 기반으로 설

정된 시장관련 정책들이 어떠한 결과를 드러내었는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어 제 4장에서는 김정일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공식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통한 국가의 최고이익의 고수라는 견지에서 북한의 시장 완화정책을 분석한

다. 특히 당국이 국방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러한 허용정책이 궁극적으

로 표방하고자 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특히 정부적, 생산단

위, 그리고 대중적 차원에서 북한이 시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이

익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완화기 전반에 걸친 당국의 정치․  
경제적행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경제관리 개선조

치 차원에서 시행된 시장완화정책이 정부적, 기업적 그리고 대중적 차원에

서 체제 위협적 요소를 노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장에 대한 당의 대응 

역시 위와 같은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통제조치가 시행됐다는 점을 설명한

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김정일 정권이 선군경제건설노선의 원칙에 의해 국가

안보적 이익 보다는 체제안보적 이익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조는 북한이 인지하는 안보불안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선

군정치적 해법모색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결론에서는 선군시대 

북한의 시장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김정일 정권 전반에 

걸쳐 핵심 관리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시장의 역할과 의미를 재정리하면서, 

본 논문이 다루지 못한 후속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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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비적 고찰

1. 김정일 정권의 국가발전 목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경제발전은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김정일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 당국이 일관되게 추구해 온 국가의 핵심 정책이다. 물론 

이를 시행하는 방법상의 차이는 시대마다 국가가 당면한 대내외적 조건들에

서 기인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북한의 정책상의 흐름은 작금에 이르기까

지 변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장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인식과 관리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북한 당국이 

정권 수립부터 지속적으로 고수한 국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즉, 북한이 

시장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단순히 정권 초기부터 존재해 온 시장의 

역할을 당대에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조치로서 이용한 

것이 아닌, 당국의 정책적 노선 하에 관리하고자 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

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수립한 국가발전 목표인 

강성대국 건설 및 이와 연동되어 추진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과 사회주의 

경제관리 조치들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김일성 시대와 비교

했을 때 김정일시대에는 시장의 범위가 종전 정권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

된 측면20)이 있었기 때문에 당이 국가의 관리 하에 시장을 포섭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및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방

안의 마련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시대에 추진된 시장 관련 정책

의 변화 및 이에 동원된 당국의 정치적 논리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 김일성 시대에 등장했던 농민시장의 규모를 집계한 국내 통계자료는 없다. 다만, 

농업협동화와 산업의 국유화가 완성된 시기인 1958년을 기점으로 1960년대까지 

농민시장의 소매상품유통액은 북한 전체의 유통액 중 1%정도로 미미한 숫자였음

을 밝힌 북한 공식통계가 있다. 이는 시장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나타낸

다. 이후 북한 당국은 1984년부터 시장거래를 양성화하여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

으로 인해 나타난 산업불균형의 여파를 완화하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장마당, 일

일시장, 그리고 야시장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의 역할은 주민들의 생존문제와 연계되면

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장마당의 규모를 총 300여개

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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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선군정치

  1.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

  2.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기둥  

     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켜 나가는 정치

목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1. 사상강국

2. 정치강국

3. 군사강국

4. 경제강국

5. 문화강국

노선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3대 기둥

1. 사상중시노선

2. 총대중시노선

    3. 과학기술중시노선

우선 선군시대 북한 정권이 수립한 국가발전 목표를 살펴본 후, 이러한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해 김정일 체제가 시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했

는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수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이 견지한 선군시대의 국가발전 목표는 

선군정치방식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데에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주

의경제강국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정권 전반에 걸쳐 표출되었다. 이미 

사상, 정치, 군사, 그리고 문화 부문에서 강국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경제강

국건설에 주력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

장이다.  

               

<표 2-1> 김정일시대 국가발전 목표   

주: 김재호,『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1~36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북한의 강성대국론은 1994년 12월 31일에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

회 간부들과 가진 담화를 통해서 강조한‘부강조국건설론’이 그 원형임을 

알려져 있으나, 사실 이 이론은 김일성의 유훈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김

정일 정권의 입장에서는 권력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의 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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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김정일시대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내용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관리>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 관리상의 조치

1. 사회주의 원칙 고수 하에 실리추구

2. 국가의 계획적 경제관리 및 상품화폐관계이용의 배합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

3.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 및 아랫단위의 창발성의 결합

4. 사회적노동의 합리적 조직 및 사회주의 노동생활기풍의 확립

5. 경제계산과 원에 의한 통제의 강화

6. 경제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선군정치 이념을 경제 분야에 구현한 노선

·국방공업우선발전 및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3대기둥> 

1. 사상중시노선

2. 총대중시노선 

         (선군정치 이념 구현)

    3. 과학기술중시노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1. 사상강국

2. 정치강국

3. 군사강국

4. 경제강국

5. 문화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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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할 수 있는 발전된 논리를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김정일 체제

가 유지되었던 시기에 북한이 수립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경제강국을 실현하

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

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구체적

인 이론과 노선을 반영한 정책이 표명되어야하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강성대국론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1999년 사이의 기간 동

안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의 유훈을 통치무대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고안

하기 위해 내부적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확인

할 수는 없어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김정일의 행보를 분석하면 당의 입장

을 보다 면 히 분석할 수 있다. 94년 이후 김정일의 행보 중 가장 두드러

진 부분은 군부대 시찰이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1998년 9월에 

언급된 선군정치와 이듬해인 1999년 당국이 수립한 강성대국건설간의 상호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김일성 사망 후인 1995년 1월 

김정일은 인민군 포병부대인 제214부대 (이른바 다박솔 초소)를 시찰한 바 

있으며, 또한 3년간의 완충기 기간을 마친 1997년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선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998년 1월 군사시설이 

집한 자강도 지역을 방문하여 군수공업을 중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

다. 

이처럼 군부대 시찰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이 자국의 생존

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노선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해답

을 제시한다. 즉, 3년간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선군을 제시한 것은 향후 출범할 김정일 정권이 군사선행원칙을 고수할 것

이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1998년 9월 최고인

민회의 제 10기 제 1차 회의를 통해 선군정치를 북한의 정치체제로 확립하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선군정치의 핵심은“군사21)

21)“군사는 국가의 사회적기능의 한 분야로서 군대와 국방공업, 전쟁 등 국방과 관

련된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군사를 중시하고 군사부터 발전시킨다

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군사를 첫째로, 국방공업을 

선차로 내세우고 그 발전부터 앞세워나간다는것을 뜻한다 여기서 주요한것은 군

사에서 기본은 군대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군사사업에서 혁명군대는 직

접적담당자이며 군사적목적실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김인옥,『김정일 장군 

선군정치리론』(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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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일국가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시대

의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김정일 체제 속에

서 직접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했다. 즉, 

통치방식으로서의 선군정치가 구체적인 국가발전 목표와 결합되어야 했는데 

이것이 1999년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밝혀진 강성대국건설인 것

이다22). 북한은“이제 우리가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

들이 제 궤도에 올라 서서 생산을 꽝꽝 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라 설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군시대 북한이 지향할 경

제건설의 핵심 방침을 밝혔다. 특히 김정일 정권은 강성대국의 전략적 노선

이라고 볼 수 있는 사상, 총대, 과학기술중시 노선 중 선군정치 이념을 반영

한 총대중시노선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는 보루임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23). 실제로 북한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국가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선군정치’또는‘총대중시사상’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4).  

이와 같이 김정일시대 북한은 유훈통치기간동안 국가제도를 재정비하

22)“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군정치의 목적으로

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을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총적목표

로 제시하시였으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을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정식화하시였다,”서재영,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7.  

23)“총대중시로선을 견지한다는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펴나가시는 선군정치를 구현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한 만능의 보검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거두시였다...사회주의강성대국을 안전하게 건설

해 나갈수 있는 길은 선군정치를 시종일관 견지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그 어떤 적들의 침략책동도 철저히 저지시킬수 있는 군사력을 마련해야 사

회주의건설을 안전하고 순조롭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다,” 김재호(2000), pp. 

26~27. 

24) 조선중앙방송은‘강력한 군대가 없으면 사회주의 정권도 없다’면서‘총대를 중

시해야 사상중시, 과학중시노선도 확고히 견지할 수 있으며 군대가 약하면 사회

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당 자체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정상용,“북,‘총대중시로 사회주의 고수할 것,’연합뉴스, 2001년 12월 11

일 (최종검색일: 2013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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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구현한 선군정치론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국가발전의 목표로 설

정함으로써 선군시대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

에서 북한이 김정일시대 전반에 걸쳐 주력한 경제강국건설을 구체적으로 어

떠한 실천적 방향 및 전략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경제력을 

제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선군정치의 목적

인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중 김정일 체제가 주력하고자 하는 경제강국건설

과 더불어 북한이 강조하는 강성대국 3대 기둥 중 하나인 총대중시노선이라

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국이 경제분야에 구현한 전략이 구체

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순차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

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선군시대 북한이 주력해야 할 

경제건설 부문인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당이 제시한 정책

의 원칙과 방향인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과 사회주의경제관리 조치들에 대

해 짚어본다. 

2.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과 보완관계로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조치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경제발전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과 이

를 물질적․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정책에 대한 우선적 

이해가 중요하다. 이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김

정일은 군(軍)중시사상에 입각하여 당내 권력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을 전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종전보다 가일층 높

임으로써 국방공업 발전에 우선순위를 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

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북한 경제정책은 위의 노선을 중심으로 

여타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김정일 

정권이 선군(先軍)적 관점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체제적 한계를 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군경제건설노

선과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을 통해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의 성격을 살

펴봄으로써 김정일시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

고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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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국방공업의 우선발전 및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

(1)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발전 추구

1998년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공식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3년

간의 유훈통치기간을 거치면서 김정일 정권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략을 모색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북한 내에서 경제노선에 대한 일대의 

변화가 감지된 시기는 1998년부터이며 이때부터 북한은 경제건설에서 국방

공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25). 이후 

김정일은 2001년 10월 3일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아래의 담화문을 통해 

25) 북한의 경제잡지인『경제연구』와 정치이론 잡지인『근로자』가 1998년에 실은 

논문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선군경제건설노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

지만 거시적 맥락에서 분석하면 이 노선의 핵심인 국방공업 발전의 중요성을 언

급한 논조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문들은 리기

성,“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경제를 변함없이 발전시키

는것은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경제연구』1998년 2

호; 한윤주,“혁명적원칙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승의 무기,”『근로자 1998년 8

호』리용철,“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불패의 군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지켜나가

시는 위대한 수호자,”『근로자』1998년 9호; 양현섭,“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국가

건설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자,”『근로자』1998년 11호; 편집국론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1),”『근로자』1998년 11호 등이 있다. 물론 이들 논문

들에서는 1997년까지 유지해온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이라는 혁명적 경제 

전략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대신 중공업 우선발전에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

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논조를 차후에 국방공업 우

선적 발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기조는 당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산업구조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공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과 관련

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공업을 조속히 육성시킴으로써 국방공업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당면한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2년대에 들

어서면서 북한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기존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

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 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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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공업이 경제건설의 중요부문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군수공업을 선차로 내세우고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

도운수부문 그리고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에 힘을 집

중하여 이 부문들로부터 하나하나 살려낼 수 있고 경제건설에

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조건에서 중요부

문, 중요단위에서 힘을 집중한다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나 결심하고 달라붙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야 합니다.

이상의 김정일 담화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정책의 

특징은 크게 (1) 북한의 대외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방공업의 선차적 육성, 

(2) 국방공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에서의 실리 추구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정책이 군수공업을 우선적으로 집

중해야 하는 구조인 이유는 반제계급투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적 

특성과 이에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북한당국의 안보적 위기감이 맞물렸

기 때문이다26). 북한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이 본질적으로 힘의 대결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제국주의와의 대결 투쟁은 비단 군사적 측면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정치, 경제, 사상문화 등 모든 전선에서 나타나지만 나라

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반제국주의 군사전선이라고 강조한

다.27) 이처럼 탈냉전 후 북한 지도부의 피포위(被包圍)의식은 점진적으로 심

26)“나라의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할수 없으

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침략과 전쟁의 위험은 절대로 없어질수 없다. 현시기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미제는 최근에 또다시 핵소

동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날로 우심하여지는 조건에서 군사를 첫째가는 국사로 내세우고 국방

공업발전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이것은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

적로선의 중요한 요구이다,” 서재영(2005), p. 27.

27)“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반제군사전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사회주의의 다른 모든 

전선들을 지켜낼수 없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강탈당하고 자립적인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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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게 된 계기로 작용

했다. 생존을 향한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선택은 종국적으로 국방공업을 발

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앞서 김정일의 발언

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국방공업을 선차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칠 여

타 경제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방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연동되는 차후의 문제들

을 타파하기 위해 별도의 차선책을 지속적으로 고안해 낼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이 담화문을 통해 중요부문 그리고 중요단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사업에서 실리28)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은 경제사업에서 관건적인 중요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당이 추구한 일관된 

방침이며 이는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계

획사업은 경제적 효과성을 발양하고 국가적으로 실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

러한 점에서 국방공업은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관건적인 부

문이라고 주장했다29).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실리추구에 부합하는 이유

경제와 민족문화를 고수해낼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국력중에서 제일 국력으로 

되는것은 군사력이며 군사력이 강한 나라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

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지난날 자기의 강력한 군사력이 없는것으로 하여 제국

주의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경제토대와 민족문화를 빼앗기고 유린당한 

일부 나라들의 실태는 나라의 국력 가운데서 제일국력으로 되는 것은 군사력이라

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의 대결, 국력의 대결

이며 국력가운데서도 제일국력은 군사력이라는 과학적인 리해에 기초하여 독창적

인 선군혁명로선을 제시하고 선군정치를 펼침으로써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수호

의 강력한 보루를 마련하였다,” 김봉덕,“무적의 군력을 바탕으로 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중요한 요구,”『김일성종합대학

학보』경제학 제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9), p. 8.

28)“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

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리득을 주도

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별적 부문 단위들에서나 생산과 건설, 

기업관리운영을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쥐고 경제관리에서 나서

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일 담화,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

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2001.10.3).

29)“국방공업은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관건

적고리, 중심고리이다. 우리의 계획사업이 국방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는것으

로 되어야 사회주의를 보위할수 있으며 따라서 큰실리를 보장하는 계획경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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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여타 경제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이

다. 이는 국방공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공업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전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도 중공업의 발전을 토대로 이

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방공업의 발전이 민수산업에도 긍정적

인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당국은 국방공업의 육성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국방력 강화에 선차적으로 제공한 결과 민수산업 발전에

도 기여하여 종국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실제적인 

이득을 준다는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당의 경제노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선군시대 북한의 국방공업 우선 

전략은 대외적 차원과 대내적 차원에서 각기 상이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방공업의 육성이 정당화되지만 내부적 차원에서는 국방공

업에 투자하여 경제발전 차원에서의 실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측면이 존재한

다. 따라서 김정일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은 국방공업이 담지하고 있는 두 

가지 정치경제적 목적이 서로 맞물리며 작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

다.

(2) 당의 최고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

김정일 정권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북한 

당국이 고수하는 자국의 최고이익30)을 보위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국이 당면한 국면에 대해“사탕이 없이는 살수 있

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 현실”이라고 판단하면

으로 될수 있다. 국가의 안전, 사회주의의 보위를 떠나서 경제실리를 론할수 없

다,” 서재영(2005), p. 299. 

30) 최고이익에 대한 북한 학자들의 설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1) 나라와 국민의 자

주권과 생존권 확보 (2) 우리식 사회주의 옹호고수 (3)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양형섭,“위대한 김정일동지

의 국가건설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자,”『근로자』제 11호 (평양: 근로

자사, 1998), p. 15; 서재영(2005), p. 26; 류창수,“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

은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인 전략적과업,”『경제연구』제 3호, (평양: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200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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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 침략책동을 제압분쇄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

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는것은 국가의 최고리익, 혁명의 근본리익을 지키

는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군중시노선이 국가 정책의 핵심으

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정당성에 대해서 표명했다. 김정일은 또한 국방

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사업이 종국적으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군

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국가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중 군사관련 사안들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자국의 최고이익의 실현을 위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사중시노선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

고자 했다. 그렇다면 최고이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내포

하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

어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종전에 당이 전적으로 사상에 의

지하여 나라를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결코 당이 군을 대

체한다고 해석하기는 무리31)이며 오히려 군을 당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

한 정치적 보완장치로 활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32). 따라서 국방공업

의 육성이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에 우선순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통해 자국의 국방력을 기초로 생존권과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결국 고

난의 행군과 김일성 사망 이후 약화된 당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 시기에 생존권과 자주권을 

31) 북한은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이루어진 권력구조의 재편성에 대

해“국가기구자체를 군사체제화한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

고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권능을 규제한 정치체제 인것이

다,”라고 강조하면서 나라의 국정운영을 위해 군에 대한 기능적 권한 위임을 전

략적으로 실행한 것이 결코 군이 당을 대체한 것은 아님을 명백히 설명하고 있

다. 김철우,『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24.  

32)“군사는 국가의 사회적기능의 한 분야로서 군대와 국방공업, 전쟁 등 국방과 관

련된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군사를 중시하고 군사부터 발전시킨다

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군사를 첫째로, 국방공업을 

선차로 내세우고 그 발전부터 앞세워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김인옥(2003),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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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핵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억제력을 통하여 정권안

보를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행보를 취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

한은 핵보유의 문제가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자국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핵 위협의 강도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북한이 자국의 최고이익을 핵 억

제력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닌 21세기적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 이

외에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는 담보를 차선책을 고안하지 

않는 이상 당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

한 연관선상에서 국방공업을 강조하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중심으로 자국의 

선군정치를 물질적․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선택은 장기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제공한다.

둘째, 북한은 내부적으로 선군경제건설노선에 대한 투항주의적 경향을 

제기하는 반대세력들을 잠식시킴으로써 당의 경제발전 전략을 확고히 다지

기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일체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도 정치적 세력들 간에 모종의 이권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최종 권한은 정치지도자에게 

부여되지만 김정일시대에도 내부적으로 경제발전권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세

력들과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이 노정된 것

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발전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결

국은 선군정치 지배세력들이 내세우는 군사력의 우선적 발전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북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

다.33) 김정일 정권에 있어서 경제 전략의 방향성과 노선을 설정하는 문제는 

33)“국방위주의 경제력을 건설한다는것은 단순히 국방에만 복무하는 경제력을 다진

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방사업은 사회적생산의 거의 모든 부문과 접히 

련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방부문의 발전은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더욱 추동하게 된다. 이제는 국방분야의 과중한 부하가 경제

발전을 억제하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근본리익이 손상되는 한이 있어도 국

방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투항주의적인 주장이 통할수 없게 되었다. 

현실은 이러한 경제일면주의적인 견해가 국방공업의 침체와 함께 민수산업의 쇠

퇴를 가져 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말아 먹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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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생존권과 자주권을 확보하는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기조는 기존 국가들이 이익 일변도적 시각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북한 학자의 논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

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지금 자기나름의 경제전략을 세우고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비교적 수익성이 높고 쉽게 돈벌이를 할수 있는 관

광이나 경공업에 우위를 부여하면서 경제력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 들여다가 특정

한 경제부문만을 강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나라도 있다. 이러

한 경제전략들은 당면한 리익에만 치중하고 나라와 민족의 근본

리익을 망각한 근시안적인 전략이며 정치적 자주성의 유린과 경

제적예속을 가져 오는 망국적인 전략이라고 말할수 있다34).

 

위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고민은 결국 국방공

업과 민수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

분35)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군경제건설노선에서 당국이 취한 우

선순위 설정방식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북한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에 맞서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선차적으로 마련하는 기초 위에서 인민들의 물질적 수

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즉, 북한 내부적으로 

국방부문과 민수부문에 대한 균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선군정치의 지배세

력이 우세한 입지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자국의 최고이익을 고수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여 주고 있다,” 로영,“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튼튼히 마

련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유일하게 올바른 로선,”『근

로자』제 3호 (평양: 근로자사, 2003), p. 41.  
34) 로영(2003), p. 40.

35)“만일 경제적난관이 조성되였다고 하여 국방공업을 홀시하고 민수에만 치중하거

나 반대로 국방에만 낯을 돌리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힘을 적게 돌린다면 제

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을 막아 낼수 없게 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

시킬수 없게 된다,” 로영(2003),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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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의 건재함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북한

이 주장하는 바대로“군사력을 강화하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 사회주의운명

을 튼튼히 지킬수 있기때문36),”이며 이는 결국 군사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존폐 여부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외환경은 근

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사상과 이념의 대결이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북한이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은 사회주의체제가 가지는 

우월성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한 계획화사업을 실행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계획경제가 담보할 성과를 기본으로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우세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목표이다. 김정일 정권이 이러한 경제노선

이 궁극적으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주장하면

서 국방공업 우선전략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경제정책을 합리화하고자 하였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의 정책노선에서 최고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김정일 정권 기간 동안 취해진 일련의 

결정들도 모두 이러한 노선을 밑바탕으로 설정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군시대 북한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군사적으로 담보

하는 경제발전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는 사회

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안보적 이익에 대한 중요성이 경제

적 이익에 앞설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

2)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선군경제건설노선의 물질․  경제적 담보

(1)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실행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

북한이 2002년 7월 1일에 단행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와 이후 

두 달 뒤 발표된 선군경제건설노선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

지고 있는 두 정책결과가 연이어 표명된 것을 두고 개혁과 보수 정책이 혼

재된 구상이라고 해석하였다. 또는 경제관리 개선정책이 예상만큼 괄목할 

36) 류창수(2006), p. 7.

- 33 -



- 33 -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주창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발간

된 북한의『경제연구』와『근로자』를 검토하면 사회주의경제관리조치들이 

위의 분석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목적 하에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일례로 인민경제대학 총장인 전경남이『근로자』2005년 3호에 발표한 

논설37)을 보면 선군경제건설노선과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상호관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변화

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북한 

당국이 직면한 사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 맞게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만

이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성

과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이행하

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경제관리 차원에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연

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은 선군

경제건설노선이 담지하고 있는 핵심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조는 김정일이 2001년에 발표한 10.3 담화38)에서도 제기되는

데 담화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 것

이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보면서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것

은 북한의 주장대로 사회주의는 역사가 짧고 경제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사

회주의경제관리방법도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가 아니

37) 전경남,“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은 현

실발전의 절박한 요구,”『근로자』제 3호 (평양: 근로자사, 2005), pp. 55~56.

38)“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신적 안목에서, 발전적 견지에서 

보고 대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의 경제관리체계와 경제관리방법이 그때에는 옳

고 좋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관리에서 낡

고 뒤떨어진 것,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그대로 쥐고 있어서는 경제를 발전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변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

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여 사회주

의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주

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에서 가장 큰 실리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담화(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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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핵심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목표 ․사회주의 원칙하에 실리 추구

국가의 계획적 경제 관리와 

상품화폐관계이용의 배합

․계획경제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시장을 적절히 이용.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과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사회주의  

  를 건설하는 현실을 반영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아랫단위의 창발성의 옳은 결합

․경제 사업에서 중앙집권적 규율을  

  세우고 매개단위와 지방의 창의성  

  을 발양

․내각중심제․책임제 강조

사회적노동의 합리적조직과 사회주의 

노동생활기풍의 확립

․집단주의 정신의 발양

․유휴노동력 확보의 중요성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의 

  배합

․비사회주의 현상 타파 강조

경제계산과 원에 의한 통제의 강화
․화폐를 매개로 경제통제 기능 

  강화

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 의미를 해석하면 김정일시대에는 선군시대 경제

건설노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위해

서는 경제관리 부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정책실행 과정에서의 모종의 문

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이행하기 위해 (1) 사회주의 원

칙하에 실리 강조 (2) 국가의 계획적 경제 관리와 상품화폐관계이용의 배합 

(3)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아랫단위의 창발성 결합 (4) 사회적 

노동의 합리적 조직과 사회주의 노동생활기풍의 확립 (5)경제계산과 원에 의

한 통제의 강화 그리고 (6) 경제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등 여섯 

항목39)으로 나누어 시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위의 항목들은 다시 세 가지 

차원에서 요약될 수 있다. 

<표 2-3>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핵심

39) 서재영(2005), pp. 28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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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 고수

경제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혁명적 군인정신으로의 무장

․당의 방침에 의거한 경제사업 

  강조

주: 서재영,『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 286~343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는 당의 핵심 경제노선인 선군경제건설노선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당의 지도와 내각의 행정적 집행 하에 사회주의

경제관리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당의 의지와 노선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항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국이 경제 관리의 핵심으로 주창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원칙 하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원칙을 실리 추구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사회주의가 본질적으로 계

획적 경제 관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계획화 사업은 궁극적으

로 당의 정책에 의해 추진된다. 결국 이는 당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정책에서 

실리의 핵심은 사회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나라의 부

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지칭한다. 이

러한 기조에 입각하여 북한은 국방공업 발전에 주력하는 것이 중공업을 비

롯하여 경공업과 농업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작용한다는 논지40)를 전

개함으로써 국방공업의 우선적 투자와 집중이 사회주의 경제의 실리를 보장

40)“자본주의경제가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와 치부에 복종된다면 사회주의경제는 인

민들의 복리증진능력을 근본목적으로 한다. 국방공업이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문제는 국방공업발

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국방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금속공업, 전력

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와 같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의 발전이 다그쳐지고 국방

공업과의 접한 련관속에서 중공업의 부문구조도 끊임없이 개선완비되게 된다. 

