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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불평등 문제만큼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

해 논의되어온 주제도 드물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불평등은 보편

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고, 평가기준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자리매

김 되어왔다는 사실은 어느 사회나 제도화된 불평등이 존재해 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북한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불평등 구조를 농민층을 중심

으로 고찰하고자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사회주의 사회가 지닌 보편적

인 문제와 북한사회 특유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북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농민층이 경험한 사회불평등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협동농장원 출신탈북자들과의 심층 면담과 역사적 

상황적 접근법 및 신제도주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주의 체제 불평등 구조의 

특성과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의 형성 요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북한 농민층의 내적 분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사회

불평등 구조는 사회주의 체제가 지니는 특성과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축한 출신성분 제도를 통해 인위적인 

계층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 전쟁 참여

도와 피해를 기준으로 출신성분이 구분되어 농촌의 재계층화가 발생하였

고, 이를 기준으로 정치권력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경제적 혜택들이 차등 

지급되어 북한 사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북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구조는 1990년대 식

량난 이전과 이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구조를 1990년대 식량난 이전의 시점

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사회주의 건설 시기인 1945년 토지개혁부터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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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농업협동화가 완수되는 시점까지 새로운 지배 집단의 등장과 함께 급

격한 계층 이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

지는 농업 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대별 총 생산량 및 추가소득 자원 

유무를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자원 확보와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였

다. 결과적으로 출신성분과 계급에 의한 사회불평등 및 농촌들 간의 사

회·경제적 차별로 인해 북한 농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빈곤을 경험하

였고, 집단농 운영 체계의 비효율성과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으로 인해 농민층의 근로의욕 저하와 농업생산량의 급감을 야기하였다.  

다음으로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구조를 1990년대 식량난 이후의 

시점으로 분석한 결과,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본격화되고 1990년대 식량난 

시기에 국가 배급 체계가 마비되면서, 시장 활동 참여와 사적경제 활동의 

여부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7.1 경

제관리 개선조치 실행 후 개별 협동 농장들의 자율경영을 위한 분권화는 

농민층간의 소득격차 심화와 출신성분 영향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왔

다. 그러나 금권(金權) 유착으로 인해 기존의 출신성분에 기반 한 사회 불

평등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북한의 사회구조는 출신성분과 계급이 가장 큰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사회․경제적 혜택들이 결정됨에 

따라 북한 사회의 불평등의 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의 

축적에 따른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분화로 새로운 계층 분화가 발생하였

고,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 약화에 따른 시장 영역의 확대가 결국 계획 경

제 부문을 대체하면서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북한 농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 증대와 지속적인 사회불평

등과 차별을 경험해 오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상실과 근로의욕 저하의 

원인이 되었고, 정치적 지배관계의 약화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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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지배관계의 약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가 흔들리고 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북한체제가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을 유추할 수 있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정치체제적 갈등과 모순 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사회현상은 새로

운 체제를 대두시키는 근저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농

민층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북한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향후 발생할 체제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사회불평등, 사회구조 변화, 북한 농민층, 내적분화, 출신성분, 

1990년대 식량난  

학   번: 2012-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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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흔히 북한 사회를 전체주의 혹은 획일주의 체제로 인식한 나머지 북한 

사회에서는 계층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역

사적 경험들이 보여주듯이 자본주의 국가들은 첨예한 계층 갈등을 체제 

내로 제도화시켜 완화하였으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순적인 계급 정책을 

강행하여 계급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까

지 이르게 되었다.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계층 갈등은 

새로운 특권층의 등장과 함께 영도 계급인 노동자와 농민들이 소외 및 착

취 대상으로 전락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있었다(서재진, 1997: 52)1).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

의에 따라서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계급 문제를 바라보며, 국

가 주권(권력, 통제권)에 대한 관계를 더하여 계급을 파악하였다(사회과학

출판사 편, 1989). 따라서 북한의 계급 구조는 레닌의 계급론인 ‘2개의 

친선계급과 1개의 계층론’을 바탕으로 노동 계급과 협동 농민 계급, 그

리고 독자적인 계층을 형성하지 못한 근로인텔리로 구성되었다. 북한 당

국은 노동자, 협동 농민 그리고 근로 인텔리 계층 간에 착취 행위는 없으

나 사회·경제적 차이의 존재는 인정하였는데, 그 발생 원인은 국가적 소

유와 협동적 소유와 같은 상이한 소유 형태의 존재, 도시와 농촌의 차이, 

공업과 농업의 차이, 그리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다고 보았다(김귀옥·김채윤, 1997).  

물론 북한 국가 건설 과정에서 농촌과 농민들이 갖는 정치·경제적 중

요성은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현재와 비교 할 수 

1) 해방 초기에 북한 당국은 혁명의 주도 세력으로 ‘노동 계급의 영도에 의한 노동자, 농
민, 애국적 인테리,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이무웅, 
198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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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정도로 높았다2). 특히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 방식에 기반 한 토지개

혁을 통해 김일성 정권은 빈·고농, 소작농들에게 열렬한 정치적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물질적 지원에 힘입어 조선로동당

의 핵심 간부들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직후부

터 후진적인 농업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보다 중공업 우선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업 부문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자 노동자

들에게 사회경제적 혜택을 집중 제공하였다. 게다가 ‘사회주의 원시축적

론’을 바탕으로 공업 부문의 빠른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자본

을 농업부문으로부터 흡수하였다(양문수, 2001:162)3).  

그 결과 북한은 지속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농업과 공업,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농촌과 

도시 사이의 불균형이 뚜렷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장경섭, 2000).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간의 

불평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의 낙후성을 극복하고자 군(郡) 중심의 중

앙집권적 농업 체계 구축 및 농촌 테제와 농업기술혁명, 그리고 주체농법 

도입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향상

시켜 도농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대외적인 체제 위협에 자립경제 민족노선 전략으

로 대항하면서 내부원천에 대한 의존률이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형성하

였고, 자연스레 농민들을 향한 당국의 노동 압박과 알곡 자원에 대한 통

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국가 배급 체계가 흔들

2) 1946년 선거 이전의 인민위원 당선자 성분을 살펴보면 노동자가 5.7%, 농민이 71.8%, 사
무원 15.8%, 상인 4.6%, 기업가 2.1% 로 분석되었다. 1946년 11월 3일 선서에서는 노동자 
14.5%, 농민 36.3%, 사무원 30.6% 비율로 대의원들이 구성되었다. 1946년 이전에는 농민 
출신의 인민위원이 약 4분의 3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946년 선거 때는 노
동자·농민 출신의 대의원 수가 전체 대의원들 수 가운데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농민 출신의 대의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농민
들의 의사가 당의 결정에 반영되기 힘들게 되었다(스칼라피노·이정식, 1986:469-472). 

3) 플레오브라진스키의 ‘사회주의 원시축적론’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막대한 초기 자금을 농업 부문에서 주로 끌어내야 한다는 핵심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역시 농장에서의 사실상 배급제 실시와 배급량을 제외한 곡식생산 전량의 강제
수매 등을 통해 196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업 잉여를 흡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양
문수, 20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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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 식량 공급이 불안정하고 영농물자 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북

한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증

명하듯 북한 주민들은 협동 농장원들의 직업적·사회적 지위를 최하층으

로 인식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며, 농민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

를 ‘농포’라고 인정하였다4).  

이처럼 북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서 농민 계급의 사회적 지위는 급격

히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사회 안에서는 개별 농민들을 통일적 

총체로 바라보는 과오를 범하면서 농민 계급 안에서 발생하는 분화 현상

을 무시한 채, 농민 개개인들의 특수한 이해들을 단지 국가의 전체이해와 

동일시하고 있다5). 실제 노동자, 협동 농민, 그리고 근로 인텔리 계층의 

내적 분화 현상에 대한 논의들을 북한 문헌 및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접

하기 쉽지 않다. 무계급 완전 평등사회를 추구하고, 집단주의 이데올로기

를 강조하는 북한 당국은 한 계급에 속해있는 개인들 간에 불평등이 발생

하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철저히 통제하였다6). 심지어 당국은 사회주의

적 과도기 시기가 지나가면 기존의 인테리 계층 및 농민 계급을 포함한 

4) 국토통일원에서 1983년에 귀순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29개의 직업 범주 
중에 농부는 19위, 농업 노동자는 맨 마지막인 29위로 밀려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길
성·박형신,1991:27-2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자 133명을 대상으로 2012-2013년
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못사는 직업은 농장원 47. 4%, 그 다음 공장기업
소 노동자 31.5%로 나타나고 있다(박명규 외, 2014:126). 본 논문의 인터뷰 대상자 11명 
전원이 농민들의 사회적 위치가 가장 ‘하바닥’이라고 증언을 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농민들에 대한 다른 직업 계층의 괄시가 이뤄졌다고 대답하였다. 농민을 비하하는 대표
적인 단어로 ‘농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먹지도 못하고 잘 씻지도 못하기 때
문에 농민 거지’라고 부르는 것이다(Daily NK, 2008, 09,28). 

5) 집단농 운영 체계가 설립된 이후 북한 농민들만 개별 농민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소련의 콜호즈와 중국 인민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 역시 더 이상 하나의 
협동조직으로 연결된 개별 농민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그 원인으로는 인민공사와 콜호
즈가 농촌 사회 안에서 이미 모든 생활전반의 기본 조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콜호즈나 인민공사 내에서 개별 농민들이 입회 시 상담을 한다거나 회비를 개인
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송두율, 1990:125). 

6)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집단이익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북한 집단주의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안에 ‘하나’와 ‘전체’는 철저한 사회통제 아래에서 당의 유일지도체제 만
을 인정하게 되고, 당은 전체주민에 대한 유일한 지휘 및 통솔권을 갖게 되었으며. 이 때 
개인들은 유일지도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향이나 가치는 무
시 될 수 있었다. 당을 중심으로 믿고 따르는 집단주의는 옳은 생활양식이고, 개인주의는 
당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게 되었다(이현주, 2011:.295-6, 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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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급·계층은 노동자 의식을 주입받아 결국 노동 계급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고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선전하면서 과거 계급 구조의 잔재

를 아예 뿌리 뽑고자 하였다(김병로·김성철, 1998:90-1). 실제 북한 농민

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당국이 현물세 

폐지 및 특수 작물 재배 정책 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1960년대 농장들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 인민들의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사회주의 체제와 

계획 경제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농민 계급 내부에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발생 및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이들의 체제에 대한 불신과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

이 되므로, 당국은 철저한 사상 교육을 통해 농민층의 사회 불만이 표면

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하게 경계 및 통제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연구

자들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 농민층의 내적 분화 현상에 대해 연구

를 진행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당국의 철저한 통제와 불평등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5년 토지개혁 시기부터 북한 농촌 사회 안에

서 농민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우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과 시장화의 급속한 확대, 그리고 2002년 

7.1 개선 조치가 실행된 이후 농민들 간에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으

며, 서로 간에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반 농

민들은 식량 배급이 정상 보장되지 않는 공동 농사에 대한 생산 의욕을 

상실하고 사적경제 활동에 전념하여 알곡 생산고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총 예산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 부문을 다시 

일으키고자 북한 당국은 농민들에게 다양한 물질적 인센티브 정책들을 제

시하였다7). 가령 포전담당제와 같은 분배 방식을 적극 도입하였으나, 집

7) 국내 총 생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0%에 이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
구가 전체 인구의 36%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농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정은미, 2007b:249).



- 5 -

단농 운영 방식의 비효율성과 필요 물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   

본 연구는 북한 정권 수립 이후부터 김정일 체제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서 농민층 내부에서 어떤 요인들로 인해 불평등 상

황이 구조화 되었는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가 크게 흔들렸던 1990년대 

식량난 전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시장화의 

급격한 확대 및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등장한 중앙집권적 

농장 운영 체계의 분권화 조치가 기존 농민층의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변

화시켰는지 자세히 분석 할 것이다. 또한 출신성분을 기반으로 한 정치위

계 질서를 토대로 형성된 기존의 사회불평등 구조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

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현 북한 농민층의 정치사회적 태도가 

향후 체제의 변화 속에서 어떤 동인으로 역할을 할 지 분석하고자 한다. 

농민층의 불평등 구조의 변화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를 통해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및 체제 지속성에 대해 예측 가능하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통일 이후 민족 

통합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간에 계층 격차 및 북한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다방면의 불평등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8) 김정은이 2012년에 제시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서도 토지와 농기계에 대한 국가
의 독점과 통제 구조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2000년대 초
반에 시범적으로 실행되었던 포전담당제 역시 국가의 영농물자 보급 체계가 정상화 되지 
않고, 분배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상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끌어올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분조관리제에서 포전담당제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토지 분할
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여 1년을 채 넘지 못하였다. 다음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국가에서 다 비료하고 영농물자 주던 이러 체계가 다 헝클어지면서 가족 
분조로 만든다거나 포전담당제 백번 해봐야 거기서 거기다[...] 무슨 밭을 이렇게 간다고 
옥수수를 안 심고 벼를 심을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한 톤밖에 안나온 옥수수가 갑자기 
5톤 날 수도 없는거고[...]1년은 의욕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 분배를 제대로 주지 못하
는 날에는 안한 것 보다 못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생산은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농장원
들한테 차려지는 것은 똑같더란 말이지[...] 농업성부터 간부들 사이에 부정축재가 너무 
만연하다나니까 농장원들한테 차려질게 없는거예요[...]토지 분할에 싸움이 일어난거예요. 
오래 농사 지어 본 사람들은 이 땅 좋고 이 땅 나쁘다는거 다 아는데 왜 우리는 나쁜거
(땅) 주고 밭이 80%고 논이 20%인데 저네는 왜 좋은거(땅) 받냐[...] 6개월을 토지분할 싸
움질을 하다가 너무 머리 아파서 걷어 치워라 이렇게 된거지. 그리고 관리 일꾼을 누가 
잘 설복하느냐에 따라서 농기구 분할 농자재 농약 비료 공급 그 다음 비료 방막 마지막
에 현물세 평뜨기 하는거 이런 거에서 다 차이가 나니까는 결산 분배에서 막 분조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다 통합해서 다시 (분조관리제로)돌아가자 된거지(함경남도 단천군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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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므로, 북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 간에 발

생하는 사회불평등 배경 원인과 구조적 특성에 대해 깊이 분석하는 연구

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을 구분 짓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기

준으로 보자면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개인들은 국가가 생산수단을 집단 

소유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 사라진 무계급 사회에서 비로소 살 수 있

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서 기인한 구조화된 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화되어 갔으며 도·농간, 성별 간, 그리고 관료

와 일반 주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한 역시 집단 농장 체제의 비효율성과 중공업 

우선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농 간, 도·농간의 불평등 발생을 피할 

수 없었으며,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정치 자원 및 각종 사회적 혜

택을 차등 배분하는 당국의 계급 정책으로 인해 일반 농민들 간에 정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구조화되었다. 

현재 북한 농업 및 농촌 부문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 대부분은 농업 정

책의 흐름과 협동농장 운영 원리와 체계, 그리고 식량부족문제 해결 방안

들에 치우쳐져 있으며, 북한 농민층의 사회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농·공간, 노·농간의 불평등 발생원인 및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 하락 배경

을 언급하데 집중되어 있다(김채윤·김귀옥, 1997; 김병로·김성철, 1998; 

안성룡, 2004).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박길성·박형신(1991)은 최초로 북한의 농촌농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는데 북한 농민층의 직종별, 소득별 내부 분화

의 발생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평등 개념과 모순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농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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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1995)과 김성보(2000), 그리고 서재진(1997)은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시기 농촌에서 발생한 재계층화 과정을 분석하여, 농민들 간에 정치·사

회·경제적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주철(1995)은 토지 개혁 이후의 농촌 사회 변화를 정치·경제적 측면

에서 살펴보고자 토지를 분배받은 빈농과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자작농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자작농들의 경우에는 

당국의 현물세제 실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반대로 빈농들의 경

우에는 토지를 분배받아 경제 형편이 나아진 것은 물론이고, 지방인민위

원회를 비롯한 사회참여의 기회 및 자녀들에게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등 

농촌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중간 계급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토지 개혁 이후 실시된 고율의 현물세제는 빈

농과 자작농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농민들의 전반적인 지지율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한다.  

김성보(2000)는 토지개혁 시기부터 한국 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 농촌 

계층의 분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면밀하게 다루었다. 토지개혁 이후에 북

한 농민들은 자작농이 되면서 경제적 조건이 상당히 변동하였는데, 농가

별 토지소유 규모와 계층적 처지에는 많은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고, 타인 

노동의 고용 여부 및 자가 식량 이외의 여유 양곡 판매를 통한 수익 실현 

가능성 여부는 농민층의 재분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고 밝혔다. 특히 산간지대의 경우에는 농민 생활 전반이 열악하여 다수

가 빈농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도작지대의 경우에는 빈농

을 상대로 고리대 등을 행하는 부농층이 발전하고 있었기에 농민층의 내

적 분화가 심화되었다고 보았다. 

한국 전쟁 이후 25%선이었던 빈농이 40%로 늘어난 반면, 72-3%로 확

대되었던 ‘겨우 먹고 지낼만한’ 중농은 약 60%로 비중이 줄어들게 되

었으며, 약간이나마 부를 축적 가능한 농민은 10%였다. 이 10%의 농민들

은 부농화를 지향하는 중농 상층으로써 식량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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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통해 부의 축적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낮은 가격의 국가 수매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 협동화 과정 속에서 이들

은 북한 당국이 계급투쟁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농업 협동화를 강행할 정

도로 조합 가입 거부, 탈퇴, 등의 다양한 저항 행위를 보였다(김성보, 

2000;서재진, 1997). 이를 일소에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개인 경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개인농 고립화 정책 및 개인 양

곡상의 상업 활동 금지 정책 등을 실시하였고, 결국 이들은 조합에 들어

서면서 모든 사회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었다. 

반면, 북한 정부가 신뢰하는 출신성분이 좋은 이른바 혁명 투쟁 참가

자, 애국렬사 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제대군인 및 빈농층 가운데 열성자

들을 중심으로 ‘핵심 진지’를 농촌에 구축하여, 기존의 유지 및 부농들

이 적극 주도하였던 협동조합의 간부진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 결과 부

농, 중농 상층, 가문의 연장자 등 지방 유력자층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인 농촌 질서가 빈농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지지층 중심의 질서로 근

본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농촌 질서의 등장으로 북한 당국은 사

회주의 농업체제를 빠른 시일 안에 건설할 수 있었으며, 농민 개개인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서재진(2002)은 탈북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토지개혁과 농업협동

화, 그 이후의 북한 정책 속에서 농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하여, 이들

의 의식이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 농민들은 과거의 개인 토지소유 제도에 대한 향수가 있으

며, 집단농에 대한 무관심과 일상생활형 저항은 당국과 간부에 대한 반발

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농민들이 불평등을 가장 강하게 체

감하는 원인으로 농촌 간부들의 특권을 꼽았는데, 10명의 농장원 당 1명

의 간부가 존재하는 농촌 사회 안에서 간부들은 작업 지시만 할 뿐 실제 

농사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식량을 우선 공급받기 때문에 농민들의 간부들

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높다고 한다. 나아가 농민들은 간부들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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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 국가에 대한 불만 역시 높아졌다고 한다.  

장경섭(1994)과 정은미(2000)는 이미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목격하

였듯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 기제의 보급은 소득기회 및 소득자원 획

득에 있어서 농가들 사이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재생산시키고 

계층 분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정은미(2000)는 1990년대 북한의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사적 경제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소득 격차가 나타났고, 그 결과 같은 집단 내에서

도 개인들 사이에 경제적 차이 및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정치적 신분과는 관계없이 상품 거래에 직접 참가하는 집단의 경우

에는 상당한 부의 축적이 가능하였기에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계층 분화

가 북한 사회에서 촉진 될 수 있다고 보았다.