국방공업은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는데

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국방공업의 발전은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

요를 늘여 그 발전을 추동하는것과 함께 자기 부문에서 나오는 폐설물과 유휴자

재들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게 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직접 이바지한다,” 장

상준,“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

보,”『경제연구』제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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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았다. 즉 한정된 물자와 자금으로 보다 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성을 둠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보위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인민생활이 향상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가 가지는 의미는 선군경제건설노

선을 이행하기 위해 동반되는 자금과 물자를 당국의 경제목표에 부합하도록 

재정 관리를 하기 위함에 있다. 북한이 상품화폐관계의 적절한 이용을 독려

하고 원에 의한 통제를 통해 화폐를 매개로 한 계산체계를 수립하게 된 이

유는 종국적으로 국방공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비축하

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파악된다41). 물론 북한은 

화폐와 화폐유통문제를 통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했

다기보다는 계획적 경제 관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42) 이렇듯 가격, 원가, 수익성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수단의 합법적 

이용은 1998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이미 명시된 바 있으며 이

를 계기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 상

품화와 화폐화의 진전이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표면적

으로는 시장경제 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상 경제수단

에 대한 당국의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국방공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물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

문에 대한 당국 차원에서의 재정분배설정 방식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따

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매개로 한 계산체계를 도

입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러

한 재정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실행하기 위

한 자금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3).

41)“원에 의한 통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전과정에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

만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현시기 더욱더 중요하다. 방대

한 경제과업을 수행하자면 많은 화페자금이 요구된다. 자금을 리용하는 단위도 

많아지며 내화뿐아니라 외화자금도 많이 요구된다. 화페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

에서 불일치가 생길수 있다. 따라서 원에 의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서재영(2005), p. 333.

42)“사회주의경제에서는 계획적경제관리원칙이 기본이며 화페와 가격, 그와 관련된 

경제적공간들은 경제의 계획적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적수단입니다,” 리원경,“화페, 화페류통은 계획적경제관리의 보조적수단,”『경제

연구』제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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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이 의미하는 바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촉발된 대내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적영역으로 유출된 

노동력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다. 당국이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전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적 부문이

다. 그러나 대내경제 위기로 사(私)적 노동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인력들이 

공(公)적 영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거부하자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당은 정치

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배합을 골자로 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북한 계간지『경제연구』에 개재된 정영섭의 논문44)에 의하면“물질적자극

은 경제적측면에서 볼 때에는 생산의 발전과 기업관리의 개선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며 사상정신적측면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개인리기주의를 극복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

했다. 그는 이어“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가 실시되는 조건에서 근로자

들은 사회에 더 많은 로동을 제공할수록 사회로부터 더 많은 분배를 받게 

되며 자기의 물질문화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하면서“근로자

들속에서는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회에 더 많은 로동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더 많은 보수를 받으려는 관점,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물질적 자극이 지나

치게 적용되는 것은 자칫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경제 관리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집단주의적 견지에서 당, 국가, 그리고 사회를 위해 헌신한 근로자에게 그에 

응당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차원에서 실시한 

43)“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의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

은 무엇보다먼저 필요한 화페자금을 제대에 충분히 조성하도록 하는것이다. 재정

은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페자금을 조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이며 화페자금의 분배리용은 그 조성을 전제로 한다. 

만일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제대에 충분히 조성하지 

못한다면 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국방공업, 경공업과 농업, 중공업의 

발전에 필요한 화페자금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수 없는것이다,” 강철수,“선군시

대 경제건설로선관철의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김일성종

합대학학보』경제학 제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8), p 67.

44) 정영섭,“물질적자극과 그 적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경제연구』제 2호 (평

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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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계획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고수

북한이 시행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을 두고 국내 학계에

서는 이 조치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정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가 되었다고 단정하는 논조가 다수 제기된 바 있었다. 물론 2002년 경제관

리개선조치들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경제정책노선에서 진일보한 것

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간 의도

를 선군경제건설노선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이는 결코 개혁의 확대 또는 후

퇴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해석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

다. 

선군경제건설노선이 표면적으로는 국방공업 우선전략을 내세우고 있

다는 사실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군사일변도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설

명은 일부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김정일 체제가 추구하는 

바는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국방공업노선을 정치적으로 도입했다는 점

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물론 이로 인해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초

래하여 종국적으로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지만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강화하여 자본주

의 국가들과의 사상대결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안보상의 위기감을 우선적

으로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선군시대 북한은 지속적으로 경제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획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다

만 당의 의도 하에 경제적 수단들을 일부 수용하여 계획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선군경제건설노

선을 물질적․경제적으로 보조하는 수단으로 도입했으며, 이는 김정일 체제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기존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계획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경제관리 차원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

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선군적 관점에서 자국의 경제관리체제를 부분 

수정하는 작업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구하는 이상 서로 맞물리며 상호작

- 39 -



- 39 -

용하는 현상이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당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및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발양시켜야 한다는 

기조를 고수해 왔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의 지도를 기본으로 하되 공장․기업소 및 지방공업으로 표현되는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통해서 내부역량을 모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5) 

이를 위해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정무원의 기능

과 권한을 내각으로 개편하여 확장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경제사령부인 내각에 당국이 기능적 권한 위

임을 함으로써 내각중심제․내각책임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

해야 할 점은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이

를 당의 위상 약화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내각의 역할

은 북한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내각은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을 똑똑히 세

워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북한 당국

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각과 국방위원회간의 관계를 설

정한 방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선군시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실현하는데서 국방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방

위원회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국방사업의 최고령도조

직이며 당의 선군정치를 국가활동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중추적지도기관이다. 국방

45) 이에 북한은 2002년 7.1 조치를 계기로 공장과 기업소에 자력갱생 원칙하에 생산 

활동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채산제를 허용하여 자립적으

로 사업을 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업에 있어서 중앙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유휴자재, 노동력, 원료를 동원,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등 예산, 계획, 생산, 

경영과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하였다. 김귀근,“북한의 ‘實利사회주의’ 의미,” 

연합뉴스 (최종검색일: 2013년 1월 4일). 

- 40 -



- 40 -

위원회결정과 명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이

며 국방건설과 관련된 국방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은 내각앞에 나

서는 지상의 과업이다. 선군시대에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 더욱더 중요하며 국방건설의 우위성을 확고히 보

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은 국방공업, 국방

건설을 앞 세울데 대한 국방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을 어김없이 선

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실현하는데

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바로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하는 것이다46).”

이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북한이 내각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도모하는 국방위원회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입장

에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이 선군경제건설노선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기 

위해 내각의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1998년 헌법을 통

해 당국이 노동당의 영도 하에 국방위원회와 내각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군경제건설노선과 사

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가 이미 정권 출범 이전부터 사전적 준비 작업이 이

루어졌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사회주의경제관리차원에서의 시장에 대한 북한의 인식

1) 정부적 차원: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이중적 입장 유지

북한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지만, 시장의 

외연이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동시에 고수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사상이 본질적으로 집단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적 대결의 관점에서 대외환경을 인식하는 당

국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합리화하는 자본주의 노선에 대한 

46) 서재영(2005), 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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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집단적 이익의 추구 하에 

개인의 이익47)을 도모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집단주의적 관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이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실상 집단적 힘의 우세함을 강조함으로써 사적영역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보다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주의

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

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48). 따라서 당국은 시장영역을 집

단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으로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파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

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한 시장 외에 비합법적 시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적 시

장 활동을 통한 개인의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합법적 시장에 대한 통제의 영향력이 비합법

적 경제영역에도 일정 부분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영역에 대한 북

한 당국의 지도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확대를 견제하는 북한 당국은 의도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시장에 대한 통제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단속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당의 집단주의 원칙에 의거한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서 경제 사업은 당 위원

회 (당일군, 행정경제일군, 기술자 그리고 핵심노동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러한 집체적 방식의 경제운용을 함에 있어서 힘의 원천은 군

중적 지지대를 통해서 확보된다. 특히 이러한 군중동원방식에 기반을 둔 북

47)“사적소유는 개인주의의 경제적기초로서 사적소유를 허용하면 사회와 집단의 리

익은 어떻게 되든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분배관계가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소유하에서만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

하면서 개인의 리익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류운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집

단주의적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 4호 (평

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1), p. 37.

48)“사회주의원칙을 어기고 집단주의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 개인주의

원리를 받아들이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 실천적경험은 사회주의사회의 본

성적요구에 맞게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개인주의를 조장

시키는 길로 나아간다면 사회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승근,“집단주의는 사회주의우월성과 생활력의 원천,”『김일

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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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구조의 특성상 당의 핵심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중적 차

원에서의 정치적 각성이 필요하다49).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장의 외

연이 확대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개인이익의 실현은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북한은 시장영역에 포진해 있는 노동력을 결집하여 당의 방침에 의거한 

경제 사업에 주력하도록 장악하는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장에 대한 관리

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당국이 시장영역의 기능적 부분에서의 효과성을 인지하고 있음

에도 이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의도는‘경제 관리의 정치화’를 추

구하는 북한 당국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기인한다. 즉, 사상적 단결과 통일성

을 골자로 한 정치적 방법50)을 위주로 하면서 경제․기술적 방법과 행정․조직

적 방법을 결합하는 구조의 경제건설은 당국의 정치적 판단에 위배되는 모

종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제어를 합리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49)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단주의적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

했으며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집단주의 정신이 주민들에게 각인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당의 경제정책을 지도적 지침으

로 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하고 경제 사업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당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때 북한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의 본질이 인민대중

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이 내세운 경제정

책의 핵심이 종국적으로 인민대중의 이익실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집단주의적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당이 제기한 경제과

업을 군중적 차원에서 실행하여 경제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질서체계를 수립해

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집단의 힘이 우월하다는 사상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집단의 이

익과 개인의 이익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생산물 분배제도를 수립해야 함을 강조한

다. 특히 분배과정에 있어서 사회를 위한 생산물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후차

적으로 개인을 위한 생산물 보장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선차적으로 배분 받으려는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0)“정치적방법을 위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

히 앞세운다는것을 말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

고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동원하는 방법

이다. 정치적방법을 위주로 틀어쥐고나가야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

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

다,” 리승필,“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은 집단주의원칙을 구현한 가장 우월한 경제

관리방법,”『경제연구』제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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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북한의 국가운영 방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에서 

이탈하는 것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를 동원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을 위

협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영역의 기능적 측면만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시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북한 경제사정을 고려

했을 때 이를 외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록 시장영역이 근본적으로 유통

부문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사상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당국 차원에서는 체제보위 측면

에서 시장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 생산단위 차원: 공장 ․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시장역할 인정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당의 전략적 방향과 

과제를 집대성한 것으로 국방공업 우선발전 전략에 기반을 둔 노선이다. 김

정일 정권이 국방공업을 경제발전 전략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2002년 9월이었지만, 사실상 이 노선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김정일이 1998년 1월~10월 사이 3차례에 걸친 자강도 현지 지

도 과정에서였다. 당시 김정일은 군수공업을 중시하고 군수생산에 지속적으

로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발언은 1997년까지 추구한 혁명적 경제전략, 즉 경공업, 농

업, 그리고 무역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건설노선에서 국방공업 우선발전 

전략으로 회귀했다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 시점에서 당국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군수공업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관부문들이 국방

공업에 복무하도록 군(軍)중시사상을 토대로 한 선군시대 경제구조를 수립하

였다. 

특히 김정일시대 북한이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시행하면서 일관되게 견

지해 온 입장은 바로 시장이 계획사회주의체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작용

하며 이는 인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소위 북한이 추구하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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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는 지랫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당국의 기조가 분명하게 표면화가 된 계기는 1998년 김정일 정권이 출범

한 이후 시행된 헌법 개정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헌법 제 33조 내용에 의하

면“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

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수단)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북한이 계획경제와 시장의 관계를 어떠

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안의 사업체계의 핵심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라는 경제관리 운영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계획화 사업을 관리

함에 있어서 당국의 개입을 제도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채산

제는 생산력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장 및 기업소가 부분적으로 독자

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며, 북한 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적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생산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원가, 가격, 그리고 수익성51)이라는 물질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1980년대 이후 경직된 북한 경제체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한 것이 아닌 계획경제 내에서 

계산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도입한 방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위의 조항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면 김정일 체제의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

계의 운영방식을 통해 당의 지도52)를 확고히 하는 바탕 하에 계획경제 관리

51)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화폐와 가격, 재정과 같은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

적 수단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용되는 목적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사

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상품화폐관계와 관련된 경제적공간들이 기본수단으로 될 

수 없다”고 보면서“사회주의경제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을 반영한 

계획적관리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사업이 조직진행되는것만큼 사회주의기본경제법

칙과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법칙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적공간이 기본으

로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은“화페와 가격, 재정과 같은 상품화페관계와 

관련된 경제적공간들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어디까지나 계획적관리의 보조적수단으로 리용된다”고 설

명했다. 박흥규,“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상품화페관계와 관련된 경제적공간의 리

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김일성종합대학학

보』경제학 제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p. 79.

52) 북한의 경제 관리에 있어 기본적 방침은 당의 정치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를 국가의 통일적 지도하에 계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북한은“기회주의적견해는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관리가 경제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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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유지하려는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과도기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 잔재인 가격, 

원가, 수익성과 같은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을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북한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반

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

들을 제시하면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경제관리 개선 정책 중 주목해

야 할 부분은 계획적 경제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상품화폐관계이용을 기업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부분이다53). 이를 위해 

북한은 국영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모든 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통해서 조직 집행하려는 

편향을 극복하고 가격과 생산, 유통분야에서 대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

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의 핵심 주축인 군

수공업부문의 발전이 당 내 관건적인 사업으로 거론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민 필수품을 제공하는 지방기업소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

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선군경제건설노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방기업소에 대한 당의 재정적 지원을 줄이는 

대신 시장을 매개로 자력갱생 방식의 경영운영 전략을 세우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7.1 조치에서 언급한 시장의 활용문제는 

부분적으로 지방기업소를 회생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매개로 국가이득금을 획득하여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동시에 지방기

업소를 통해 생성되는 상품들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해법도 동시적으로 고려된다는 정치적 계산이 맞물린 것으로 해

장애를 조성하는 근본요인인듯이 진실을 외곡하면서 그것을 거세하기 위한 데 모

든 공격의 화살을 집중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관리를 

거세하는것이 자본주의적관리방법을 끌어들이는 전제조건이기때문이다,” 리명

호,“경제관리와 경제제도의 련관을 부인하는 기회주의적견해의 반동성,”『경제

연구』제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p. 49.

53)“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의 작용과 관련한 원가, 가격, 리윤, 수익성 같은 

경제범주도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과 기업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보조적수

단으로 정확히 리용하여야 합니다,”서재영 (2005),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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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활용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

는 경제 관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로 거론된 

것이며, 여기서 시장은 소비재 시장에 국한된 영역 내에서 지방기업소들이 

유무상통 방식으로 잉여 상품들을 판매하여 기업 이득금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소 차원에서 상품의 양을 늘림으로써 주민들이 보유한 현금을 국가 수

중에 집중시키려는 목적에서 시장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간 암

시장 내에 유포된 자금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시장 영역 내로 집결시

킴으로써 화폐유통구조를 당국의 관리 하에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김정일 정권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세력에 맹목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닌 시장의 기능을 

상부구조의 이익과 결부시켜 활용하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확대된 시장을 방관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닌 당의 전략적 이익과 조

화시킴으로써 시장 영역을 국가의 주도권 하에 포섭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대중적 차원: 집단주의 원칙을 견지한 시장추구

북한이 계획경제와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시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국 스스로 사회주의 국영상업과 협동상업이라는‘공적 

공급망’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원만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합리적으

로 이용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고 전반적인 주민생활수준을 높이

는데 일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54). 즉, 시장에 대한 허

54)“농민들이 개인부업생산물가운데서 자기가 소비하고 남은 여유농업생산물을 누

구에게나 마음대로 팔거나 필요한 물건과 바꿀수 있도록 하는것은 농민들로 하여

금 농부산물과 부업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자극한다. 이리하여 농민시장은 

농촌에 잠재하고 있는 예비를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가지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을 높이는데 일정하게 기여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은 국영상업망들

에서 손이 덜 미치고있는 여러 가지 세소상품들을 광범히 동원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도시 및 로동자지구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

게 한다. 이것은 농민시장이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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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책은 아래로부터 생성된 시장화 세력을 당국이 경제관리 차원에서 추진

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국의 

규제 하에 시장에 대한 이용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의 성공유무

를 넘어서 시장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김일성 시기부터 존재해 온 농민시장

을 당국의 경제노선과 결부시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거래품

목을 규정하는 것과 가격의 조정55)을 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 있

다. 이는 시장이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상업의 한 형태라고 하여 이에 

대한 지도와 통제 그리고 가격조정을 소홀히 하면 모종의 부정적 현상들이 

초래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없애려고 한다면 이 또한 

암거래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 수 없다

고 지적하면서 당국 차원에서 시장 관리문제가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에 북한은 집단주의적 경제관리 방식에 의거하여 계획경제와 시장

과의 관계설정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

다. 북한이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집단주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전 사회적 이익 그리고 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개

별적 단위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제 관리를 실현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북한은 집단주의가 개인이나 개별적 단위의 이익을 간과하거나 희생하는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이나 개별적 단위들도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

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중요한 임무

라고 보고 있다. 집단주의적 가치를 사회주의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당국

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며 그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을 준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리동구,“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가격의 올바른 조정,”『김일성종합대

학학보』경제학 제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8), p. 58. 

55) 북한은 시장에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관계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 자연발생적으

로 정해지는 것을 시장가격의 불안정성의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농업생산물의 수매가격 수준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시장 가격의 안정

성은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경공업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여 소비품 생산을 확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이 본질적으로 가치법칙에 의해 작

용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소비품 생산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는 데서 기인한다. 

- 48 -



- 48 -

의 입장에서는 시장영역을 계획경제 틀 내로 포섭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치

적 논리를 동반하여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도모한 시장영역은 결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

님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면한 현실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계획경제자체만을 추진하여 경제회생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시장을 적절히 도모하여 

이를 계획사회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익이 

된다면 이는 개인적 이익의 실현을 넘어서 전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이익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는 모든 주민들의 시장 활동은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아닌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며, 이 과정에서 집단주의 사상을 훼손할 수 있는 모종의 행위는 당

국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규제되고 통제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일시대 북한은 시장영역을 다룸에 있어서 

당적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집단주의의 견지에서 부분적인 개인의 경제활동

을 허용함으로써 고정화․격식화된 기존의 경제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발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분명히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익보다는 체제 안

보상의 이익을 중시하는 북한 당국의 행보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

속적으로 시장영역과 불안정한 동거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 49 -



- 49 -

III. 시장에 대한 허용과 통제의 반복기 (1995년~2000년)

김정일시대 시장 정책의 흐름은 특정 시점에서 취해지는 당국의 정책

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계로 명확한 시기 구분을 파악하는 것이 녹록치 않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의 공식발언이나 로동신문 등

의 자료를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 정책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

을 택하였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 진행된 고난의 행군시

기를 두 시기로 나눈 후 이 틀을 기반으로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인 1995~1997년의 

기간을 고난의 행군 1기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이 시기에 거론된‘혁명적 

경제전략’은 사회주의권 붕괴 후 북한이 체제 재정비를 시도하기 위한 기

폭제가 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8년 1월 8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사회

주의 강행군이라는 경제선동 구호를 표명함으로써 고난의 행군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상의 재정비를 도모하였다. 

사회주의 강행군 시기는 강성대국론을 선포한 1999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후 2000년 1월 1일 북한은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우리 인민의 투

쟁으로 여러 해째 계속된 어려운 행군이 마침내‘구보(驅步)행군’단계에 접

어들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비정규적인 행군시기를 완료했음을 천명하였으

나 이는 고난의 행군이 전면적으로 종료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이

전 시기에 비해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기간을 고난의 행

군 2기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특히 당시에는 기존의 3대제일주의(농업․  경
공업․  무역제일주의)로 요약되는 혁명적 경제전략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국가 차원에서 투자해야 할 산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혁명적 경제

정책’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시기였다. 당국은 이를 계기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6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내

부 재정비에 돌입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두 시기에 걸친 고난의 행군 시기동안 북한은 사회주의 체

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차원의 재정비를 통해 김정일 체제는 종전 정권의 이념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도약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존재는 북한이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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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활용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의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장은 고난의 행군기간동안 김정일 

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정책을 구사해 나갔는지를 살펴본 후 이에 대

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1. 고난의 행군 1기: 시장에 대한 허용기 (1995년~1997년)

1) 배경

(1) 대외적 요인: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

북한은 1993년 당중앙위원회 제 6기 제 21차 전원회의에서 제 3차 7

개년 경제계획(1978~93년)이 예견하였던 일부 중요지표들(공업생산의 총규모

와 전력, 강철, 화학섬유 등)의 계획이 미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면서 

3년간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를 설정하였다. 북한에서 완충기(이른바 

조정기)는“사회주의건설에서 한단계의 과업이 끝났을때에 이미 달성한 성

과를 공고히 하고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역량을 보충, 정비, 재편성하는 준비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당시 김일성은 

1994년 1월 신년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완충기간을 선언하였으며, 

당해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7차 회의를 통해 완충기 기간 중 수

행할 과업을 농업, 경공업, 그리고 무역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바 있

다. 북한에서는 이 세 가지 방침을 통틀어‘혁명적 경제전략56)’이라고 명

명하였으며, 당국은 이 전략을 통해 비로소 사회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강

56)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은 경제장성속도를 조절하며 기본건설투자를 대담하

게 줄여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과 자재, 설비들을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인민소

비품생산과 수출품생산을 늘이는데 돌릴것을 기본요구로 하고 있다. 다시말하여 

인민경제의 투자구조에서 소비재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을 생산수단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늘여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조, 완비하고 소비재생산부문의 발전속도를 생산수단

생산부문보다 더 높일것을 예견하고 있다,” 리준혁, “혁명적경제전략의 관철과 

사회주의 경제적진지의 공고화,”『경제연구』 제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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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권 시장이 소멸되고 교역부진 현상이 점진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북한체제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국의 정치적·경

제적·외교적 역량을 무력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김일성 사망 직

후 본격화된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계획경제구조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을 

일거에 드러내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당국이 그간 추진해 온 사회주의 경

제발전전략이 종국적으로 실패했음을 공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 3-1> 북한 산업별 성장률 (1994년~1997년)

주: 통계청 북한통계 (URL: http://kosis.kr/bukhan/) 최종검색일: 2013년 

    6월 24일.

위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당국이 시인한 바대로 북

한이 전략적 경제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화학공업부문이 여타 부문과 비

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북

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통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표

기가 없었으나, 우리 측이 추정한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경제상황은 김

일성 사망 이후 연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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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당국도 이러한 인식한 듯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공업 혹은 

인민경제선행부문인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금속공업, 그리고 철도수송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농업과 경공업은 물론이고 대외무역을 확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57) 이러한 북한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김일성 시대부터 고수해온 

중공업우선발전 전략을 통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 제 3차 7개년 계획 이후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됨에 따라 당의 입장에서는 향후 국가가 제시할 새로

운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침체된 중공업 부문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공업우선주의노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경제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주의 완충기 

기간에 발행된 북한 공식 문건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소비재생산부문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실상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면 이는 

소비재 자체에 대한 생산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재생산을 위한 생

산수단 즉, 중공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소비재생산을 중시하

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58). 당시 북한이 추구했던 바는 소비재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닌 소비재 생산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기 위

해 중공업의 구조와 역량을 재정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보

는 것이 정확하다. 이는 당시 북한이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공업건설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는 의지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미루

57) 리기성,“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경제연구 제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

판사, 1994), p. 3;“중공업의 목적은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원료, 자재를 넉넉히 대주어 인민들에게 식량과 여러 가

지 소비품을 더 잘 생산보장하자는데 있다. 실지 우리 나라 중공업건설에서는 당

의 정확한 중공업건설방향에 따라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게 그 구조와 능력이 꾸려졌다. 이러한 중공업토

대가 튼튼히 마련된 오늘의 조건에서 인민생활을 한계단 추켜세우기 위한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에 보다 큰 힘을 넣어 소비재생산의 장성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이다,”리기성(1994), p. 4.

58)“그리고 당의 경제전략에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의 

발전에 힘을 넣는것은 한편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나

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쳐 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하기 위한것이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리기성(199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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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된 후 극심

한 원자재난을 격을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무너진 중공업 구조를 회생시키

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자금난 확보가 절실하였다. 김정일 체제가 혁명적 

경제전략을 통해 경공업 발전을 중시하게 된 배경도 바로 중공업부문의 투

자를 위한 재정마련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59). 북한은 공식적으로 생산수단

에 대한 발전보다는 소비재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그간 중

공업우선발전전략으로 인해 초래된 산업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

를 표명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소비재생산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중공업 부

문 구조를 개편하면서 동시에 소비재 생산증대를 통해 중공업 발전을 위한 

자금마련이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완충기동안 북한이 내세운 혁명

적 경제전략은 사실상 3차 7개년 계획기간 동안 부실해진 중공업 부문구조

를 한 단계 진일보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여겨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완충기가 완료된 1998년부터 혁명적 경제전략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대신 중공업 발전을 강조하는 당의 방침이 북한 문헌에서 거론되었다는 점

에서 설득력이 있다.

(2) 대내적 요인: 경제위기에 따른 체제 재정비 요구

대외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지역질서의 개편이 가중되고 

대내적으로 경제위기가 급증함에 따라 김정일은 당내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주로 실질적인 경

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염두에 두고 있기 보다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계를 가졌다60). 이러한 배

59)“일반적으로 경공업은 중공업에 비하여 투자의 효과가 빠를뿐아니라 자금순환도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은 경공업자체발전뿐아니라 중공업을 비롯한 

다른 경제부문들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리준혁(1996), p. 15.

60) “1990년대 중엽에 들어 서면서 경제형편이 어렵게 되자 다른 나라의것, 자본주의

적인 것들을 넘겨다 보면서 우리 경제제도에 대해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

는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 잡고 

우리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경제제도고수를 위한 투쟁에 전민

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상

- 54 -



- 54 -

경의 원천적인 이유는 북한이 항시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봉쇄정책에 기인

하기도 하지만, 김정일의 연설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상 당 내부적 차원에

서 제기된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경

제일꾼들이 경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

판하면서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61). 이러한 배

을 발동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원칙을 변함없이 틀어 쥐도록 

이끌어 나갔다. 사회주의경제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경제이며 인민대

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사상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

는데서 물질적자극공간, 경제적공간들의 리용을 기본방도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는 편향들이 일부 나타났었다. 우리 당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방법이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

에 부합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히고 그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자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의 생산

적열의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이끌어 나갔다. 인민

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투쟁과정에 발휘된 자강도인민들

의 높은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으로 규정하고 그를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

에서 적극 따라 배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에서 물질적자

극에만 매여 달리는 비사회주의적요소가 자라날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의 경제제

도는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튼튼히 고수되게 되었다.,”리창

혁,“우리 당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고수와 경제강국건설의 성과적추진,”

『경제연구』제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p. 3.  

61)“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이 오늘과 같이 어렵게 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고

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조성된것이지만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혁명적경제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지 않은것과도 관련되여 

있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지도일군들을 믿고 나라의 경제사업을 맡기였습니다. 경

제지도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당의 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

고 애 써 일하였더라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풀릴수 있었겠

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정신

으로 살며 투쟁하라는 것은 어려운것을 참고 견디기만 하라는것이 아니라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라는것입니다. 경제문제와 인민생활

문제를 풀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 있게 고 나갈수 없으며 우

리의 사회주의를 지켜 낼수도 없습니다.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푸는가 못 

푸는가 하는데 우리 혁명의 운명, 우리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당에

서 혁명적경제전략을 제시하고 경제사업에서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강화

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중요한 방침들을 내놓았으나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는것은 당조직들이 당이 경제정책집행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잘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당조직들이 당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는것을 보고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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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는 당사업과 군대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김정일의 입장62)이 반영한 것

과 더불어 경제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정무원에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

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김정일이 사회주의권 붕괴와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 이후 

당 내부 차원에서의 체제 재정비를 모색한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 속

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

이 소멸된 현실 속에서 북한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증

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대외경제사업 

및 다양한 수출품 생산이 관건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63). 혁명적 경제전

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공업 발전을 주창했던 배경도 사실상 이러한 대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64). 대외무역을

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당조직들은 혁명하는 당의 전투적인 조직

답게 쇠소리나게 일하는 조직, 투쟁하는 조직으로 되어야 합니다,”김정일,“올해

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김정일선집』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77~284.

62)“지금 나라의 경제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원을 비롯한 국가경

제기관들에서 나라의 경제를 추켜 세우기 위한 대책적의견 한 똑바로 제기하는것

이 없습니다.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연

구도 하지 않고 창발성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당사업도 보고 군대사업

도 보아야 하기때문에 경제관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일일이 다 보아 줄수 

없습니다. 경제사업은 경제일군들이 맡아 하여야 합니다,”김정일,“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선집』1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p. 160.

63)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 진 오늘의 조건에서 그에 맞게 무역사업을 개선강화하지 

않고서는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할수 없으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수 없습

니다...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에 대한 경제봉쇄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조

건에서 그것을 짓부셔 버리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자본주의시장에 뚫고 들어 가야 

하며 그러자면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고쳐야 합니다. 원래 자립적민족경제건설

노선은 모든것을 다 자체로 생산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생산조건이 

유리한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팔아 없는것은 사다 써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

다. 자립경제는 유무상통을 전제로 하며 유무상통하는것은 어느 나라나 다 필요

한것입니다,”김정일(1996), pp. 165~167.

64)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외화벌이투쟁을 힘 있

게 벌리는 것은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대외경제부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

으로 대외경제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주요수출품생산을 늘이고 수출원천을 백방

으로 탐구동원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1997),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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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북한 무역총액 (1995년~1997년)

주: 통계청 북한통계 (URL: http://kosis.kr/bukhan/) 최종검색일: 2013년 

    6월 24일.

통한 외화벌이는 대내경제 회생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보다는 침체된 중공업 

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후 

1998년부터 북한 당국이 중공업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였다는 사실

이 그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시기에 추진된 혁명적 

경제전략에 예상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65). 이는 고난의 행군이 

65)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이 오늘과 같이 어렵게 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책동으로 하여 조성된것이지만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혁명적경제전

략을 관철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지 않은것과도 관련되여 있

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지도일군들을 믿고 나라의 경제사업을 맡기였습니다. 경제

지도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당의 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애 써 일하였더라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풀릴수 있었겠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정신으

로 살며 투쟁하라는 것은 어려운것을 참고 견디기만 하라는것이 아니라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키라는것입니다. 경제문제와 인민생활

문제를 풀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 있게 고 나갈수 없으며 우

리의 사회주의를 지켜 낼수도 없습니다.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푸는가 못 

푸는가 하는데 우리 혁명의 운명, 우리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인민생

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1차소비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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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당 내부적으로 체제유지 가능성에 대한 동요가 일어

났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또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에 따른 정권 차원에서의 

혼란 속에서 외부사상의 유입이 변수로 작용했을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2)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인식: 중공업기반마련을 위한 보조적 역할 

사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동안 북한 당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경제

발전 전략은 중공업 부문의 회생이었으며 이것은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

식 출범 이후 중공업이 군수산업의 계열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이 과정에서 중공업 발전을 위해 북한이 고려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흥미롭게도 국내시장의 발전과 연계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에 당의 경제전략에 따라 농업

과 경공업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유

족하고 문명하게 하면 경제적측면에서만 보더라고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로동력의 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앞으로 

중공업을 더욱 확대할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된

다66).

   

이상의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중공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과

정에서 경공업과 농업에서 창출되는 소비재들은 시장이라는 유통공간을 통

해서 거래됨에 따라 자금순환을 활성화 시키게 된다. 특히 시장의 기능과 

미 오래전에 경공업혁명방침을 제시하였으나 지금 인민들에게 1차소비품을 원만

히 생산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경공업공장들이 많고 그 생산잠

재력이 대단히 큰 조건에서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도 일군들이 마음먹고 달라

붙으면 1차소비품 같은 것은 얼마든지 생산보장할수 있습니다. 소비품생산에서 

지방공업이 많은 몫을 담당하고 있는것만큼 군들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을 돌리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군들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지방의 원료원천과 잠

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소비품생산을 늘이며 1차소비품을 주민들에게 원만

히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1997), pp. 277~282.

66) 리기성 (199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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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강화되면 종국적으로 경공업과 농업 부문이 성장하게 될 것이며 이

는 임금 지불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실현시키게 된다. 북한이 혁명적 

경제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력한 소비재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것은 결

국 경공업이 중공업에 비해 자금순환이 빠르며 유통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판매 범위 역시 넓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연관선상에서 

북한이 혁명적 경제전략 중 무역제일주의 노선을 주창한 것 역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품생산의 토대를 확대함으로써 대외시장을 통

해 외화를 확보하여 중공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자원을 구입하기 위해 추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미 3차 7개년 계획이 중요 지표부문에서 

실적이 미진하여 인민경제선행부문의 성장이 부진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공식문헌을 통해서 주장한 바를 추적하게 되면 대외적으

로는 경공업과 농업을 통한 소비재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는 기실 중공업우선발전 노선으로 회귀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침체된 북

한의 내수경제를 소비재시장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연관선상에서 북한이 혁명적 경제전략 중 무역제일주

의 노선을 주창한 것 역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품생산의 

토대를 확대함으로써 대외시장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여 중공업 발전에 필요

한 원료자원을 구입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미 3

차 7개년 계획이 중요 지표부문에서 실적이 미진하여 인민경제선행부문의 

성장이 부진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공식문헌을 통해서 

주장한 바를 추적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경공업과 농업을 통한 소비재 생

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는 기실 중공업우선발전 

노선으로 회귀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작업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침체된 북한의 내수경제를 소비재시장을 통해 극

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시장에 대한 당국의 조치: 당의 관리 하에 소비재 시장 확대 운영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를 거치

면서 김정일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까지 당 내부적으로 다양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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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이 소멸되고 국가 내부적으로 

만성적인 경제난을 경험하면서 북한 당국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국가의 배급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급력을 확보

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소비품을 충족시킬 수

밖에 없었다. 고난의 행군 1기 기간에 진행된 북한의 시장 정책은 당국의 

허용 하에 추진되면서 김일성 시대와는 차별화된 시장 방침이 진행되었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10일장으로 열리던 농민시장이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서면서 매일장으로 확대 개편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시장에서 거래

될 수 없는 주류, 의류, 식품, 가전기기, 의약품, 수입품 등이 거래될 만큼 

시장의 성격과 내용이 종전과는 다른 측면을 노정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종전 정권에는 주변적 위치에 머물고 있었던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접어들면서 점진적으로 북한 경제의 중심부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망이 유지되고 또한 주민들의 시

장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던 김일성 시대와는 달리 고난의 행

군 1기를 기점으로 시장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첫째, 거래품목대상에서 식량을 포함한 공산품이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 사회주의 시장에서 품목에 대한 규제는 철저히 당

의 정치적 이익과 맞물리며 이루어진다. 이는 국가가 공급하는 주요 품목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함으로써 체제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당의 중앙집권

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배급체계가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이전에 규제대상에 포함되었

던 상품들이 다양한 시장주체들이 등장으로 인해 암시장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급능력의 상실에서 비

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공업 부문

의 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경공업과 농업을 매개로 확보하기 위해서

는 이 부문의 공장 및 기업소들이 거래할 수 있는 판매망을 넓힐 필요가 있

었다. 따라서 당시 농민시장 내에서 거래품목이 확대된 것은 수요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기 보다는 중공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당국의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당 차원에서 주요 품

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측면도 존재했었겠지만 다른 이면에는 거래품목

- 60 -



- 60 -

에 대한 당국의 통제권을 의도적으로 완화시킨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둘째, 북한에서의 시장의 역할과 기능은 철저히 당의 목표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이전에는 체제위협적 요소로 간주되었

던 시장은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서 계획경제의 보완적 요소로 자리 잡았

다는 것이다. 앞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거론된 국내시장의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한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일 체제는 완충기를 거치면서 

시장을 당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대립시키기 보다는 이를 중공업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었다는 것이다. 물

론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김정일 정권 중반에 들어서면서 변화되는 측

면이 있었지만, 적어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시장에 대한 개념상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조는 후에 김정일 정권 초기에 취해진 시장 완

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서 유추할 수 있듯이, 김정일 정권의 시장 정책은 당이 추구하는 경제발전

에 대한 정치적 관점이 유지되는 조건 속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된 경향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장정책의 결과

고난의 행군 1기를 거치면서 외연을 확대하기 시작한 북한의 농민시

장은 단순히 국가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불가피

하게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일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는 1994년

부터 고난의 행군 2기가 시작된 1998년의 기간을 상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김정일 체제가 모종의 정치적 계산을 통하여 국가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통해 허용한 

시장은 종국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내었는가?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첫째, 시장에 대한 허용정책은 김일성의 유훈인 혁명적 

경제전략(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취해진 

조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유훈통치를 통해 종전 정권의 

권력을 계승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혁명적 경제전략은 이미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로 인해 경제적 탈출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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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과도기 단계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를 완료

하는 시점에서 김정일 체제는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운용의 

기본방침을 마련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김정일은 완충기간을 통해 

중공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보하기 위해 혁명적 경제전략을 이용하였으

며, 시장은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다. 혁명적 경제전략의 속성상 시장의 이용은 불가피하였으며, 특히 자금순

환을 통해 재정확보를 기대했던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 시장이라는 공간은 

분명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포섭해야 할 영역이

었던 것이다.

둘째, 북한은 혁명적 경제전략을 통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

면서 이를 기반으로 대외무역의 활로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동안 공장 가동률은 자재, 전략, 및 설비 부족으로 인해 30%이하의 수

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특히 식량난은 공장 및 기업소 종사자들로 하여금 

사적 경제활동에 가담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당에서 배급체

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혁명적 경제전략은 민수부문의 

공장과 기업소의 정상적 운영이 필수적이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동안 당

국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 공장

들 (군수공장 또는 기간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수공장에 대한 지원

을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으며, 비록 유통부문 국한된 영역이었지만 대다수의 주

민들은 국가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분야를 다양한 사적 경제활동의 참

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내 민수공장의 가

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품목들

은 수입산이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의 교역대상국인 중국에서 수

입되는 상품들은 장마당 거래품목의 80~90%를 차지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경공업과 농업 생산을 증산시킴으로써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더

불어 대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외화획득을 통해 중공업을 위한 생산자금을 

확보하고자 했던 당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김일

성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국가의 기반시설이 공고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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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치였으나, 이미 누진된 산업불균형의 결과로 인하여 민수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 속

에서 북한의 무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도로 변모하였으며, 특히 중

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고난의 행군 2기: 시장의 위축과 묵인기 (1998년~2000년)

1) 배경

(1) 대외적 요인: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와 중공업우선발전노선으로  

         의 회귀

북한이 사회주의 강행군을 도모했던 시기는 1997년부터 촉발된 아시

아경제위기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대외무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던 시점에서 발발한 아시아경

제위기는 당시 내수시장의 붕괴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북한으로서는 

저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사실상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회생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국의 계획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 경제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1998년부터 북한의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에 대한 

중요성이 북한 문헌을 통해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공업, 농업, 무

역제일주의로 대표되는 혁명적 경제 전략이라는 용어는 매체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 시대에 무리한 추진

한 중공업우선발전 노선으로 인하여 민수부문관련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률

이 현저히 급감함에 따라 혁명적 경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기 어려운 사정과 연관이 있다. 이 시기부터 북한은 경제계획화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을 명확히 다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1998년의 시기적 특성상 선군정치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김정일 정권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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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북한 산업별 성장률 (1998년~2000년)

주: 통계청 북한통계 (URL: http://kosis.kr/bukhan/) 최종검색일: 2013년 

    6월 24일.

종합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된 우리의 경제토대와 경제구조에서 

핵으로 되는것은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반적성과는 인민경제의 골간을 이루는 기간공업부문, 중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전력공업과 채취공업, 금

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은 확대재생산의 물질적기초이

다. 중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 

또한 중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인민생활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

화하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67). 

위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북한은 1993년까지 고수한 3차 

67) 리기성,“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경제를 변함없이 발전

시키는것은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경제연구』제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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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년 계획을 통한 중공업 발전 노선으로 회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경공업과 농업 그리고 무역제일주의를 통해 중공업 발전을 위

한 경제구조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당국의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게 됨

에 따라 종전의 노선에서 선회하여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적민족경제

를 건설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

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하는 노선을 통하여 북한식의 경제구조를 새롭게 강

화하고자 한 의지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2) 대내적 요인: 김정일시대의 개막과 선군정치

1998년을 기점으로 김정일은 선군정치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군시대의 출범을 알렸다. 고난의 행군 2기의 시발점

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김정일은 군수공장이 집한 자강도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68)하면서 군수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였

다.

“지금 우리는 전후시기와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

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형편이 전후시기보

다 더 어렵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후시기에는 그래도 그때에

는 사회주의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진 조건에서 우리가 혁명과 건설을 하면

서 류례 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시

적으로 난관을 겪고 있지만 멀지 않아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

할수 있습니다. 적들도 우리 인민이 당의 두리에 뭉쳐 혁명적신

념과 불굴의 의지로 부닥친 난관을 맞받아 나가고 있는것을 보

고 인차 강성대국이 될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업을 중시하고 군수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

다. 지금의 정세에서는 우리에게 사탕보다도 총알이 더 필요합

니다. 사탕은 먹지 않아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으면 사회주의

68) 2000년에 발간된『김정일선집』14집에 따르면 김정일은 1998년 1월 16일~21일, 6

월 1일, 그리고 10월 20일과 22일에 자강도를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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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켜 낼수 없고 살아 나갈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고 하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69).”

 

김정일 정권의 핵심 통치이데올로기인 선군정치가 경제부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해답은 1998년 김정일의 자강도 방문에서 행해

진 연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바, 북한은 선군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폐기하고 군수부문의 발전에 기반을 두는 경제회생 전략

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8년을 기점으로 경공업․농업․무역제일주의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은 이유는 이 부문들에서 일정 부분 성과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김일성 사망 이후 3년간의 유훈통치를 수행하기 위

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1998년 새해에 군수공장 

집 지역인 자강도에 방문한 것은 3년간의 유훈통치기간 동안 김정일의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은 선군정치를 경제 분야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군수공업의 

발전에 집중하는 노선을 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기조

는 이후 2002년 9월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시대 전반에 걸쳐 도입된 제반의 경제정책들이 국방

공업우선발전전략에 복무하도록 제도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쳤

다고 볼 수 있다.  

    

2)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인식: 소비재공급을 위한 통로

고난의 행군 2기는 경제건설을 목표로 하는‘사회주의 강행군’이라

는 구호를 통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담론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종전 시기에 

비해 경제사정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고난의 행군 1기 기간 동안 축

적된 경제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취한 새로운 경제건설 

목표는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이었다. 이 시기부터 북한의 농민시장은 단순

69) 김정일,“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

자,”『김정일선집』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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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영상업망의 보완수단이 아닌 대체수단으로의 기능으로 확대되기 시작

했다. 특히 주민들이 생필품과 식량의 60~70%를 장마당을 통해 조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난의 행군 2기 동안 북한 당국은 중공업우선발전노

선으로 회귀했으나 여전히 자금 확보의 통로로서의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고

자 한 측면이 있었다. 

농민시장은 농민들의 여유농산물과 축산물을 제때에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의 현금수입을 일정하게 

높이고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는데도 도움을 준다70). 

상기의 내용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주민들의 현금수입을 늘리는 매개

공간으로서의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 것은 주민들 수중의 현금 확보가 늘어

날수록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순환이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북한은 농민시장에서의 가격체계가 안정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비품생산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침은 시장에서의 거래빈도를 높임으로써 당이 확보할 수 

있는 화폐량을 늘이기 위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혁명적 경제전략을 

통해 유휴화폐자금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된 바 있으나 침체된 경제

구조상 일시적인 1차 소비품 생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정일은 지속적으로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요하면서 

1차 소비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독촉하였는데, 고난의 행군 2기에 

들어서면서 당의 중공업 우선적 발전전략이 강조됨에 따라 소비재 시장의 

중요성이 계획부문과 상호작용하면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고

난의 행군 1기에는 중공업이 발전에 기반을 둔 국내시장의 발전에 집중하였

다면, 고난의 행군 2기에는 인민생활향상에 주력한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민수부문의 위축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3) 시장에 대한 당국의 조치: 시장에 대한 묵인과 통제의 반복

70) 리동구,“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가격의 올바른 조정,『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제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8),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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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농민시장에 대한 당의 방침은 국가에서 제공해주지 못하

는 소비품을 시장을 통해서 충족시킬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시

장의 수요를 만족할만한 생산재기업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는 상황에

서 경공업의 공급력을 늘이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 초기에는 시장에 대한 허용정책을 통해 사

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 동안 달성하지 못한 경공업 및 농업부문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9년도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은 사적경제영역

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유휴노동자들로 하여금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

령했다. 이는 당시 공장 및 기업소의 시장 진출로 인하여 기업본위주의가 

만연하게 됨에 따라 이를 당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

이다. 실제적으로 1999년은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시기였

으며, 이때에는 종전시기보다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어 북한 경제가 플러

스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경제성장에 대한 김정일의 자신감 회복으

로 인해 북한은 이 시기부터 모든 경제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

하였으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1999년 4월에 발표된 인민경제계획법은 북한이 계획

경제체제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정

으로 인해 북한은 사적영역에 유출된 유휴노동력을 모두 계획영역 내로 포

섭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쌀, 조, 수수 

등 곡물류와 담배,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조

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00년도 고난의 행군이 완료되는 시기에 이

르기까지 지속되었다.

4) 시장정책의 결과

고난의 행군 2기를 거쳐 모든 행군기가 마무리 되는 2000년까지 북한

은 경제부문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등 대외원조의 지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물

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주요 산업부문에

서 일정한 성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중공업우선발

전전략을 고수하는 경제노선을 유지함에 따라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성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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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을 면치 못하였다. 앞서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선군시대 

북한은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민수부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상대적

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난의 행군 2기에 북한의 

경제성장은 사실상 중공업부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민수부문은 선

군경제건설노선이 유지되는 한 쇠퇴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연동하여 나타나는 시장의 역할과 그 비중은 북한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

지 않던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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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장정책의 완화기 (2001년~2004년)

북한은 2001년 1월 1일『로동신문』에 게재된 신년공동사설71)을 통해 

강성대국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당 차원에서 경제도약을 위한 체제

재정비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 2001년은 2000년까지 전개된 고난

의 행군을 마무리72)한 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

해 새로운 경제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었다.73) 특히 김정일 정

권은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구축하기 위해 선군경제건설노선과 사회주의경제

관리개선 조치들을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조건들에 대응

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완화정책은 경제강국 건설

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제 관리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이행함에 있어 시장을 어

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면에 내재된 당국의 정

치적 논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배경

71)“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로동신

문』2001년 1월 1일, p. 1.

72)“지난해 2000년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격동적인 사변들이 일어나

고 커다란 승리가 이룩된 해였습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55돐을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한결같이 떨쳐나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

룩하였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준엄하였던《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20세기의 마지막해를 빛나게 

장식하였습니다. 지난해처럼 우리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친 때는 없었습

니다,”김정일,“올해를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

자,”『김정일선집』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78.

73) "우리는 21세기의 첫해 주체90(2001)년에 지난《고난의 행군》에서 이룩한 승리

에 토대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

시키며 강성대국건설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강성대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맞게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 리성혁,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경제연

구』제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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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적 요인: 바세나르 협정(The Wassenaar Arrangement)과 북․중
무역빈도의 증가

북한이 김정일 정권 이후 시장에 대한 완화정책을 취한 배경에는 자

국에 대한 경제기술적제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74). 특히 사회주의권

이 몰락하고 북한과 거래하던 사회주의 시장들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북한의 경제는 침체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북한도 인정하고 있듯이, 

대(對)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75) (일명 코콤)에 이은 바세나르 협약76) (통칭 

74)“우리나라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가장 주되는 원인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질식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였다. 미제는 힘의 정책과 

평화적이행전략을 배합하고 돈주머니까지 흔들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을 

자본주의 길로 되돌려세워 저들의 정치적지배권안에 넣기위해 일대 공세를 벌렸

다. 한편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공세와 압력에 굴복하여 다

원주의를 표방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여 결국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허물어지고 세계 사회주의시장이 일시에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회주의시장

의 붕괴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가지고있던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자 미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정치적압력과 군사적위협, 

경제적봉쇄와 사상문화적 와해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여 나섰다. 

일찌기 1950년대 조선침략전쟁의 첫 시기부터 반세기동안 우리 나라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무역, 금융 등 경제거래의 모든 면에서 20여가지의 악법을 조작하고 경

제적제재를 가해온 미제는 핵미싸일위협, 인권문제 등을 걸고들면서 초고압적인 

경제적봉쇄를 가하여왔다. 그리고 1996년에는 제2의 코콤인 와쎄나협정과 같은 국

제제재기구들을 조작하고 유엔기구들까지 리용하여 경제기술적봉쇄를 강화하였

다,”길춘호,“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원동력,”『경제연구』4호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003), p. 5. 

75) 코콤은 대(對)공산권 수출규제에 관한 자유주의 제국 정부 간의 비공식 협의기관

이다. NATO 가맹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15개국과 일본이 함께 조직했으며, 

1989년 4월을 기점으로 호주가 새로 가맹한 바 있다. 1949년에 발족한 코콤은 본

부가 파리에 있어 일명 파리위원회라고도 했다. 코콤에서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

은 당초 400개였으나, 가맹국간의 협의로 수정을 거쳐 1991년 7월에는 80개 품목

군이 되었다. 그러나 코콤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1994년 3월 31일자로 자진해체

하였고, 당해 4월 1일부터 기존의 17개 참가국에 러시아가 새로 가입한 신(新)코

콤체제가 잠정 발효되었다. 새 체제는 규제대상 품목 및 국가를 대폭 축소해 주

로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NPT저촉국과 더불어 유엔결의제재국에 대한 

전략물자 및 고도기술의 수츌규제만을 감시하게 되었다.

76) 바세나르 협약은 냉전시대 서방으로부터 전략물자와 기술도입을 저지시켰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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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코콤)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가

령 바세나르 협약은 북한이 남북경협이나 대외무역을 통해 원자재나 설비자

재 등과 같은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과정을 어렵게 하였다. 게다가 2004년 

당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결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

는데, 이는 1988년에 취해진‘수출입관리법’에 의하여 테러지원국으로 지

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에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냉전종식 후 군사적으로 점령하지 못한나라들을 과학기술

로 예속시키고 경제적 부속물로 만들고 있다77)”는 내용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중앙방송은 또 “바세나르 협정에서 규제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는 품목은 코콤에 비해 훨씬 많고 규제 대상국도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많은 발전도상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세나르 

협정은 사실상 더 반동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통제기구이며 우리나라를 비

롯해 자주적으로 나가려는 나라들에 대한 악랄한 경제기술 봉쇄 전략”이라

고 비판하였다. 실질적으로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

목78)을 통한 기술의 불법적인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110여 품목을 규제대상

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품목과 관련해서는 민수용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군수용으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출이 금지되

어 있다.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를 대신하여 무기관련 수출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협정

이다. 바세나르 협약은 코콤과 달리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및 구동구권과 개발

도상국까지 참가하는 국제적 수출관리체제로 1996년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설립총회에 33개국이 참가하여 협정을 체결하였고, 당해 11월 1일에 발표되었다. 