Smith(2009)와 박영자(2012)는 북한 사회 안에서 지역 균열에 따른 계

층 간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박영자(2012)

는 탈북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행위자 모형에 기반 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북한 계층, 세대, 지역 별로 각 

행위자 집단의 균열 상황을 묘사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경

과 내륙, 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지역 구조를 개념화하였으며, 내

륙 지역보다는 국경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체제 

불만도와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양의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가장 잘사는 도시지만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

왔으며, 평양 내부에서도 지역 균열이 매우 높았다. 반면, 대개 하류층들

은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조사되었는데, 국경 지역이 내륙 지역

보다 생활수준이 높아도 농민들 다수는 여전히 먹을 걱정을 하는 하층민

의 삶을 산다고 지적하였다.

Smith(2009)는 북한 지역 간의 상대적 빈곤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

역별 식량자급자족과 영양 상태, 그리고 시장 기회와 당국의 통제 수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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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었으며, 각 지역들이 자주적

으로 생존을 위해 나서는 과정에서 불균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시장에의 접근기회가 지역의 식량 생산 능력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1990년대 기근 이후 북한 지역 불평등은 식

량자급자족과 시장기회를 포함한 상대적 경쟁력에서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북한 사회주의 건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민층 내부에서 정치·사회·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불평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농민층의 분화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다방면에서 분

석하기 위하여 김성보(2000)의 연구 이외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농업 부문

의 특성인 지역과 지대적 요인으로 인해 농장 및 농민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다. 나아가 선행 연구들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1980년대 후반 

이후 국가 배급 체계의 붕괴와 1990년대 중반 발생한 심각한 식량난 위

기, 그리고 2002년 7.1 개선조치 이후 과정까지 급격하게 확대된 시장 

매커니즘과 그 결과로 인해 등장하게 된 농민층의 재분화 현상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02년 7.1 개선조치 이후, 개별 협동농장들의 운영에 대한 자율

성이 공식적으로 확대되면서, 농촌 간부들의 영농 물자 조달 및 계획 조

절 능력에 따라서 농장들 간에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농민들이 추가 소득

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운영 방침들이 등장하

면서 농민들 간의 소득 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논의 할 

것이다. 나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 당국이 시장 영역에 대한 감시

와 통제를 강화하고, 2009년 화폐개혁 조치를 통해 계획 경제 체제를 정

상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간부와 일반 주민, 그리고 농민들 간에 

빈부격차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된 구조적 배경에 관해 논의 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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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다. 

 

제 3 절 연구 방법과 자료    

본 논문은 북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농민층의 내적 분화 발생 배경

과 요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토

대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구조의 특성에 대해

서 먼저 논의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일당독재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

제의 골격을 갖추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의 특성이 유사하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

한에서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의 주요 형성 요인과 그 특성에 

대해서 역시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농민층의 내적 분

화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구조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접근을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 이 접근법은 사

회주의 연구 안에서 당과 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전체화된 이

데올로기를 공산주의 사회의 추진력으로 보았던 전체주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으로 등장하였다(정은미, 2008a:195-6). 이 접근법은 사회주

의 체제의 제도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현실

에 대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동시에 제도에 의해 매개되는 행

위자들의 상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발전과 위기, 변화 양상 등

을 체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정은미, 2007a: 27-8).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접근법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에 의해 매개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식적인 규제는 물론이고 관행이나 행동

양식과 같은 비공적인 규제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제도들이 변

화하는 과정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정은미, 2008a:196). 이를 통해 북

한 당국에서 실시하였던 다양한 경제 및 농업 정책들이 그 원래의 목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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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철되지 않는 과정과 그로 인해 농민층 내부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미시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신제도주의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학자 왈더(Walder)의 사

회주의 사회불평등 발생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북한 농민층

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 사회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경험적 분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요 사건이나 특정 제도가 등장하였을 때 

농민층의 불평등 발생 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 

중심의 역사 상황적 접근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접근법은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구조적 조건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혀내기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이성로, 2006:10). 따라서 한국 전쟁 이후 형성되는 

북한만의 특수한 불평등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농민층의 내재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협동농장원 출신의 탈북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원자료

를 구성하였다.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하

여 폐쇄성이 매우 높은 북한 사회의 현실을 고려 할 때,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해야 하는 정치입안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북한 공식 문헌들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기존의 정보들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

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심층 면담의 

질문 내용은 북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회경제적 차별을 경험

하였는지,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농업 제도들이 실시되었는데 

당국의 의도대로 관철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농민들 간의 사회불평등이 발

생 및 확대 된 시점과 그 변화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

였다.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기존의 정성적 연구들은 객관성의 결여 문제

로 인하여 더욱 체계화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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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양하고 폭넓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본 연구의 면접 대상자들은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에 탈북을 하고, 제 

3 국가를 경유하지 않은 협동농장원 출신의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면접자

들 대부분이 현재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철저

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 연구의 학술적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얻은 뒤,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

였음을 밝힌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탈북자 11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 탈북을 한 2명의 면접자들

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012-2013년 사이에 탈북을 하였으며, 성별은 여성

이 9명, 남성이 2명이다. 연령은 30대가 1명, 40대가 4명, 50대가 4명, 60

대가 2명이다. 직업은 협동농장원 출신의 탈북자가 10명, 나머지 1명은 

부양가족 출신이다. 최종 거주지는 함경북도가 5명, 함경남도가 2명, 황해

남도가 1명, 평안남도가 1명 그리고 양강도가 1명, 강원도가 1명으로 구

성되었다. 물론 탈북시기, 출신 지역 및 계층적 배경이 다양하여 대표성

을 확보하기는 힘들지만, 북한 전 지역에 걸쳐 농민층의 불평등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면접 대상자

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2시간-3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최대 4

시간까지 진행되었다. 면접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

조하면 된다. 

본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북한 공식 문헌과 

다양한 기관들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 그리고 국내외 북한 관련 매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정치경제 관련 소식들을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

여,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 국한하여 탈북자들의 심층 면담 자료를 검증하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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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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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사회주의 사회불평등 구조의 특성

 

사회불평등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지

금까지 해결하거나 혹은 설명하기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사회불평등 

현상이 사회적 틀 내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인가, 혹은 나쁜 역할을 하

는 것인가, 자연적인 것인가, 인위적인 것인가, 영속적인 것인가, 일시적

인 것인가 등의 만성적이고 복잡한 논쟁을 이끌어왔으며, 이 불평등의 기

원과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일반적으로 사회

불평등은 사람들이 영위해 나가는 생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

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가장 현

저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혹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적

으로 규정된 여러 지위 간의) 간의 차이들 중에 그 어느 것을 의미할 수 

있다(Grabb, 1977:2).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불평등의 중심적 토대를 연구자들은 

선천적 능력, 동기부여,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 등의 개인적 차이에

서 찾거나, 혹은 경제 계급, 인종, 연령, 민족성, 성별 혹은 종교와 같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특성들에서 찾는다(Grabb, 1977:3). 만약 이 같은 토대

들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사회의 규범과 제재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되면 제

도화된 사회불평등이 생겨나고, 이는 결국 구조화된다(이성로, 2006:17). 

물론 현실에서 존재하는 사회불평등 현상은 몇몇 특정한 기준이나 토대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매우 다양한 개인·사회적 속성의 복

합작용에 의해 구조화되며, 이러한 불평등의 토대들은 역사적 시기와 장

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진철, 2011:13). 

물론 유사한 사회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기

제가 대체로 비슷한 지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지닌 

불평등 구조의 보편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북한이 직면한 특수한 역사

적 상황으로 인해 어떠한 특성을 가진 불평등 구조가 구축되었는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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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아래 제 1절에서는 사회주의 체

제 안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

고, 제 2 절에서는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 형성 배경과 그 특성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제 1 절 사회주의 사회불평등 발생 요인과 특성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르면 사유재산 제도가 철폐된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는 사회불평등의 근원인 계급이 소멸되고, 그 결과 적대적인 계급

간의 갈등 역시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무계급 완전한 평등사회

를 완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급소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 다양한 사회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 새로운 불평등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김용기, 1987:194).  

마르크스와는 달리 막스 베버(Weber)는 권력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

계에서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의미하기에 권력이 계급이나 지위집단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Weber, 1922:53). 따라서 그에게 부는 경제적인 권력이고, 사

회적 위신이나 명망은 사회적 권력이므로, 권력이란 사회적 불평등을 만

들어내는 가장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력 분배의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정당의 경우,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관료제의 길로 들어서기 때

문에 정당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조직화된 신분집단

으로 행동 가능하다고 보았다. 

베버는 관료제 자체가 하나의 계급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회계

급들과 권력 경쟁을 대등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관료제가 모든 

신분 집단들 가운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며, 재산의 소유권이나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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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점이라는 이점이 없어도 인간과 자원을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본주의 하의 단순한 계

급 지배보다 사회주의 하의 관료적 지배가 더욱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주

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적 자본주의가 제거된 곳에서는 오직 국가 관료 

체제만이 통치를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항하는 모든 권력 투쟁은 무

력해 질것이라 짐작하였기 때문이다(Parkin, 1985:174-6).  

베버의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킨 파킨(Parkin) 역시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양쪽 체제에 대중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특권 

계급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현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일 정당

이 정책 결정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다른 주요 기관들의 독립성을 인정하

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규정한다(Parkin, 1985:140). 특히 그는 사회주

의 사회 안에서 세대 간 지위 세습이 이뤄지는 현상 및 보상 분배 과정에 

주목하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서열에 오를 수 있는 기준은 사회적 

유산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1985:158). 따라서 그는 공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질라스(Djilas)의 신(新) 계급과 일반 대중들 간에 구별되는 사회적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던 질라스(Djilas)는 현대 사회주의 사회에서 행정

적 독점을 통해 경제적 우위와 특권을 가진 신(新) 계급이 등장했다고 주

장하였다(Djilas, 1985:39). 특히 그는 현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집단소유체

제를 통해 계급 간 차별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자원을 통제하고, 

사람과 용화를 분배하는 권력을 가진 전업 정치가 혹은 당 관료들로 구성

된 이 새로운 계급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 간부인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일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5:43-4). 

앞의 질라스(Djilas)가 언급했던 신(新) 계급을 보스렌스키는 구소련 사

회에서의 노멘클라투라9)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노멘클라투라가 소련 공



- 18 -

산당의 간부인사의 시스템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며, 재산이 아

닌 권력을 가진 관리자들로 구성된 지배계급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소련 사회의 전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노멘클라투라는 모든 정치결정을 

행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동시에 수백만 

대중에 의해서 산출된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있는 새로운 지배계급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연장하고, 노동 밀도를 

강화하며, 동시에 저임금 정책을 통해 잉여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 및 확대시켰다고 한다(보슬렌스키, 1988). 

게다가 노멘클라투라의 신분은 세대를 거쳐 자식들에게 세습 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는데, 노멘클라투라는 다른 계층의 구성원들이 이 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내고자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실시했다고 한다. 대표

적으로 입당 혹은 우수 대학 입학 선발 기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당은 

사회적 상승 이동의 핵심적인 기제이므로,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구성원

들은 입당을 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그 입당의 기회를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분배하고 있다고 표면적으로 주장하면서, 실제로

는 당에 대한 충성심 혹은 집안 배경을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는 것이다(보슬렌스키, 1988).

렌스키(Lenski) 역시 앞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이 사회적·물질

적 특권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은 한 집단

이 권력을 장악한 후, 사회적 특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사회의 법과 규

범 자체를 자신들의 이익에 새롭게 확립 및 제도화하면서 발생한다고 주

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사회 제도를 올

바르게 구축하여도 사회 불평등이 사라질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홍두승·구해근, 2008:63). 그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

9) 보슬렌스키는 노멘클라투라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관할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보다 상부가 배치를 행하는 간부 포스트의 리스트, 둘째 이 포스트의 재임 중인 
자 혹은 보충 요원으로 천거되고 있는 인원의 리스트를 의미한다. 또한 노멘클라투라는 
직무상의 지위가 아니라 계급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며 그 자체로 새로운 사
회공동체가 되었다. 나아가 노멘클라투라의 신분은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한 자식
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고 있다(1988:133,18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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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아래의 세 가지 원인에서 찾고자 하였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불평등을 제거 및 감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산당이 주축이 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민주집중제 같은 경우 

당 엘리트들에게 권력과 권위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들이 최상층으로서 권

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반대로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다수가 최하층의 

정치범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사회

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소외를 없애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마지막은 성적 불평등과 도·농간 불평등과 같은 주요 사회적 불

평등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송복, 1986:252). 

이상에서 논의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모

든 정치권력을 독점한 새로운 당 관료 집단의 등장으로 인해 정치적 위계

질서에 따른 계층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사회불평

등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엄격한 정치

적 위계질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계층화와 사회불평등 구조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겪

기 시작하였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이 실시된 이후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가장 

흥미로운 사회학 분야의 연구 주제로서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급격한 시

장 기능의 확대와 수반되는 사회 계층화 및 사회 이동 연구 분야가 급부

상하게 되었다(Bian, 2002:108). 특히, 중국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계급 분

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 이동 현상에 대한 막대한 연구 질

문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 체계 안에서의 재산권 처리방식

으로 인해 중국의 도시와 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발생하는 계층화 구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니와 카오(Nee·Cao)는 사회주의 사회가 시장경제 체제 전환과 함께 

국가권력 주도 재분배자의 자원지배력이 약화되면서 불평등한 계층 구조

를 완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에 속한다(박영자, 20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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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 경제의 도입과 함께 재산권 구조의 변화 발생으로 인해, 포

스트 사회주의 국가의 계층 구조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

장하였다. 특히 산업 경제의 재산권이 아직도 국가 재산에 속해 있거나, 

지방 정부가 시장 경제의 성장을 감독하고 사기업들 가운데 경쟁적 배제

를 행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계층화 질서는 확고하게 지속되

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시장 기능이 매우 발달된 환경에서 사기업들이 

산업 경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층 질서가 발생한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제도적 변화의 경로의존성을 강조하였는

데, 계층화 질서의 경로의존성은 국유화 및 반(半) 시장 형태의 전환 경

제 아래에서 더욱 확고하게 발생한다고 예측하였다(2005:824)10).

니와 카오의 주장과는 달리 린과 우(Lin·Wu)는 신 맑스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가구등록제(hukou), 직장단위제(danwei), 그리고 일반노동자와 간

부관료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계급구조 모델을 세웠으며, 계급 구조의 변

동 속도는 생산수단의 4대 요소인 노동력, 저본, 조직, 기술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같은 연구 모델을 통해 중국 개

혁개방 이후 사회 계층 변동 및 계층들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 현상에 대

해 연구를 진행하였다(2009). 1988-2005년 중국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주민들 간에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계층이라는 사

실을 밝혀냈으며, 1988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

었다고 한다. 

중국 사회 안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층

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배경적 원인에는 1992년 등소평의 중국 서

부 방문을 시작으로 간부관료들의 사유화 움직임이 급증한 것에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의 간부관료들은  국가 자원들을 자신들의 사유 재산으로 

전환시키면서 사적 경제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자본 소유가 집중되고 독

10)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은 기존 제도적 틀의 핵심적 특성에 분명한 괴리가 발생하
였을 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를 판단 할 수 있는 대단한 민감도를 수반하고 있다
고 설명하였다(Nee·Cao, 20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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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되는 경향이 중국 사회 안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들이 점차 주변화되었고, 이들의 경제적 이익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같은 정치권력의 경제 권력화 요인 이외에도 현 중국 사회 안에서 교

육 기회 및 당원 자격 역시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 사회 안에서 시장경제체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

해 사회경제적 혜택을 확보한 자들은 자본가와 간부들이며, 노동자와 농

민과 같은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음을 

설명하였다(Lin·Wu, 2009:106-8). 

신전통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계층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왈더(Walder)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기업소는 노동 

보험과 사회보장 제도뿐만 아니라 공공재와 서비스 그리고 소비재를 공급

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계층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다(1986:29)11).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노동자가 어떤 기업소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

라서 개인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작업 현장 안에서 자원 배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관의 결

정에 따라서 일반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양과 기회가 달라지는

데, 임금 상승, 승진, 매달 혹은 연말 상여금 그리고 선호하는 업무 배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보상들이 작업반장과 당 비서의 결정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희귀한 소비재 및 식량 분배에 관한 결정권 그리고 노

동자들의 자식과 배우자들의 직업 배치 역시 간부들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 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Walder, 1986:95-102). 

따라서 왈더(Walder)는 당 위원회 서기와 공장 관리 간부들의 명령에 

11) 신전통주의 이론은 사회 계층이동을 저해하는 신분제와 직속상관에 의해 인치가 이루어
지는 통치 방식을 사회주의의 독특한 전통의 재등장이라 명명하였으며, 이 같은 현상은 
사회주의 국가 어디에서나 목격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당과 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상관에 대
한 복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인치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마련이다(노현종,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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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승진의 기회와 사회적 물질적 이득을 

당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특수주의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는 수직적인 후견-피후견 관계의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념 성향을 바탕으로 한 비인격적인 관계의 내용을 둘 다 포함하고 있으므

로, 매우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애매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결국 

상관과의 더욱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더 많은 특혜를 얻고자하는 노동자

들은 간부들에 대한 개인적 충성과 당에 대한 충성을 한데 어울러 당-후

견주의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보았다(1986:25). 

위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일당 독재 체제 

아래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자원을 차등 배급하여 당 관료 집단과 일반 주민들 간에 불평등을 구조화

시키고 있다는 보편적인 특성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 안에

서 시장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정치적 위계질서에 기반 한 불평등 구조

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균열을 일으킨다는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여전

히 간부 관료들이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배권 및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통

제권을 앞세워 기존의 계층 구조를 재생산시키고 있다는 상반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왈더(Walder)의 신전통주의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북

한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농민층 내부에 사회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

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북한 일반 농민들의 

소득 수준과 직결되는 협동 농장들 간에 소득 격차 발생 요인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나아가 중앙 간부와 하부 단위의 농촌 간부들 간에 후견-피

후견 관계 유무와 농촌 간부들과 농민들 간의 개인 관계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기회의 차별 분배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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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 형성 배경과 특성 

북한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전후로 시작하여 현재

까지 몇몇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분야의 

연구 발전이 지체되었던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및 현장 

접근이 어렵고, 둘째 북한 문헌자료 및 탈북자 면접 조사 자료에 의존을 

해야 하는 만큼 연구 결과의 검증이 쉽지 않다.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객관적인 조사

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연구적 제약이 많은 환경 속에서 얻

어진 결과를 북한 주민 전체의 삶과 생활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일

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행위라며 신랄한 비판 역시 받았기 때문에 북한 사

회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많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무웅(1981)과 김병로·김성철(1998)은 완전 평

등사회를 지향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내부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이 발

생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출신성분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위계질서에 따른 사회경제적 자원 및 기회를 차등 배급하는 당국

의 계급 정책은 북한 주민들 간에 사회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

이라 주장하였다. 

우선 이무웅(1981)은 북한 문헌 분석을 토대로 무계급 사회를 표방하는 

북한 사회 안에서 계층 구분에 의한 체계적인 불평등이 경직화되고 있음

을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12). 특히 그는 출신성분

에 의한 사회 계층의 분류는 소외 계층 구성원들로 하여금 반체제적 의식

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 계층별에 따라 생활수준의 격차에

서 보이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노골화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그는 철저히 통제된 집단조직생활에서 사상개조를 

12) 북한사회체제의 구조, 북한 사회의 조직, 북한의 사회 계층과 불평 요인, 북한 사회의 
계층적 차별 요인과 불만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통제의 수법이라는 다섯 부문으
로 나누어 북한 사회의 체계적인 불평등 구조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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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강요된 교육의 역기능 현상과 이질적인 현대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체제의 신념에 대한 의문 등이 주민들에게 현 체제에 대한 불만

을 느끼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김병로·김성철(1998)은 기존의 문헌분석 자료와 귀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사회주의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북한의 

사회 불평등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사회 안에서 한국 전쟁의 참여 및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만들

어진 출신성분을 중심으로 엄격한 정치적 위계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발생 및 심화되었다는 것이

다. 물론 북한 역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계급동원정

책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의 구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

이고자 노력하였으나, 군중운동의 형식주의 및 요식주의화와 물질적 자원

이 불충분한 조건 속에서 계급과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김귀옥·김채윤, 1997).