규제대상으로는 무기 및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기술로 총 110여 품목들이 있

다. 가맹국이 비가맹국에 대한 대상품목 수출을 허가한 경우, 자발적으로 사무국

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판단은 각국에 맡겨져 있

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

다. 규제대상국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명

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상정되어 있으며 한국도 회원국

으로 가입이 된 상태이다.

77)“북,‘바세나르 협정은 제2의 코콤’,”연합뉴스 2004년 7월 20일 (최종검색일: 

2012년 11월 22일).

78) 외교통상부 편람,“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관련 주요이슈,”2007  

 년 10월 12일 (최종검색일: 2013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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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정치적 흐름에 맞서 북한은 바세나르 협정의 미가입국인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미국

과 일본 등 국제사회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한 아래 

<표 4-1>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중간의 경제교류 확대는 불가피하였다. 

무엇보다 경제재건에 필요한 원자재나 설비 등 전략물자들이 바세나르 협약

에 저촉되는 경우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을 통한 물자도입은 북한의 경제재건에 있어 긴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표 4-1> 주요국별 수출입액 (1990~2011)

주: 통계청 북한통계 (URL: http://kosis.kr/bukhan/) 최종검색일: 2013년 

    6월 24일.

특히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의 물품 조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이는 북 ․ 중교역을 증대시키는 촉

매제가 되었다. 실제로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대부분이 중국산이

며79) 이로 인한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는 남한을 제외하면 대략 80%에 가

7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12년에 발간한『북한경제보고』에 의하면 북

한 암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원화보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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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80). 

전술한 바와 같이, 바세나르 체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 상품의 

유입을 가일층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했으며, 특히 북한 시장에서 수

입제품들이 대부분 독점하게 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당국의 정책이 자

연스레 시장에 대한 완화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초창기에는 북․중무역을 통

해 북한의 원자재나 설비 그리고 생필품을 수입한 것은 계획경제 체제가 제

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활성화 하는데 모종의 원동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북한의 소비재 시장이 근본적으로 유통 부문,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으로 나타

나게 된 배경이다.

2) 대내적 요인: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예비의 필요

 성 증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김정일 체제가 당면한 관건적 문제는 선군

경제건설노선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마련에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대외적 요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경제제재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급증하는 대외적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공업을 우선발전 전략으로 내세

운 선군경제건설노선의 적극적인 추진이 시급하였을 것이다81). 이를 위해서

는 외부자금통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의 위안화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평양 시내 최대 규모의 광복

지구상업센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료품, 의류, 전기제품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0) 김영윤, “중국, ‘북한 경제 접수’ 속도 낸다,”『시사저널』1107호, 2011년 1월 5일 

(최종검색일: 2013년 1월 10일). 

81)“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 지고 있는 조건에서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

금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 방대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자면 인민경제의 모

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입원천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것과 함께 여유화페자금

을 동원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리경화,“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공채,”

『로동신문』2003년 5월 6일,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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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도가 고안되어야 했다. 2001년 이후『경제연구』에서는 재정예비

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조의 논문들이 다수 실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금마련의 필요성이 북한 내부적으로 적극 고려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

다82).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부문은 유휴화폐자금이 유통될 수 있는 공간으

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생산에 요구되는 

원료와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시장은 계획부문의 보조적 공

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83).

82)“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에 숨어 있는 예비

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것

입니다.》재정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 것이 강성대국건설을 자금적으로 보장하

기 위한 중요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자금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금문제를 풀어 나가는것은 사회주의재정관리의 기본방향이며 그

것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옳게 해결하기 위

한 중요한 방도이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함으로써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여예를 최상최대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는 사

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금문

제를 풀어 나감으로써만 옳게 실현될수 있다. 국가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해

결방도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자체의 내부자금원천에 의거할수도 있고 다

른 나라의 외부적인 자금원천을 리용할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으로 되

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의 내부자금원천에 의거하는것이다. 자기 나라 내

부자금원천은 본질에 있어서 자기 나라의 내부자원과 자기 인민의 창조적로동에 

의거하여 조성되는 자금원천이며 여기에는 경제분야의 각이한 부문에서 조성되는 

화페축적과 재정예비가 속한다. 그러므로 내부자금원천에 의거하여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그 어떤 자금수요도 자체의 힘으로 원만하게 풀어 나갈수 있다 박성호, 

“재정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을 자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경제연구』 제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p. 39.

83) “2000년대에 들어서 경제계획화사업이 개선되여 성과를 거두고있는 한편 어려움

도 있다. 아직은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 자재를 대주지 못하는 형편이

다. 사회주의시장이 있을때는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었

지만 지금은 외화가 없으면 생산정상화의 전제를 마련할수 없다. 해결방도는 국

영기업을 기본으로 하고 보조적인 공간을 옳게 결합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완성하

는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적인 공간이란 시장을 념두에 두고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3가지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원료, 

자재들을 교류하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수입된 원료, 자재를 교류하는 수입물

자교류시장,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이 류통되는 종합시장이다. 무역거

래를 자본주의나라들과 하면서 단독으로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하자니까 종전과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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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시장에 대한 북한 당

국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84). 즉, 김일성시대에는 시장은 뒤떨어진 상

업형태이자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85)되었던 반면, 김정일시대에 들어서

같은 방법은 적용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변화된 환경이란 바로 이것

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시장도 계획경제와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국영

기업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이란 공간을 활용하고 옳게 결합시켜나갈것입니다. 국

장에 의하면 시장에서의 교류총액도 국가가 장악하는 등 조선에서는 시장도 계획

의 일원화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인 사

업도 해보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은 고치면 되는것입니

다,”김지영“국영기업을 기본으로 시장을 결합,”「조선신보」2005년 10월 28일, 

p. 3.

84) “90년대의 경제적시련의 시기, 나라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그 결과 수입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품들이 농민시장에 나오게 되였다. 농

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취한 조치라고 볼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시장의 기능

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는데 있을것이다. 최근에 조선의 경제행정일

군들은 시장도 상품류통의 한 형태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하지만 시장의 기능을 

홀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군 한다. 사회적견지에서 볼 때 시장이 인민들의 수

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가능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은 그 활력을 인민경제의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그 경제적기초를 생산수단의 국가적소유로 보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지

키면서 동시에 종합시장의 창설이 보여주듯이 대담하고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 나

가는것이 조선의 경제개혁의 특징이라 할수 있다,”김지영 “농민시장을 종합적

인 소비품시장으로: 조선중앙통신 론평이 조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

에 대하여 언급,”「조선신보」2003년 6월 16일, p. 4.

85) 김일성은 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원래 장이란 말은 사회

주의제도하에서 생겨 난 술어도 아니고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생겨 난것도 아니며 

봉건사회때붙 내려 오는 술어입니다. 장은 우리 나라 봉건시대에 일정한 장소에

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상업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봉건사회에서 장은 일반적

으로 상품류통이 진행되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장의 발전

력사는 매우 오래다. 장은 세나라시기에 수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생겨났다...사회

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

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농민시장은 력사적으로 봉건사회에서 생겨 난 장에 

그 연원을 두고 있고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것으로 하여 비록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형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자본주의적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실례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며 따라서 가치

법칙이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는것과 같은것을 들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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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장은 계획부문의 활성화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과 현

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일 정권이 경제강국

건설을 당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이상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

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다. 가령 재정확충을 위

해 민수부문의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공급이나 투자를 줄이고 대신 

독립채산제나 자체 재정예비 마련을 독촉하는 경제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86). 

주의제도하에서 농민시장이 원칙적으로 없는것이 좋다. 그런데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이 있게 되는것은 농촌에 협동경리가 있고 개인부업생산이 있는것과 관

련되며 나라의 생산력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특히 농촌부업생산물에 

이르기까지 다 국가적으로 생산보장할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충적인 상품원천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

민들의 화페수입을 늘이기 위하여 비록 뒤떨어 진 상업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시

장이라는 상업적공간을 리용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시장은 존재하지만 

앞으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이행하여 전민소유의 유

일적지배가 실현되게 될 때 농민시장은 없어 지게 된다.”

86) “새로운 경제관리에서는 나라가 세운 경제계획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어김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번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게된다. 계획을 넘쳐 

달성하여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공장, 기업소들은 그에 상응한 분배를 받게 된다. 

노동자들의 노임도 늘어 난다. 이와 같은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하여 나

라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계획지표의 

구체화, 부족되는 원료, 자재의 해결 등에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보다 높이 발

양시키는 방향에서 경제관리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지영․문광선,“경

제부흥을 위한 창조와 변혁: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제관리개선”「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p. 4;“재정예비를 동원리용하는것이 강성대국건설을 자금적으

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국가의 추가적인 투자없이 

사회주의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확대

재생산을 옳게 실현하려면 더 많은 물자재산, 로력과 함께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

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예비를 옳게 동원리용하면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가 

없이도 확대재생산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재정예비의 동원리용이 확대재생산

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원가의 저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물자재산과 

로력자원의 절약을 통하여 나타난다. 원가의 저하는 재정예비동원리용의 효과성

을 재정적측면에서 직접 반영한다. 재정적측면에서 볼 때 확대재생산과정은 기업

소들에서 생산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늘어 나는 자금수요를 재정체계를 통하여 보

장함으로써 더 많은 내부축적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그런것만큼 더 많은 내부축

적을 늘여 나가자면 생산에 대한 지출을 절약하여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가저하는 온갖 형태의 재정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할 때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재정예비를 동원리용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에 지출되는 직접비나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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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2001년~2004년 사이 북한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을 마련함으로써 선군경

제건설노선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수요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당국의 

행보는 기본적으로 대(對)북한경제제재에 따른 당 내부적 차원에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고조된 것과 동시에 체제유지 차원에서 국가발전전략의 우선순

위를 고려해야 하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

히 국방공업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 전략은 사실상 군수부문이 당이 추

구하는 관건적 사업임은 확실하지만 동시에 민수부문에 대한 발전 역시 인

민생활의 결정적 향상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 목표를 간과할 수 없

는 김정일 체제의 고민이 내포되어 있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선군시대 북한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통한 경제강국으로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군수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상대

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민수부문의 회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영역의 

확대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은 시장을 통해 

재정예비를 확충함으로써 민수부문으로 전가할 자금을 국방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인식

1) 정부적 차원: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보

북한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기반을 확충해

야 하는 과제는 김정일시대에 걸쳐서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되었다87). 이를 

를 절약할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재정예비를 동원리용하는것이 국가로부

터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않고서도 기업소내부축적을 늘여 확대재생산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박성호(2001), p. 

40.

87)“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의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

은 무엇보다먼저 필요한 화페자금을 제때에 충분히 조성하도록 하는것이다. 재정

은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페자금을 조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이며 화페자금의 분배리용은 그 조성을 전제로 한다. 

만일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관철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제때에 충분히 조성하지 

못한다면 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국방공업, 경공업과 농업, 중공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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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당국은 국민소득 외에 예비축적물자나 유휴화폐자금 그리고 주민들이 

예비로 가지고 있는 귀금속 등을 포함하여 화폐형태로 재정체계에 동원되어 

이용될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물론 재정충당을 위해 

원조, 차관 그리고 대부금 등 외부재정자원도 존재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외부자원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기본재정자원이 인

민경제내부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에 7월 1일에 단행된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북한 당국이 농민시장을 폐쇄하고 사적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88)은 국가통제 하에 유휴화폐자금을 충당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물론 국가의 공식 공급망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상

황에서 시장의 폐쇄는 심각한 인플레 현상을 초래하는 등 여러모로 부정적

인 파급효과를 자아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은 

이듬해인 2003년 3월~5월에 걸쳐 농민시장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차

례 제기하면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화 하는 데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물론 

시장에 대한 당국의 허용조치는 이미 1998년『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통해 

거론된 바 있었다. 당시의 주요 논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공업제품을 지속

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는 부분

에 집중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농민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99년 2월 김정일의 지시로 모든 시장주체들은 직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후 시장을 철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농

민시장의 허용조치가 고난의 행군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

시적으로 추진된 것이며, 특히 이 시기 동안 만연되기 시작한 암시장을 국

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당의 행보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을 통해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분석보

다는 이미 존재해 있는 암시장을 당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대북 인권단체인 RENK(Rescue the North 

발전에 필요한 화페자금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수 없는 것이다,”강철수,“선군시

대 경제건설로선관철의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김일성

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8), p. 67.

88) 유승경,“개혁․개방 정책 취할까,”『시사저널』제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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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지시 제 24호 주체92(2003)년 5월 5일

1. 지금 있는 시장들을 규모 있게 꾸리는 한편 새로운 시장들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할 것이다.

2.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들도 시장들에서 상품을 팔고 사도록 할 것이

다.

3. 시장한도가격과 상품가격을 바로 정해 주고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이

다.

4. 국영상업망을 활발히 운영할 것이다.

5. 기관, 기업소들에 일정한 범위의 현금류통을 허용해 줄 것이다.

Korean People Urgent Action Network: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망)가 

2002년 12월에 입수하여 공개한 시장관리운영규정관련 내각문서89)들을 살펴

보면 시장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반적인 입장과 의도를 유추할 수 있

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내각지시와 결정은 시장을 허용하는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재정확충을 위한 일련의 시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내각지시 제 26호와 내각결정 제 27호

 

 주: 임수호,『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와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 272~283.

첫째, 내각지시문을 살펴보면 북한은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종합시

장 상인들로부터 일종의 소득세의 개념인 국가납부금 (소득의 25%)과 매대 

89) 내각지시 제 24호 주체92(2003)년 5월 5일,“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민

시장을 사회주의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운영하도록 방향전환

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내각결정 제 27호 주체

92(2003)년 5월 5일,“시장관리운영규정(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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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결정 제 27호 주체92(2003)년 5월 5일

제 1장 일반규정

제 1조 이 규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장을 적극 장려하며 

사회주의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주신 지시

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

하여 제정한다.

제 2조 이 규정은 시장을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시장에 대한 지도는 상업성과 도, 시,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시장

을 내오거나 없애려고 할 경우에는 상업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조직과 관리운영에 대한 실무적지도는 도,시, 군인민위원회 상업부서가 

맡아한다.

제 2장 시장의 조직

제 4조 시장은 시, 군의 주민수와 지대적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리용

하기 편리한 곳에 한 개 또는 그이상 내올수 있다.

제 5조 시장의 이름은 해당 지역의 지명을 붙여 부른다. 

제 6조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설계에 예견하고 시장표준설계에 기초하여 

실정에 맞게 꾸려야 한다. 시장은 웃설미를 씌우고 바닥은 포장하며 매대

와 질보관창고, 상하수도시설, 위생실과 같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제 7조 시장을 꾸리는데 필요한 자금은 지방예산과 시장에서 상품을 파

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와 개별적 주민들의 자금원천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 8조 시장과 그 주변에는 식당, 편의봉사망, 수매상점 같은 봉사망들을 

꾸려 놓을 수 있다.

제 3장 시장의 운영

제 9조 시장은 매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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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시장에서는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로산물, 식료품, 생활필수품

을 비롯한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과 수입상품, 개인들이 만들었거나 여유

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팔거나 살수 있다. 시장에서 팔수 없는 국가통

제품은 상업성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 11조 집짐승과 가구류를 비롯한 부피가 큰 상품은 시장건물밖에 따로 

장소를 정하고 팔수 있다. 음식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업은 위생조건이 갖

추어 진 시장 안이나 시장 밖의 식당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

제 12조 시장에서 상품은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합의하여 팔고 사며 중

요지표의 상품들은 한도가격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팔고 사야 한다. 

한도가격은 국제시장가격과 환률시세를 고려하며 시장에서 가격조절의 

기초로 되고 있는 쌀, 먹는기름, 사탕가루, 맛내기 등 중요지표에 대하여

서만 해당 시, 군인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자체실정에 맞게 수시로 정한다.

제 13조 시장에서 상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와 개별

적 주민들은 시, 군인민위원회 상업부서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은 다음 

재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을 내야 한다. 시장

사용료는 매대면적과 위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시, 군인민위원회 상업부서

가 발급한 전표에 따라 매일 시장관리소가 받아 붙인다. 국가납부금은 소

득규모를 고려하여 소득의 일정한 비률로 월에 한번씩 재정기관이 직접 

받는다.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개인들은 월마다 소득액을 시, 군인민위원

회 재정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시장에는 은행기관의 저금소를 두고 운영할수 있다.

제 15조 시장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주민은 시장리용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 4장 도매시장

제 16조 도매시장의 운영은 해당 도매소와 시, 군상업관리소가 맡아 한

다.

제 17조 도매시장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보내는 

제품, 무역회사들의 수입상품, 개인들이 만들었거나 여유로 가지고 있던 

물건, 려행자들이 들여오는 수입상품 같은 것을 직접 현금으로 넘겨 받아 

소매단위들에 넘겨 주어야 한다.

제 18조 도매시장가격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좀 낮게 판매자와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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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합의가격으로 한다.

제 19조 도매시장들은 서로 상품교류를 할 수 있다.

(제 20조~제 29조까지는 누락)

제 30조 시장안에서 상품판매와 관련한 단속, 통제사업은 시장관리소일군

들이 하며 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들에 대한 단속통제는 인민보안기

관의 시장담당 보안원이 한다.

시장밖에서 장사행위에 대한 단속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검열단

속 통제기관이 한다.

제 31조 시, 군인민위원회는 시장관리소일군들이 시장관리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조장묵인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관리소에서 내보낸다.

제 32조 이 규정을 어기고 시장관리운영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납

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중성정도에 따라 책임 있는 일군이

나 개별적주민이 행정적 및 적 책임을 진다.

면적과 위치를 고려한 시장사용료90) (50~300원)의 징수 그리고 상점을 매대

하는 개인사업자들로부터 국가납부금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한 당국의 재정확보 조치는 종합시장에 관여하는 주

체들이 시장 활동을 통한 개인의 이익실현에 주력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확

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시장의 기능을 당의 경제

노선에 최대한 복무할 수 있도록 조세행정체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 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시장을 관리함에 있

어서 집단주의적 관점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

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의 핵심 경제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각의 지시에 따르면 북한의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들이 시장

을 통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소들의 경우 농

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상품거래를 음성적 형태로 시행

하였는데 2003년 내각의 지시는 기업소들로 하여금 상품 판로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생산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90) 상인은 1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시장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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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같은 해 4월과 10월에 작성된 비 문서 내각지시 58호91)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각종 기관과 기업소들의 시장 진출을 장려한 것이 

아닌 사실상 국가납부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재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모든 재정자원을 장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재정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기관과 기업소들이 마련한 수

익금을 당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내각이 근본적으로 국방위원회의 명령과 결정에 복무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문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내각

은 자신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국방비 납부금, 토지사용료 그리고 지방유

지금 등 국가납부금을 내지 않을 시에 재정성이 이들 기관과 기업소에 국가

예산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가령 영업중지, 강제납부 그리

고 벌금부과 등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각의 

방침은 기관과 기업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무역회사와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외화수입벌이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들을 포함하여 일반주민들에 이르기까지 

국가납부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각급 인민위원회

들이 징수활동에 협조 및 지휘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2003년 5월에 발표된 내각지시는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

으로 승격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내각문서 58호의 내용과 

연관해서 분석하면 이는 당의 재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종합시장을 전략적

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시장을 허용한 당국의 

조치의 이면에는 조세징수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포

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내각지시문의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종합시장의 등

장으로 위기에 처한 국영상점을 무역회사가 인수하여 운영하라는 지시이다. 

명목상 이는 상품고갈로 고전하고 있는 국영상점을 무역회사가 관리하게 되

면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무역

91) 일본의 탈북 지원단체인 RENK가 입수한 비 문서‘내각지시 58호’의 내용은 

2005년 1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모두 세 쪽 분량의 이 문

서는 김만철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탈북청년이 북한에서 비 리에 촬영하

여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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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하여금 국내소비자에게 공급 및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게 함

으로써 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화폐자금을 국가의 공식유통망 내로 유인하려

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92). 주민들 수중에 있는 화

폐들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 아닌 정부나 기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무역회사를 포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사회에서 내화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나 위안화

가 무역거래에 자주 통용되는 상황과 맞물리며 실제 북한 시장에서도 주민

들이 원화 보다는 외화거래를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

는 지속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의 입

장에서는 화폐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국영상점망을 활성화해

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무역회사를 통한 국영상점망 인수계획은 이들 기관

으로부터 소비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 수

중에 있는 유휴화폐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또 다른 목적은 자국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은행거래가 위축됨으로 인해 자금이 비축되지 못하

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북한 사회에서 원화유통량을 늘이기 위해서는 국영

상점을 통한 물품공급을 통해 국가재정 확충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기 화폐개혁을 통해 이미 수중의 자금을 강탈당한 주민들 사이에서

는 불가피하게 내화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들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비축하거나 또는 외화로 환전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민들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원

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를 종합했을 때, 북한 당국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동

원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의 원천을 국내경제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물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통망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시장에 분

92) 양문수는 무역회사가 국영상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국내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판로가 생겼다고 보는데 첫째, 도매시장을 거쳐 종합시

장에 판매하는 것이며 둘째, 국영상점에 직접 혹은 중간상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내각지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영상점에서의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수준이거나 또는 이에 근

접해야 무역입장에서도 국영상점에 대한 물품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양문수,“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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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이는 결과론적으로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에

서의 부담은 곧 정치적 책임으로 귀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국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시장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 당국은 2003년 내각 지시를 통해 기존에 농민시장에서만 

거래될 수 있었던 품목을 공산품 판매로까지 확대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물론 전략물자들과 생산수단은 판매목록에서 제외하였으나, 공산품 거래

를 장려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당국의 결정의 

이면에는 농민들의 화폐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제도적으로 구축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종합시장에 공산품 판매가 허용된 배경에 대해 북한의 공식문

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농민시장에서의 농민들의 판매활동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

이 아니라 필요한 소비상품을 획득하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

에서 농민시장은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여유농업생산물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필요한 공업상품을 자유로이 살수 있게 하여 

그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그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한

다.93)”

당국은 공업소비상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유 농업생

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농민들의 화폐가 사장될 수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암거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에 대한 해법은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당시 북한은 배급체계가 원활

히 작동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따라서 기존의 농민시장에서 종합시장으

로의 승격은 농민들의 유휴화폐자금을 원활히 유통시킴으로써 정부 차원에

서의 재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모종의 암거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 시행된 북한의 종합시장 허용 방침은 표면적으로 인식

되는 것과는 달리 당국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맞물리면서 상호작용

93) 리동구(1998),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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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시장 허용정책 이면에 내재해 있

는 북한의 근본적인 의도는 결국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의 연관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생산단위 차원: 민수부문 공장 ․ 기업소의 침체에 따른 무역상품

 유입통로

북한이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주창하면서 내세운 핵심 주장 중 하

나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건설노선의 근본목적이라는 

점이다. 당국은 정세의 변화와 현실적 조건에 따라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그

리고 인민생활의 어느 분야에 주력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도 주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당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본

성적 요구임을 강조하고 있다94). 당국이 이와 같이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늘

림으로써 인민생활의 향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95) 북한은 국제환경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구도라는 속성을 가짐으로써 자국에 

94)“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데만 의

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튼튼히 다지는데도 중요한 의의

가 있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며 우리 당의 인

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다지고 대중의 혁

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한 정치적문제이다,”손영석,

“현시기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김

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p. 64.

95)“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여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면 우리나

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되

며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게 된다. 따라서 

자기들에게 참된 삶과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준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보

다 더 두터워지고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은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지

게 된다.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이 확고해질수록 우

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

에서는 더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손영석,“현시기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

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 3호 (평

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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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

주의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위력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정치적 이상과 달리 북한의 현실은 그리 유리

한 조건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공업의 우선적 발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

은 이 부문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앙공업은 규모가 

큰 중공업 등이 해당되며 주로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면, 1차 소비품을 생산하는 지방공업의 경우 자체 지방예산을 통해 

운영되며 내부예비 및 원천을 활용하는 등 자력갱생의 정신이 요구되고 있

는 부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난 위기 이후 중앙의 국가예산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소위 ‘실리적’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건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높여 전 사회적 및 전 인민적 이익을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국방공업에 대한 우선적 발전은 이러한 측면에

서 시행되었으며, 자금배분문제에 있어서 당은 지방공업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이고 자력갱생 방식의 경영전략을 도입하게 함으로써 중앙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생활필수품을 지방공업96)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전

(前) 양강도 인민위원회 지방공업총국 지도원 출신이었던 김철수(가명, 남)는 

대안전기공장의 모범에 따라 자재공급은 생산계획에 따라 중앙에서 하부말

단까지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지난 시기까지는 중앙공급이 연

간 80%, 자체 자재조달은 20%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

앙의 자재공급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공업 생산이 난관에 직면했으며, 

따라서 중앙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후로 지방 자체로 해결해 

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공업 생산가동률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인민소비품의 질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품이 북

96)“김일성 생존시‘지방산업은 필수품 생산을 늘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교시에 의해 지방공장들이 세워졌다. 지방공장을 세운 가장 

주요한 목표는 지방의 자체 원료를 이용해 지방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100%로 생산하는데 있었다,”김철수,“지방공장, 큰 투자 없이 소비품 생산 늘

려,”『통일한국』3월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2),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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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을 장악하면서 북한산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97) 아래와 같이 중국에 대한 북한무역에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늘어

나는 추세이며, 국산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구매력의 저하 현상은 종국적으

로 북한 경공업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공장 가

동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국방력 강화에 있어서 후방

물자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98) 따라서 당국

으로서는 인민소비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전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

었던 것이다.99) 이처럼 북한이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유입을 우려하는 배

97) 중국 상품의 북한 시장 점유율은 대략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거래되는 이유는 인민경제생산체계가 1990년대 이

후 붕괴되고 이후 당국이 군수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북

한이 공산품과 생필품을 생산해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가내수공업이나 공장기업소에서의 8·3인민소비품 등을 통해 북한산 제품들이 시

장에 판매되지만 이는 품질이 떨어져 주민들 대부분은 중국 상품을 선호한다. 특

별취재팀,“北, 시장 외화 거래 일상화...中 위안화가 가격 기준,”데일리NK, 2013

년 4월 16일 (최종검색일: 2013년 4월 20일). 

98)“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군의 자

체의 원천과 예비를 동원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국방공

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 군

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위력을 강화하는것은 후방을 강화하고 전국을 요새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군사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를 빛나게 실현해 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전경남,“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의 역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 올리자,”『근로자』제 2호 (평양: 근로

자사, 2003), p. 47.

99)“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자면 또한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

고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

이 생산하기 위한 선풍을 일으켜야 한다,”한영옥,“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경제연구』제 3호 (평양: 과학백과

사전출판사, 2010), p. 9;“인민소비품을 량적으로 늘이는것만으로는 소비품에 대

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 경제의 문화가 발전하고 물질문화생활수준

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람들은 보다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여야만 

실현될수 있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면 소비품의 질적구성이 

개선되여 같은 량을 가지고도 인민들의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국 설비와 자재, 자금이 절약되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소비품의 가지

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 인민들에 대한 존중이 있고 애국심이 있다는것을 명

심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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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불필요한 외화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 경제건설의 핵심 투자부문에 대

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과 연관된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경공업공

장들은 매우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건화·현대화하

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국은 

지방공업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대신 이미 조성되어 있

는 생산적 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라는 지시만 

하달할 뿐 이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뚜렷한 방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

다100).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비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됨에 따라 

국영상점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종국적으로 주민들로 하여

금 시장을 통해 필수품 조달을 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필수품 수입을 증강

시킬 경우 이에 따른 외화소모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

국은 지방공업 발전을 고육지책으로 경공업 생산을 확대하여 시장에 유통되

고 있는 화폐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0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시장의 수입산 제품의 증가는 사실상 당

이 의도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102) 즉, 북한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경공업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충족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외적 환경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경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하는 방식의 무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

다103). 따라서 당국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상품에 대한 생산

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렴병호,“경공업을 발전시

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제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1), p. 74.  
100) 주현,“경공업공장들의 개건, 현대화는 인민생활향상의 근본요구,”『경제연구』

제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p. 17.

101)“인민소비품을 꽝꽝 생산하면 인민생활에서 전환이 일어나는것은 물론 경제강

국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보다 원활하게 류통되게 된다. 이것은 확대재생산을 추

동하여 인민경제전반이 활기를 띠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조웅주,“경공업은 올

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경제연구』제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p. 5. 

102) 김정일은“인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제품문제를 원만히 풀자면 지금의 경공업

생산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것만 생산하고 그밖의 인민소비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공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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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기 보다는 관건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자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북한은 외화벌이에 급급하여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오히려 나라의 경제건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수요가 높으면서도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을 수출해야 함을 강조했다.104) 당국의 이러한 조

치는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공급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과론

적으로 시장의 확대를 촉진시킨 요인으로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경공업 부문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

황에서 한편으로는 가용한 자원을 토대로 경공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시장과의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독

려하는 이중전략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목할 만 한 것은, 북한산 소비품들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외국산과 대결하고 있는 

북한산 식품의 경우 일정부분 수입산과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

다105).『림진강』의 구광호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식품은 확실히 국산품이 

많다”고 하면서“중국 제품은 외형이나 맛에서 나은 편이지만, 몸에 해로

운 첨가물과 위조품들이 많이 들어와 믿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잡지

는 저렴한 국정가격으로는 물건이 유통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안정

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지가 맞는 가격으로 팔아 이익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자

나 음료수의 제조 기계를 수입 하고 재료와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금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국영 식품 제조 기업이 어떠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

103)“인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제품들을 다 자체로 생산하기도 곤난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조건에서 경공업부문에서는 전통적인 몇가지 지표들과 우리가 잘 만

들수 있는 지표들을 자체로 생산하고 그밖의 인민소비품들은 유무상통의 원칙에

서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보장하여야 한다. 비단과 같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

색이 없는 전통적인 지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경공업제품지표는 계속 틀어

쥐고 생산하는 한편 우리에게 없는 것, 잘 만들지 못하는것은 자체로 생산하느라

고 하지 말고 사다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손영석(2006), p. 65. 

104) 가령 비단, 고려인삼가공품 그리고 백두산들쭉식료품과 같은 상품들이 이에 해  

 당한다.

105)“북한의 시장경제 (16),”『림진강』(오사카: 아시아프레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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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아직까지 북한에는 시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활성화 되어 있지만 

상품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적 형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반

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시장은 생산과 유통이 상호작용하는 구

조가 아닌 유통부문에 국한된 시장의 기능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김정일시대 북한은 국방공업에 대한 우선적 투

자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시장에 대한 활용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민

수부문과 연계하여 발전해야 하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북한에서 인민경제는 

군수경제보다 부차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주창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당

국 차원에서는 구체적 해법에 대한 제시보다는 원론적으로 거론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수부문 내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불균형적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동반

되어야 하지만, 현재 당국은 소위 한반도 내에서 북의 방식의 평화체제가 

수립되지 않는 이상 안보 불안요소는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지하고 있으

며, 따라서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당분간 유지될 것

으로 전망된다.  

3) 대중적 차원: 산업불균형에 따른 민수부문의 보완적 역할 

김정일시대 북한은 당의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시행하기 위해 국방공업 

발전 사업에 과도한 재정을 배분하면서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106) 특히 국무원 산하의 국가계획경제위원회가 관리하는 계획경제부

문에서 제2경제위원회가 담당하던 군수경제부문이 분리됨에 따라 북한경제

는 군수경제부문과 민수경제부문이라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선

군경제건설노선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원 

배분의 우선성이 요구되면서 민수부문을 담당하는 계획경제부문이 상대적으

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국적으로 국영상업의 기능이 약

106) 정은이,“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아세아연    

  구』제 54권 제 1호 (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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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의 공식 배급체계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밖

에 없었다.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당국으로 하여금 규제대상이었던 농민시

장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소비재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은 음성

적으로나마 장마당을 형성하여 스스로 조달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

다.

선군경제건설노선이 시장과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는 이 경제노선이 본질적으로 공업생산부문에 비해 민수생산부문을 부차적

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김정일시대 전반에 

걸쳐 민수부문의 성장률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재 생산의 

핵심인 경공업 부문은 농림어업에 비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국방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북한경제의 불균형적 성장이 종국

적으로 인민생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3> 북한 농림어업 ․ 경공업 성장 동향 (1990년~2011년)

주: 통계청 북한통계 (URL: http://kosis.kr/bukhan/) 최종검색일: 2013년 

    6월 24일.

이처럼 산업간 불균형 현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헌을 지속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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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공업107)의 우선적 발전을 강조하는 논

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선군경

제건설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중공업의 발전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중공업의 발전

이 국방공업발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108) 이는 중공업부문에서 국방공업

이 요구하는 연료, 동력, 설비와 자재를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공업이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생산재를 보

장받지 못하면 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군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북한의 최고이익의 고수를 위해서는 국방공업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동반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은 중공업부문이 본질적으로 생산수단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

부문과 소비재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부문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생산수단생산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종국적으

로 소비재생산부문의 생산수단을 보장해준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당국은 

중공업을 국방공업의 우선발전에 복무시키기 위해서는 중공업의 생산수단생

산부문에서 민수생산부문에 복무하는 생산수단생산보다도 군수생산부문에 

107) 북한은 1999년 이후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매년 0.5%의 군사비 점

유율을 늘려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제 국방비가 북한이 

발표한 수치의 약 3배에 해당하는 50억 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

히 총소득의 약 33% 정도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08)“중공업부문에서는 기계, 설비를 비롯한 로동도구와 원료, 자재를 비롯한 로동

대상의 생산물을 생산한다. 중공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인 로동도구와 로동대

상은 국방공업부문을 비롯하여 경공업, 농업부문에서 해당 부문의 생산물을 생산

하기 위한 로동도구, 로동대상으로 리용된다. 그러므로 중공업부문에서 생산된 생

산물은 국방공업, 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다 같이 리용한다. 

결국 국방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동도구와 로동대상은 중공업부문에서 생산보장한

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방공업이 중공업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공업의 발전

을 떠나서 국방공업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하여 국방공업이 중공업에서 받기만하고 중공업의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국방공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것은 곧 중공업의 발전을 가져

온다. 국방공업이 발전하면 이 부문의 최신과학기술이 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급되고 중공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빨리 늘어나게 되며 중공업의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 이것은 국방공업과 중공업이 그 발전에서 호상의존관계에 

있다는것을 의미한다,”문춘광,“중공업의 발전은 국방공업발전의 기초,”『경제

연구』제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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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기계, 설비, 원료, 자재 그리고 연료 등을 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중공업에서 국방공업이 요구하는 생산수단을 선

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방공업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무장장비와 군수물자들을 담보하여 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김정일 정권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당의 핵심 경제 전략으로 채

택한 후 국방공업과 민수생산부문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과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논리를 고안해 내기 시작

했다. 이것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이 근본적으로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

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국방공업 

우선전략이 종국적으로 중공업의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특

히 경제 전반에 걸쳐서 현대화 및 정보화에 긍정적 여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국방공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민생 차원의 어려움을 가중시

키지 않는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9) 이처럼 북한이 국방공업을 경제

건설에서 핵심 관건부문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군시대 경제구조

를 국방공업에 우선성을 두는 특수한 경제구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북한

이 주장하는 특수한 경제구조라는 것은 인민경제 부문들 가운데서 국방공업

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관 경제부문들이 국방공업

에 우선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경제구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연관 부문들에서 국방공업에 필요한 생산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해 국방공업과 민수생산부문들 사이의 연관을 보장하도록 하였던 것이

다.110)

당국은 또한 재생산적 견지에서 볼 때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합리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09)“국방공업은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국방공업의 발전은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늘여 그 발전을 추동하는것과 함께 자기 부문에서 나오는 페설물과 유휴  

 자재들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게 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직접 이바지한     

 다,”장상준,“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  

 한 담보,”『경제연구』제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p. 6.

110) 류운출,“경제건설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문제,”『경제연  

 구』제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p. 7.

- 95 -



- 95 -

고 주장한다. 이는 생산수단생산의 선차적 발전이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인 동시에 생산의 기술적 구성이 높은 군수생산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111) 물론 당국은 선군시대 경제

건설노선은 소비재 생산의 동시적 발전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군

수생산과 생산수단생산의 발전이 노동력의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소비재생산

을 도모해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인민생활의 향상에 기

여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달리 표현하면 확대재생산을 실

행하기 위해서는 국방공업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실현해

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노동력의 원천은 결국 인민들이기 때문에 국

방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소비재생산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명목상 인민생활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선군경제건

설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의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지원 차원에서 국방공업발전에 우선순위를 두

고 있는 북한의 행정경제체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북한은 국방공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폐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당국은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현물운동은 자금운

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노동행정부문, 자재공급부문 그리고 재정은행부문들

에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위에서 확대재생산과 인민생활

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2) 앞

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이 시장을 허용한 것은 군수부문에 대한 자금조달을 

확보해야 하는 당국의 목적이 작용했기 때문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경공업

과 농업을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차적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는 당국의 국익 

우선순위 설정방식을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농업부문의 

발전을 당의 주공전선이라고 선전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국방공업에서 민수공업의 발전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에서 농업의 발전은 종국적으로 국방공업부문 근로자들

의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식생활재료 및 원료, 자재를 보장해줌으로써 국

111) 박명혁,“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경제연  

 구』제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p. 9.

112) 박명혁(200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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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유사시에 국가적으로 충분한 

후방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활로가 됨에 따라 군사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113)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당국이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에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에 의해 형성된 북한의 특수한 경제구조가 본질

적으로 민수생산부문보다 군수생산부문의 우선적 발전을 요하기 때문이다. 

즉, 국방공업의 발전을 위해 민수부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군사

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주장하는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전

략은 사실상 국방공업 우선적 발전과 상충되는 정책이 아닌 보완적 기능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시장완화를 위한 당국의 조치: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치에 관  

        한 2001년 김정일의 10.3 담화

2003년 북한 당국은 내각지시문을 통해 기존의 존재했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시장에 대한 허용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2004년의 기간 동안 김정일 정권의 시장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은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김정일의 담화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는 북한에서의 시장허용조치가 애당초 주민들을 위한 소비재 부문의 유통

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국가에서 필요한 자재를 

공장과 기업소에 조달해주지 못하는 과정에서 유무상통방식의 물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설립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설립의 필요성

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113) "농업의 발전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  

 하고 강성대국건설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  

 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도록 한다. 또한 군인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고기, 남새등을 충분히 보내주어 그들이 훈련에 열중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보  

 장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한다,”한광   

 철,“국방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의 중요한 요  

 구,”『경제연구』제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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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급사업도 계획에 맞물려 생산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조직하여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조직 운영하면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여유 있거나 부족한 일부 원료, 자재, 부

속품 같은 것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기 생산물의 몇 프로를 자재보

장을 위한 물자교류에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교류하

는 물자의 종류와 범위를 적절히 규정해주고 반드시 은행을 통

하여 결제하는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북한에서 물자교류시장의 설치 필요성은 2003

년 5월부터 허용하기 시작한 종합시장보다 2년 정도 앞서 거론되었다. 당시 

김정일은 생산물의 일정한 비율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

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류할 수 있는 물자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계획기관에서는 실적 생산량의 3~10%를 물자교류에 쓸 수 있도

록 지표별로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계획 외 초과생산품, 생산정상화 몫으로 

받은 제품, 필요 이상의 여유분, 그리고 규격 및 용도에 맞지 않아 거래되지 

않은 물자들이 주요 교류대상이 되었다114).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군수공

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부차적으로 둘 수밖

에 없는 북한의 경제발전의 우선순위 설정방식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김정

일은 담화문을 통해“군수공업을 선차로 내세우고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

공업, 철도운수부문 그리고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하

여 이 부문들로부터 하나하나 살려낼 수 있고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수”있다면서 “지금 조건에서 중요부문, 중요단위에서 힘을 집중한

다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나 결심하고 달라붙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함을 강조한 대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국가의 핵

심 주력사업인 군수공업은 선군시대 김정일 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관건사업이었으며, 따라서 자원이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공장

을 가동시킬 수 없는 조건115)으로 인해 당국은 경공업 및 농업부문 관련 공

114) 정창현,“슈퍼마켓이‘상업유통망’을 바꾼다,”통일뉴스 2013년 5월 27일 (최종  

 검색일: 201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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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기업소가 요구하는 원료 및 자재를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통해 충

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일면 한계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자

교류시장에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넘겨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총수

입의 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조한 수입의 배경에는 중앙의 정치적 

개입이 원인으로 주목되는데, 특히 무현금유통 방식으로 물자교류를 선호하

였고, 이 과정에서 공장과 기업소 간의 거래형태를 당국의 관리 하에 묶어

두려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한 측

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종합시장의 등장은 2001년 도입된 사

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

본 생산 품목은 소비재이지만, 일정 부분 생산재 거래도 허용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공장과 기업소의 시장 참여를 허용한 것은 종합시장이 

기존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설립목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4. 시장 완화정책의 결과

1) 선군경제건설노선의 보완적 역할로서의 시장

김정일시대 북한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 완화정책으로 

인지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는 국방공업 우선전략으로 표현되는 북한의 

계획·동원경제를 물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당국의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 국가배급망은 사실상 쇠퇴

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시장영역의 확대는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물리적 공간이 되었다. 이는 국가배급망에 물자를 공급하는 지방공

업이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특히 중공업

115) 북한은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가동해야 할 공장 및 추가적으로 세울 공장에 대한 규정을 제  

 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노동력과 물자배분이 제한된 조건에  

 서 모든 공장과 기업소를 가동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서재영(2005),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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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중앙공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는 종국적으로 공식유

통망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을 초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은 당국의 승인 하에 주민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원칙 속

에서 이용되어 왔으며, 김정일시대 전반에 걸쳐 시장 관련 정책들은 당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모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추구하는 계획경제는 국가 공식배급망

의 정상화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닌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자금과 물자를 계

획적으로 분배 이용하는 의미에서의 계획·동원경제라는 점이다. 앞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선군시대 북한은 당이 계획적 관리원칙을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가용한 자원을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그리고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

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으로 인

해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외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현실성 있는 계획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경제노선을 선택한 것이며, 이를 물질적·재정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방공업 우선발전을 기반으로 한 계획경제에 시

장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장은 계획경제를 보조적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시장이 내포하는 본질적 속성상 이를 방임적으로 다룰 수 없는 체제

적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당국은 선군경제건설노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집단주의적 견지에서 허용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국방공업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

은 전 국가적 그리고 전 인민적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

점에서의 시장의 활용은 묵인될 수 있으나, 반대로 사적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종의 경제활동은 집체적 시각에서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이다.

북한 사회 내에서 완전한 형태의 시장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소유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시장의 기능은 유통부

문에만 국한되어 발전하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사적소유제 불허방

침은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보루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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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은 국방공업에 동원되는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묶어 

둠으로써 집단주의적 정신을 고조시킴으로써 관련 부문의 발전을 적극적으

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에 대한 당

국의 정책 역시 이러한 견지의 연장선상에서 부족한 물자공급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을 통한 노동자들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도모함으로써 결국에는 

당의 경제 정책에 집중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형성하려는 측면

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시장 정책

북한이 2002년 7월 1일에 단행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 

골자는 물가 현실화, 노동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공장·기업소의 자율화를 

허용하는 등 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매우 획기적인 조치임은 분명하다. 그러

나 실상 그 내용과 이를 둘러싼 당국의 정치적 의도를 면 히 파악하면 북

한은 계획사회주의노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모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1 조치는 몇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된 개선조치로서 

그 계기는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의 담화문을 통해서였다. 당시 김정일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혁신적 안목 그리고 발전적 견

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국내 학계에서는 북

한의 경제정책이 점차적으로 개혁노선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제

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담화문의 그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일은 “국가의 계획

적 경제관리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옳게 구현하여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때일수록 경제건설에서 군수공업을 선차로 

내세우고 중공업, 경공업 그리고 농업생산에 모든 역량을 도모해야 함을 천

명했다.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선군경제건설노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

았지만, 이후에 나온 북한 문헌들을 분석하면 당시 김정일의 발언은 이미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당 차원에서 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미루어볼 때 북한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

기 위해 종전의 경제 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고수한 낡은 방법을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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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사회

주의 원칙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김정일 담화문을 기초로 2002년에 시행된 북한의 개선조치를 분석하

면 당국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당국

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7.1 조치의 성과들을 보면 이

는 개별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닌 선군경제건설노선이라는 기본적인 

틀 내에서 맞물리며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은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과도기적 특성들, 즉 상품화폐관계를 계

획동원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며 이를 실제 

경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전략적으로 도입

된 것이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원칙은 계획경제의 정

상화의 고수이지만 사실상 김정일시대 중반에 진행된 시장의 여파는 북한으

로 하여금 정치적 판단 하에 시장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시

장영역이 북한의 의지대로 관리 가능한 영역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시대 전반에 걸쳐서 시장에 대한 당적 

통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시장이 체제의 위

협이 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체제 붕괴요소로 작용할 만큼 그 위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시장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이는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모종의 효과들이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새로운 정치적 논리를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 북한은 전

통적 사회주의 원칙과 과도기적 단계의 사회주의 원칙 사이에서 체제의 정

당성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개혁적 실험을 단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보는 당 차원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제정책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계획경제와 시장 간의 불안

정한 공존체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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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장정책의 통제기 (2005년~2011년)

200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 사망 이전까지 북한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노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장에 대한 허용 

정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북한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당국·기업소·소비자 대중)을 당의 

관리 하에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장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시장은 당 차원에서도 자금 확보 등 모종의 유리한 조건

과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김정일시대 북한 당국

이 취한 시장에 대한 일련의 통제 정책은 사실상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러

한 조치들이 결코 시장 폐쇄로 귀결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

나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체제보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북한이 여전히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 확보 경로를 구축하는 데에 일차적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이 시장 통제 정책을 취한 배경을 분석

하기 위해 정부적 차원, 생산 단위 차원 그리고 대중적 차원에서 이들의 시

장 개입 형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개입이 궁극적으로 내

포하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배경

1) 대외적 요인: 북 ․ 미관계의 악화와 대(對)북한 자금동결

김정일 정권이 2005년을 기점으로 어떠한 대외적 문제에 봉착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검토한 북한의 대표적 경제이론지인『경제연구』2005년에 

실린 논문들을 분석하면 미국의 대(對)북한 경제봉쇄정책에 대한 비판의 글

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개혁․개방을 요구하면서 자국의 경제구조 및 사회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었다. 북한 학자들의 논지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미국이 대북경제봉쇄를 취하는 것이 선군정치의 물질적 

기초를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자 한다고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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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16). 둘째, 이전 시기에 취해진 대북경제봉쇄는 2005년에 단행된 경제제

재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주요 전략물자 및 과

학기술 등의 부문에 있어서 제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셋째, 북

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의 성격이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무역, 금융, 그리고 

과학기술교류에 이르기까지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강조117)하면서 이러

한 미국의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통해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118)고 역설했다.    

116)“미제가 대조선경제봉쇄책동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서 일정한   

 정치적양보를 받아내거나 경제적리익을 얻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선군  

 정치의 강력한 물질적기초를 허물어버리고 저들의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  

 는데 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사상과 리념, 사회제도의 선택  

 권을 짓밟고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반사회주의적범죄행위이다,”강창원, “미제의 대조선경제봉쇄책동의  

 반동적본질,”『경제연구』제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 55;“미  

 제의 대조선경제봉쇄책동의 주되는 목적은 우리에게 <<개혁>>, <<개방>>을 강요  

 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립적인 경제토대와 경제구조를 허물고 우리 식 사회주의  

 를 없애버리려는데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  

 를 지향하는 나라들 특히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  

 나 제한시키며 봉쇄를 통하여 질식시키는것과 함께 개혁, 개방>>에 의하여 와해  

 시키려 하였다. 이 모든 방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경  

 제를 질식시키거나 저들의 자본과 경영방식을 깊이 침투시켜 우리의 경제를 내  

 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시장경제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미  

 제의 대조선경제봉쇄책동의 반동적본질이 있는 것이다,” 고영남, “미제의 대조  

 선경제봉쇄책동의 특징,”『경제연구』제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 54.

117)“그러나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국가들의 경제적제재와 봉쇄는 무역,  

 과학기술, 금융, 투자, 부동산, 보험, 수송, 우편통신, 주민래왕 등 경제의 모든   

 분야의 대외경제거래를 전면봉쇄하는것으로 실시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적경제봉쇄는 광복후 미군정시기부터 오늘까지 중  

 단없이 가장 오랜기간 계속되여왔다,” 고영남 (2005), p. 56.

118)“이와 같이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사회주의를 옹호고  

 수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내  

 부에 경제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미제의 대조선경제봉쇄책동  

 의 전략적기도를 꺾어버린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은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   

 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공세와 엄혹한 경제적난관을 이겨내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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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경제연구』를 통해 북한이 봉착한 대외적 제약을 통해서 유추

할 수 있듯이 미국은 실질적으로 부시 행정부 집권 당시 발발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제정된‘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2005년 9월 방코델타

아시아(BDA) 은행을‘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BDA에서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한 의혹이 포착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미

국의 행정조치는 마카오의 금융당국을 움직이게 했다. 그 결과 북한 소유의 

2천5백만 달러가 들어 있던 은행계좌는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

융권이 북한 돈의 계좌 이체를 회피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 반대를 통하여 대북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이 차관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 IMF, IBRD, 그리고 ADB의 경우 미국의 

반대로 북한의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다. 미국은 또한 북한 기업의 

자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통해 북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한 바 있는데 비근

한 예로 2005년 북한의 조선룡봉총회사, 조선광성무역 등 11개사를 대량살

상무기 확산 지원 기업으로 지정하여 보유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린 바 

있다119). 북한은 자국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금융제재로 2005년 10월 핵실험

을 강행하였고, 금융제재가 해제되는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내렸

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UN은 안보리 제재안을 통해 대북 금융제

재를 강화하였고, 특히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제외하고 경제․외교적 제재를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시행한 대북경제제재로 인하여 북한과 외국 금융기

관들과의 거래는 차단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무역통로 뿐만 아

니라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령 북한과의 최대교역국

가인 중국은 UN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 국경으로 진입하는 자국 트럭들에 

대한 보안 검사를 한층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은행과 북한과

의 금융거래를 중단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자금의 북한 유입이 차단되면서 

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자면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담당자인 근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강창원,

“미제의 대조선경제봉쇄책동파산의 불가피성,”『경제연구』제 4호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005), p. 55.

119) 김관태,“대북 금융제재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전망,”『신한 FSB 리뷰 – 금융토  

  픽』(신한은행, 2006),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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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대북원조가 중단되면서 식량 부족

현상은 물론이고 생필품 가격의 인플레이션도 직면하게 되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북한의 통치자금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

부 정찰총국 등 당․군의 핵심기구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확대한 바 있다. 특

히 통치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행된 각종 불법 금융행위를 비롯하여 해

외 공작활동의 진원지를 겨냥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불법자금 출처를 차단

하려는 강도 높은 움직임을 보였다.