서재진(1996), 홍두승·이승훈(2007), 이성로(2008), 그리고 김병로(2013)

의 연구는 북한 사회가 1990년대에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배급 체

계가 붕괴되고,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정치적 

위계질서에 따른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북한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

로 시장 기능이 확대 된다면 계층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라 공통 주장하였다.   

가장 먼저 서재진(1996)은 북한 사회 안에서 계급 갈등이 심화된 결정

적 요인으로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심각한 경제난을 꼽았는데, 특히 희귀

한 생필품에 대한 간부들의 독점은 일반 주민과 간부들 간의 사회 불평등

을 더욱 가시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경제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

회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당국의 강력한 사회 통제는 일반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으며,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인해 북한 사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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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급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첫째, 북한의 계급 정책은 힘의 지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투쟁이기 때

문에 체제 이념 상 계급 간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 둘째, 1990년대 발생

한 심각한 경제난 역시 해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간부들은 지속적으

로 자원에 대한 독점에 열을 올릴 것이다. 셋째, 암시장이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견할 수 있듯,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사적 자율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훈과 홍두승(2007)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및 2차 문헌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닥친 

경제 위기로 인해 배급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공식 부문은 와해되

고, 반대로 비공식 부문에서 이뤄지는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삶

을 영위해나가면서 새로운 계층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사회 안에서 성분은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시장 기능의 도입으로 그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반대로 경제적 자원

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부유한 주

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자식들에게 세습함으로서, 

계층구조의 재생산 및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가장 최근에 북한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이성로(2008)는 사회주의 사회 일반이 지닌 보편적인 문제와 북한 사회만

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로 구분하여, 북한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경

직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1990년대 북한 

중앙계획경제의 침식은 사적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는 당 국가의 

하부단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간부들의 정치권력의 경제 권력화 

경향이 강화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일반주민들 간에는 시장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정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계층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획 경제 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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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탈 행위는 새로운 계층 분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단위별 차별화

와 사회 불평등 구조의 심화로 연결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

였다.  

김병로(2013) 역시 2002년 7.1 개선조치 도입 이후,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계층구조의 변화에 주목을 하였다. 한국 전쟁의 참여와 피해를 기준

으로 한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계층 구조는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신흥자본가들을 포함한 상업 집단의 출현 및 복잡 군중에 대한 정책 

변화와 대회 교류 및 개방 확대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

론 국가 관료는 시장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 활동의 통제나 자원 

배분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본다면 북한의 

기존 계층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상인 집단

에 대한 국가 관료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권을 두고 서로간의 긴장과 갈등

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 형성 배경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

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살펴본 결과, 일제 강점기 시대 청산과 한국 

전쟁 전후 과정 속에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력하게 추진하

기 위해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인위적인 계층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봉건적 요소의 청산과 사회주의적 개조

를 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 지배 계급의 소멸과 함

께 이전의 사회불평등 구조가 사라지는 대신에 노동자와 빈·고농이라는 

지배 계급의 등장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계층 구조가 형성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전쟁 참여 및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성

분을 중심으로 엄격한 정치적 위계구조를 형성하여, 농업 협동화와 같은 

사회주의적 개조에 앞장 설 수 있는 지배집단을 인위적으로 육성하였다. 

이후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입당의 기회와 총체적인 사회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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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 주민들 간에 사회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기

본 틀이 되었다(김진철, 2011:18).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크게 흔들리

게 되었고, 국가 배급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시

장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 사적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새로운 집단

이 출현하였고, 이로써 새로운 계층 분화가 발생하였다. 당정 간부들은 

시장 활동의 통제나 자원 배분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

문에 크게 보면 북한의 정치적 위계질서에 따른 계층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북한 계획 경제의 골격인 국가배급 

체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시장 경제의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당국

은 물론이고 간부들의 인민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북한의 기존 계

층 구조는 균열을 맞이할 수밖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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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구조: 1990년대  

식량난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계급 간 착취와 계층 

간 불평등을 불식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으나, 현실은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사회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었다.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는 혁명 이전

의 출신 성분과 계급에 의해 다양한 차별이 이뤄졌음은 물론이거니와 간

부와 인민들 사이에 신분적, 기능적 차별화가 발생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간에 구조적 차별도 생겨났다(김병로·김성철, 1998:1-2). 

따라서 북한 농민들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면서 

농민 계급의 구성원으로서 이전보다 더욱 강한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었

다. 

물론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 모든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원자화되어 

있으나, 북한 농민들은 모두 똑같은 집, 같은 작업장, 같은 작업 조건, 같

은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로의 이주가 금지되고 농사에만 전념

하도록 통제되기 때문에 농민 계급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이 매우 강한 

동질적인 계급으로 형성되었다(서재진, 2002:189). 따라서 북한 개별 농민

들을 통일적 총체로 설정하고 노동자 및 인텔리 계급과 집단 비교하여 불

평등 현상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실제 무계급의 

완전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북한 사회에서는 체제 건설 시기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민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치·사회·경제적 불

평등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일반 농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

우고 서로 간의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아래 제 1절과 제 2절에서는 북한 농민들 간에 정치·사회·경제적 불

평등을 발생 및 재생산하는 근본 구조에 대해 분석 할 것이다. 제 1 절에

서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알리는 토지개혁부터 한국 전쟁 직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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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농촌 사회 안에서 계층 질서를 변화시키는 배경 요인들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제 2절에서는 농업 부문의 특성인 지대별 요인으로 인한 북한 

농장 및 농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발생 구조에 대해 자세히 분석 

할 것이다. 제 3 절 에서는 1990년대 북한 식량난의 발생 배경 원인을 농

민들의 근로 의욕 저하 요인 및 계획경제 체계의 비효율성 문제와 북한 

사회주의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 등과 연결 지어 자세히 분석 할 것이다. 

제 1 절 당성과 출신성분에 따른 재계층화 

1) 토지개혁과 신 지배 계층의 등장 

김일성이 이끄는 북조선총국의 토지개혁 조치는 1945년부터 하나씩 단

계별로 착실하게 준비되어갔다. 1945년 가을부터 소작료 3.7 투쟁을 전개

하는 한편, 1946년 1월 31일에 농민동맹을 형성하여 토지개혁을 완수할 

세력들을 형성하였다(스칼라피노·이정식, 1986:340). 1946년 3월 5일 북조

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이름으로『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을 발표 하였는데, 이 개혁의 중심 내용은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봉건적 

토지소유 제도를 없애고, 일본인 지주 및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료를 철폐하여, 빈농이나 고농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었

다. 

이 법령이 발표 되던 당시, 북한 농민의 80%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설사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의 토지를 소유

한 소작농, 반소작농, 고용농에 불과하였다. 지주들 대부분은 일본인 혹은 

한국인 지주들로 총 농가수의 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견지 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수탈 정책 때문에 당시의 소작료

는 50-80%를 웃도는 선이었고, 이로 인해 빈농과 고농들은 가난의 대물림

에서 벗어 날 수 없었다(유재의, 2001:31).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발표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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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국의 토지개혁 법령은 지주들의 횡포와 지나친 소작료로 인해 배고

픔에 허덕이던 빈농과 고농 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

다. 

각 동리마다 빈농·소작농·농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농촌 총회가 조

직되었고, 이들 중 19,748명의 열성적 인물들이 11,930개의 농촌위원회를 

조직 및 토지개혁을 주도하며 사회주의 체제의 지지 세력이 되었다. 실제 

토지 개혁 전후를 비교하면, 당의 농촌 세포 수는 152%, 농민 당원 수는 

168% 성장하였다고 한다(정은미, 2007a:55). 이 농촌위원회는 몰수의 기준

을 소유보다는 경작에 두고, 5정보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 및 주요 재산들을 몰수하였다. 북한의 전체 토지 면적(182

만 98정보)의 약 55.4%에 해당하는 100만 8,178 정보의 토지가 몰수되었

고, 98%에 해당하는 98만여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표

1>. 분배 기준은 18-60 남자와 18-50세 여자는 각각 1점, 15-17세까지의 

청년은 0.7 점, 10-14세 0.4 점, 9세 이하 0.1 점 61세 이상의 남자와 51세 

이상의 여자는 각각 0.3 점 등 연령별, 성별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표 1> 농민별 분배 토지 면적과 그 호수

자격별
분배면적 분배호수

실수(정보) 비율(%) 실수(정보) 비율(%)

분배토지

고용 농민 22,387 2.3 17,137 2.4

토지 없는 농민 603,407 61.5 442,973 61.1

토지 적은 농민 345,974 35.2 260,501 36.0

이주한 지주 9,622 1.0 3,911 0.5

계 981,390 100.0 724,522 100.0

출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통계집』(1946-1963):57; 남성욱, 2004:5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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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총국의 토지개혁은 토지를 무상분배 받을 수 있었던 빈·고농들

을 제외한 나머지 자작농과 지주들에게는 당국에 대한 불만을 만들어내기

에 충분하였다. 토지 개혁 당시에 농가 호수의 29% 정도를 차지했던 자작

농 대부분은 소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이후에도 

혜택을 받은 것이 없었다. 오히려 자작농들은 토지개혁 이후부터 평균 

25%-30%에 해당하는 현물세를 당국에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작농들

은 소규모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3. 7 현물세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부의 증식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이주철, 1995:260).  

물론 총 농가수의 4%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주 및 부농들의 당국에 대

한 불만과 분노에 비하면 자작농들의 불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토지개

혁이 마무리 되었을 당시에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한 내역을 전국적으

로 살펴보면 총 1,000,325 정보에 육박하는데, 이는 북한 총 경지면적인 

1,982,431 정보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이었다. 지주들의 불

만을 의식한 북한 당국도 제도적 방안을 제공하여 이들을 포섭하려고 노

력하였다.「북조선토지개혁법령 실시장정」의 시행세칙 5조를 살펴보면 

“토지법령 제 3 조의 ㉠항에 의하여 “매호에 5ha 초과하는 토지를 소

유하더라도 토지의 일부분을 자력으로 경작하며, 일부분을 소작주는 토지

소유자에 있어서는 다만 소작을 준 토지만 몰수한다”고 되어있다(부경

생, 2001:60). 

다시 말해, 자기노력에 의해 경작을 하려는 지주들에게는 일반 농민들

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지만, 타 군에서만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한 것이었다. 나아가 토지개혁 이전에 미리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한 

지주 가호에 대해서는 ‘애국지주’로 인정하여, 주택 및 농기구 등의 재

산을 일체 몰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몰수당한 지주가(地主家) 2만 

9,683호 중 3,911호는 다른 군으로 이주하여 일반 농민들과 같이 평균 2.5

정보의 토지를 제공받았다(김성보, 2000:159). 결과적으로 토지와 재산을 



- 32 -

몰수당한 지주 약 3만 가구(29,683) 중에서 13%인 3,911 가구만 타 군으로 

강제 이주를 떠났고, 나머지 87%의 지주들은 월남을 선택하였다13). 

토지 개혁 이후, 일부 빈·고농들과 자작농들은 스스로 노동력과 축력

을 최대한 확보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이를 바탕으로 북한 농촌의 

새로운 중농 집단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14). 하지만 대부분의 빈·고농들

은 토지 개혁을 통해 농지를 무상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작농들과 비

교해서 이미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기에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적지 않은 수의 빈·고농 출신 농민들은 당국에 현물세를 납부하

고 나면 남은 수확물로 자가소비를 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다15). 게다가 

북한 농촌에는 지주와 부농들이 소수지만 여전히 존재 할 수 있는 환경이

었다. 그 결과 새롭게 성장한 중농 집단과 잔재하고 있는 지주 및 부농들

은 토지 개혁 이후 북한 농촌 사회 안에서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과 이 새로운 지배 계층은 양곡수매와 관련하여 갈등

을 겪기 시작하였다. 1946년 8월부터 1947년 5월까지 소비조합이 농민들

의 생활필수품과 곡물을 교역하는 방식으로 총 15 만 톤의 양곡을 매입할 

계획을 세워 각 도에 수매량을 할당하였다. 하지만 실제 수매량이 약 2만 

4,911 톤으로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자 당국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해 

13) 박명림(1996)은 북한 당국이 토지 개혁 당시에 지주들의 남하를 유도한 바 있다고 주장
하였는데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체류를 하게 된다면 이는 곧 저항 세력의 잔존
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북한 체제에 지속적인 도전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
산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14) 실제 인터뷰를 통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협동화를 형상화한 소설들 가
운데에서 새로운 중농 집단이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다. 농업협
동화를 반대하고 있는 중농의 형상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자작을 하고 있는 근면한 농부에게 집중되어 있다. 농업협동화를 찬성하는 중농의 형상
은 축력과 생산도구의 소유로 인해 자작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다(장미성, 2007:34-6).    

15) 《한림대 북한 통계집》을 토대로 이주철(1995)이 작성한 표의 결과에 따르면, 빈농들은 
평균적으로 본래의 곡물 (쌀, 보리 콩) 1,377kg을 생산하고 현물세 평균 25%를 빼면 
1,033kg을 갖게 된다. 1일 식량 소비량을 500g으로 해서, 호당 가족 수를 4인으로 계산
한 730kg 과 영농비 (20% 계산함) 275kg을 빼면 28kg이 남는다. 따라서 농업 외 수입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각종 경비로 인해 이들의 생활이 적자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작농은 평균 곡물 2,151kg을 생산하여 현물세를 내면 1,631kg이 남고, 이 중에서 식량 
730kg과 영농비 430kg을 빼면 453kg이 남아 적자를 면할 수 있다(p.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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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애국적 지성에 호소하였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서동

만, 2005:366-7). 양곡수매사업이 당국의 기대만큼 성공적 결과를 얻어내

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토지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 소유에 기

초를 두고 있는 소농 경리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 거

센 저항을 나타내었기 때문이었다(2005:368). 게다가 농민들과 교역 할 수 

있는 물자가 부족하였고, 수매 가격 역시 농민 시장에서 개인 거래를 하

는 것과 비교하여 턱없이 낮았다. 

결국 김일성은 새로운 중농 집단의 등장과 부농들의 성장으로 인해 발

생하는 농민 계급의 분화 및 당국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농업협동화가 

빨리 완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그러나 토지에 대한 소유욕이 강

하였던 북한 농민들은 토지 개혁으로 얻은 자신들의 땅을 뺏기는 것에 강

한 저항을 보였으며, 현물세를 내고 남은 양곡에 대한 처분권을 잃는다는 

점과 본인 소유의 농기구와 축력을 조합에 이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상

실감을 겪었다(서재진, 2002:179-80). 실제 1956년에 ‘신해방지구’에서 

부농 및 중농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거 이탈하는 배천바람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더욱 강력한 ‘계급투쟁’을 앞세워 농민들의 자

발성 원칙이 아닌 조합에 반강제적 가입을 하도록 압박과 회유를 실행하

였다17). 그러나 농민들의 농업협동화에 대한 저항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

현되었는데, 가령 상당한 규모의 역축 도상, 방매, 도살, 그리고 조합 방

16)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소상품경제 형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적으나 많으나 
간에 농민들의 계급분화가 진행되며 부농이 발생하며 장성하고 있다. 이들은 계절적 혹
은 고정적으로 고용로력을 채용하며 곡물시장을 통해서와 현금 및 각종 현물에 의한 은
폐된 고리대적 방법과 농기구, 축력 등의 리용 대가를 고률로 받는 방법으로써 빈농민
들을 착취하고 있다[...]특히 농촌에서의 협동조합의 급격한 장성에 따라 부농들의 착취 
대상은 없어지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농촌에서 아무러한 계급투쟁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없으며 적들의 일정한 저항과의 투쟁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김일성, 
1981a:16).”

17) 1956년 말에서 1957년 초에 걸쳐 황해남도나 개성시 등 ‘신해방지구’에서 부농, 중농
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거 이탈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른바 배천바람이라 
불리는 배천군에서 생긴 탈퇴운동은 공공연하게 되어 순식간에 개성 일대와 황해도 일
부로 확대되었다. 1957년 1년 동안 황해북도, 함경북도를 비롯하여 여러 도소재지와 군
소재지에서 수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적발된 ‘간첩도당’과 ‘반혁명분자’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되었다. 1957년 5월 30일 당중앙상무위원회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할 만큼 탈퇴농민들에 대해서 
초강경책을 구사하였다(서동만, 2005: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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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루머 유포 등이 있었다(2002:182). 

북한 토지 개혁 이후에 농촌 사회 안에서 새로운 계층 분화가 발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작소농제 아래에서 북한 농민들은 1946-1949년 기

간 동안에 농업 총 생산량을 약 151% 증대시켰으며, 1949년 곡물 생산량

은 279만 5,200만 톤, 1950년에는 302만 9,000톤으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김승준, 1988:191). 1946년 8월 산업국유화 조치를 통해 공업 부문에서 관

개공사, 전기, 농기구, 화학 비료 등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고, 현

물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확물에 대한 처분권이 농업협동화가 완수되기 이

전까지는 농민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의욕은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이상에서 논의하였듯 일제시기에 적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못

했던 빈·고농 출신의 농민들은 토지개혁을 통해 평균적으로 땅을 무상 

분배받아 개인 농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북한 농민들은 각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과 축력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개인 농사를 

경영하여 경제적 안정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새

로운 중농 집단이 북한 농촌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북한 사회

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던 소수의 부농 및 지주들과 함께 농촌의 새로운 

계층 질서를 확립하였고, 북한 당국의 양곡수매사업에 저항하는 행위로 

인해 결국 농업협동화 추진을 가속화시켰다. 한국 전쟁과 농업협동화 과

정 속에서 이 새로운 지배 계층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무너졌으나,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정치적 위계질서가 확립되면서 북한 농촌에 

재계층화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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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전쟁과 재계층화 

한국 전쟁 동안에 발생한 농업 생산기반의 심각한 파괴 및 농촌 노동

력의 대규모 상실, 농촌 계층의 분화,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 발전 등의 

원인들이 한데 모여 농업 협동화를 빠르게 촉진시켰다(정은미, 2007a:5

6)18). 실제로 1950년 당시 약 302만 톤에 육박했던 곡물 생산량이 1953년

에는 232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37만 정보의 경지 감소와 25만두

의 축우, 38만두의 돼지, 9만 본의 과수 피해를 입어 북한 배급 제도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양호민 외, 1987:278). 게다가 빈농과 중농 하층을 합

하여 90% 정도의 계층은 전쟁피해로 인해 소농경리의 재생산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한다(김성보, 2000:271). 결국 1953년 8

월 공산당 제 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 집단화 방침이 결정되었고, 1954년

부터 단계별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표 2>.

북한은 우선 1953-54년은 경험적 단계 기간으로 설정하여 군단위로 

1-2개소의 시험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자금대부, 비료 및 농기구의 우선

적 배분, 식량과 중곡의 대여, 농번기의 동력 지원, ‘농기계임경소’와 ‘우

마임경소’의 작업 보조 등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1956년부

터는 조합원의 농업 현물세를 비조합원 보다 5% 낮춰주는 정책을 취하면

서 농업협동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정은미, 2007a: 58). 1954년 

11월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한 농업협동화가 추진

되어 1957년 말에는 총 농가호수의 95.6%, 총 경지 면적의 93.7%까지 

높여져 100% 제 3형태로 완수되었다<표 3>.