지속되는 대북금융제재로 북한은 외화 확보를 위한 통로가 실질적으

로 차단되면서 경제 재건을 위한 원자재나 설비 그리고 생필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 제작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

했다120). 금융제재의 여파로 급증한 북한의 위조지폐 실태는 미국을 위시한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을 반증하며,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 내

용을 주축으로 관련 국가들이 협력한 것은 대북 압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은 군수부문에 투입될 

원자재와 생산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조지폐 발행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북한 사회

가 직면하게 될 경제적 타격은 점진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러나 명백한 것은 2005년 당시 추진된 금융제재의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미친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미루어 볼 때, 대북제재는 

120) 1998~1999년 국정원이 작성한‘북한의 국제범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외화난이 가중됨에 따라 위폐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1500만불 규모의 초정  위조지폐를 해외에 유통시킨 바 있으며, 1994년 이후 

13회에 걸쳐 460만 달러이상이 적발되었다. 특히 북한은 위폐 생산을 위해‘2월 

은빛무역회사’등 3개의 위폐 제조기관을 운영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실례로 

199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었던 길재경은 위폐 3

만 달러를 환전하다가 발각된 바 있고, 몽골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이었던 

김철민 및 몽고-북한 합작회사인 ‘모란상사’에 근무한 박창룡은 위폐 11만

7300달러를 유통시키다 체포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위조지폐 생산과 유통은 주

로 해외에 파견된 고위 관료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이들은 북한 노동

당 제39호실의 철저한 지령과 감독 속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미 

재무부 산하 비 검찰국은 2002년 북한 정부와 고위 외교관들 및 국영 무역회사 

직원들을 통해 범죄조직 등에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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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2004년 1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좀먹고 우리 내부를 와해하려는 

  제국주의의 비렬한 책동에 무자비한 반격을 가해야 한 

  다.  

2005년 1월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선군사상교양을 심화시키며 사회 

  주의애국주의교양, 반미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제국주 

  의자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 

  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 

  야 한다.

2006년 1월

․적들의 비렬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혁명적 

  인 사상공세로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제도를 좀먹는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이 추호도 침습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

2007년 1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녹여내려는 원쑤들의 

필연적으로 관련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제재 결의의 이행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사회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형성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유엔발 대북제재가 미칠 파

급력을 감안할 때 북한 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대외적 행보에 나설

지에 대해 면 히 추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대내적 요인: 선군혁명총진군을 통한 내부통제 착수

2005년부터 북한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감지되는 현상은 바로 비사회

주의에 대한 고조된 경계심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2004년

부터 전개되어 김정일 집권말기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는데, 특히 2004년부

터 2011년 사이에 발표된『로동신문』신년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체

제유지를 위한 대내 차원에서의 결속력을 촉구하면서 이를 사상적 무장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표 5-1>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북한의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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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모략전과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려야 한다.

2008년 1월

․적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 

  히 짓뭉개버리며 우리의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도덕과 

  문화, 우리의 생활양식을 좀먹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 

  지 말아야 한다.

2009년 1월 

․사회주의넋이 살아 맥박치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 

  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잔재와 이색적인 생 

  활풍조가 추호도 허용될수 없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 

  부시고 온 사회에 사회주의생활양식을 더욱 철저히 확 

  립해나가야 한다.

2010년 1월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사상의 힘, 정신의 위력을 틀어쥐 

  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2011년 1월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방식이다.

주:『로동신문』2004년~2011년에 보도된 신년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필자가 정리함.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이 일관되게 사회주의 체제의 보위를 위한 강도 

높은 사상사업을 독촉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첫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위상이 강화된 내각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경계심의 표출로 인해 노동당이 내각의 권한을 회수한 시기가 2000년대 중

반부터라는 분석이다. 특히 박봉주 총리의 개혁적 노선에 대해 당이 체제상

의 위협을 우려하여 경제부문에 대한 당의 정치적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김정일 체제의 권력구조적 특성상 일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비록 당과 내각간의 이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도 당

이 내각의 강화된 위상에 위협을 감지할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

문을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내각은 철저히 당의 노선과 정책에 복무하

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즉, 당의 경제노선에 필요한 경제관리상의 문제들을 

내각 차원에서 검토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정 갈등

의 측면에서 노동당이 2005년을 기점으로 권한을 강제적으로 이양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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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다소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005년 이후에도 내

각은 지속적으로 당의 경제노선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대내

외에 표명하고 있으며, 내각의 역할은 선군정치의 통치이데올로기에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2005년을 기점으로 변화된 북한의 대내적 상황과 관련하여 일각

에서는 2002년 7.1조치가 단행된 이후 국가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 및 비사

회주의적 현상이 급증하게 되면서 당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을 위한 재정비에 

돌입하였다는 분석을 고려해볼 있다. 특히 2003년을 기점으로 당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완화정책이 시도되면서 사적영역으로 유입된 경제주체들이 자

본주의 문화에 노출되어 사회주의 이념에 저촉되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우려 하에 당국이 대대적인 사상교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이

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2005년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가지는 함

의에 대한 언급이 배제된 채 단순한 현상적 분석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당국이 2005년부터 일련의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을 시도하면서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을 도모하게 된 것은 이 시기가 당 창건 60주년의 해이

자 동시에 선군정치가 대내외적으로 표명된 지 10주년이 되는 시점이며 또

한 광복 60주년이라는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김정일은 2005

년을 선군혁명총진군의 해로 설정하며 1995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전개된 선군경제건설 전략을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는 대외적으로 자국에 대한 자

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봉쇄정책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내

부결속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

정이 내려진 원인은 국가의 최고이익인 자주권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

는 점이다. 국가 안팎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당국은 선군정치의 이념

을 대내적으로 환기시키면서 국방공업우선발전에 기반을 둔 선군경제건설노

선에 대한 정당성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결국 북한이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취하게 된 2005년부

터 당은 선군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특히 재집권에 성공한 

부시행정부에 대한 적대정책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

민들을 동원한 대규모적 운동을 조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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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8년도에도 지속됨에 따라 김정일시대 북한은 자국이 당면한 대내외

적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선군정치 및 국방공업중시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

한 일련의 행보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인식

   

1) 정부적 차원

(1) 군부 통제: 양곡전매제를 통한 군부의 시장 참여 단속

시장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북한 당국이 식

량배급제를 재개한다는 명목으로 양곡전매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

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품목이 식량인 만큼 당

국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시장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는 통제 대상이 식품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또한 실질적으

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유통구조에 대한 통제 정책이 취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북한의 조치는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기

반으로 한 시장 통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양곡전매제는 쌀 수매가를 1kg당 4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면서, 협

동농장은 물론 개인 경작지나 공장, 기업소 부업지에서 생산된 곡물 전량을 

국가가 수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쌀 판매의 경우 직장 출근자와 그 부

양가족, 학생, 연로보장자들에게는 44월에, 무직자와 규정량 초과 구입자에

게는 600원에 차등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양곡전매제는 국가 

확보량의 부족으로 인해 평양을 제외하고는 그 제도적 의미가 퇴색되었으

며, 이는 배급제 복원이 실패했음을 의미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5년에 시행된 양곡전매제는 기존의 배급제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이기 보

다는 당의 기득권층의 정치적 목적이 결부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121). 전직 북한 중앙기업소 간부였던 계명빈(가명, 남)이『림진

강』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당국이 식량전매제 조치를 시행하게 

121) 데일리NK편집부,“北당국, 군부 부패 막으려 장마당 식량유통 통제” 데일리    

   NK, 2008년 5월 16일 (최종검색일: 2013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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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동기는“선군정치답게 군대를 유지해야겠는데, 군량미의 대부분이 장마

당으로 유출되어 군인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매제를 세워 

장마당에서의 식량유통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계명빈에 따르면 이는 장

마당의 식량유통체계를 국가가 통제하여 군부의 식량유출과 관련한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군부 부패를 핑계로 기득권의 이익을 보

장해주는 판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양곡전매제를 실시한 결과 식량재

고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반 주민들을 비롯하여 하층 군인들의 

식량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주창하면서 군부세력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선전

하였으나 이들을 당의 통제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사정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은 이미 1997년 김정일의 비 연설122)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식량문제를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책임지고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자체로 해결하라고 내리먹이기만 하니 숱한 

사람들이 쌀을 구하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군량미를 보

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 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해 나가자면 당을 강화하고 당이 총대를 틀어쥐어

야 합니다. 여러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당이 변질되

고 당이 군대를 틀어쥐지 못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민군대에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지금 적들은 우리가 일시적인난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사회주의도 붕괴될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

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군량미가 없다는 것을 알

면 미제국주의자들이 당장 쳐들어올것입니다. 군량미가 없으면 

적들과 싸워이길 수 없습니다.

위의 연설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군량미 확보는 단순히 군부

에 대한 식량지원을 원활히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과 결부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의 입장에서는 주민들로부터 강

122) 김정일의 비 연설 전문은『월간조선』1997년 4월 호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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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군량미를 징수하여 후방물자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다. 그러나 문제는 2005년 양곡전매제가 실시된 배경이 군부가 보유한 군량

미를 역으로 장마당에 되팔아서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

다123). 이러한 배경에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의 배급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군부대에 조달할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연유에서 기인한다124). 특히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로 인해 농민시장으로 빠져 나가는 양곡량이 점차 늘고 돈만 있으면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 제도는 상대적으로 군부대에 지원할 식량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약 1만5천

여 명의 탈영병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탈행위도 증강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05년에 시행된 양곡전매제는 군부대들이 식량을 스스로 조달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군부의 기강을 강화하고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부정

부패는 종국적으로 북한이 주창하는 군민일치 정신 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

에 위배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선군시대 김정일 체제는 군사중시, 군사 선

행이라는 원칙을 물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확보 경로를 확보

123)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부의 일부 간부들이 주민들이 헌납한 군량  

  미를 몰래 빼돌려 장마당에서 되팔고 있다”며 “이들이 입을 막기 위해 보위부  

  나 보위 사령부에도 빼돌린 군량미 일부를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군량미를 빼돌리는 간부들은 주로 후방 군부대의 힘있는 군관들이라고 설명했   

  다. 김태홍, “북한군, 군량미 회수된 쌀 되팔아,” 데일리NK, 2011년 1월 30일  

  (최종검색일: 2013년 3월 24일).

124) 자유북한방송이 전직 두만강 국경 경비 대원이었던 김충직(가명, 남)과 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양곡전매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2004년도부터 군부  

  대의 식량사정이 매우 열악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보름치 식량을 통강냉  

  이로 공급했는데 부족한 식량은 자체로 해결하는 추세였다. 지휘관들이 대원들  

  을 시켜 농작물을 훔쳐오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대는 농장에서 빌려다 먹기도  

  했다. 대부분 한 끼에 감자 2개씩 삶아먹는 정도였다. 2005년도에는 군인들이 월  

  경하거나 부대를 탈영해서 농작물을 훔치는 일이 노골화되었기 때문에 상부로부  

  터 방침이 내려온 적도 있었다. 원래 국경경비대는 민경과 같은 특수부대 편제  

  였는데, 탈북자들이 증강되면서 무력부로 넘겨졌다. 그래서 민경편제로 있을 때  

  보다 공급이 나빠졌다가 2007년부터 공급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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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주민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

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원천을 조성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

니라 재정수입을 국방공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재정구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때 재정원천은 주로 물질생산부문을 통해서 창출이 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 군인정신과 

군민일치 사상을 기반으로 생산을 활성화하여 많은 사회순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125). 그러나 군부의 부정부패는 종국적으로 

군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방공업 우선 발

전 전략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군부에 대한 통제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기득권층인 군부에 대한 당의 정

치적 개입을 본격화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관료 통제: 부정부패와 비사회주의 행위 확산 차단

사회주의 국가에서 관료부패126)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주의 국

가에 비해 그 여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 만연현상

은 특히 중앙집중식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현직관리가 부정부패를 행사하는 사례127)는 북한 사회 내

125) 임효빈,“선군시대의 재정은 강성대국건설을 자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담    

  보,”『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제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7), p. 45.

126) 북한 관료부패에 대한 연구들로는 김영희,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의   

  사경제활동 연구,”『통일문제연구』제 20권 제 2호, 통권 50호 (서울: 평화문제연  

  구소, 2008); 김종욱, “약탈하는 관료, 기생하는 관료,”『통일한국』9월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8);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통일정  

  책연구』제 17권 제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정세진,『‘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파주: 한울아카데미, 2000); 정일용․김한배, “북한 관  

  료부패에 관한 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제 15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  

  구소, 2006); 채원호․손호중․김옥일,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  

  구,”『한국거버넌스학회보』제 13권 제 1호 (서울: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등을  

  참조.

127)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2007년 2월 28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현직 관리의 일가가 대규모 마약 매의 주모자로 검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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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초기단계에서는 생존도

모 차원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도 이후에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종전

과 다른 심각한 부정부패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의 심각성을 언

급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강제노동과 관료 부패와 정부 투명성’을 다

룬 항목이 예년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에 팽배해진 관료들의 부정부패 현상을 의식한 듯, 북한 당

국은 2007년부터 부패관료들을 척결하기 위해 본격적인‘부패와의 전쟁’에 

착수하였다. 특히 2002년 7.1에 시행된 사회주의 경제관리정책 이후 전 사회

적으로 배금주의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각종 부패와 비리가 밝혀지면서 북

한은 전국적인 검열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는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대남분야 

종사자들을 포함하여 대남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에 이르기까지 

이들 부서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28). 관료들의 부정

부패는 대남사업 관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외화벌이 사업을 책임지는 

종사자들에게까지도 개인 착복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였

다. 가령 마이니치 신문은 2008년 2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관리부

서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선대성총국 총국장이 약 140만달러를 착복했다

가 적발돼 2007년 가을에 경질되었으며, 총국장 외에도 재해보험을 취급하

  다. 함경북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20명은 서경희 조선민주여성동맹 회령시위원  

  장의 아파트에서 가택수색을 벌인 결과 마약 15kg과 미화 약 30만 달러, 인민폐  

  약 20만 위안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서경희의 남편과 딸도 이 과정에서 마약  

  조직의 주모자로 지목돼 함경북도 보위부에 구속되었는데, 서경희 위원장은 마  

  약제조나 판매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 수감되지 않았다.  

  서경희가 소속되어 있는 ‘조선민주여성동맹’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즉, 사  

  로청과 함께 조선노동당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다. 

128) 남북 당국간 회담에 북한 대표로 참여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의 정운업  

   회장은 거액을 착복한 혐의가 포착되어 2007년 11월 말 검찰소에서 조사를 받  

   은 바 있다. 또한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김책제철연합 기업소 산하의 장생무역  

   총회사 사장은 남한에 선철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는 도  

   중 의문사 하였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07년 말부터 남북 경협부문  

   에 속한 대남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특히 중국 등에 상주했던 민경련과 민족화해협의회 인사들을 평양으로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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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외보험총국 간부 등 부국장급 경제관료 4~5명에게도 같은 조치가 취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했다. 실제 북한 당국은 2007년 말 러시아와 중

국 등 대형외교공관에 파견된 외교관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내부감사를 실

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 단순히 

대외관련 부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사회적으로 관련 인사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시행되면서 여러 부문에 종사하고 있

는 관료들의 부정부패 혐의가 잇따라 입증됨 되면서 당국은 자본주의 영향

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북한 사회 내

에서는 암거래, 뇌물수수, 매음 등 다양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한 탈북자는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북한에도 강력범과 

경제형 범죄가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생계형 범죄가 늘어났다

고 진술했다. 실제적으로 당국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북한으로 유입된 데 

따른 다양한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4년 7월 형벌을 적용할 정

도에 이르지 않는 다양한 위법행위를 해당기관이 행정․처벌할 수 있도록 법

률을 제정하였다129).

관료를 중심으로 한 부패현상은 이미 북한 사회 내에 뿌리 깊게  내

면화 되어 이를 완벽히 근절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부패척결을 향한 당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는 

비사회주의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북한정권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해

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비사회주의 검열을 추진한 

바 있는데, 그 검열 대상은 실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130). 이는 김정일 체

제에 위해가 되는 모종의 생활양식에 대해‘비사회주의’행위로 간주함으로

써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김정일은 소련을 필두로 한 동

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몰락하자 1992년‘사회주의는 과학이

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철저한 근절을 지시

129) 이장균, “북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다양한 범죄 증가 고심,” 자유아시아  

 방송, 2007년 1월 17일 (최종검색일: 2012년 10월 30일).

130) 검열대상으로는 주, 허례허식, 산림파괴, 복장(특히 여성), 자연보호, 도박, 근  

 무태만 등을 들 수 있다. 강미진, “北 체제 위해 우려 생활양식 ‘비사회주의’로   

 낙인 [비사회주의 해부② 주장사․산림파괴․허례허식도 모두 단속 대상,” 데  

 일리NK, 2011년 6월 21일 (최종검색일: 201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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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난이 극심해짐에 따

라 국가배급체계가 마비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비사회주의 

행위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은 간부용 학습제강인『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서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철저히 없앨데 대하여』를 통해 개인주의와 돈, 외

화에 대한 환상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대표적인 비사

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독소는 결국 사회주의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북한 당국이 비사

회주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주민의 삶을 지탱해 준 요인이 되었다는 데에는 탈북자

들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131). 그러나 북한사회 내에 비사회주

의적 요소가 만연한 데에는 관료들의 기강해이도 한 몫을 담당했다. 특히 

주민들의 불법 활동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관리들이 오히려 뇌물

수수에 가담하며 비사회주의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 

내에서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뇌물을 바치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는 중앙에서 당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명목 하에 지방 단체들에게 돈을 요

구하게 되면 지방․군 간부들은 수꾼들과 연계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알려

져 있다. 특히 보안기관, 기업소, 군을 막론하고 말단조직들부터 상위 조직

들까지 뇌물형 자금을 상납해야 하다 보니 북한 사회 내에서 비사회주의 현

상은 이미 일반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양강도 기관기업소 간부였던 한 

탈북자는 북한은 분기별로 일정한 액수를 걷어갔는데, 실제로 공장의 설비

들의 가동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생산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화에서 노동자

들에게 장사를 독려하여 한 달에 30%의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설명

하면서 국가가 역으로 비사회주의를 형성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또 다른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자는 도 경계선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안소와 

보위부 초소도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담배 

몇 갑만 주거나 심지어 손목시계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면서 주

민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비사회주의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

131) 이석영, “국가가 우리를 비사회주의로 내몰았다 [비사회주의 해부① 고난의 행  

 군 후 식량난 타개 위해 비사현상 확산,” 데일리NK, 2011년 6월 21일 (최종검색  

 일: 201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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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된 일반적 문제점들

․ 시장은 인민들에게 생활상 편의를 주는 장소가 아니라 국가 규률과 사 

 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장소 또는 장사군들이 상품가격을 올리고 폭리를 

 얻는 돈벌이 장소이다.

․ 시장은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사회주의의 소굴이다.
2. 구체적 문제점들

․ 장사가 시장 밖으로 확대되고 있다.

․ 일 할 나이의 녀성들 대부분이 장사를 하고 있다.

다132).

이처럼 사회적으로 만연한 비사회주의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한 북한 

당국은 시장을‘비사회주의 소굴’로 지명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하였

다. 이는 사적경제의 확대에 대한 당국의 강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평양 내의 시장에 대한 단속은 2007년 10월 초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북한 당국은 정상회담기간 

동안 환영인파 동원 등의 이유로 시장을 폐쇄했고, 특히 거리 노점과 40대 

이하 여성의 장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133). 

<표 5-2> 2007년 10월 당 중앙 위원회 지시문

132) 이석영 (2011).

133) “북한 내부 소식통은 ‘평양 시장이 너무 확대 되다보니 위에서는 그 전부터 이

를 곱게 보지 않았다’면서 ‘통제가 심해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서 부터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하기 1~2주 전부터 외부 사람들의 평

양 출입이 제한되고 장마당(시장)운영이 중단되는 등 통제가 심해졌다’며 ‘그 시

점을 계기로 장마당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고, 간부들 또한 (노 대통령 방북 이후) 

단속을 쎄게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중국 단둥에 파견된 평양의 한 무역

회사 간부는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40대 이하 여성들을 기업소에 받으라고 지

침이 내려왔다. 우리 기업소에도 200명이나 할당이 내려왔다. 기업소도 크지 않는

데 너무 많은 인원이 배정됐다. 배급도 못줄 형편이라 받아줄 수 없다고 항의해 

결국 없던 일로 했다. 평양의 다른 기업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에서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시장에 나가는 것 아닌가. 간부들도 시장

에 매달려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통제는 불가능하다“며 ”당 간부들의 처나 딸들

도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파는 상황에서 시장 통제는 일시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정현․양정아,”北, 비사회주의 소굴 시장을 단속하라,“ Daily 

NK, 2007년 11월 13일 (최종검색일: 201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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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군들이 폭리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 장사군들이 남조선 상품을 리용하여 적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고 있

다. 

“시장이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좀 먹고…온갖 비사회주의 현상을 낳 

 는 곳으로 변질되였다.”(이상은 김정일의 비판)
3. 과업

․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라!

“아무리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국가에서도 인민생활에 필요한 상품이나 

  농산물 등을 전부 국가가 생산 공급하기는 곤난하다.”

 “발전된 공업국가일수록 농민시장을‘상점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은 김정일의 지시)

․ 시장운영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라!

 적들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고 악랄한 수단을 다 쓴다. 최근 메뚜기 

 장 등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 버스정류소나 밭에 쓰러져 

 있는 등 추태가 일어나고 있다. 또 술에 취해 언쟁을 하고 싸움을 하 

 는 자도 있다. 바로 이런 추태가 적들의 표적이다. 적들은 이런 추태를 

 가지고 우리를 비하하는 선전재료로 리용하려고 하고 있다. 또 남조선 

 제품 등 국가 통제품 매에 대해서는 행정적, 법적 통제를가하여 근 

 절 해야 한다.

․ 일 할 나이의 녀성들은 본래의 직장 일을 하라!

 녀성들은 인생을 마칠 때 당과 혁명 앞에 자기 일생을 총화 할 수 있는 

 생활을 보내야 한다.
4. 결속

․ 시장에서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철저히 근절하는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는데 공헌하여야 

 한다.

주: 류경원, “장사군들 남조선 상품을 리용하여 적에 대한 환상 류포: 07년 

시장억제는 특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림진강』제 2호 (오사카: 아시

아프레스, 2008), pp. 83~84.

북한의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단속은 대외무역에도 영향을 미쳤는

데,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 창구인 중국 단둥 세관에 북한 차량이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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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한 것은 비사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당국의 강도 높은 세권 검열 때문

인 것으로 알려졌다134).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식량을 비롯하여 물자부족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으며, 특히 북한 당국의 국가무역 화물을 운

반하던 중국 화물차량들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북한의 기존의 검열 

조직 외에 통합단속조직인 ‘118상무’를 조직한 바 있는데, 양강도 혜산시 

소식통에 의하면 2011년 1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비사회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단속조직을 조직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북

한은 이미 2005년부터 보위부, 검찰, 보안서, 당기관의 합동조직인‘109상

무’를 조직하였으며, 이들의 주요 임무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장

비를 비롯한 마약과 수 매 등 비사회주의 현상을 촉진시킬 만한 물품들

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것이었다.‘118상무’역시‘109상무’가 담당한 업무

와 비슷하여 간부들 사이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35). 

북한 당국이 2000년대에 이르러 상무조를 잇따라 조직하게 된 배경은 

그만큼 비사회주의 현상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추세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것과 이로 인한 체제 위협요소가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비사회주의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

134) “북한의 화물차량들은 각 단위기업 소속으로 등록한 개인 차량들이 상당수이고, 

기업소의 수입 허가 쿼터를 빌려서 기업소와 세관 당국자들과 연계한 개인 무역

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의 강도 높은 검열과 단속 때문에 그동안 묵인하에 

해오던 변방장사를 할 수가 없게 돼 북한 화물차량이 크게 줄었다,” 김준호, “북

한, 비사회주의 척결 명분 세관 검열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08년 4월 8일 (최

종검색일: 2012년 11월 15일).

135) “양강도 혜산시의 한 인민반장은 ‘예전에도 많은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이 인민

반장들만 고생했는데 요즘은 뭐가 뭔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면서 ‘꼭 같은 

자료를 만들어 ‛109상무’뿐만 아니라 ‛118상무’, ‛도당 그루빠(그룹)’에 바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경북도 온성군의 소식통은 ‟2월 24일에 

종성노동자구와 삼봉구 인근지역에서 국경경비대와 민방위부 단속초소 사이에 치

열한 패싸움이 있었다며 ‟양측 인원들이 모두 동원되고 무기까지 들고 나와 자

칫하면 큰 총격전으로 번질 뻔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충돌은 국경경비대에 

쫓기던 수꾼 3명(여2, 남1)이 민방위 초소에 검거되자 국경경비대원들은 자신들

이 먼저 추격중이었다면서 이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일어나 나중에는 주먹

싸움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안윤석,北, 주민 감시 조직 강화...118상무 
또 신설,노컷뉴스, 2011년 3월 3일 (최종검색일: 201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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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개 상무조들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업무상의 중복사태와 관련 종사자들의 혼선이 빚어짐으로써 유기적

인 대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래 사상교양에 대한 국가적 통제에서 이제는 지역

별․부문별․영역별로 나누어 비사회주의 현상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

임을 볼 때 경제난 이후 급증한 시장 영역의 확대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의

식과 행위가 변화되는 것을 당이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형법기능의 강화와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은 결국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가장 중요한 밑뿌리로 간주되고 있는 

주민들이 점진적인 사상적 해이로 인해 당의 경제강국건설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힘의 원천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36). 따라서 북한은 당의 경제정책을 적극 도모하기 위

해서 비사회주의 현상으로부터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행

사할 것으로 보인다.

2) 생산 단위 차원: 무역기관들과 신흥 부유층(돈주(錢主))들의 성장기

반 와해

북한 당국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장에 대한 통제에 전격적으로 나

서게 된 배경은 기업소 차원에서 제기되는 각종 비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내 각종 

부정부패 현상을 촉진시키는 배경이 되었으며 특히 대규모의 외화자금이 오

가는 외화벌이 기업소가 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물론 세관이나, 국

경경비대 군부 물자관리소, 상업관리소에도 부정부패 현상이 존재하지만, 외

화벌이 기업소는 특히 비리의 규모면에서 권력기관과 긴 히 결탁되는 측면

136)군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지는데서 사회의 밑뿌리를 강

화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사회의 밑뿌리는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

의 일치에 의하여 공고화된다. 군민일치는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이다. 혁명적군

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이것이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다,한윤주,혁명적원칙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승의 무기,『근로자』제 8호 (평양: 근로자사, 199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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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정도는 여타 기관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전직 호위총국 소속 외화벌이 기업소‘청운산137)’의 지도원으로 근무

한 안홍식(가명, 남)은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당시 외화벌이 지도원으

로 일하면서 내가 본 통계 문서에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황해남도 해주에서 수출된 바지락만도 2천 톤이었다”면서“상부 보고

용 문건에서는 바지락 1t당 가격을 750~850달러로 기록했지만, 실제로 중국

과 계약하여 판매할 때는 1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고”고 말했다. 그는 

“결국 1t당 150~250달러는 회사가 그냥 챙기는 이득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돈은 본사 사장과 지사 사장, 돈을 관리하는 간부가 함께 골고루 나눠 

가졌다고”고 설명했다. 이처럼 잉여자본을 취득하는 것이 관례로 정착된 

대부분의 무역기관들의 행보는 이후 2010년 중앙당이 종합시장을 통제한데

에 이어 시장 상품의 주요 공급원인 중소 무역회사들을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의 통제명목은 외국산 곡물이나 제품의 음성

적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각종 상품의 공급과 분배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

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는 기업소 수중에 머물고 

있는 외화자본을 국가적 차원에서 회수함으로써 자금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신흥부유층인 이른바 돈주들(주로 외화벌이꾼 또는 재일

동포출신)을 색출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정부

의 이름을 빌려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

히 부실한 국영기업소의 이름을 빌려 직접 운영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수익

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거나 심지어는 주택건설과 매매에도 관여한

다. 그러나 운송사업의 경우 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

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돈주들은 

운송사업에서 창출한 이익을 재투자해서 추가이익을 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러한 사업은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불법적인 사업에 관

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위부 주도의 비사회주의 검열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건축업자들의 경우, 검찰성원이나 당조직부 간부들과 결탁하여 

137) 안 씨가 근무했던‘청운산’이라는 기업은 주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외   

 화벌이에 종사하였으며, 바지락, 대합, 홍합, 해삼, 꽃게, 광어 등 조개류와 어류  

 의 수출이 외화벌이의 기본원천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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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관의 이름을 빌려 아파트 건설을 통해 분양사업을 하기도 한다. 전국

적으로 불법 주택건설과 판매는 청진, 함흥, 신의주, 혜산 등 광범위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당국의 검열에 적발되면 주택을 몰수당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38). 

이 밖에도 돈주들은 무역기관들과 결탁하여 시장을 통해 이익을 챙겨

오기도 하였으며, 특히 광산권 수출권을 획득하여 수출 허가권을 뇌물로 주

고 사들인 뒤 국내의 광산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북한의 수출품 중 인민경제선행 부문인 석탄과 광산품은 북한 전체 

수출의 90%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당 차원에서는 외화획득의 유일한 

통로라고 볼 수 있다139).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2010년부터 지

하달러시장에 대한 단속이나, 무역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

한 것은 신흥 돈주들의 성장 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이들의 수중에 있는 외

화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함께 결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기간 진행된 북한의 경제침체는 계획경제체제의 이완으로 인해 에

너지난과 원자재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정부패의 심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

었다. 특히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과 공장으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

화를 허용함으로써 필요한 자재는 자력갱생 차원에서 스스로 조달해야하는 

난관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북한은 기관본위주의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내

각에 경제 사업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통일적·중앙집권적 관

리를 시도하고자 했지만, 현실은 각 기업소나 공장간 유무상통 방식의 경영

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관 이기주의라는 새로운 결속력이 생김으로 인해 

착복이나 뒷거래 현상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가령 생산현장에서 실적을 허

위로 보고하거나 또는 생산품을 횡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는 등 집

단주의적 견지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우선

시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140). 이러한 

138) 양운철,“탈북자 면담을 통해 본 북한경제 일상,”『정세와 정책』4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1), p. 3.

139) 이준운,“북한 무역 회사 재편의 숨은 의도는?”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0  

 년 2월 22일 (최종검색일: 2013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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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종국적으로 경제논리 보다는 이념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당국의 체제 

안정화 중심의 정책이 야기한 결과이며, 이러한 구조는 북한경제를 회생시

키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3) 대중적 차원: 외화자금 확보를 위한 화폐개혁 조치 단행

2009년에 시행된 화폐개혁은 여러모로 논쟁점이 많은 조치였다. 특히 

화폐개혁의 실질적인 여파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이 얻을 수 있었던 

모종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국내외 학계에서는 다양한 논

의들이 전개된 바 있었다. 일각에서는 화폐개혁을 앞두고 일부 돈주들이 북

한 원화를 전부 위안화나 달러화로 교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

었다고 보는 반면 원화를 보유하고 있었던 주민들의 경우 재산피해가 극심

하였다고 보는 등 두 가지 측면들이 작용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9년 화폐개혁으로 인하여 원화가치는 시간이 거듭할수록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며, 또한 시장거래에 통용되는 화폐가 위안화나 달러화

로 대치되는 현상이 만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미 1992년에 

진행된 화폐개혁으로 내화 및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작용하였던 점을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

았을 때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은 오히려 당국 스스로 물가 인상을 

초래한 주범이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북한 입장에서도 의도하지 않는 경제

적 후폭풍을 초래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40) 북한의 인민보안부가 제작한‘법 일꾼 참고서’는 일종의 주민생활 실태보고   

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참고서에는 계획경제의 이완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   

한 범죄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가령, 협동농장 작업반장이 군 연유사업소에    

벼 2톤을 주고 트랙터용 디젤유 3톤을 받았다가‘자재비법(불법)처분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있다. 또한 트랙터 공장 노동자 김모씨는 생산한 트랙터 부속품 5   

만여 원 상당을 여러 차례 절취해 일부는 군복, 신발, 내의류로 교환했으며, 나   

머지는 비싸게 팔아 상당한 이익을 남겨 착복했다. 수산사업소 부원들은 지배인  

의 지시로 수산물 상점에 수산물을 10여 차례 공급하면서 일부를 시장가격으로   

받아 착복하고, 나머지는 공급가로 계산해 물고기를 110톤이나 더 잡은 것으로   

허위보고 하는 등 기업소 내의 부정부패 사례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윤규식,“최악의 경제난...사회주의 신봉한 北정권의 인재,”『국방일  

보』2011년 11월 9일 (최종검색일: 2013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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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은 박남기141)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박봉주 전 내각총리

가 좌천된 후 입안한 정책들을 통해 이미 예고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의 경제개혁을 주도한 박봉주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

리 당·정 갈등에서 희생자로 권력에서 좌천된 것이 아닌 선군경제건설노선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적 역할을 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이 의도하

지 않는 비사회주의적 폐단을 양상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좌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남기 부장은 내각이 자본주의 환상

을 품고 망쳐놓은 것을 다시 고쳐 사회주의 원칙에 의거한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그 내용들을 살

펴보면, 외화 등 재정확충을 위해 암달러상 단속을 강화하고, 각 기업소가 

유사시에 자체적으로 비축한 외화를 은행을 통해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기업

소간 거래시 현금지불을 금지하고 행표거래 원칙을 강조한 것이 주요 골자

이다.142) 또한 계획에 의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장 및 

기업소들이 계획에 따른 자재와 상품 공급보다는 외화소지 장사꾼들에게 우

선적으로 파는 현상을 단속하고 지방 생산단위에 이르기까지 만연하고 있는 

수출기구를 재정비하기 위해 검열을 주도하는 등 그간 박봉주 총리가 추진

한 정책과 상반된 내용을 기반으로 경제관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추진된 화폐개혁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초래

하면서 사실상 실패하게 됨에 따라 내화 가치에 대한 신뢰도는 점진적으로 

추락하는 추세를 면치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외화거래에 대한 주

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

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민들이 보유하는 현금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상황

에서 진행된 화폐개혁은 내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외화의 환율 폭등현상으

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내화를 기피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가령 

평안북도 신의주시는 종전처럼 달러화와 위안화가 함께 통용되고 있는데, 

특히 물품 판매와 구입 등 일반 상거래에서 위안화가 직접 사용되는 빈도가 

141) 박남기는 2005년 당 계획재정부장에 기용되면서 박봉주 당시 총리와 함께 김정  

 일의 양대 경제브레인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2007년 박봉주가 순천비날론연합  

 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된 이후로는 홀로 김 위원장의 경제정책을 보좌하였다. 

142) 한기범,『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09),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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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위안화 사용이 활발한 양강도 

지역에서는 태양절 이후 식량가격이 오르고 환율변동이 심해지자 주요 식량 

및 생필품 거래가 모두 위안화로 이루어지며 내화 사용의 경우 거래 당시의 

달러 환율에 따라 계산된다고 한다.143)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공식 환율은 1달러당 100원이지만 시장에서는 1달러당 3,000~4000

위안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 환율이 공식 환율보다 

30~40배 높다는 점을 미루어 북한 사회 내에서 외화 선호도가 급증할 수밖

에 없는 요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계기로 종합시장을 폐지하게 된 배

경은 주민들 사이에서 내화 보다는 외화거래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

라 정부에 집중된 외화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정과 연관이 있

다144).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수부문에 대한 

원자재와 생산재 제공이 요구되는데, 국가 수중에 확보된 외화가 시장에 유

포되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 폐쇄를 통해 국경무역을 일시적으로 

143)“북한과 거래가 있는 중국 수업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수업자들이 중국 측

에서 받는 거래대금은 종전에는 중국화폐 100위안짜리만 요구하던 것이 최근에는 

1위안, 2위안, 5위안, 10위안짜리 잔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위안화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잔돈이 더 필요해진 데 

따른 것으로 환전상인들 역시 중국 위안화 잔돈에 대한 환전을 꺼렸으나 이제는 

오히려 잔돈 환전을 환영하는 추세이다,”양문수,“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7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pp. 43~56. 

144) 데일리NK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조선무역은행 등을 통해 무역회사들에 외

화를 시중 시세보다 높게 내화로 환전해 주겠다고 조치했음을 보도했다. 그러나 

몇몇 회사들만 이 같은 조치에 호응하고 대다수 무역회사들은 저금하는 상황이라

고 알려져 있다. 중국 단둥에 나가 있는 한 무역일꾼은“2011년 10월 경 당국에

서 당시 외화 가격보다 조선 돈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외화를 바치라고 했지만, 

머리가 좋고 돈이 많은 무역일꾼들은 돈을 내지 않고 무역은행에 다 저금한 상

태”라고 전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내화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급상승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장마당에서는 달러나 위안화가 선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회사들도 내화로 운영자금을 보유하기 보다는 무역은행에 저금하는 것을 선

호하고 있다. 이는 시·군 무역은행에 저금하면 상급 단위의 검열에 걸릴 위험부

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은행과 사전협의 하에 필요할 때 일정한 수

수료를 지불하여 환율변동에 영향 없이 외화로 자금을 대부받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 은행직원에 대한 뇌물수수는 불가피한 현상이

라 볼 수 있다. 정재성,“北 당국, 시세보다 높게 줄테니 외화 바꿔라, 데일리NK, 

2011년 12월 13일 (최종검색일: 2013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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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시킴으로써 가능한 한 외화유출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

다. 또한 외화 사용 빈도를 줄이고 내화의 신용도를 공고히 하고 더불어 중

앙은행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

한 조치는 물가인상을 불가피하게 동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중 무역관계

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은 자칫 체제 결속을 와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듯 당국은 화폐개혁 이

후 두 달 만에 다시 종합시장을 허용하고 대외무역거래를 정상화하였다. 이

와 연관선상에서 북한은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타개하기 위해 박남

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숙청함으로써 사태를 일단락하고 국가적 책임

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3. 시장통제를 위한 당국의 조치

   

1) 정부적 차원: 제 3차 당세포 비서대회를 통한 기층조직 관리 강화

김정일이 2007년 8.26 담화를 통해 시장이 비사회주의 서식장이 되어

가고 있음을 공언한 지 두 달 후인 10월 26일, 북한은 1994년 3월 31일에 

열린 제 1차 당세포 비서대회145) 이후 근 13년만인 2007년 10월 26일‘전국 

당세포 비서대회’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로동신문은“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적인 당세포 비서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지난 10여 년간 당

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

업들을 토의하게 된다,”라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또 대회를 개최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는“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는 벅찬 환경 속에서 

열린다”며“우리의 무궁무진한 힘, 전당, 전군, 전민의 혁명적 열의를 총발

동해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려는 데 전국 

당세포 비서대회를 소집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북

145) 노동당 최말단 조직인 당세포(5~20명으로 구성) 책임자들의 회의이다. 노동당 

당세포 비서는 전국적으로 26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대회에는 이 중 모

범적인 세포비서로 선발된 사람만이 참가한다. 1994년 대회는 1만5천여명이 참가

해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정용수, “북한, 13년만에 ‘전국 당세포 비서대

회,『중앙일보』2007년 10월 27일, p. 6 (최종검색일: 2012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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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표면적으로는 지난 1차 비서대회를 기점으로 제기된 모종의 사업들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핵심 정책인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이

행함에 있어서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재고하고자 하였으

나 사실상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당적 통제의 필요성을제기할 수밖에 없었

던 몇 가지 요인들이 내재해 있었다.

첫째, 사상적 해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영남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축하문에서 모든 당세포들이 혁명적 원칙

과 계급적 원칙을 견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사상․
문화적인 침투를 철저히 배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내용을 세부적

으로 나눠서 분석하면 보다 명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혁명적 원칙과 계급적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으로 확고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북한에서 혁명적 원칙의 준수여부는 사회주의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이며, 

특히 제국주의의 피포위 위식 속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

다146). 혁명의 원칙은 제국주의와의 관계에서 양보나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반제투쟁의 원칙,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추진하는 자력갱생의 원칙, 

우리식의 혁명과 건설을 실행하는 주체의 원칙, 군민일치를 기반으로 한 군

사력 강화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혁명적 원칙은 혁명

가의 “신념과 배짱, 담력과 의지”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급적 원칙은 이론적으로는 혁명과 건설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보고 이들의 이익을 지키며 반대세력과의 타협 없이 싸우는 원칙

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동계급의 입장과 이익은 사실상 당이 추구하는 노선

과 정책내용과 결부되는 바, 이러한 수사적 표현은 북한의 공식문건에서 빈

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다. 

당국이 혁명적 원칙과 계급적 원칙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유는 당의 

146) “제국주의자들은 지구상에 사회주의리념이 출현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첫

날부터 그것을 말살하기 위하여 혁명적원칙성을 거세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왔다. 

이러한 책동은 오늘에 와서 극도에 달하고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전로정

은 승리의 열쇠도 혁명적원칙을 지키는데 있으며 실패의 원인도 혁명적원칙을 버

리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적원칙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승불패의 

무기이다,” 한윤주, “혁명적원칙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승의 무기,”『근로자』

제 8호 (평양: 근로자사, 199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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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이익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장 

확대 조치로 외부 세계와의 교류로 인해 발생할 모종의 비사회주의적 현상

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를 계기로 당에 대한 충성심

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제국주의 국

가들과의 대결 속에서 사상적 재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북한의 입

장에서는 체제 위협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당의 입장에서는 선군정치적 방식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

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했다147). 이를 위해서는 군중동원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세포를 매개로 인민들을 집결

시킴으로써 당의 노선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

나 주지하다시피 북한 사회내의 시장화 현상은 유휴인력을 시장이라는 공간

으로 대거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국방공업 발전을 최우선 원

칙으로 삼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관련 부문에 종

사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졌다. 따라서 북한은 당의 기층

조직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당의 핵심 정책에 복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

기 위해 당세포비서대회가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당의 기층조직의 역할 강화는 당의 조직력을 경

제 강국건설 과업에 부합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당적 차원에서의 통제력을 지

속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의도도 존재한다. 이는 달리 보면 

시장의 등장으로 북한 사회 내에 만연하기 시작한 비사회주의적 문제의 근

본을 척결하기 위해 말단조직에 대한 사상적 통제에 착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목적이 제국주의와의 사상적 투쟁

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이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단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세포들을 중심으로 내부 사상을 재점검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셋째,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강국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

147)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모든 당세포 비서들이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 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로동신문』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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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당 기층조기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각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

가 있었다. 당이 내세운 핵심 경제 전략인 선군경제건설노선은 국방공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

고 있지만 사실상 전자에 관련 부문을 집중시키는 경제구조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한정된 물적 자원으로 인해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을 균형적으

로 발전시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국의 입장에서는 핵심 관

건산업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지

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시장의 영역이 계획영역으로 침투하면서 확대된 다

양한 사회적 무질서들과 특히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양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당의 입장으로서 우선적으로 기층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고하여 당면

한 난관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군사력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체제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무장을 통하여 대중의 힘

을 집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였다. 2007년 전국 당세포 비서대회에는 

각 단위의 모범 당세포비서들이 참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주축

으로 한 내부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당적 지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07년 전국 당 세포비서대회의 특징은 경제문제에 대한 사안이 중점

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국가과제로 제시하여 당세포조직의 관심과 추진력을 강화하

고 이를 주민들에게 사상적으로 교양시키는 한편, 경제 활성화 실행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와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했

다148). 그러나 그 이면에는 2000년대부터 지속된 당내 부패와 권력비리를 척

결하고‘사상적 오염’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따라서 당국

은 당세포 비서대회를 계기로 당의 사상교양사업을 한층 강화하여 조직적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세포조직의 이완현상 및 

이탈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재점검하여 당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을 정상범주 

내로 가동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생산 단위 차원: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을 통한 당적 통치 공고화

148) 김미연,[JERI Report] 북한 노동신문도 나날이경제강조『중앙일보』2007

년 12월 10일 (최종검색일: 201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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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기관·기업소·협동단체는 나라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자 당

의 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특

히 공장기업소의 경우, 국가가 원자재나 생산재에 대한 공급을 비롯하여 필

요한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의‘상대적 독자성’을 

제도화 한 당국의 방침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을 전

개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30%에 그치는 등 실적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 노동인력들의 공장 출근 기피 현

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일감이 주어지지 않다보니 주민들은 공장에 일

정액을 상납하고 시장 활동에 가담하는 등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진적으

로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0년에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은 2009년의 화

폐개혁과 2010년에 단행된 종합시장 폐지 조치에 이어서 발표된 것으로 이

를 둘러싼 당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새롭게 

개정된 법은 2001년에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과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내용과 비교하면 국가에 의한 경제 및 사회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화하는 노선에서 7개의 조항을 수정하였다. 물론 2009

년 8월에 개정된 법안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개정됐는지

를 파악할 수 없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기업의 상대적 독자

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통제를 완화했던 이전의 조치들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예비숫자를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16조)’,‘기관·기업소·단체는 통제수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군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

계획기관에 내야 한다(18조)’,‘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비준

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구체화하여 10월말까지 기관·기업

소·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24조)’라고 명시되었다. 특히 계획경제의 규

율을 강조하는 예비·통제 숫자가 강조되었다는 점과, 이전에는 생산단위의 

의견을 상부에 전달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상부에서 하부로 지시가 하달되

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 이전과 다른 변화이다.

그러나 2010년 인민경제계획법은 분명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는 당국

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의 필요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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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될 때마다 계획화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선차적 관심을 둔 바 있으

며 이로 인해 계획화사업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령 1970년대

에는 일원화-세부화 방침에 의거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나 이후에는 계

획 작성단계에서 기업소의 역할이 강조되는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기업소의 비중있는 역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실현

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당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경제 관리상의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단행된 2010년 인민경제계획법은 그러나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북한은 여전히 기업

소에 조달할 생산재나 원자재를 제대로 공급해줄 수 없는 조건에서 예비·

통제숫자를 통해 생산단위별로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생산목표

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도 보다는 사회적 통제를 겨냥한 조치임을 미루어 파

악할 수 있다149). 즉 생산단위별로 국가가 엄격한 목표설정을 제시하면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사적경제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간접적 통제

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통제의 대상은 비단 주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북한의 

생산단위들은 과거처럼 수동적 생산방식으로 경영관리를 하는 틀에서 벗어

나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여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이

들의 자율권도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인의 위상

은 높아졌고, 당조직의 역할도 그만큼 축소되었다. 지배인의 권한이 증대되

면서 과도한 자재비축현상(기관본위주의)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생산단위들이 

원자재 조달을 근본적으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물품 역시 기업소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

안할 때 이 과정에서 기업소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

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과론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계획적 관리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요인이 되며, 특히 경제적 합

리성 보다는 정치적 당위성을 중시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상 당의 권위를 능

가하는 지배인의 권한은 종국적으로 당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0년 인민경제계획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시장 통제정

149) 장용훈,“北, 계획경제 재강화..우회적 사회통제 겨냥?”연합뉴스 2010년 11월   

  17일 (최종검색일: 2013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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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차원에서 기존에 생산단

위에 부여한 경영에서의 자율권을 국가가 회수함으로써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는 노동력을 계획화 사업 틀 내에로 포섭하였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선군경제건설노선은 그 정책의 속성상 대규모 인력 동원이 절대적으로 요구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방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부문의 기업소

와 공장에 투입될 노동력 확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그러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인상된 임금을 관련 기업소가 제대

로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자금비축이 용이한 시장 

활용에 가담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공적영역에서의 노동력이 

사적영역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당

시 당국으로서는 2012년에 맞춰 경제강국을 이룩하기 위해 그간 사적영역에 

머물고 있었던 인력을 동원하여 선군경제건설노선에서의 질적 및 양적 변화

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둘째, 북한 당국은 인민경제계획법을 계기로 국가주도의 통제와 관리

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종전의 7.1 조치가 기업의 상대적 독자성을 허

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기업 자금을 운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경

영의 자율화는 종국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외 상거래 및 국가계획 밖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편법적 시장 활동은 

사실상 7.1조치가 기업소들로 하여금 사적영역에서 원자재과 생산재를 조달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

위는 기업소들로 하여금 잉여자금을 국가에 상납하기보다는 불법적으로 착

복하여 개인 또는 기관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도용되

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민경제계획법을 

통해 국가가 경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

로써 기업소 차원에서의 불필요한 사적경제활동을 차단하려는 사회 통제적 

의미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

3) 대중적 차원: 속도전을 통한 체제보위 집중

북한에서 속도전은 사상의 우위, 정치사업의 우위에 입각한 북한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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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략이자 경제건설방식이다. 어려운 난국 속에서 당국이 사회주의 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통로는 속도전을 통해 단기간의 증산경제운동을 

추진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었다. 이와 같은 대중노력경쟁운동이 경제구

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은 북한 경제사에서 당

이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탈출구를 모색케 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

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정일시대 북한이 추진한 속도전150)은 시장 통제 측면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시행한 시장통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이 2009년 4월과 5월에 

단행한 미사일(광명성 2호)실험과 제 2차 핵실험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

사 실험을 금지하는 한편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감행했다. 이로 인해 대외 

식량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150일 전투를 시작하면서“제국주

의자들의 유례없는 공화국 고립 압살정책에 맞서 식량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선언하면서 속도전의 취지를 선전하였다. 이는 외부로부터

의 식량 조달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집단농장의 농사에 집중함으로써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에서 식량난 문제는 주민

들을 비롯하여 군사적 차원에서 군량미 등 후방물자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

다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북한은『로동신문』2009년 5월 11일

자 기사를 통해 모내기 전투에 전 인민적, 전 산업적 동원을 독촉하면서 식

량난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신문은‘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올해 모

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농사는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사업”이라면서“전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

문의 기관, 기업소들과 일꾼들은 농사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모

내기 전투에 필요한 전력과 영농물자를 최우선으로 무조건 보장해줘야 한

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설에서는 “1백50일 전투로 부른 당의 호소에 따

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 역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총공

격전에 떨쳐나선 온 나라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 깊은 올해의 모내

150) 2009년에 단행한 북한의 속도전은 5월 10일부터 10월 10일(노동당 창건일)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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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 제낄 혁명적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며 

150일 전투와 모내기 전투간의 연관성을 분명히 했다.

북한 당국은 150일 전투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북한통신 2009년 5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들을 

속도전에 동원하기 위해 오전 9시~12사이 거리 통행을 단속하였고, 장마당

의 개장 시간도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늦추는 등 주민 단속을 가속화 하

였다. 특히 보안일꾼들과 단속성원들을 거리마다 배치하여 단속을 어긴 이

들에게는 강제노동형에 처하기도 했다.151) 이처럼 국가적 역량 동원을 위해 

시행된 북한의 속도전은 종전에 시행된 노력동원과는 성격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가령, 이전의 모내기 전투에서는 도시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에

만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2009년의 모내기 전투는 전략이나 농자재 등을 

공급하는 농업관련 모든 공업부문에 대한 총동원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한 북한의 자구책이라 볼 수 있

다.152) 이처럼 당국이 거리 통행을 단속한 것도 사실상 시장으로의 주민들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시장 개장 시간을 늦춘 것

도 모내기 전투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증산계획은 합리적인 경제논리를 배격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전시 행정적 대중동원방식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

를 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식량대중동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비춰진 북한의 실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가령 당국의 

무책임한 속도전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면서 모내기 

전투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 집단농장 및 개인농사가 모두 실패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153). 이처럼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경

151) 이경한,“북한,‘150일 전투’로 체제유지 안간힘,”미래한국 2009년 5월 26일   

 (최종검색일: 2013년 5월 10일).