18) 농업협동화의 동기를 6.25 전쟁으로 인한 농업기반의 파괴 때문 만이라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김일성의 정치적 의도와 함께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농업협동화는 6.25 
전쟁 이전부터 계획되었고, 전쟁 동안에도 꾸준히 논의되었던 사안이었으며, 김일성은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적을 숙청하기 위하여 농업협동화 방침반대하는 세력과 대립
각을 세우다가, 8월 종파 사건에서 그 정점을 드러내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하였듯 북한 
농촌에 새로운 부농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을 
농업협동화를 통해 분쇄하고자 하였다(서재진, 20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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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 농업협동화 3 가지 형태

형태 운영 방식 분배 방식

제 1형태

역축, 농기구의 공동 이용에 기본을 둔   

생산수단의 이용조합으로서 농작업만 

공동으로 실시

품앗이와 유사

제 2형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유지한 채

협동조합에 생산수단을 출자하여

공동 경영을 실시 

토지 점수+ 노력 점수

제 3형태
주택 택지를 제외한 모든 생산 수단이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
노력 점수

출처: 부경생, 2001:71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구성

 

<표 3> 북한의 농업협동화 추이

연도 달 조합 수 제 2 형태 (%) 제 3 형태 (%)

1953 806 - -

1954 10,908 21.5 78.5

1955 12,132 7.8 92.2

1956 15,825 2.5 97.5

1957 16,032 1.2 98.8

1958.08 13,309 0 100.0

출처: 사뮤엘 모악, 1974,「북한의 농업집단화정책분석」,『北韓』; 부경생, 2001:73 재인용. 

하지만 여전히 북한 농촌에 잔재하고 있던 지주와 부농들 그리고 새롭

게 성장한 중농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농업협동화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19). 그 결과 북한 당국은 농촌 사회 안에서 농업협동화를 강력

19) 김성보에 따르면 전쟁 피해로 인해 90%의 농민들이 생활 형편이 영락하고 빈농화가 촉
진되었던 반면, 10%의 농민들이 빈농가들의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고리대를 주는 방법 
등을 통해 부농화를 촉진시켰다고 한다. 실제 부농은 전체 농민 가운에 0.6%에 불과하
였으며, 부농화를 지향하는 중농 상층이 약 전체 농민의 1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20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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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당성이 강한 지지 세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절

감하게 되었다20). 1955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농촌

에 당성이 강한 ‘핵심진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계급 구성인 빈·

고농 출신 가운데 농사 경험이 많은 열성자들과 한국 전쟁 참여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 출신 성분을 조사하여 북한 당국이 신뢰 할 수 있는 

제대군인과 애국열사유가족, 인민군후방가족, 혁명투쟁경력자를 우선 선

발하여 협동조합의 관리간부로서 재구성하였다. 특히 기존의 농촌 유지와 

전통적인 가문의 원로를 협동조합 지도 간부에서 제외하였다(김성보, 

2000:342). 

특히 제대 군인들이 조합 간부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아

래 <표 4>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북한 당국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간부 충원이 필요하자 긴급 대책으로 인민군을 감축하

여 전국의 농촌, 특히 협동조합에 배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56년 6월 

10일자의 내각 명령 49호『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전의 제반 대책을 수립할 

데 대하여』에서 ‘제대군인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하되 농촌 출신의 

군관, 하사, 전사들은 그들의 희망에 따라 전향’ 시키도록 구체적인 조

치를 내렸다. 이 같은 당국의 조치는 제대 군인들에게 정치·경제적 자원

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으므로, 그들은 누구보다 적극적

으로 협동조합 추진에 앞장서는 당의 든든한 일꾼으로 재탄생되었다. 

 

20) 농업협동화 과정 속에서 최초로 농촌에 핵심 세력을 육성하는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
었다. 토지 개혁 중에도 공산당의 농촌진지 강화 정책에 따라서 1946년 8월 28일 북조
선로동당의 당원 수는 36만 6천 여 명 중, 빈농 성분이 18만 5천명으로 약 50%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6도에 성립한 1만 2천개의 농촌위원회에는 9만 여명의 빈농과 고농이 
소속되어 있었다. 1947년 2월과 3월에  실시된 면인민위원회 선거에서는 입후보자를 유
권자회의에서 직접 추천하였는데, 농민이 58%, 리인민위원회에서는 86.7%를 차지하면서 
빈·고농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이주철, 1995: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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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합간부들의 성분 별 구성

  

                                                        (함경남도 신상군, 단위: 명)

관리 

위원장
부위원장 부기원

작업 

반장

검사    
위원장

초급당  
위원장 계

혁명
투쟁   

경력자
16 7 5 28 2 - 58

제대 
군인 13 9 22 63 - 21 128

애국 
열사  
가족

1 - - 4 - - 5

인민군
후방
가족

1 - 1 14 - - 16

계 31 16 28 109 2 21 207

출처: 김석현(1958:333).  

 

당국은 농업 협동화 정책이 완수될 무렵 1958년 12월부터 2년 간 중앙

당 집중지도 사업을 강력히 실시하여, 가족의 과거 경력을 기반으로 한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국가 배급 체계를 구축하였다<표 5>21). 실

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성 노동력을 손실한 농가들의 경우에는 아이들

과 여성들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매우 궁핍하였으므로 국가의 

물질적 방조가 매우 절실하였다22). 반면에 건장한 남성 노동력이 많은 농

21) 출신성분은 “태어날 때 가정이 처한 사회 계급적 관계에 따라서 구분되는 성분, 즉. 본
인이 출생할 당시 부모의 성분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58)’, ‘주민재등록사업(1966-7)’, ‘3계층51개부류 구분사업(1967-70)’ 등 을 통해 
전 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 성향을 파악하
고, 주민들을 소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자 하였다(김병
로, 2000:234). 

22) “지금 협동조합들에서 로력이 많은 세대들은 분배를 많이 받아 잘 살고 아들딸들을 중
학교와 대학에 보내고 있지만 일부 애국렬사유가족들과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은 로력이 
모자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들딸들을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김일성, 
1981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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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하는 만큼 배급을 많이 

확보 할 수 있으므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집단농 

운영 체계 아래에서는 공동 농사에 참여 할 수 있는 노력수가 많은 농가

가 경제 사정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농장원들 집 가운데 좀 헐하게 사는 집은 (가족들이 많아서)농장 

일을 많이 하는 집, 그러니까 한 집에 농장원이 서너이 있는 집들은 그

만큼 분배 몫이 많으니까나 그런 사람들은 쪼끔 헐해요(함경북도 온성

군 A5).

북한 당국은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핵심 계층의 구성원들에게 사회경제

적 특혜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이들이 당국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23). 핵심 계층 출신 농민들은 농업협동화 전후로 

당·정 간부로 등용되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대학 입학과 직장 

배치,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각종 특혜를 다양하게 받

을 수 있었다(김진철, 2010:23-4). 동요 계층에 속하는 농민들의 경우에도 

각종 하급 간부나 기술자로의 진출이 가능하였으며, 이들 중 극히 일부는 

핵심 계층으로 상승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23) “애국렬사유가족들은 우리 당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해방 후 토지개혁 때부터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싸웠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과 영웅적으로 싸
우다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살게 하여야 하며 공부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애국렬사유가족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1981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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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북한의 성분 별 계층구조

구분 분류 대상

핵심계층

(핵심군중)

특수계층 : 김일성의 가계와 친인척, 항일빨치산 참가자와 그 가

족, 혁명 유가족, 대남 공작원 가족, 조총련 간부, 

당·정·군의 주요 간부

일반 핵심계층 : 한국 전쟁 당시 피살자·학살자·전사자 가족,  

고농 (머슴), 비서국 비준 순국 가족  

동요계층

(동요군중)

당 중앙위 비서국 비준간부 이하와 그 가족, 해방 전 지주 자본

가로부터 착취를 당했던 노동자와 빈농, 해방 후 북한 체제에 

적극 협력한 인텔리와 열성 분자  

적대계층

(복잡군중)

친일파, 해방 전 지주, 매판 자본가, 월남자 가족, 반당종파분자, 

종교인 가족, 악질 고리대금업자, 반당종파분자의 동조자, 병역

기피자, 한국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자, 월남기도자, 국가기밀 누

설자, 전과자 

출처: 이성로(2006:69). 

                                                                  

가장 하류층에 속하는 적대 계층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입당 혹은 군 장교로의 진입이 대부분 불가능하였다. 북한 당국에게 이들

은 언제든지 체제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불순분자 혹은 반동분자들이

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획득 할 수 있는 자리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

한 결과였다. 따라서 적대 계층 출신의 본인과 그 자녀들은 신분의 한계

에 가로막혀 사회적 상승의 기회도 꿈 꿀 수 없는 폐쇄적인 사회구조 안

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형제들이) 고등 딱 졸업하고 대학을 가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출신성분 계급적 환경 뭐야 이러면서 그게 70년도에 제일 심했어요. 첫

째는 친일파, 그리고 50년대의 만행이라고 그 치안대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담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제일 악질로[...]우리도 같죠. 뭐. 똑

같은 적대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짓도 못했어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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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다 대학을 희망했는데 아무도 못 갔어요(함경북도 온성군 A3).

우리 아버지는 1964년도에 김창조 부대에 근무했다는 걸로 해서 강제

로 군복을 벗었지[...]또 우리 외할아버지가 머리가 비상해서 왜정 때 

교장을 했는데 땅도 있고 머슴도 있고 하니까 지주로 타도 대상이 되

었단 말이지. 우리 가족이 그거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죠[...](제가)

출신이 나쁘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었단 

말이예요[...]출신성분 이게 나쁘니까 군대 갈 처지도 못됐단 말이죠. 참 

절망도 많이 했어요(평안남도 평온군 A9).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북한 농민들은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켜 인민

들을 먹여 살리고, 당국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수 할 수 있도록 예비 양

곡을 마련하여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큰 임무를 지니고 있

었다. 따라서 당국은 농촌 노동력을 고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고

안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전원회의에

서 김일성은 공업화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농촌으로부터 노동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으나, 일정 수준 후에도 농촌의 노동력을 뽑아 쓰는 것은 잘

못된 행위라며, 15-20 만 명의 공장 노동자들과 도시 사무원들을 농촌에 

다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농촌 노동력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1980년대에 이르러

서는 농촌 출신의 고·중등 졸업자들 및 농업대학 졸업자들을 농촌으로 

귀가시키는 방침을 내렸는데 이는 김일성의 담화 속에서도 확인 할 수 있

다24). 이 방침들로 인해 농촌 출신자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혹은 

24) “다른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기술자들을 다 뽑아서 농촌 경리부문에 보낼 데 대하
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하였고 내가 여러 번 강조하였는데 아직도 
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을 무조건 다 뽑아서 농촌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고등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부
문에 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들도 다 농촌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 
1994d:83), 고등중학교 졸업생들 가운데서 농촌연고자들은 다 농촌에 진출시키고 모자라
는 로력은 도시연고자들 속에서 뽑아 보내주면 될 것입니다.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의 나
이가 18살 정도이므로 그들이 농촌에 나가면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김일성, 1994e: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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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제대하고 입당을 하여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조

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으로 강제 귀가 조치되었다. 

우리 농촌은 한번 갖다 붙이면 죽을 때 까지 (농사)해야 돼요. 자식들

도 군대에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좀 변경을 해서 이제 고향으

로 안가고 어디로 가서 노동자 생활을 좀 해보겠다 하면 안돼요. 문건 

상 딱 돌려서 여기와서 박아버린께. 신천군이라면 신천군당에 문건이 

미리 와있으니까[...]나도 아들이 셋이 다 군대 갔다 왔는데 고향으로 

다 왔어요. 부모가 농촌이기 때문에 딱 돌아가야 된다고(황해남도 신천

군 A1).

농촌 자녀들은 (농촌에서) 빠지지를 못해요[...]농촌 자녀들은 계속 문건

을 뒤져가지고 농촌에서 빠져 나간 것들은 도로 딱 끌어낸단 말이예요.

저놈의 세상은 부모가 농민이면 그 자식도 어디를 갈 수 없고 꼭 농사

꾼이 되어야 해요. 그런 제도 때문에 다른데 나갔다고 해도 도로 끌려 

들어올 수 밖에 없죠[...]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애요. 법이나 같다구요(평

안남도 평온군 A9)

북한 농민들의 거주·이동에 대한 당국의 차별적인 제도로 인하여 북

한 농민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교육 수준이나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적 상

승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폐쇄당하고, 농민이라는 부모의 직

업을 그대로 세습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희생양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북

한의 일반 농민들과 자녀들은 완전 평등 사회를 지향하던 사회주의 체제

와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 그리고 농민 출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었다.

 

엄마 아버지가 농장이면 뭘 해도 다 농장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를 원망하는거죠. 왜 우리 엄마는 농장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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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하악질을 하고, 나 같아도 우리 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어서 나

를 이렇게 (농장에서 일하게) 만들었냐고 그랬죠[...]우리 아들두 속으로 

사회 불만이 많았는데 진짜 마지막에는 여기(농촌) 못 살데다 이러고 

나왔어요(함경북도 회령시 A8).

물론, 농촌 출신 자녀들 가운데 농장에서 벗어나서 도시로 진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제 4장 3절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농촌 간부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힘을 

발판 삼아 교육 기회를 우선 제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좋은 대학

에 진학하여 도시에서 직장 배치를 받았다. 이를 목격하고 경험한 일반 

농민들은 당국과 간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본

인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의 차별로 인해 크나큰 상대적 박탈감을 겪으면

서 탈북을 강행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우리 아이가 수재학교 출신인데 나는 야 본판 머리가 좋으니까 대학에 

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문전에서 대학 불합격이 떨어지니

까 아들이 ‘엄마 나 대학포기하겠어요.’ 하니까 애도 울고 나도 막 눈물

이 나는 거예요[...]자기는 만점 못 맞아도 시험을 잘 쳤다고 그랬는데 

다 불합격이 됐어요. 안내원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리 수재학생이라고 

해도 대학 후원 사업에 이바지한 동무들은 받는다고 하면서 돈을 고이

라고 하는거예요. 내가 그래서 20만원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200만원을 

고이라고 그랬데요. 그것도 공부를 잘 하니까 그만큼만 고이라고 그랬

다는데[...]애가 딱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탈북 할 생각이 불같이 나더

라구요(함경북도 온성군 A3).

일반 농민들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예체능 관련 부문에 뛰어난 재능

이 있는 극소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의해 선발되어 도시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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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촌 같은데는 도시로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특수하게 정말 머리가 좋아서 제일 높은 대학에 붙을 정도로 만점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특이한 예술이 있다던가 체육단 이런데 들

어간다든가 하면 희망대로 시내에 나가는거죠. 근데 진짜 (뇌물) 먹여

서도 우리 농촌 같은데는 절대 안돼요(황해북도 신천군 A1).

우리 오빠가 성악이 너무 좋아서 성악 학교에 시험을 치러 가는게 있

었는데 거기 갔다가 배우가 되가지고 발전을 했어요. 군대를 다녀와 가

지고 예술대학에 들어가서 농촌에 다시 안돌아오고 도시에서 잘 살았

다는데(함경남도 덕성군 A10).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도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농촌 귀가 방

침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에 이미 진출하여 터전을 잡

고 있었던 농촌 자녀들 역시 다시금 농장으로 배치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

면서 당국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나는 군대 나갔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로 나갔는데 문건을 다 조사

를 해가지고 신상정보, 출신성분, 부모가 누군지 계급이 농촌인건 무조

건 뽑아서 농촌으로 내보냈지[...]90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걸 매년마다 

빠져나오느라고 계속 (뇌물고이기)사업도 하고 지역도 좀 많이 옮겨갔

고, 지역을 많이 옮기면 옮길수록 북한이 전산망이 발달하지 못해서 내

가 몇 번 도를 옮기게 되면 농촌 자녀라는 문건을 찾기 좀 힘들다고 그

랬는데, 다시 뭐 농촌으로 돌아오게 됐지. 1년에 한 번씩 문건을 전국

적으로 뒤져가지고 농촌 자녀들을 속출해서 다시 보내는데 뭘[...]저 북

한 세상은 누구나 다 불평불만이고 쑥덕쑥덕은 많이 해요(평안남도 평

온군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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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았듯이 한국 전쟁 이후 북한 당국은 한국 전쟁 참여와 피

해 정도에 기반 한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농촌에 핵심 계층을 구축하였

고,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빠르게 농업협동화를 완수 할 수 있었다. 당

국은 이 핵심 계층 구성원들에게 정치권력과 각종 사회경제적 자원과 혜

택을 우선 제공하였고, 그 결과 북한 농촌의 계층 질서가 재정비되었다. 

따라서 북한 농촌의 지배계층은 핵심 계층 출신 가운데 농촌 간부로 임용

된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되어 새롭게 구성되었다. 기존의 지배

계층을 구성하고 있던 농촌 유지와 전통적인 가문의 원로들, 그리고 잔재

하고 있던 부농과 새롭게 성장한 중농들은 농업협동화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채 사회적 하락 이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중공업 우선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북한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농촌의 노동력 손실이 농

업 생산량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당국은 농촌 

출신 자녀들의 귀가 조치를 실시하여, 이들의 사회적 상승 이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 결국 일반 농민들의 자녀는 부모의 직업을 그대

로 세습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농촌 간부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적 지

위와 경제적 능력을 뒷받침 삼아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여 도시로 진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간부들의 자녀들이 높은 교육 수준을 앞세워 다

시금 좋은 직장에 배치를 받으면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고 있

다. 결국 일반 농민 출신 자녀들은 북한 사회 안에서 사회적 상승 이동의 

기회를 철저히 박탈당한 채 구조적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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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지대에 따른 사회불평등 발생 

1) 지대별 사회경제적 격차 발생 구조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집단 농장의 소득 분배 과정은 국가에 대한 

곡물납부의무와 협동농장 기금 조성을 일차적인 의무로 강제하고 있으며, 

개별 농장원들의 노동 보수는 소득 분배 시에 일차적인 의무를 완료하고 

잔여 몫에 대해서 각자 1년 동안 획득한 노력 일에 따라서 지불되었다(김

영훈 외, 2001:16). 북한 협동농장의 소득은 자본주의 농업 경영과 유사하

게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소득 개념과 가까운데 아래의 표를 보면 협

동농장의 총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 눈에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표 6>.

<표 6> 협동농장의 총 수입과 지출 내역

총 수입 내역 지출 내역

현물 수입 화폐 수입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생산 수

단의 보전과 생산 및 판매 활

동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종자, 종란비, 가축구입비, 가

축방역, 치료비, 비료비, 가축

사료비, 농약비, 냉온상 자재

비, 기타자재비, 농기계운영

비, 생산용 고정자산 감가상

각비, 관개사용료, 농장관리

비, 기타 생산비 

·당년생산물-부업 생

산물 포함

·전년이월생산물

·판매수입-당년생산물, 

전년이월생산물, 

·봉사료 수입

·기타수입 

출처: 김영훈 외(2001:19).  

 

이와 같은 협동 농장 운영 방식 아래에서 알곡 수확고가 높은 곡창지

대의 농장들의 경우에는 총 수입이 높아서 식량 분배가 넉넉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제 사정이 평균적으로 좋은 반면, 산간지대에 위치한 농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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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척박한 토지와 기후적 한계로 인하여 알곡 생산량이 낮아 농민들의 경

제 상황이 좋지 못했다. 아래의 <표 7>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의 주요 평야 

지대 가운데 9개는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농경지의 경우 51.3%가 이곳에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김성훈, 

1998:58-69). 

<표 7> 북한의 주요 평야 현황        

(200㎢ 이상)

명칭 면적 평균 고도 위치 

재령 평야 1,300 20 황남 재령, 안악군(재령강 유역)

연백 평야 1,150 20-50 황남 연안, 배천, 청단군 일대

평양 평야 950 30-50 평양시 만경대, 용성, 승호, 중화, 강남 

열두삼천리벌

(안주 평야)
750 - 평남 안주, 숙천, 문덕, 평원군 

함흥 평야 600 20-50 함남 함흥만 연안

온천 평야 500 - 평남 온천군, 증산군, 남포시 일부 

용천 평야 450 20-50 평북 용천, 연주군, 신의주시

금야 평야 400 - 함남 금양군, 고원군 일부

황주긴등벌 290 20-50 황북 황주군 일부

출처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86,『지리상식백과』;금성청년출판사 편, 1982,『재미있는 지

리』; 염형민, 1994,『북한의 국토개발』서울:공보처 ;김성훈 외(1998:60) 재인용.

 

농업협동화 완수 이후에도 북한 농민들은 1년에 한번 배급을 지급받아 

자가 소비를 하고, 남은 여유 곡식에 대한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도와 황해도의 벌방 지대 농민들은 

국가 수매제도를 통해 노동자 수준의 현금 수입을 확보 할 수 있었다25). 

25) “벌방 지대 농민들은 알곡을 많이 생산하면 현금수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
가 안주군에 들려 알곡 생산을 늘여 농호 당 알곡이 5톤 이상씩 돌아가면 그 가운데서 
먹을 식량을 남겨놓고 나머지 량곡만 수매하는 것으로 보아도 현금 수입이 1500원 정도
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김일성, 19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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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66년에 이르러 북한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

받고, 1974년 3월에 농민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면서, 당국은 농촌에서 농

촌경영비를 제외한 공식적인 세금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현물세가 폐지되는 전제 조건에는 강제적인 성격을 지닌 당국의 저가 

수매제도의 확대정책이 존재하고 있었다(박정식, 2009:72)26). 

현물세가 폐지된 이후부터 생산량의 70-80%가 국가에 의해서 강제 수

매 되었으며, 이 시기를 전후로 곡창지대의 농민들 역시 여유 곡식에 대

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상실한 채, 일정한 양의 곡식을 농장으로부터 배급

받는 농장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27). 그 결과 곡창지대 농민들 역

시 여유 곡식의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있을 때만큼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는 못하였다(박정식, 2009:87)28). 아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현물세가 

폐지된 이후,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강제적인 양곡 수매가 이뤄졌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낮에는 일을 한창 시키고 밤에는 데려다가 수매를 하겠냐? 몇 키로 하

겠냐? 밤새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 농장원들)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당원들이 어디 선구자가 하나 일어나서 ‘나 열키로 하겠

어요’ 하면 그땐 어떡해요? (나도 열키로 내야죠). 다음날 일도 나가야 

하는데(황해남도 신천군 A1).

26) “현물세를 폐지하였을 때 협동농장의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
을 가질 수 있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농장원에게 공급(배급) 할 몫을 제외
하고 나머지 모두를 국가가 매입하게 되어있다. 현금과는 달리 곡물만은 농민이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모조리 없애 버렸다. 이것이 현물세 폐지의 전제 조건이다. 그 이
전에는 현물세를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가 처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는 
국가의 수매가 그다지 강제적이지 않았다(탈북자 E씨; 양문수(2000:187) 재인용).” 

27) 북한 협동농장원들은 추수가 끝나고 1인당 하루 600g(일년에 약 219kg)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으로 식량을 조달받았다고 한다(김원규, 2010:17). 

28) “현물세를 폐지하였을 때 협동농장의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
을 가질 수 있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농장원에게 공급(배급) 할 몫을 제외
하고 나머지 모두를 국가가 매입하게 되어있다. 현금과는 달리 곡물만은 농민이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모조리 없애 버렸다. 이것이 현물세 폐지의 전제 조건이다. 그 이
전에는 현물세를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가 처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는 
국가의 수매가 그다지 강제적이지 않았다(탈북자 E씨; 양문수(2000:18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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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에서 최대로 내리는 조치가 뭐냐하면 ‘너네 이만큼 못하면 영

창들어간다’ 이러기 때문에 리당비서들이 농장 집들마다 노골적으로 

(알곡을) 얼만큼을 내라고 과제를 줘요. 만약 이걸 못 내면 돈을 내라

고 그러죠 (함경북도 청진시 A6).

 

현물세 폐지가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 김일성은 1964년 2월 2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

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였다. 이는 앞으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농촌 사업을 어떻게 하며, 농촌 경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등의 향

후 농정 수행의 기본 원칙, 기본 방향, 실행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최수영, 1996:12)29). 특히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차

이를 좁히고자 당국은 농촌기술혁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과 각

종 사회보장 혜택을 일반 노동자 사무원들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는 내용

을 포함하였다30). 또한 농촌에도 국영상업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일 가

격에 의해 소비재를 공급하여 농민의 물질적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였

다. 

북한 당국은 평안남도와 황해도 곡창 지대의 알곡 생산량을 빠르게 증

대시키기 위하여 기계화 부문을 포함한 농업 기반 시설의 집중 투자를 우

선적으로 실행하였다. 한 예로 평안남도의 경우 관개 시설 확충에 있어서 

당국의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았으며, 뜨락또르와 같은 농기계들 역

29) 김일성은 사회주의 하에서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 사업에서 반
드시 3 가지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담화를 통해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농촌 경
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
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사
회주의 하에서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사업에
서 반드시 세 개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
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하며 셋째로 농
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 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켜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김일성, 1982a:197).”  

30)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들과 동일하게 8시간 노동, 국가의 사회기금에 의한 연로연금과 
보조금, 무상 교육과 무료 치료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농민들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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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장 먼저 지원을 받아 곡창지대의 기계화 의존율을 높였다31). 아래 

탈북자의 증언 역시 평남·평북도의 곡창지대에 위치한 농장들의 경우에

는 당국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자원, 특히 기계를 집중적으로 투자받아 타 

지역 농민들과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32). 

평남평북도(벌방 지대)는 기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뒤

에 농장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이 사람들

이 지방 농장에 가면 (너무 못살아서)까무러쳐요[...] 어쨌든 평양 같은 

거는 여기서 나오는 쌀이 없으면 못사니까 여기 농장들은 좀 밀어줘요

[...]그리고 영변이나 청산리 같은거는 북한 정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100% 기계화 들어갔어요. 거기는 농장에 오겠다는게 너무 많

아서 제한을 시켜요(함견북도 청진시 A6).

게다가 당국은 농촌문화혁명을 통해 농민의 주거상태와 공동생활 조건 

또한 도시 주민의 생활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

였는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동일

하게 국가의 부담으로 농민들의 문화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다33). 하지만 아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국은 농장에 따라서 차별

적으로 주택 건설 지원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가령, 중앙당 식량 공급을 

31) “평안남도의 자연지리적 조건은 매우 유리합니다[...] 당 중앙위원회는 이와 같이 유리
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평안남도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언제나 커다란 관심
을 돌려왔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평안남도의 농업 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
왔습니다. 당과 정부는 평안남도에서 먼저 수리화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자금을 집중
적으로 투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명한 평남관개와 기양관개를 비롯한 대규모의 관개 
시설들과 중소규모의 관개 시설들을 다른 도들보다 훨씬 먼저 건설하였습니다. 평안남
도에 농기계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김일성, 1982b:392-3).”

3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133명 가운데 41.4%가 가
장 잘사는 도로 평안남도를 꼽았다. 평안남도의 경우에는 평양시와 인접한 행정구역이
며, 동시에 농공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행정구역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박명규 외, 
2014:62).

33) “모든 농민들에게 다 훌륭한 문화주택이 차례지도록 하려면 앞으로도 농촌주택 건설사
업을 계속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로력을 국가
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미 농촌 건설대가 지어준 문화주택들의 건설비도 국가가 부담
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국가가 주택을 보장하여준
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일성, 1982a: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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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농업 생산력이 높은 곡창지대 농장들이 먼저 혜택을 받았다. 

평남평북도 같은 것(농장)들은 거기서 생산을 해야 중앙당 직원들한테 

공급 할 수 있으니깐[...]수령들이 그 쪽으로 현지지도를 많이 다니니까

[...]거기는 집도 나라에서 개인 2층짜리 집으로 지어주거든, 집도 얼마

나 크고 멋있다고. 그런 데를 가고 싶어해요 농장원들이(함경북도 청진

시 A6).

나는 강원도 안변 농장에서 왔는데 우리는 쌀도 나고 감도 나기 때문

에 김정일이 올라서기 전까지는 잘 살았어요[...]우리 농장은 그래도 김

일성이 다녀간 곳이라고 문화주택 싹 지어줬어요(강원도 안변군 A11).

 반면 당국의 지원을 못 받은 농장들의 경우에는 농장 기금으로 주택 

건설을 실시하였는데, 산간지대에 위치한 척박한 환경의 농장들은 여유 

자금이 없어 농민들이 흙으로 지은 초가집에서 계속 생활하였다고 한다. 

농촌테제를 발표한 그 해에 김일성 역시 국가 자금으로 모든 농촌에 문화

주택을 건설해 주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였다34). 

무시기 나라에서 집을 지어주나?[...]완전 다 쓰러지는 흙집에서 비도 

다 새고 그런 집에서 살았지. 무슨 문화주택을 지어주나? 그저 우리는 

완전히 산골이라서 그런 거 없어. 비가 오면 오로지 수령님 초상화 품

에 안고 흙(집)무너지는거 보고 있지(함경남도 덕성군 A10).

 이상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알곡 생산량이 높은 곡창 지대와 총 수

34) “우리가 처음 7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세울 때에는 한 5년 동안에 60만 세대의 농촌문화
주택을 지어 초가집을 다 없앨 것으로 예견하였는데 지금 형편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서 건설도 더 
하고 국방력도 강화하여야 하며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을 도와주고 일본에 있는 동포들
을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문화주택을 다 지
어 줄 수는 없습니다(김일성, 1982b;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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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낮은 산간 지대 농장들 간의 빈부격차는 북한 농민들 간의 소득 불

균형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알곡 생산량을 빠

르게 증대시키기 위한 당국의 곡창 지대에 대한 우선적인 사회경제적 투

자는 북한 농민들 간에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적기적작 재배 원칙과 부업 활동 장려 정책 등을 통해 산간지대 농가들의 

소득을 높여 농민층의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였으나, 농촌 간부들의 

요령주의 및 관료주의와 물자의 부족, 집단 농장의 제도적 한계들로 인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북한 농민들은 무계급 완전 평등 사회의 실

현을 부르짖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되었다.   

2) 추가 소득 자원 유무에 따른 빈부격차    

김일성은 지역 및 지대에 따른 농민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알곡 생산량이 적은 산간지대의 농장들에게 적지적작, 적기적작 재배 원

칙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평안남도 창성군을 제시하

였다35). 당시 산간지대의 농촌들이 낙후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

장 핵심적인 원인은 곡물 중심의 재배 방식에 있었다(정은미, 2007a:136). 

산간지대의 척박한 기후와 토지 환경 때문에 강냉이와 옥수수 재배가 어

려운 곳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첫 시범 사례로 창성군

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고추와 공예 작물을 집중 재배하도록 조치하여, 

창성군 농가들의 현금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실제 창성군과 벽동군 등지에서는 고추 재배를 통해 정당 1톤 이상을 

생산하여, 평지대 논벼 생산보다 6배나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창성군의 성공을 본보기로 삼아서 산간지대 농장들에게 각자 지대 

35) “[...]창성군의 경험에서 본받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알
곡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과 함께 축산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농민들의 현
금 수입을 빨리 높이는 것입니다[...] 창성군에서는 또한 고추와 공예작물을 심어 현금 
수입을 높이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창성사람들은 산열매를 따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
고 있습니다. 산간지대들에서 창성사람들처럼 노력하면 인민들의 생활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김일성, 1994b: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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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벼나 옥수수 대신 고추나 아마, 칡과 같은 작

물을 재배하도록 실시하였다. 김일성은 양강도에서 아마와 호프를 재배하

여 농가 수입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는데, 실제 아마를 정당 2.5톤 생산하

여 평지 대 논벼 생산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한다(김승준, 

1962:4). 평안남도의 양덕군, 성천군, 신양군, 맹산군 일대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담배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도록 지시하여, 산간지대 농가들의 수입을 

끌어올릴 것을 강조하였다36).

 소득 수준이 낮은 산간지대 농장들뿐만 아니라 담배, 호프, 감자, 고

구마는 토지 조건과 기후에 따라서 특정 지역 농장들에서 집중 재배되고 

있음을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표 8>. 이 외에도 버섯, 약초, 산나물, 

산열매, 약초, 기름나무, 공예작물, 양잠식물, 누에고치, 약재, 건재류 등의 

희귀한 특수 작물을 재배 및 채취 할 수 있는 산간지대 농장들의 경우에

는 강냉이나 벼와 같은 일반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보다 수익성이 높

은 특수 작물 거래를 하므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36) “산간지대에서 기계화를 하지 못하고 농사를 수공업적 방법으로 할 바에는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담배가 잘되는 양덕군, 성천군, 신양
군, 맹산군 일대에 담배를 집중적으로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골 사람들의 수
입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우리는 량강도에 가서도 그곳에서 잘되는 아마와 호프를 
심어 수입을 늘이라고 하였습니다(김일성, 1981c: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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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북한 농산물의 생산 지역

생산물 주요 생산 지역 

담배
평안남도(성천, 양덕), 황해남도(신천, 삼천), 황해북도 

(성흥, 인산, 곡산), 함경남북도

호프 양강도 (혜산, 갑산, 삼수)

감자
양강도와 함경북도의 산간지대, 고원지대, 

자강도의 동부 산간지대 

고구마 황해남북도의 서부, 평안북도 서남부, 평안남도의 남서부

출처: 한국산업은행조사부,1995,「북한의 산업」;김성훈 외(1998:110) 재인용. 

아래 다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 작물 재

배가 가능한 농장 출신의 산간지대 농민들이 강냉이와 벼 같은 알곡을 재

배하고 있는 농민들과 비교하여 식량 배급도 원활하게 조달되고 소득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저희는 (산간지대)그랬어도 감자 고장이니까 분배가 잘 나왔어요, 벼는 

뭐 수해가 나면 다 망하고 그러는데 감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제가 

살던 고장은 수해를 본 적이 없어요. 양강도는 그래도 감자가 잘 돼요.

감자는 무조건 퇴비예요[...]그래서 퇴비 인분 생산을 많이 했어요(양강

도 백암군 A7).

앞에 놀러 갈 곳이 있어서 황해북도에 수안(군)이라는데 아주 한심한 

산골에 갔는데 거기는 고구마를 심어요. 고구마 장사 잘 되니까 좀 (일

반 산간지대 농장들보다 사정이) 나은거 같애요(함경북도 온성군 A5).

  

특히 1990년대 식량난 시기에는 북한 농민들이 식량 분배가 정상적으

로 보장되지 않는 공동 농사에 힘을 쏟기 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특수 작

물 채취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 거래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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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강도 지역의 농민들의 경우에도 배급이 나오지 않는 농장 일을 하

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채마 (약초의 종류)를 캐러 다니고 있으며, 실제 

하루에 약초를 캐면 몇 천원이라도 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은 더

욱 나았다고 한다(데일리안, 2011). 아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1990

년대 이후 산간지대 농민들이 공동 농사에 힘을 쏟기 보다는 산에서 나는 

자연산 송이버섯을 채취하는데 더 열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칠보산 송이 유명하잖아요[...]농장에 가보면 농장원들이 다 농사일을 

안 해요. 몽땅 집어치우고 송이 (나올) 한 철만 기다리는 거예요. 산에

만 산에만 농장원들이 가지[...]농사를 안 해서 밭에 풀이 기차게 올라

와요. 이 사람들 송이버섯으로 시내 가서 장사해서 그 돈을 (농장에)

내는 거예요(함경북도 청진시 A6).

 

김일성은 특수작물 재배방식 이외에도 산간지대 및 해안지대 농가들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부업 활동을 적극 독려하였다. 특히 산간지

대와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는 주변의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자

원을 바탕으로 부업 활동을 하여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하였는데, 산간 지대 농장들은 반농·반목축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농사와 

함께 축산업을 하고, 해안 지대 농장들은 반농·반어업 협동조합을 조직

하여 농사와 함께 물고기 잡이를 하여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

도록 하였다. 더불어 1954년 11월 3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협동 

농장의 농민들에게 약간의 남새밭 경작과 가축 사육 등의 개인 부업을 허

용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농가들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다37).

 실제 아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부업 활동을 통해 

37)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에서 사는 농민들은 원래 토지가 적은데다가 척박한 토지를 경작
하다보니 생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함경북도 내 농민들의 생활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산과 바
다를 리용하여 부업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함경북도의 농민들이 산과 바
다를 잘 리용한다면 식량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며 현금수입도 높일 수 있습니
다(김일성, 1980a: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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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공동 농사만 짓는 농가들보

다 경제 사정이 여유로웠다고 한다.  

농촌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축을 좀 한다던지, 텃밭이 좀 있

다던지 이런 부류는 그래도 땅만 뚜지는(공동 농사만 하는) 그런 최하

층(농민)보다는 낫죠(평안남도 평온군 A9).

하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부업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농가들의 경우에는 추가 소득을 만

드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일성은 돼지, 젖소, 양, 토끼와 같은 집짐승 사

육 가운데 질 좋은 비료를 얻기 위하여 ‘돼지 기르기’를 농가들의 부업 

활동으로 적극 강조하였으나. 아래 탈북자의 증언과 같이 식량 상황이 여

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돼지 사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38). 

돼지 기르는 사람은 작업 반장네 분조장네 밖에 더 있나? 우리는(일반 

농장원들)짐승도 못 기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식량이)있어야 

짐승을 기르죠. 그래서 풀 먹는 토끼 염소 이런거 (사육)했어요(황해남

도 신천군 A1).

게다가 김일성은 아래 담화에서와 같이 농민들에게 공동 농사에 최선

을 다하고 남은 시간에 부업 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였다39).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공동 농사일에 시달린 농민들은 부업을 할 시간적·

체력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공동 농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식량 배급에서 

38) “모든 농촌세대들에서 한해에 돼지를 2-3마리씩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집짐승
먹이로 공급할 알곡이 정 모자라면 예비량곡을 좀 꺼내여 집짐승 먹이로 돌려서라도 돼
지 기르는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김일성, 1994e:420).” 

39) “협동농장은 문자 그대로 농업을 하는 협동경리입니다. 협동농장에서는 마땅히 농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협동농장들에서
의 부업 생산은 어디까지나 농사일을 하고 여유 시간과 여유 로력을 리용하여 조직하도
록 하여야 합니다. 결코 부업이 본업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김일성, 1994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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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부업 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한

다40).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낮에 일을 해 넘어 가도록 죽도록 하고 집

에 들어오는데 무슨 (다른)일을 할 수가 있나? 글쎄 그나마 부지런해야 

좀 하지[...] 겨울에 좀 가마니 같은거나 짜나 (황해남도 신천군 A1).

나는 무슨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농장 일을 하다나니까는 할 시

간이 없지요. 만약에 부업한다고 농장일 안 나오면 분배를 못타는데?