152) 김환용,“북한‘150일 전투’ 식량난 완화에 초점,”미국의 소리 2009년 5월 11  

 일 (최종검색일: 2013년 5월 10일).

153) 2009년 북한을 방문한 한 중국교포는 “농장에 가보니 농민들이 다 손을 놓고  

 놀고 있다.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비료가 없어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개인  

 뙈기밭 농사는 강제로 못하게 한다. 집단농장으로 내몰린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고위탈북자는 150일 전투로 인해 농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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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복을 위한 식량증산에 주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속도전을 추진했다는 점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김정일이 김정은으로의 후계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맞물리며, 특

히 대외적으로 대북 압박이 고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체제 위협적 요

소를 사전에 통제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방공업의 기초인 금속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당 조직의 복원 

및 공장·기업소 기능의 정상화에 초점을 둔 속도전이라는 점이다. 당국은 

2009년 12월 25일『로동신문』에‘야금공업에서 력사에 없는 혁명을 일으킨 

대사변’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북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서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전히 확립하였음을 표명했다. 이때부터 주체철을 위한 

연구가 북한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는 국방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공업 부문 중 금속공업의 중

요성이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철강산업의 주

원료인 코크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지속적인 원료에 대

한 수입 의존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자체원료에 의거한 ‘주

체철’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외화난으로 인해 지속적인 원료수입이 

어려운데다가 북한에는 코크스의 핵심 원료인 역청탄이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역시나 기존 탄광들의 갱도 심부화와 설비 노후화, 개

발 부진, 그리고 신규 탄광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석탄생산이 감소하면서 

대체 원료로 개발하기에는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

다154). 

그러나 2009년도부터 에너지 사정이 양호해짐에 따라 그간 침체상태

에 있었던 북한의 금속공업 부문발전에 일정 부분 변화가 생겼다. 이는『로

실패했다면서 뙈기밭에 나가려는 개인들을 강제로 집단농장에 내몰자 이들을 집

단적으로 반발해 집단농장과 뙈기밭 농사를 망쳤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비료 

지원까지 끊겨 사람들을 아무리 집단농장으로 동원하려고 해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당시 북한의 식량가격도 대폭 상승하

는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강철환, “‘150일 전투’ 끝나자 또 ‘100일 

전투’...‘전투’에 매달리는 북한 속사정은?”『주간조선』2075호 2009년 10월 

3일 (최종검색일: 2013년 5월 14일). 

154) 홍순직,“북한의 산업(III): 철강산업”『통일경제』10월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0),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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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문』2009년 5월 4일 사설을 통해“전반적 인민경제를 추켜세우는 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단위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속공업부문, 전력공업부문, 석탄

공업부문, 철도운수부문 그리고 기계공업부문 등이 설정한 목표를 수행해야 

함을 천명했다. 당시 북한은 강성대국의 해를 2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경제

강국 건설을 조속히 이룩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

며, 당시 150일 전투 역시 금속부문을 비롯하여 중공업 부문과 관련하여 내

부적 차원에서 모종의 목표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2009년부터 중공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논조가 북한 문헌이 자주 언급되

고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선택과 집

중을 통한 경제건설을 도모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이 고려된 조치였으며, 더 

나아가 그동안 시장에 방치된 당원, 노동자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전반

적으로 기관과 기업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즉, 당국의 조치는 

그간 주민들이 축적한 부와 그들의 역량을 국가의 몫으로 돌림으로써 당의 

계획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결부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4. 시장 통제정책의 결과

1) 시장에 대한 전면적 폐쇄 지양

시장 통제기 조치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북한 당국의 입장은 우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동원체제의 범위 내에서 시

장을 이용하되, 정치적 필요시에 시장을 통제함으로서 당적 지도를 유지하

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필요라는 것은 당국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체제

보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인들을 척결해야 하는 요구가 제기될 때를 의미한

다. 물론 시장의 역할과 기능은 유동적인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당의 요구

와 목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전반에 걸

쳐 진행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규제 효

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일 정권이 시장 통제정책을 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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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당국의 시장 통제 움직임은 

사적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폐쇄의 의미를 담지하기 보다는 당의 경제노선에 

반하는 모종의 반사회주의 토대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반사회주의 토대라는 것은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

하는 계획․동원노선에 복무하지 않는 모든 비사회주의적 행위 또는 그 기반

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단지 군수부

문에 선차적 중요성을 두는 것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다. 국방력 강화는 당

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의 발로이자 사회주의 체제의 종속 여부를 좌우하는 

잣대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국이 입장에서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이 요구하는 

사회적 역량과 경제적 지원을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다. 따

라서 북한은 국방공업에 해당하는 물자공급을 계획적으로 우선 배급하고 이

를 추진하기 위해 연관부문을 동원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

의 연장선상에서 국가가 시장영역을 통제한 것은 당의 핵심 경제 노선에 복

무해야할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시장 활동을 인해 집단주의 견지에서 탈피하

여 이른바‘전사회적․전인민적 요구’인 국방공업 우선발전 전략에 불응하

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안보적 우려에 강력히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북한의 경제건설노선은 사상동원과 인력동원이라는 두 개의 축들이 맞

물리며 시행되는데, 시장영역의 확대는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할 상부층과 

경제건설 인력의 원천인 하부층이 결탁하여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국가의 공식영역 내로의 유입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통제는 사상 재무장 및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으

며, 이는 종국적으로 당의 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측

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당국이 시장통제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것은 사

적경제영역이 창출하는 잉여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

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시장은 필요시에 자본과 노동력을 동시에 갈취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며, 비록 시장영역의 범위 및 종사하는 경제주체들의 역

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당은 시장에 대하여 강력한 구

속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처럼 북한에

서 시장은 취약계층이나 서민층에 기여하는 경제적 이익만 존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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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기득권층도 일정 부분 시장을 통해 물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렇듯 사적영역의 확대는 이미 북한 내에서 불가역적 

현상이며, 따라서 당국의 입장에서는 계획경제와 시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체제보위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관선상에서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폐쇄를 

의도하지 않는 선에서 통제정책을 취했다고 보는 근거는 북한 사회 내에서 

시장이 가지는 속성에서 연유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시장에서 생산부문

에 비해 유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무역의존

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물품 또한 국영기업소나 공장 또는 협동단

체에서 유출된 상품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

한 시장으로서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당국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폐쇄정책을 단행했다면 유통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폐쇄정책을 취했어

야 했지만, 실상 상부에서는 특정 물품들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운영시간을 조절하는 등 일시적인 조치들을 제한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이 주민들의 반발

에 부딪혀 철회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 방침을 

통해 사회적 통제의 효과는 분명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보면, 북

한에서 시장은 체제 위협적 소지가 있을지언정 체제 붕괴의 요소를 내포하

고 있지 않음을 미루어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당국은 시장의 확대를 저지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생산부문 보다는 유통부문에 주력하여 시장의 본래의 

목적인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 해

석할 수 있다.

2) 경제적 합리성 對 정치적 당위성

시장에 대한 북한의 통제 조치는 근본적으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에 내포된 북한 당국의 원칙과 방향에 의해 좌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

정일 정권이 표방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나라의 최고이익의 고수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확보하는 기초 위에서 경제발전을 모색

하겠다는 기조는 선군시대 기간 동안 북한의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공

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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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경제적 이익의 효과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방침이라 할지라도 당의 최고이익과 결부되어야 

하는 정치적 필요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효율성 보

다는 정치적 당위성 확보를 위한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했을 때 북한 경제발전에 걸

림돌이 도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2009년 북한 핵실험 이후 진행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발생한 바 있는 외화부족사태를 두고 보안성과 중앙당 재

정경리부 그리고 내각 재정 부문 등 부처 간의 갈등 국면을 통해서 구체적

으로 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열린북한방송 2009년 11월 13일 보도에 따

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소식통은 내각 재정부문과 중앙당 경리부는 외화난

이 해결될 때까지 시장 통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인민보

안성은 시장을 통제하지 않을 시 중요 물자들의 값을 국가의 통제 하에 조

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 통제 차원에서 시장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시장 통제를 두고 진행된 부처 간의 

갈등은 종국적으로 군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 진행된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정책은 2009년 11

월 화폐개혁과 이듬해인 1월에 단행된 종합시장 폐지가 그 근거이다. 이러

한 상황을 미루어볼 때, 선군시대 북한의 권력구조는 여전히 선군정치지배

세력들이 우세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세력들은 경제적 

안정성 보다는 체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북한의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은 근

본적으로 선군경제건설노선의 원칙과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

며, 이러한 조치는 당국으로 하여금 정치적 당위성 확보에 주력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장에 대한 북한의 규제방침은 의도

하지 않은 여파를 초래함에 따라 민심 이반을 촉진시킨 바 있으며, 전반적

인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노정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이외의 수단으로 자

주권과 생존권을 모색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하도록 국제사회적 협조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반미대결전을 심화시킴으로써 선군정

치노선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핵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발전의 강조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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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김정은 시대

에도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사회의 최대의 보루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명시함으

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확고히 하는 것에 있다. 비록 변화된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경제관리 차원에서 경제제도에 대한 일련의 변화와 개혁적 

실험을 단행하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소유제에 변화가 없는 경제정책을 표

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일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사실상 계획경제 틀 내에서만 작동이 허용되는 보조

적 수단으로서의 시장의 기능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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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함의

1. 논문 요약 및 종합적 평가

   

1)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김정일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이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

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시장에 정책의 전

반적 속성과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구조를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당은 김정일시대 경제발전목표를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로 설정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선군정치 이념을 경제분야에 구현한 것이다. 김정일 

체제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을 통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적 발전

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군경제건설노선을 물질적․  경제적

으로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의 경제관리조치들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시장에 대한 당국의 입장 및 해법 역시 사회주의 경제관리 차원에서 

제기  된 바 있다. 종합하자면, 선군시대 북한은 국방공업 우선발전 전략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주

축으로 발전하여 왔다. 선군경제건설노선은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과 자주권

을 국가의 최고이익으로 설정한 당국의 방침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한 노선이

며,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당국이 정책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물질적․제
도적으로 보완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장에 대한 당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군경제건설노선의 원

칙과 방향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시장에 대한 당국이 완화정책은 사실상 기존에 합법화 한 농민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장에 대한 김정일 체제의 관리가 시작된 시기는 고난의 행군기간에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총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고난의 행군 시기동안 

북한 당국은 우후죽순처럼 전국에 확대된 시장을 관리할 뚜렷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을 당대 당면한 경제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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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부시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났다. 특히 고난의 행군이 

진행된 기간 동안 시장에 대한 허용과 통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였으나, 분

명한 것은 종전 시대와 다르게 시장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인식이 변화했다

는 점이다. 물론 2003년 북한이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승격한 것

은 분명 종전 시대와 달리 시장에 대한 개념차원에서의 변화가 작용했기 때

문에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을 놓고 북한당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게 

된 계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김정일시대 전반에 걸쳐 진행된 시장에 대한 조

치를 염두에 두었을 때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분석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시장을 관리 가능한 영역 내로 포섭함으로써 선군경제건설노선을 효

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서 이를 이용하였으며, 이와 같이 시

장에 대한 당국의 방침을 제도적으로 합리화 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경제관

리개선조치라는 것이다. 당국이 시장을 허용한 배경은 국방공업 우선전략에 

동원될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군수산업

에 투입될 생산재와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외무역을 통

한 자재공급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군경제건설노선이 근본적

으로 민수생산부문 보다는 생산수단의 생산에 비중을 두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제공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중앙

공급에 대한 편향적 투자로 인해 1차 소비품을 제공하는 지방공업은 상대적

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필요한 소비품들을 무역

을 통해 수입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여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 당국의 통제정책은 시장의 경제주체인 관료와 군부, 기업소와 공

장을 포함한 생산 단위들 그리고 소비자들인 대중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관료와 군부의 경우 시장 활동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 현상이 극대화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당 차원에서는 당의 조직

을 재정비함으로써 사상적 재무장을 독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단위 차원에서도 신흥 부유층과 외화벌이꾼들의 결탁으로 인해 

국영기업소가 점진적으로 사적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점이 되면서 북한

은 2010년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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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회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차원에서 시장 통제가 갖는 의미

는 주민들 수중에 있는 외화들을 회수함으로써 부족한 당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화폐개혁을 통해서 실현되었

다. 북한은 대중적 결집을 위해 이들을 국가의 속도전 정책에 유입시킴으로

써 사적영역에서 충당한 이익을 국가의 몫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

련의 조치들을 보면 북한은 시장에 대한 전면적 폐쇄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통제정책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국이 근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정치적 당위성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은 당의 경제노선이 전

개되는 과정에서 맞물리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이며,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라는 근본적인 틀 내

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군사력을 동원한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을 대체할 만한 별도

의 방어기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2) 김정일시대 북한의 시장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강성대국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최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당이 선군정치적 방식을 경제분야에 적용한 노선이다. 김정

일시대 전반에 걸쳐 이 노선은 당의 핵심 경제발전 전략으로 취급되었으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물질적․ 재정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정

일 체제 전반에 걸쳐 가장 주목되어야 할 현상은 바로 시장의 기능적 역할 

확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종국적으로 개혁․ 개방노선을 도입

함으로써 이미 붕괴된 계획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시장의 확대가 체제위협수준

에서 체제붕괴로까지 확대 진행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시장은 계획경제의 

표방하는 당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지속적인 대립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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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 사회 내에서 시장의 영역이 가지는 의미를 면 히 검토

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이 어떠한 제도적 틀에서 추진되고 또한 통제되는가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은 근본적으로 계획사회주의 체제와 대결관

계를 가지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모종의 정치적 논리구조를 통해 시장을 국가 내로 포섭하여 활용해

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2년에 취해진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내용을 분석하면 시장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다. 

즉, 북한은 자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과도기적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의 잔재인 상품화폐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시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대외무역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해야 하는 북한의 지

정학적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한정된 물자로 인

해 핵심 관건부문에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당국의 국가 전

략적 의의에 따라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하는 노선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일 체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노선을 밑바탕으로 상품화폐관계를 국가의 

핵심 경제정책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우선 국가예산자금을 중앙기업소에 집

중시킴으로써 군수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기업소들로 하여금 대

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력갱생의 방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2003년에 시행한 농민

시장의 종합시장화 정책은 표면상 주민들의 생활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상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회생

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이 북한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상 10% 정도에 달한다. 이는 시장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대외무역

을 통해서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들 기업

소들의 시장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게 된 배경은 민수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미미한 상황에서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는 지방기업소들의 존재를 간

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모든 생활필수품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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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는 내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 경공업 발전의 하락은 종국적으로 국방부문으로의 위협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경공업 부문은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넘어선 후방물자 공급의 주요한 경로이다. 비록 그 비중이 여타 부

문에 비해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대부분이 국

방공업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방물자공급을 담당하는 지방

기업소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 목적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당국이 공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한 것에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재시장은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이 잉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이자 여타 기업소들과의 유무상통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국가 관리하의 사적영역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은 시장의 성격이 김일성 시대에 비해 여러모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는 데에 

있다. 종전에는 시장의 역할이 별도의 국가적 제도와 관련 없이 당적 차원

에서 방임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정일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장은 국가

의 관리 하에 허용과 통제라는 기제 속에서 국가의 핵심 경제정책과 연관․  
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결코 시장 영역을 

체제․위협적 요소로 방임하거나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장을 당의 경제 전략에 맞물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지속적으로 고안

해 낼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시장이라는 영역이 근본적으로 국가 소유의 

생산수단을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당국의 입장에서 보았

을 때, 집단주의적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시장으로부터 파생

될 모종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내지는 현상을 정치적 논리로 방어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시장의 기제는 여전히 집

단주의적 이익, 즉 국방공업을 우선발전 전략으로 하는 국가의 계획경제발

전을 통한 체제안보 및 경제건설이라는 당적 목표 하에 조정되고 있다는 점

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본 논문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체제는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 회의에서 헌

법을 개정하여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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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보다 격상하여 이른바 군중시의 권력구조체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러

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북한의 선군정치는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가 되었

으며 이를 물질적 경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당국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 노선을 계기로 국방공업의 발전에 우선순

위를 두는 “특수한 경제구조”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경제구조 속에서 연

관부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계획사회주의 내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였

다. 여기서 북한이 자국의 경제구조를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배

경에는 국방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위해 관련 경제부문들이 모두 국방공업의 

발전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155) 따라서 당국의 입장에서

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기반으로 소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일정 부분 지휘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 경제발전은 경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논조를 지속적으

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의 구심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당국이 구축한 선군경제노선과 이와 연동되어 작동하

는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이를 정치지배세력들이 어떠한 방식으

로 운용하고 있는 지를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체제 

전반을 관통하는 당국의 핵심 경제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서 북한이 모색한 변화는 개혁․개방이 아닌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변화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비록 북한이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들

을 통해 모종의 변화를 표출한 것은 사실이나 김정일 체제가 사회주의 원칙

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집단주의적 경제 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변화의 관점을 살펴보기 

155)“우리 식 경제구조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국방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식의 독특한 경제구조라는데 있다...중략...국방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는 여러 경제부문들가운데서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거기에 선차성을 부여

하며 련관부문들을 국방공업발전에 우선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경제구조이다. 다

시말하여 련관부문들에서 국방공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 동력을 우선

적으로 생산보장해주도록 국방공업과 민수생산부문들사이의 련관을 보장하게 하

는 경제구조이다,”김형석,“우리 식 경제구조의 특성과 그 우월성,”『김일성종

합대학학보』경제학 제 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8),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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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아래의 첫 번째 결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다. 

       

결론 1. 선군시대 북한은 국방공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체제정비를 위한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당면한 대내

외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이 시장을 허용한 요인으로 이미 확대된 

사적영역을 사후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는 일부분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당국이 시장을 허용

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원칙 하에서 이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존재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시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배경

에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

적 수단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보장을 받기 위한 장치로 작용했던 것이다. 

김정일 체제는 국방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적 경제

관리 원칙을 내세웠다. 즉 모든 경제부문들을 국방공업 육성을 위해 계획화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하고 이를 계기로 여타 경제부문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원가, 가격, 사회순소득으로 대표되

는 경제적 수단들을 보조적 장치로 활용하여 계획적 경제 관리를 합리화해

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156). 결국 북한이 시장을 허용한 배경에는 경제적 수

단을 계획화 사업의 요구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시장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단순히 시장 세력에 의해 당이 수동적으로 대

처했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시장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시장영역에 대한 당국의 대처를 합리화하기 위

해 다양한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이를 정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는 김정일

시대에 걸쳐서 시장 세력이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붕괴시키지 못했던 배

156)“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의 작용과 관련한 원가, 가격, 리윤, 수익성 같은  

 경제범주도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과 기업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보조적수  

 단으로 정확히 리용하여야 합니다,”서재영(2005),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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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당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시장의 부침이 지속적

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러한 행보는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를 폐쇄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시장을 관리 

가능한 영역 내에 포섭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리적 측면이 존재했었던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두 

번째 결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결론 2. 시장에 대한 북한의 허용조치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물

질적․경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계획경제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방

공업 위주의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

나는 현상적 사실만을 고려하여 분석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책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당국의 다양한 정치적 포석들이 맞

물리며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의 경제 정책은 핵 및 미

사일 개발과 실험을 통한 군사대국을 실현해야 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삼

고 있다. 물론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 전략을 통해 민수경제에 투자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국방공업에 대한 선차적 발전을 기반으로 전제로 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민생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

으나 여전히 국방공업의 발전을 통한 체제보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

문에 경제발전을 포괄한 국가안보 보다는 사상과 이념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체제 안보상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특성은 민생난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군수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

으로 증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김정일시대는 선군적 방식의 경제발전 전략과 민생난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유지되는 상황을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종국

적으로 북한 체제의 모순이 누적되는 양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집단주의 단결을 통해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보위하는 것을 당의 존엄과 위엄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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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은 국방공업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시장을 통

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가 체제위협적 가능성을 담지하는 경우

에는 안보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북한이 국가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담

보하는 것이 북한의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며 다음과 같이 세 번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결론 3.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 당적 통

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이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익 보다는 체제상의 위협으로부터 안보적 이익을 고

수하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논문의 함의와 후속 연구 과제

     

1) 논문의 함의

본 논문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영역

이 당의 경제정책과 대립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닌 양립의 형태로 유지되는 

측면을 조망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 사회 내에서의 시장은 유통부문에 기인한 소비재 시장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공식공급망의 기능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적 

자극에 기반을 둔 시장공급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대외무역 의존성을 

강하게 반영한 시장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북한에서의 시장영역은 외부공급

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의 시장은 엄격한 의미에서 시장경제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되는 것이 아

닌 국가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완화되고 통제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시장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완화와 통제의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노선과 사회주의경제관리개

선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김정일 체제가 시장

을 완화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결코 경제 개혁의 확대 내지는 후퇴의 측면에

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계획경제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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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계획경제의 정상화라는 것은 국가배급제의 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한 우선발전 전략에 모든 연관부

문이 동원되는 계획경제체제를 지칭한다. 즉, 국가의 계획지표가 철저히 군

수부문의 발전에 의거하고 있는 김정일시대 선군경제구조는 시장영역을 사

회주의경제관리체계 내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확대에 따른 체제 위

협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시장은 이미 북한 체제 내에서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며 특히 국가 

경제차원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시장은 계획경제와 불안정한 

동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시장영역의 확대

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가 진일보한 측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시장에 통제로 인하여 체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대규모적 차

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시장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통제

가 상당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장 영역 

내에서도 일정 부분 시장 경제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

한 파급효과에 대하여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장을 통제하거나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 내에 

유통되는 자금을 국가 수중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이 가지는 파급력이 결코 북한의 핵심 경

제 전략을 위협할 정도의 위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사회주의 경제관리 차원 내에서 운용되고 있고, 특히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완화되고 통제되는 정책이 당국의 의도에 

의해 철저히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시대 군수

부문의 발전은 일련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비약

적인 발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기업소나 민수부문의 성장은 여전히 

저조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결코 경제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선군경제 구조 내에서 국

방공업 발전에 복무하는 한정적 역할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해 북한

은 철저히 당적 통제기제를 동원하여 시장의 역할을 선군경제건설노선 내로 

포섭하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에서의 

시장의 기능이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내지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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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붕괴를 야기할만한 기반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국가의 전략적 의

의 속에서 시장의 기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주

장함으로써 북한 시장영역에 대한 기존의 편파적 시각을 극복하고자 하였

다. 

    

2) 후속 연구 과제

   앞서 전술한 본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선군경제건설노선과 시

장의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은 여러모로 추가적 논의를 요한다. 이를 두 가

지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북한의 공식문헌과 

기존 학계에서 발표한 수치들을 통해 교차 분석하여 유추하는 수준에 머물

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 내에서의 시장의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국방공업을 기반으로 한 계획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시장영역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 내에서 해결하려는 당국의 움직임

을 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상충되는 속성을 가지는 계획경제와 

시장을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

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내에서 작동하는 시장영역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획경제체계에 어느 정도 복무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야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여파와 부정적인 여파를 동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내에서의 시장 관리가 과연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수 있다. 이는 어느 시점에서 시장의 

범위와 기능이 국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으로 성장하여 당국 차원

에서의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시장의 비중이 계획경제 비해 한정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공업의 발전이 근본적으로 민수부문의 희생을 동반하기 때

문에 이러한 당위성이 과연 대중적 수요를 억압할 정도의 정치적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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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he ‘Military-first(Sôngun)’ Economic 

Policies toward Market during the Kim Jong-il Era:

the Politics of Mitigation and 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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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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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lves into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North Korea’s 

policy toward its consumer market during the Kim Jong-il era (1995~2011). 

In order to delineate a concrete observation on how North Korean 

government wielded its influence over the rising private market, this paper 

examined the economic policies that Kim Jong-il regime adopted to promote 

the ‘military-first(Sôngun)’ politics as well as the complementary measures 

that the government initiated in 2001, the July 1st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The features of the growing unofficial sectors in North Korea must be 

viewed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policy, which can be summed up as 

constructing an economic powerhouse based on Sôngun ideology, in order to 

unveil its political intentions. Needless to sa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nsumer market must abide by specific principles and regulations the 

regime pursues.

The politics of mitigation and 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North Korea can analyzed based on three stages which can be divid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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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s: the first stage(1995~2000), the second stage(2001~2004), and the 

third stage(2005~2011). During the first stag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confronted a series of economic doldrums and stagnation due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bloc as well as the structural disequilibrium 

inherited in the centrally-planned economy. The government called for 

concentrated efforts to build up light industry, which was a significant 

transition from its ‘heavy industry first’ policy. Since then, the consumer 

market in North Korea began to flourish which was possible under the 

government’s intent to revitalize its people’s economy. 

During the second stage, the hermit kingdom began to take further 

steps to lift of restrictions on private markets and started to considered it as 

a complementary means to the planned economy. The government was in a 

phase where it needed to consolidate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combat 

against its enemies, notably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role of the 

market allocation was strictly limited, the regime acknowledged the vital part 

that the market played in people’s economy.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egan to toughen their 

regulation toward the market during the third stage. The market was 

regarded by the North Koreans as a breeding ground of anti-socialist 

phenomena and capitalist trend. Consequently, the government’s decision to 

harsher market control has led the North Korean economy in a downward 

spiral.

In a nutshell, the market strategy during the Kim Jong-il era connotes 

how the Sôngun-based ideology can limi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rivate sector. The isolated economy will need to incorporate domestic 

economic reform and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in order to 

reverse the economic downward spiral. 

Keyword: North Korea, Kim Jong-il, sôngun, market, economy, military

Student Number: 2007-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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