그러니까 못해요 (함경북도 온성군 A5).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특수 작물이 재배 가능한 

일부 농민들은 옥수수나 벼 같은 일반 곡물만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비교

하면 식량 배급을 잘 보장받고 현금 수입 역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더

불어 공동 농사와 부업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유휴 노동

력이 확보되어있는 일부 농가들은 추가 소득을 확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식량 배급에만 의존하는 일반 농가들과 비교하여 경제적 수준이 좋

았다. 하지만 북한 농민들의 부업 활동은 공동 농사와 강연회 및 총화가 

끝나고 남은 시간에만 허용되었으므로,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농민들

이 부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 결과 당국의 다양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촌들 간에 소득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못

하였다. 아래 탈북자들이 증언하듯이 1990년대 식량난 발생 초기까지도 

곡창 지대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가 소비 할 식량은 확보되어있는 반면, 

40) 실제 북한 농민들의 협동농장 생활은 획일적으로 매우 고되게 이루어지는데 아침 식사 
후 오전 9시, 여름철의 경우 8시에 포전에 모여 간단한 정치사를 읽고 분조장의 작업지
시를 받은 후 작업을 시작한다. 종자 심기 철 등의 농번기에는 새벽 5시부터 작업이 시
작된다. 10시쯤 잠깐의 휴식을 갖고 12시까지 오전 작업을 한다.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가
진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해 4시쯤 한번 휴식 후 해지는 6-7에 작업을 마친다. 작업이 끝
나면 작업 총화가 이뤄지는데 하루의 노력점수가 평가되는 시간이다. 작업총화까지 마
치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한 후 주 4일은 마을회관에서 저녁 10시까지 학습 또
는 강연회가 진행되며 각 조직에서는 보통 10일 총화가 기본이지만 1주일 생활 총화가 
진행되기도 한다(박정식,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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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지대 농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41). 

제 3 절 1990년대 식량난 발생 배경 구조

1) 1990년대 농업생산량 감소 배경요인 

북한은 남한에서의 군사정권 등장, 미국의 쿠바 해상 봉쇄, 미국의 베

트남 개입 강화, 한일 국교정상화, 마지막으로 중-소 대립에서 파생된 소

련의 북한 경제원조 대폭 삭감 등의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1963년부터 

4 대 군사노선을 주창하며 국방력 강화에 예산을 3분의 1을 투자하였고, 

희귀 물자들은 지속적으로 국방 산업에 집중투자 하면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다(McCormack, 1993:34). 

1966년에는 자주외교노선을 주창한 결과 대외 경제적 지원이 크게 감소하

여 농업 생산력이 1969년부터 정체되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북한은 1970

년대 초반에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였으나, 석유 파동으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자력갱생, 절약과 증산, 그리고 내부예비의 동원 

등을 강조하면서 식량의 자급자족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정은미, 

2007a:144).

김일성은 농촌의 낡은 농법을 답습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

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

성, 매 포전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농사를 짓는 과학적인 농법이며 높

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농법을 직접 내놓았다(정은미, 

2007a:145). 이 주체농법의 핵심은 적기적작의 원칙과 과학적인 시비체계, 

41)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내가 황해남도 시집가서 한 달에 한번씩 60kg 가마니를 준거 
그거 절약한거 청진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나눠주고 먹고 살고 했지 (황해남도 신천군 
A1).”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는 황해도 해주. 그 쪽이 먹는 지대니까 괜찮아요. ‘우
리 함남도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이구 배고프겠다’ 이러면서 들어오라고 밥 줘요. 
그래도 그 쪽 사람들 함남도보다야 훨씬 낫지. 거기는 못 먹어도 자기네 입질 할 것은 
있었단 말이야(함경남도 덕성군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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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 기후와 풍토에 맞는 종자를 만들어내는 육종체계와 채종체계 

확립에 있었다. 1972년에 이르러 기존의 키가 큰 재래종 강냉이 대신에 

키가 작으면서도 빨리 여물고 소출도 높은 강냉이 잡종 종자를 개발함으

로써 밀식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아래 <표 9>의 1973년에서 1974년 사이의 수확량을 보면 

1100kg 정도 불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북한의 쌀 생산 추정 (1972-1976)

연도
경작 지역

(100헥타르)

수확량/헥타르

(kg)

생산량 

(겉곡, 천톤)

생산량

(정곡, 천톤)

1972 605 3857 2333 1633

1973 612 3919 2398 1678

1974 619 5000 3095 2167

1975 626 5000 3130 2191

1976 633 5390 3412 2388

출처: FAO Production Year Book (1972-1976).

밀식재배 방식과 더불어 주체 농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갖추는 것이었으므로, 비료 생산량의 증산은 북한 당국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정은미, 2007a:147). 따라서 북한 공업들 가운

데에서 화학 비료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화학 공업 부문은 당국의 집중 

투자로 인해 그 발전 속도가 다른 부문들과 비교하여 매우 빨랐다. 아래

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화학 비료의 생산량은 1970년대 중반부터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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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화학비료 생산량, 소비량, 수출입 규모 (1961-2000)

(단위: 천톤)

연도 1961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생산량 112 173 292 375 680 765 797 95 50

소비량 112 173 309 434 729 844 832 104 256

수입량 12 8 17 62 61 96 40 22 206

수출량 0 0 0 5 12 16 5 10 0

출처: http://fao.org; 정은미(2007a:95) 재인용.

하지만 화학 비료의 수입량도 점차 증가하는 역설적인 구조를 발견 할 

수 있다. 질소 비료의 경우에는 북한이 자체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수출까지 하였으나, 인산 및 칼륨 비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원료를 생

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 당국은 6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인산 비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생산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으나, 칼륨 비

료의 경우에는 1992년 사리원 연합기업소가 생기기 이전까지 계속 수입에 

의존하였다42). 

1970년대부터 지속된 주체 농법의 밀식 재배 방식과 지나친 화학 비료

의 사용으로 인해 논밭의 지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김일성은 1983년 

4월 2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미량원소와 거름 생산을 통해 지력을 회복

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았다43). 하지만 아래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파악 할 

42) “우리는 질소비료를 많이 치고 린 비료와 카리비료를 적게 치기 때문에 장마철전까지
는 농작물이 전반적으로 시퍼렇고 키도 크지만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는 넘어져 쭉정이
가 많이 생깁니다[...]농업부문 지도일군들 속에서 <질소병>에 걸려 질소 비료에만 매달
리는 그릇된 현상을 철저히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린비료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논밭에 린 비료를 많이 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카리비료 생산도 늘이도록 하
여야하겠습니다. 지금 카리 비료 생산량이 적습니다(김일성, 1994c:54-6).”

43) “정보당 알곡 수확고를 더 높이려면 종자를 개량하는 것과 함께 논밭의 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농작물을 밀식하여 높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은 농작물이 논밭에 있는 영양
물질을 빨아먹는 률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농작물이 논밭에 있
는 영양물질을 빨아먹는 률이 높아진 조건에서 미량원소를 비롯한 영양물질을 보충하여 
주지 않으면 알곡수확고를 더 높일 수 없습니다[...]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거름을 많
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야합니다(김일성, 1994e: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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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김일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소 

비료의 장기간 과다 사용으로 인해 북한 농경지의 산성화 수준은 매우 심

각하며, 이는 단 기간 내에 복구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지금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북한 토지 산성화 문제인데 북

한 토지 중에 김일성 일가에다가 쌀 생산하는데 거기 빼고는 아마 90%

는 다 산성화되었을 거예요. 땅의 지력을 높이는 유기질 이걸 기본 시

켜야지, 화학비료만 계속 치니까는 뭐(함경남도 단천군 A4)

(주체 농법이) 땅 다 나쁘게 만들고 산화되었어요. 뭐 기본 농사가 뭘 

심으면 시퍼런 독을 내면서 올라와야겠는데 농사를 지면 가시시한 노

란물처럼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예요. 다 영양이 빠져버렸단 말이지(황

해남도 신천군 A1).          

 

북한 당국은 주체 농법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의 기계 의존율

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

라 판단하였으며, 기계화를 통해 농민들을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노·농간의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1954년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평안남도 당 단체들의 파업’ 담화 속에서 곡물 

수확량이 많은 평안남도 농촌을 먼저 기계화하는 방침을 시작으로 1959년

에는 황해남도의 평지대 그리고 평양시의 기계화 향상을 집중하기로 결정

하고, 1960년 8월 전원회의에서 농촌기계화의 전면적 실현을 과제로 삼았

다44).

44)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서는 평안남도의 농촌을 먼저 기계화하기로 하고 올해에 처
음으로 중화농업협동조합에서 기계화를 해보았습니다[...]중화농업협동조합의 경험으로부
터 출발하여 우리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평지의 밭들에서는 농사일을 다 기계화하려
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계로 밭도 갈고 씨도 부리고 김도 매며 나아가서는 
기계로 가을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80b:148-9)”. “농촌경리의 기계화는 빨
리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평야지대의 기계화에 먼저 달라붙었지마는 이제 와서는 평
야 지대나 산간지대나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전면적으로 기계화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1981d: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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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곡물 800만톤 생산량 목표를 완

수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971년에 이르러서 종합적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45). 이때까지 

농기계는 거의 유일하게 뜨락또르가 전부였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모내기와 김매기였다. 김일성은 3대 

소조 성원들에게 모내기와 김매기와 같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

들을 포함하여, 농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기계화시킬 수 있도록 강조

하였다. 실제 북한은 1973년 5월에 모내기 기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1970년대 후반에 농촌에 보급하였다46).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농촌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집중 투자를 하였으나, 만성적인 자재 부족으로 인

해 보급한 기계를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없었다. 아래 탈북자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지도 교시 농장들과 같은 특정 농장들의 경우에는 기계

와 물자의 우선적 배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나마 기계 사용률이 높은 편

에 속하였지만, 일반 농장들의 경우에는 부품과 연료 부족 때문에 기계가 

있어도 가동할 수 없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세워놓

은 것이 더 많았다고 한다47). 

(함남도) 양평리 양평 협동농장에 현지지도 왔었어요. 사정이 좋다고 

하는데 북한은 유일사상 유일적 지도체계니까 접견자 이런 사람이 다

45)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야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 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을 빨리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나섭니다[...]이러한 조건에서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려면 각이한 지형 조
건과 우리나라의 영농법에 맞는 여러 가지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김일성, 1984a:65).”

46) “우리는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함들을 빨리 고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하여 농촌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3
대 혁명소조성원들은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여 논밭갈이, 운반 작업, 모내기, 김매기와 
같은 농사일을 기계화하는 것과 함께 가을걷이와 낱알 터는 일을 기계화하기 위한 투쟁
도 적극 벌려야 합니다(김일성, 1984d: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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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신 농장이라는건 우선권 그런게 있어요. 현지지도 한 농장들은 물

자도 기계도 제일 1번으로 많이 받고 계획도 (목표량 적게)조절도 잘 

해주고 그런게 있죠(함경남도 단천군 A4).

그게 다 농촌경영위원회에서 다 분배되어야 하는데 뭐 뜨락또르 부품

도 안 오고 기름도 안 왔으니까 그걸 받자면 농장원들이 또 뇌물 줄 것

을 모아야되고[...]내가 기계화작업반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80년대 후

반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알려지드라구요. 뜨락또르 아침이면 한 작

업반에 하나씩 배치나가는데 고장이 즉각 나죠[...]80년대 후반부터는 

(뜨락또르) 세워놓는 것이 더 많아요(함경북도 회령시 A8).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60년대 이후부터 대내외적인 위협으

로부터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으로 대응하면서 대외 지원이 크게 감소하여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1960

년에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협동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군중노선에 기

초를 둔 농업 관리 체계의 기본 틀인 청산리 방법48)과 공업부문의 ‘대안

의 사업체계’의 구축을 통해 북한 사회에 통일적이고 집중화된 자재공급

체계를 설립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필요한 자재를 적절한 시간에 합

리적으로 조달 및 공급 할 수 있도록 건설된 집중화된 체계를 의미하였다

(정상훈, 1993:97).   

필요 물자가 협동 농장까지 조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계획위원회에서 통제 계획을 설정하여 도(道)와 군(郡)을 통해 이를 

협동농장에 통보하면, 협동농장은 통제 계획에 제시된 통제 숫자에 관해 

48)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의 근본 틀이 되는 청산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
째 당 간부들과 경영진들은 사무실에서 나와서 현장지도를 하도록 장려되었는데, 이를 
통해 농민들과 관리들 사이에 소통이 증대 되어 효율적인 농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두 번째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돕는 방식을 통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을 연결하
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가령 중앙정부는 도를 지원하고. 도는 다시 군을 지원하고 리는 
농업단위를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산리 방법은  농민들에게 단순히 행정지침을 하
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하고 교육하는 정치 사업에 우선성을 두
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중의 의식적 열정과 창발성을 
동원할 수 있었다(정상훈, 19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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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및 분조와 토의하여 작업반별 품종 배치 계획과 영농자재 공급 계

획을 세우고, 이를 다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제출을 한다49). 이것이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면, 개별 협동농

장들은 시달된 연간 계획에 근거하여 ‘도농업자재상사’ 또는 ‘군농촌자재

공급소’를 통해 계약을 맺어 필요한 용역과 영농물자를 매우 낮은 국정가

격으로 공급을 받는다(김영훈 외, 2009:39). 

물론 자재공급소는 협동농장이 영농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있는 경우에

만 자재를 공급하며, 자재 공급 계획이 연간, 분기간, 월간으로 미리 수립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자재 공급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획공급을 초과하는 양의 물자를 필요로 할 경

우에는 개별 협동 농장들이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구입하거

나, 지원 공급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원공급은 집중 영농기에 농

촌지원운동을 통해 부족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는 주로 비료, 퇴비, 소농기구 등의 지원이 해당되었다(김영훈 외, 

2009:39-40). 

대안의 사업 체계의 구축을 통해 협동농장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조달하고, 농업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노력은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에 더불어 공장 기업소들의 본위주의 습성까지 더

해져 좌절되었다. 북한 공장 기업들은 본인들의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

에만 집중할 뿐이지 생산 유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일부 자재를 감추거나 또는 생산을 기피하는 등의  행태를 통해 협동 농

49) 북한의 농업 계획은 크게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예비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전 계획으로서 전년 10월부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통해 개별 협동농장
에 전달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 계획통제원이 예비 
계획에 기초하여 농지정보당 투입요소 충당계획, 노동수요량 등을 산출하고, 협동농장 
부기장이 예비재정계획 수립 및 총수입을 추정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는 다시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조정과 수정을 거쳐 국가 농업생산계획 초안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제계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농장은 통제계획에 따라서 영농
자재 공급계획 및 작물 배치계획을 세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는 내각 
및 최고인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뒤 협동농장에 최종적으로 시달
된다(김영훈 외, 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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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이 농사에 필요한 자원을 제 때에 정상 지급받지 못하였다(안석룡, 

2004:84). 물론 공장 기업소들의 본위주의 습성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북한 사회에서는 직종을 떠나서 모든 노동자들 사이에 형식주의가 팽

배하였는데, 가령 비료 공장의 노동자들은 기계가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

을 뿐,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직접 힘을 쓰지 않았다(양문수, 2001: 

216)50). 농촌 경영 부문에 종사하는 당 간부들의 경우에는 관료제의 형

식주의적 병폐에 걸려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기후와 토지에 맞게 작물 배

치 및 물자 조달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아 생산력이 감소하였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51). 이 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계의 비효율성에서 기인

한 기업소들의 본위주의와 당 간부들과 노동자들의 형식주의 행태로 인해 

협동 농장들은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충분히 조달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었다. 

북한의 물자 부족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주의 국

가들과의 무역을 통해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물자들을 확보하는 것이었

다. 실제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민족자립 경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

고, 중요한 원료 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사회주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정영철, 2004:46). 특히,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호혜평등적 상호

협력 정책에 따라서 물물교환 형식으로 석유를 공급받았으며, 북한 사회

50) 북한의 정치 사전에 따르면 형식주의는 형식, 절차, 선례 및 전통적인 습관 등을 지나치
게 존중하는 사상으로 정의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을 살펴보면 “형식주의는 모든 사업
을 진행 할 때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문제를 심중히 분석하여보지 않으며 사업을 치밀
하게 조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조잡하게 처리하는 내용이 없고 겉치레만 하는 사업 작
풍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민주조선>. 1986. 10. 13; 박완신(2005:71) 재인용). 

51) “지금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에게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가 매우 심합니다. 행
정 경제기관 일군들 뿐아니라 당 일군들도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적 방법으로 농
촌경리부문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농업 부문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는데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농사가 잘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지도
일군들이 관료화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조건은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농민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내려먹인데 있습니다[...] 지난 기간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
은 품종의 특성과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 품종 
저 품종 막 내리먹였습니다[...]우에서 품종을 내리먹이니 농민들은 할 수 없이 그대로 
하였으며 그 결과 알곡 생산을 높이는데서 지장을 받았습니다(김일성, 1984c: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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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체제 수립 직후부터 고수해 온 경제 성장 정책은 소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심 산업 시설들 대

부분은 소련의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다(McCormack, 

1993:34).   

하지만 1989-91년 사이에 연속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으로 북한은 대부분의 무역 시장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심각한 경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다<표 11>. 특히 1991년부터 구소련으로 부터의 

원유 수입의 급감은 공업, 농업, 수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였다<표 12>. 

<표 1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1990-2002)

연중
경제  

성장률 
(GDP,%)

명목    
GNI 

(억달러)

1인당 
GNI   
(달러)

무역   
총액   
(달러)

예산 규모  
(억달러)

발전량
(억Kwh)

석탄   
생산량 
(만톤)

원유   
도입량 
(만톤)

철광석  
생산량 
(만톤)

1990 -3.7 231 1,142 41.7 166.0 277.4 3,315 252.0 843.0

1991 -3.5 229 1,115 27.2 171.7 263.0 3,100 189.0 816.8

1992 -6.0 211 1,013 26.6 184.5 247.0 2,920 152.0 574.6

1993 -4.2 205 969 26.4 187.2 221.3 2,710 136.0 476.3

1994 -2.1 212 992 21.1 191.9 231.3 2,54 91.0 458.6

1995 -4.1 223 1,034 20.5 - 230.0 2,370 110.0 422.1

1996 -3.6 214 989 19.8 - 212.7 2,100 93.6 344.0

1997 -6.3 177 811 21.8 91.3 192.7 2,060 50.6 291.0

1998 -1.1 126 573 14.4 91.0 169.5 1,860 50.4 289.0

1999 6.2 158 714 14.8 92.2 185.7 2,120 31.7 378.6

2000 1.3 168 757 19.7 95.7 193.6 2,250 38.9 379.3

2001 3.7 157 706 22.7 98.1 201.5 2,310 57.9 420.8

2002 1.2 170 762 22.6  - 190.4 2,190 59.7 407.8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박순성(2004: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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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국-소련(러시아)으로부터의 원유 도입량 변화 (1986-1992)

(단위: 천톤)

연도 소련(러시아) 중국 합계

1986 855 1,223 2,078

1987 800 1,237 2,037

1988 640 1,202 1,842

1989 506 1,073 1,579

1990 410 1,063 1,473

1991 40 1,102 1,142

1992 30 - -

출처:한길사, 1994,「대외경제관계의 전개」,『한국사22』,서울:한길수; 정영철(2004:49) 재인용 

 

실제 1990년대 사회주의 무역 시장의 연쇄적 몰락은 북한 경제에 엄청

난 타격이었다고 아래 탈북자들은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91년도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시장이라는게 깨지고 없어지

니까 북한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다나니까 93년도부터는 아예 배급이 

한심해진게 알려지더라구[...]제일 위대하던 수령이 죽었지, 소련 무너

지고 작은 형님도 무너지고 북한이 혼자 버티기가 매우 힘들었지(함경

남도 단천군 A4).

김일성이는 그래도 대외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

는 자본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이 없으니까나 북한이 아무래도 

사는게 더 쪼이잖아요? 이북에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쌀이 없는데, 외

국에서 들어오는게 없고 우물 안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김정일이 올

라서서 부터는 뭐 폭싹 망했죠(함경북도 무산군 A2).

위의 <표 11, 12>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와 공업용 자재의 도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석유 및 석유 화학제품에 의존해오던 제조업 부

문의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 비료, 농약, 농기계 및 부품,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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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농업투입재 생산과 공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었다. 특히 비

료 생산은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소요되는 원료는 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학비료 생산량이 크게 감소 할 수

밖에 없었다(김영훈 외, 2009:56-7)52). 아래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

르면 북한 당국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농촌에 영농 물자를 정상적으로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남포항에 무슨 비료가 들어온다고 리마다 차려준다고 

했었는데, 뭐 현지 교시받은 농장들한테만 가지 미네 우리같이 작은 농

촌 같은데는 아예 주지 않았어요. 그 때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맞으면서 

이렇게 되고 말은 거예요 (황해남도 신천군 A1).

80년대 후반부터 쪼금 삐걱거리면서 달리지기 시작하는게 알려지드라

구요. 농사도 안 되고 비료도 진짜 힘들게 들어오고[...] 뜨락또르 부속

품도, 기름도 디젤유 휘발유, 이런거 농촌경영위원회에서 다 분배되는

데 하나도 안 오고 하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함경북도 회령시 

A8).

이상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북한의 농업은 1970년대부터 급속하게 발

달된 주체농법과 농업기술혁명으로 인해 고에너지·고비용에 기반을 둔 

근대적인 농업 구조로 이미 전환되어 있었다. 게다가 1960년대부터 북한 

당국은 대내외적 체제 위협을 민족적 자립 경제 노선으로 대응하고, 동시

에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기업소들의 본위주의 및 노동자와 간

부들의 형식주의 행태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물자 부족 상황은 만성화되

었다. 게다가 1990년대 들어서서 사회주의 우호 무역 체계까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공장 기업소 생산 가동이 중지되었고, 결국 국가의 영농 자재 

52) 1998년 북한 농업당국은 총 12만 4천톤 (성분량 기준)의 화학 비료를 공급하였는데 이 
중 해외 도입분(상업적 수입, 원조)을 제외한 국내 생산분은 약 4만 7천톤에 불과하였으
며, 이는 북한의 연간 화학비료 총 소요량 58만톤의 8%에 불과한 양이었다(김영훈 외,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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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받지 못한 북한 

농민들은 다시금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 농업 방식으로 회

귀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농업 생산량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눈에 띄게 하락하게 되었는데, 특히 1993년의 냉해, 1994년의 우박 피해, 

1995년과 1996년에 연이은 대규모 수해로 인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크게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13>.   

<표 13> 북한 곡물생산량 변동 (1990-2000)

(단위: 만톤)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생산량 630 884 868 914 722 379 260 280 442 385 295

출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웹사이트(http://www.fao.org); 정은미(2007a:178) 재인용.

농업 생산량의 가장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1995-6년에는 두 번의 큰 

홍수로 인해 북한 최대 곡창지인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를 포함한 서해

안 지역의 경작지 피해가 매우 컸다. 따라서 1995년에는 쌀과 옥수수 180

여 만 톤, 1996년에는 쌀과 옥수수 130여 만 톤이 생산피해를 입게 되었

고, 결국 1990년대 중반 국가 식량 배급 체계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농민층의 근로의욕 저하 요인 

 

1980년대 말부터 연이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체제 전환으로 북

한은 에너지 및 원료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결과 영농 물자

를 생산하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협동농장

들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

르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북한의 농업 생산력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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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소되었으며, 지역별로 식량 배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

데, 알곡을 직접 경작하고 수확하는 농민들 역시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

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1년에 한번 씩 공

급되는 농민들의 식량 배급 역시 질이 떨어지고 양이 대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89년도에 청년대축전 그걸 준비하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을 해서 90

년대 들어서서는 주는 배급부터가 통밀 탄거[...]그렇게 (배급이) 질이 

점점 떨어지고(함경남도 단천군 A4).

내가 시집을 와서 농장 일을 처음 할 때는 탈곡해서 쌀로  줬는데 몇 

년 지나고 90년부터는 벼로 줘가지고 탈곡을 하고 나면 뭐 그거 (쌀이)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함경북도 온성군 A5).

그나마 식량난 발생 초기인 1993-1994년도에는 국가 배급에 100% 의

존하고 있던 일반 노동자들보다 농민들의 생활 사정이 나았다고 증언하였

다53).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였다. 첫째, 농민들

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1년 치의 식량 배급을 농장으로부터 받기 때문

에 계획적으로 식량을 소비할 수 있었다. 둘째, 알곡을 직접 다룰 수 있는 

농민들은 다양한 불법 활동을 통해 식량 일부를 빼돌려 자가 소비를 할 

수 있었다.   

1차적인 고난의 행군 타격 대상은 한 달에 한번씩 매달 주던 식량을 

끊어버린 노동자들이지. 매달 주던 식량을 하루아침에 안줘버리니까 

그게 두세달 연속되니까 다음에 (생계를) 이어 갈 길이 없지. 그 때 그

53) 중앙배급계(Public Distribution System)을 통해서 식량 지급을 탈북난민들의 견해에 따르
면, 1994년에 식량 배급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32.7%로 가장 많고, 1995년에 끊겼
다는 사람이 29.1%과 1993년에 끊겼다는 사람이 13.8%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19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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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도 눈이 트인 사람들은 그래도 장사해서 먹고 살고 했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장사해서 다 살리기는 너무 아름차죠. 그래도 배

급이 적어진다고 해도 노동자들처럼 오늘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던거 

사라지는게 아니니깐 풍족하지는 못해도 1년 치를 받아오면 사람이 계

획이 있을꺼 아니예요. 근데 그 분배를 주던 것이 96년도부터 점점 작

아졌지(함경남도 단천군 A4).

우리는 95-6년부터 제일 바빴어요. 그래도 96년 전까지는 분배가 있었

는데 그 이후에는 일절 못 탔어요. 그래도 내가 소채반에서 일을 하다

나니까 그거 (몰래)들여와서 거의 소채로 살다시피했지(함경북도 온성

군 A5).

 

하지만 북한 농민들에게 식량난의 여파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1-2

년 정도 늦게 찾아왔을 뿐, 국가의 영농 물자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농업 생산량은 당연히 급감하게 되었고, 결국 농민들의 식량 배급 역시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농민들이 자가소비를 위해서 논

밭에서 몰래 알곡을 빼돌리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에게 돌아갈 식량 배급

은 더더욱 부족해진 것이었다. 결국 농민들은 국가의 식량 배급이 보장되

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점차 공동 농사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생

계를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 사적경제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95년 말부터는 농사가 안되고 하니까 농장원들도 (배급을 타지 못해서)

먹을게 없으니까 일하러들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1996, 97, 98년 그 

당시에는 아예 농장도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농장원들은 분배보다도 

알곡이 그나마 미숙이라도 되면 논밭에서 훔치는게 일이었어요. 그러

니까 마지막에 농장에 남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배급은 뭐 (없지요).

(1996년도 이후에는)농장원들이 제일 더 바빴어요. 그 때 당시에 농장

원들 죽는게 부지기수였어요(함경북도 회령시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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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 농민들이 공동 농사에 대한 생산 의욕이 가장 크게 감소하

게 된 결정적 원인은 1990년대 식량난 위기 이후 식량 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에 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농민들이 공

동 노동에 대한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 근본적 요인들은 첫째 개인 

자작농제에서 집단농 운영 체계로 전환을 실시하였던 농업협동화 조치와 

둘째 1966년도 현물세 폐지와 국가 강제 수매의 확대로 인한 농민들의 여

유 알곡에 대한 처분권 상실, 마지막으로는 농촌 간부들과 일반 농민들 

간의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의 경험으로부

터 찾을 수 있다. 

우선 1945년 토지 개혁을 통해 스스로 경작 할 수 있는 땅을 제공받은 

빈·고농 출의 농민들과 본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던 자작농 및 

지주·부농 출신의 농민들은 주택 택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제 3 형태의 농업협동화가 강행되면서 큰 좌절을 겪게 되었다. 특히, 농

업협동화 과정 속에서 부농과 중농 출신 농민들의 저항은 비교적 거셌는

데 이들의 토지 소유욕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한국 전쟁에서 

크게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경우 노동력과 축력의 부족으로 당국의 농업

협동화를 적극 찬성하여 당국의 농촌 ‘핵심진지’로 역할을 하였다. 아

래 황해남도 신천군의 한 빈농 과부의 증언을 살펴보면 개인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 때문에 협동조합 가입을 주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토지 개혁 때 남편과 함께 패말을 꽂고 기뻐하던 땅, 영원히 자기 소유

로 습관되어 온 땅, 그 땅이 비록 남의 땅보다 유독 좋대서가 아니지만 

그 땅을 내놓을 마음은 도저히 나지 않았다(서재진, 2002:181 재인용).

1958년 농업협동화 완수 이후, 북한 사회 안에는 집단농 운영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농업 부문은 전 

인민적 소유인 국영 농장이 아닌 협동적 소유관계이기 때문에 농장 경영 

성과를 농장원의 노동 투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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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근 외, 1991:11). 협동 농장의 분배기금은 "현물 및 현금 총 수입 중에

서 우선 국가 납부, 종자, 사료, 비료, 기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순 수입 중 15-30%의 공동축적폰드(기금) 및 3-7%의 사회 문화 폰드 및 

필요한 원호 폰드를 조성"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다.  

이 분배기금을 각 농장원들의 노력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나눠 

갖는 것인데 그 계산 방법은 개인의 노력일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농장 노동자들의 노력일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가령 분배 

기금과 개인 노력일이 일정 할 경우에 농장원 총 획득 노력일수에 따라 

개인의 분배량이 정해지게 되어있다. 아래 <표 14>를 통해서 노력 공수와 

노력 일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분배 방법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표 14> 노력 공수 및 의무 노력 일수

작업급수 작업명 노력공수 일일작업량

경노동

1급 잔심부름 0.5  

2급

종자말리기

풀베기

벼, 면화 말리기

0.75
1.0
1.0

500kg
250kg

500-1000kg

중노동

3급

못자리만들기

부식퇴비만들기

모판관리

1.0
1.0
1.0

40-60평
2-3톤

400-600평

4급

논두렁만들기

수로관리

비료주기

1.25
1.25
1.25

250-400m
20정보

200-300kg

5급

모심기

제초

벼베기

탈곡

1.5
1.5
1.5
1.5

130-170평
200-300평
200-250평
350-400평

출처: 오대호, 1989,『협동농장관리운영 경험』,평양:사회과학출판사; 남성욱(2004:13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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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일 (연간)

관리위원장, 기사장 80

사무장, 부기장 40

업무부위원장, 계획지도원 40

남자 농장원 280

여자 농장원 260

출처:오대호,1989,「협동농장관리운영경험」,평양:사회과학출판사; 정은미(2007a:65) 재인용.

농업인구가 실질적으로 감소 할 경우에 분배 몫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

생하며, 협동농장이 과잉 취업 상태 일 경우에는 개인이 획득한 노력 일

수가 많을수록 분배 몫이 증가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다(김운근 외, 

1991:13). 따라서 협동농장을 전체로 한 단위로 하는 기본 분배 아래에서

는 농장원들이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노력일 확보

에만 관심을 두는 폐단이 발생하기 매우 쉬웠다(유재의, 2001:25). 다시 말

해, 집단농 운영 체계 아래에서 북한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분배 

몫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노력 일수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

었으며, 반대로 총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는 의욕은 전혀 없었다. 결국 북

한의 농업 생산량은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1958년부터 점차 감소되기 시작

하였다<표 15>. 

<표 15> 북한의 곡물생산 연평균 증가율 추정 (1946-1984)

기간
1946

-1949

1949

-1953

1953

-1957

1957

-1961

1961-

1965

1965

-1975

1975

-1979

1974

-1984

연평균

증가율
11.8% -3.3% 8.3% 10.8% -1.6% 5.1% 4.0% 2.1%

출처: Phlip H. Park(2002:77).

1958년 농업협동화가 완수되기 이전까지 당국은 현물세를 통해 농장들



- 75 -

로부터 수확고의 25% 알곡을 거둬들이고, 농민들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

는 양곡수매사업을 실시하여 북한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식량 배급을 실

시하였다. 북한 농민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한 뒤, 가장 먼저 

현물세를 납부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양곡수매 사업에 참여를 하였다. 

이후 남은 여유 알곡들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자율성

을 보장하였다. 하지만 1960년 조선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농·공간의 

불균형을 없애고 나아가 노·농간의 생활수준의 차이와 소득 격차를 없앤

다는 주장 아래 당국은 농업 현물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결정하였

다54).

1963년 말부터 산간지대의 협동농장들을 중심으로 약 1331개의 협동농

장들이 먼저 현물세를 면제받기 시작하였다. 1964년에는 자강도, 양강도

의 모든 협동 농장들과 전국의 800개의 협동 농장들이, 65년에는 972개의 

협동농장들이, 마지막으로 1966년에 모든 협동농장들이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받게 되었다(김영희, 1988:89-90). 나아가 1974년 3월에는 농민지방자

치제도 역시 폐지되면서 농촌에서는 농촌경영비를 제외한 공식적인 세금

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박정식, 2009:72).

그러나 현물세가 폐지된 그 시점과 맞물려서 협동 농장의 현물분배는 

사실상 배급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농민들에게 일정한 배급량을 제공하

고 남은 알곡을 모두 국가가 매입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래 탈북자의 증

언을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굳이 현물세 같은 것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협동 농장의 생

산유통분배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

54) “토지 개혁이 실시되고 단일한 현물세제가 실시됨으로서 농민들은 이러한 착취와 약탈
에서 해방되었으며 다만 수확고의 25% 만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마음대
로 처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적 국영공업이 발전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
대가 닦아져감에 따라 국가는 농민들의 현물세 부담을 점차적으로 덜어주었다[...]우리나
라에서 3700여 개의 협동농장들 가운데서 1963년 말까지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받은 협
동 농장수는 1331개에 달한다. 우리 당 제 4차 대회는 7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현물세
제를 전반적으로 없앨 것을 결정하였다(김일성, 1982a: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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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충분히 농업 잉여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농민에게 주는 얼마 

되지 않는 양의 배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량을 국가가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충분했다(탈북자 H씨, 양문수, 2001:160-1 재인용)

 

따라서 현물세 폐지 이후에 북한 농민들은 남은 알곡을 처리 할 수 있

는 재량권 박탈 및 추가 소득의 상실을 겪게 되었다. 실제 노동점수와 출

근 일수, 두 가지를 고려하여 현물 분배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1

년 동안 노동점수 300점과 출근 일수 310일을 달성하면 식량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 뿐 해당 년도 농장의 수확고가 높아도 한

명의 농민이 연간 약 300kg 내외를 식량 배급으로 일정하게 받았다고 한

다55). 결국 북한 농민들은 현물세 폐지 이후에 알곡 총 생산량과 상관없

이 일정한 배급을 받는 농장 노동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공동 농사를 잘 

지어봐야 자신들에게 돌아올 추가 소득이 없기에 근로 의욕을 잃게 되었

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농촌 간부들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생산 의욕을 하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출신성분이 좋고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농촌 간부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 농민들 간에는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의 차등 배급이 이뤄졌는데, 

그 결과 한 농촌 사회 안에서 간부들의 생활수준은 일반 농민들과 비교하

여 월등히 높고, 힘든 농사일에도 참가하지 않아도 농장으로부터 식량 분

배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 농민들은 농업협동화 이후 농사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

을 높여봐야 놀고먹는 간부들의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서재진, 2002:188). 아래 <표 16>계층별 의식 구조 결과에 따르

55) “농장원에 대한 식량분배는 사실상 배급제이다. 즉 해당 연도의 농장의 수확고가 많아
도, 적어도 같은 양의 식량이 분배된다[...]현물분배는 노동점수와 출근일수라는 두 자기
를 고려한다. 즉 어떤 기준을 넘으면, 예를 들면 1년 동안 노동점수 300점과 출근일수 
310일을 달성하였다고 한다면, 식량분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탈북자 C씨, 
양문수(2001:159-16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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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북한 농민들은 이미 1970년대에 ‘김일성 망하기만 고대’한다며 체제

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 북한 농민층 시기별 의식 구조 (1940-1970)

농민층 

시기 주요 내용

1940년대 현물세로 고통, 토지분배 받은 자 분개

1950년대
분배량 증대를 위해 맹종, 

현물세 과중으로 피동적 노력 

1960년대
자식도 농민이 되는데 회의, 노동자가 희망 

고달픈 공동노력에 습관화 

1970년대

당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태도

개인농 시절에 대한 동경

김일성 망하기만 고대 

출처: 북한연구소(1994:564-5); 김진철(2010:32) 재인용.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업협동화를 통한 집단농 운영 체계로의 전

환과 현물세 폐지 이후 여유 알곡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상실하고, 1

년 치의 일정 배급을 지급받는 농장 노동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북한 농민

들은 알곡 생산량을 높여야 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게다가 북한 

농민들은 무계급 완전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간부들에게만 주어지는 다양한 특권과 혜택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국가와 간부들이 독점 

할 식량을 생산하는데 본인들의 노력을 쏟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추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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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구조: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코르나이(Kornai)는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그 결과 지배 집단이 정치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외부의 체제변화 사례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대부분

의 경우 체제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주장하였다56). 북한 사회주의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식량난위기를 겪으면서 중앙 계획경제 체

제로부터의 탈선과 함께 당 조직의 기능 역시 약화되었으며, 당과 간부들

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 능력이 약화되었다. 국가 배급에만 

의존하던 주민들은 1990년대 식량난을 전후로 시장 활동이라는 대안을 통

해 자체적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57). 가령 지방 정부와 기업소들의 경

우 자신들의 생산 사업 운영과 소득에 대한 소유권 강화 및 사적 경제 활

동을 통해 중앙 정부의 예산과 물자 배급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이기 시

작했다(Walder, 1994:314-5). 동시에 자원 획득과 출세 기회의 배분 체계

가 변화하면서 기존 북한 계층 질서의 기반을 흔들어놓게 되었다. 

결국 당국은 2002년 7. 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실행하여 계획경제시스

템의 공식적인 영역에 시장시스템을 포섭하여 시장 경제를 국가의 통치 

아래 두고 중앙계획경제의 틀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박영자, 

56) 코르나이는 체제 전환의 4 가지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의 축적, 둘째는 대중적 불만, 셋째는 지배집단의 자신감 상실, 마지막으로 외부
의 변화사례들의 영향이다(Kornai, 1992:383-6). 

57) 왈더(Walder)는 제도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여, 시장 분배 그 자체가 권력과 소득의 분배
를 결정짓는 내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등장이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보았다(2002:231-2). 따라서 중국 지방
에서 나타난 시장 개혁의 영향력은 농업을 공업으로 바꾸는 등의 몇 가지 중요한 제도
적 변화로부터 기인한 결과이지,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옮겨갔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2002:249). 물론 그 역시 시장의 영향력이 이전의 국가 경제 구조나 
이후의 구조 조정 또는 개방 유형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 
한 바 있다(20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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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9)58). 실제 7.1 개선 조치는 당국의 주도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아

래로부터의 변화를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

며, 향후에도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 사회가 변화를 맞이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서재진, 2005:90). 이 조치가 실시된 이후, 시

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정 간부들 역시 국가

가 자본주의적인 것을 승인하고, 자유롭게 장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고 인식하면서 물질주의, 개인주의, 탈집단주의 의식이 급격하게 성

장하였다(박영자, 2010:150). 

더불어 7.1 개선 조치 이후 시장 매커니즘이 북한의 기초계획단위인 

공장과 기업소 생존 및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서 당국의 다양한 통

제 조치들이 무력화되었다. 또한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과 당

정 간부들 간에 부와 권력의 공생 네트워트가 강화되면서, 당정 간부들 

역시 시장 매커니즘의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장 

발전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 북한 주민들 간 시장 활동 내 

위계에 따른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박영자, 

2010:152). 

아래 제 1절에서는 1990년대 식량난 전후 시장 기능이 급격히 확대되

는 과정 속에서 국경연선 지역과 내륙 지역 농민들 간에 빈부격차가 발생

하는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아가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자원을 확보한 농민과 그렇지 못한 농민 간에 발생하는 소득 격차 현

상에 대해서 논의 할 것이다. 제 2 절에서는 2002년 7.1 개선 조치 이후

에 중앙집권적 농장 운영 체계의 분권화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농장들 

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들에 대해서 논의 할 것이다. 마지

막 제 3 절에서는 2000년대 중반 북한 당국의 시장 영역 축소 정책이 등

장 한 이후, 농민들 간에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 배경 요인에 대해서 살

58) 북한의 7.1 개선조치에 과도한 체제 전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국가 재정난의 완화,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의 확대를 위해 계획경제시스템 내에
서 정책적 개선과 시장경제 영역의 부분적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김근식,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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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현 계층 질서의 재생산 및 사회불평등 구조의 균열 현상이 향후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할 것이다. 

제 1 절 시장화에 따른 기존 불평등 구조의 균열 

1) 지역별 빈부격차 발생 구조 

 

북한 당국은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거하여 개인 부업으로 생

산된 채소나 부식물 등 한정된 농산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매매 할 

수 있도록 농민 시장을 허용하였다. 실제 당국이 농민 시장을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국영상

점을 통해서 즉각 공급하지 못하는 생활필수품들을 주민들이 농민 시장에

서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 줬다. 둘째, 농

민들이 농민 시장에서 시장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벌어들여 도농 간의 

빈부격차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59). 이에 따라 북한 농민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농민 시장에서의 상거래를 통해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래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일반 농민들은 개인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들을 농민 시장에서 판

매하여 적은 수익이지만 가정 경제에 보태었다. 

뭐 김일성이가 배급을 꼭꼭 줬다고 해도 그 시절에 보름에 한번 씩 배

급을 받았는데 입합에 고깃국을 먹는 수준은 아니었고 한 달에 두 번 

보름씩 배급을 타는데 그걸로 보름 연명 못하요[...]계속 죽을 많이 먹

59) 1958년 사회주의적 개조 작업의 완료와 동시에 시장의 기능은 대폭 제한되면서 그 명칭
이 농민시장으로 변모되었다. 북한 당국은 협동농민들의 개입부업경리가 존재하기 때문
에 농민시장이 존재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주의 사회에 뒤떨어진 상업형
태인 농민시장이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고 협동경리와 개인
부업경리가 있는 것과 관련된다[...] 한편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을 특히 소소한 일용품과 일부 부식물들을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조
건에서 농민시장을 이용하게 된다(경제사전, 1985: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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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생각이 나요[...]그래도 김일성이 있을 때는 농사가 잘 됐어요. 엄

마가 텃밭에다가 이렇게 부식물들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우리도 먹이

고 시장에다가 팔아서 먹고 살고 그랬어요(함경북도 회령시 A8).

일반 농장원들은 줄당콩 같은거 강냉이 심을 때 같이 해서 시장에다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함경북도 온성군 

A5).

우리 어머니가 뭐 먹을게 마땅치 않으니까 두어세명 같은 어머니들끼

리 (작물을) 장사를 해가지고 와서 콩 강냉이 국수 뭐 이런걸로 바꿔가

지고 와서 먹고 살았어요(평안남도 평온군 A9).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민 시장은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점

차 불법적인  암시장으로 전환되었다. 북한 사회 안에서 암시장의 등장은 

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 계획 경제의 빈틈을 보완하고자 

발생한 것과는 달리 경제침체 때문에 사회주의 배급 경제가 마비되자 이

를 대체하고자 나타난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서재진, 2005:99). 북한 국영

상점 및 협동상점을 통한 국가의 소비재 배급 기능이 마비되면서 불법 품

목들의 거래가 급증하였고, 기존의 규정대로 10일마다 장이 서는 것이 아

니라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시장이 개설되었다(정세진, 2000:88). 1980년대 

후반부터 자재의 부족으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민들 역시 배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개인 부업 활동이나 장사에 전념

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 토지에서 수확한 곡식들을 일반 주민

들과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면서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

다60). 

특히 국경연선지역에 위치한 도시들 가운데 가령 무산, 회령 그리고 

60) 시장화란 계획경제체제의 관료적 조정메커니즘에 대비되는 시장조정영역의 역할이 증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시장화는 전근대부터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존재해
왔던 교환의 장소로서의 시장이 확산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시장영역의 도입과 
확산을 의미한다(양문수, 2013:47). 식량난 시기 농민들은 개인 경작지 경작에 노력을 집
중하여 비공식부문의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비공식 부문의 농업 생산
량 및 거래를 촉진시키게 되었다(오승렬, 19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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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산 지역에서는 북한 당국이 1982년에 중국과의 변경무역을 일부 허용한 

이후부터 다양한 중국산 공업품들이 빠르게 유입되었고, 그 결과 불법 상

품들이 많이 반입되면서 암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최봉대·구갑우 2003: 

169). 국경연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은 암시장이 크게 발달되어

있고 중국과의 물자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환경 속에서 지리적으로 고

립되어 있는 내륙 지역(황해도·평안도) 농민들보다 시장 활동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월등히 많았다. 

반면,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은 집단주의적 논농사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유지되고, 중앙 정부와 가까운 내륙 지역이었다. 따

라서 국경연선지역에 비해서 삶의 변화 수준도 더디고, 외부정보의 순환

도도 매우 낮으며, 체제에 대한 불만 역시 국경 지역 주민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61). 강원도의 경우에도 군사 특구로 중앙 권력 하에 있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와 감시 수준이 강하였다(박영자, 2012:197-8). 아래 탈

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 황해도·평안도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들의 경우에는 당국의 강력한 거주·이동 통제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동

을 하는 것도 자체도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남자는 나이가 60(살)이고 여자는 55(살)이면 (공동 농사에서) 제명인

데, 국경 쪽으로 가자하면 퇴거를 떼야 하는데 그게 우리는(농장원들)

쉽게 안 나온단 말이지. 퇴거가 없으면 매일매일 찾고 난리가 아니란 

말이야요. 통제가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뇌물)고여서라도 퇴거를 

받아야 뭐 움직일 수 있지(황해남도 신천군 A1).

반면, 국경연선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지리적 이점을 활

용하여 중국에서 건너온 공산품들을 저가에 구입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61) 한국사회기반 연구사업 중「북한의 정치사회 균열」조사연구팀이 2012년 2월-8월에 걸
쳐 북한이탈주민 40 사례에 대해서 질문지 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역별 체제불만도가 
국경연선지역 25 사례의 평균값이 4.08이고, 내륙 지역의 15사례의 평균값은 3.67로 낮
은 수치를 보였다(박영자, 20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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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에 되돌려 파는 일을 주로 하였다. 국경연선지역 농민들 가운데 중국

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가서 일정 기간 동

안 일을 해주고 임금을 받아서 다시금 북한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

다. 아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파악 할 수 있다.

90년대 중반에 국경가서 공업품 옷을 좀 사가지고 이짝(북한)에 와서 

팔았는데 그거 3분의 1정도 떨어지는 돈이였어요. 그 때는 장사가 괜찮

아서 먹고 살기 좋았어요(함경북도 온성군 A3).

친구가 중국에 친척집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 일하면 중국 돈 3-4만원 

주니까 식당 하루 이삼일 일하고 돈 받아서 다시 집(북한 회령)으로 돌

아오고는 했어요(함경북도 회령시 A8).

이처럼 국경연선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중국과의 왕래 및 물자 유

통을 통해서 시장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며 사적경제활동에 적극 가담하였

고, 그 결과 내륙 지역 농민들과 비교하여 경제적 수준이 월등히 좋아졌

다62).   

옛날에는 앞쪽 사람들 생활이 괜찮았어요. 윗쪽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

어요. 근데 저게 완전히 바뀐거예요. 중국에도 장사 많이 댕기고 또 여

기는 나쁜 장사를 많이 해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를 해야지 잘 

사는건 사실이예요. 이런 장사를 하면서 머리가 트이고 이제는 농민들

이 뼈 빠지게 고역스럽게 농사할려고 안 해요. 그리고 밤에는 (밭에서 

채소) 훔쳐다가 아침에 새벽에 자전거에 채워서 넘겨주려고 나와요. 지

금은 옛날에 땅 부쳐 먹던 그 농촌 사람들이 아니예요(함경북도 무산

군 A2).

6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자 1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잘사는 
도 1위는 평안남도 41.4 %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함경북도 23.3%로 나타났다. 함경북도
가 2위를 차지하게 된 원인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어서 무역이 활성화
되어있고, 공업이 발달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박명규 외, 
20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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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경연선 지역과는 다르게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물자의 

교류가 적으며, 시장 접근 기회가 많지 않은 황해도·평안도 농민들의 경

우에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배급 이외에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

하였다. 그 결과 이곳 농민들은 당국의 강력한 통제와 감시에 저항 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황해도 쪽은 (통제가 굉장히 강했다고) 그랬다고 하데요. 가을철에 집

집마다 다 뒤져서 도둑질 해온 거 강압적으로 뺏어가고. 근데 우리있는

데서는 그렇게 까지는 안 해요. 만약 그렇게까지 통제하는 날에는 농장

에서 일할 사람 없어요. 저 황해도 같은거는 그 농장원들이 암만 그렇

게 통제를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라고 또 농장에 매달려서 

낱알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함경남도 단천 A4).

다 굶어죽고 있으니까 농장에서 먹을 것만 좀 준다고 하면 알씸있게 

농사지으러 나올꺼야요. 어디 도망 나갈 수가 있나... 지금 거기 농촌에

서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 어떻게 살겠냐는기지(황해남도 신천군 

A1).

1995년 1월 1일 다박솔 부대 시찰을 시작으로 김정일의 선군 정치가 

서서히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선군 정치는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으

로 인해 당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김정일이 난국

을 타개할 핵심적인 역할을 전국적으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군에게 맡

긴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차문석, 2005:60). 이후 북한 당국은 곡창 지

대를 중심으로 군대에 지급해야 하는 알곡을 우선적으로 걷어 들이면서, 

황해도·평안도 농민들의 식량 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아래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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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출신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서 자세히 파악 할 수 있다63).

쌀 나는 고장 일수록 진짜 (군량미 수탈)더 험하게 해요[...] 탈곡을 다 

한 다음에 군대들이 (쌀을)후다닥 실어요. 군량미로 국가에서 다 뺏들

어가요. 정말 쌀을 군량미로 싹싹 다 빼가는데 뭘 종자벼만 남기고[...]

설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먹을게 다 떨어져요[...]황해도나 평안도는 곡

창 지대니까 벌써 가을철부터 1월 10일 20일 까지는 길이란 길은 다 차

단막이 있어요. 군량미 이외에는 뭐 쌀알 하나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게 해버려요(평안남도 평온군 A9).

    

7.1 개선 조치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협동농장의 생산물을 수매

하여 해당 경비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협동 농장에 군량미 

지급 계획을 부여하면 그 해의 알곡 생산량과 상관없이 협동농장들은 책

임을 지고 해당 경비대에게 군량미를 제공해야했다. 군량미의 비율은 평

균 농장 전체 생산량의 5-60%에 육박하였다고 한다(박정식, 2009:75). 그

러나 곡창 지대 농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원인은 군량미 수탈뿐만

이 아니었다. 황해남도 농장들의 경우에는 평양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였고, 알곡 수확고가 다른 지

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평양 시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자면 평양 시민 식량의 우선적 확보가 

황해남도 농민들의 대량 아사를 직접적으로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63) 김정일은 1997년 신년사를 통해 ‘고난의 행군’을 끝내는 전환기가 왔음을 알리면서 
‘부강 조국의 토대’를 구축하자고 주장하였다. 선군 정치는 1998년에 북한의 핵심적 
통치 기치로 정착하였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고 북한 사회의 발전적 추동력을 제
공하는 군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다. 특히 군의 영향력을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투영시켰으며, 선군 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
의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등장한 직
접적인 배경에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 
경제를 회복하고,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성호 외, 20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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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64). 

우리 신천군은 평양시민 식량을 맡았어요. 우리는 오히려 군량미를 바

랬댔어요. 군량미는 군대들이 식량을 받으러 왔다가 우리 농장원들이 

먹을게 없어서 다 못 바치겠다고 하면 내년에 농사 잘 져서 좀 밀어줘

요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 근데 이 평양시민 식량은 아예야 한 키로도 

허용이 없잖아요. 우리 황해남도가 (전체 벼)농사를 절반 나마 짓잖아

요. 완전히 더 그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더 달구고 그러지(황해남도 

신천군 A1).

나아가 평양 시민의 맥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평안도 농민들이 사비로 

지은 보리까지 당국에서 무상몰수 해 간 사실을 역시 증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기가 막힌게 봄에 모판을 하자마자 보리를 심을 수 있는 땅을 빌려준

단 말이예요? 그걸 너네 집 보릿고개 때 해먹으라고 빌려줬는데, (농민

들이) 지 짐승이랑 팔아서 보리 종자를 비싸게 주고 사와요. 근데 가을

(수확) 할 때 되면 딱 (간부들이)나와서 못하게 해요. 몽땅 다 빼앗아서 

평양시민을 위한 평양맥주공장으로 보내요. 완전 날강도란 말이예요

(평안남도 평온군 A9).

이상에서 보았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국가 배급체계가 정상적

으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북한 농민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

황에 강제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식량 배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공동 농사에는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개인 소득을 

64) 황해남도는 북한의 곡창 지대인 만큼 식량 산출에서는 가장 좋은 순위를 나타냈지만, 
어린이 영양 상태에서는 2002년 끝에서 두 번째 순위였으며 2004년에 역시 최하위 권
에 머물렀다. 황해남도의 높은 영양실조율은 부족한 시장 접근 기회와 평양 정부의 직
접적인 통제, 그리고 평양 시민들의 식량 차출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Smith, 200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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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수 있는 사적경제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물자 교류가 

많고 암시장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국경연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

들에게는 시장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졌으며, 

그 결과 이들의 소득 수준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실제 1990년대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기 이전까지 황해도·평안도 

곡창 지대 농장들은 알곡 총 생산량은 높고 당국의 우선적 물자 배급 및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타 지역 농민들과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월등히 좋

았었다. 그러나 평안도·황해도 곡창 지대에 위치한 농촌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자의 원활한 유통이 어렵고, 중앙정부와 가까

운 곳에 위치하여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쉽고도 강

력하게 이루어졌다. 나아가 난국을 타개하고자 제시되었던 김정일의 선군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곡창 지대 농장들을 중심으로 강압적인 군량미 수매

가 집중 실시되었고, 그 결과 곡창 지대 농민들의 근로의욕이 하락하면서 

북한 농업 총 생산량에 큰 타격이 발생하였다. 

2) 사적경제 활동 자원 유무에 따른 빈부격차 

1990년대 식량난 시기에는 농민들에게 추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적 경제 활동으로 뙈기밭 경작이 있다. 뙈기밭은 보통 소

토지 및 부대기 밭으로도 불리는데, 보통 100평에서 1천 평에 이르는 넓

은 경작지로 동네 산자락이나 공터 그리고 일부 하천변에 자리 잡고 있

다. 뙈기밭은 보통 경작이 되지 않은 땅들을 개인들이 개간해서 식량을 

생산하는 형태로서 당국이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어 비합법적인 경작 행위

로 간주되고 있다<표 17>. 특히 1980년대 들어서서 뙈기밭 경작이 급속하

게 확대되자 1987-88년경에 경작이 금지되고 단속이 심해진 바 있었다(정

세진, 2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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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소토지 농사의 구분과 관리

구분 종류 자재조달 토지이용료

공식 개인 부업지
텃밭, 소채전, 

산림이용반 소토지
개인 고식적 납부

비공식 개인부업지

무자격자의 산림이용반 
소토지, 허용 규모를 
초과하는 산림이용반 

소토지

개인 비공식적 납부

집단 부업지 비베관리지 작업반 수확물 상환

공장 기업소 부업지 6월 농지, 원료기지 단체 수확물 상환 및 현금 

출처: 김영훈 외(2009:71).

 

하지만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 앞에서 북한 당국은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뙈기밭 경작을 묵인하였다. 1997년 9월 김정일은 당중

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가진 담화에서 속에서도 빈 땅을 농민들이 자유롭

게 이용하여, 거기에서 거둔 생산물을 농민들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일시적으로 뙈기밭 경작을 허용해야 할 정

도로 북한 농민들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

다65). 이 같은 당국의 일시적 조치로 인해 1990년대 국가의 식량 배급이 

중단된 열악한 상황에서도 농민들은 뙈기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자가 소

비하고, 남은 수확물은 시장에 판매하며 목숨을 부지 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 밭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농장 분배 몫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뙈

기밭 경작은 농민들과 북한 일반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었다

(박정식, 2009:58). 

65) “최근에 개인들이 빈 땅에 심은 곡식까지 다 국가에 수매하게 하다보니 점차 관심이 
적어지게 되었으며 논두렁과 밭최뚝 같은데 콩을 잘 심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논두렁이나 빈 땅에 심어 가꾼 곡식은 100% 농민들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농민들이 공동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면서 개별적으로 비경지에 심어 
가꾼 곡식을 제가 먹게 하여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빈 땅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곡
식을 심을 수 있습니다(김정일, 20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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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들어서서 우리는 알씸있게 개인 밭을 일궈가지고[...]수확도 (공

동 농사와 비교하여)더 나오거든요[...]달구지를 빌려서 콩이랑 옥수수

랑 시장에서 내다가 팔았어요. 절반이상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생활

하고 먹고 그랬죠(함경북도 온성군 A3).

   

하지만 모든 북한 농민들이 뙈기밭을 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

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뙈기밭을 확보 할 수 있는 농민들은 대부분 

주위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산간 지대 농장 출신이며, 이들은 뙈기밭 경작 

이외에도 산에서 양봉을 하거나 각종 나물과 버섯 등을 채취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간지대 농민들의 경우에는 시장과의 거리가 멀

었기 때문에 직접 장사에 참여 할 수는 없고, 알곡을 구매하러 산골로 들

어오는 장사꾼들과 직접 거래를 하여 수입을 벌어들였다. 

우리 집에서 해주가 80리인데 장이 너무 멀어서 (직접) 못서요. 대신에 

동네에서 낱알을 사러 다니는 꾼들한테 몰래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

었어요. 그 사람이 단속에 걸리면 야단이긴 한데 그래도 미네 뭐 (몰래 

팔아서) 수입을 벌었지[...] 장이라도 가차우면 장사를 하겠는데 우리는 

장이 머니까 기본 나갈 엄두도 못 내지. 장이 가차운 사람들이야 자기 

텃밭에서 나온 강냉이 몇 키로래도 갖고 나가서 파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장사꾼이)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야 만이 몰래몰래 손짓하

고 물어보면 불러서 팔지(황해남도 신천군 A1).

 

반면, 시내나 중간 지대에 위치한 농장들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자유롭

게 경작을 할 수 있는 여유 토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음을 아래 탈북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소토지라는게 주로 산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시내에 있는 농장이라 

산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는 (소토지 경작 할 땅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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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팍 산골이면 소토지도 있고 벌도 치고 약초도 나고 해서 자기 이

득을 모을 세가 있지(함경남도 단천군 A4).

내가 살던 곳(농촌)은 깊은 산골이다 보니까 더 들어가서 소토지를 하

는데 시내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함주군 함흥 옆에 이런 데는 뙈기밭

을 못하지 뻔하지. 근데 우리같은 데는 농촌이 제일 깊은 산골에 들어

가서 있으니까 그저 강냉이나 심어 먹는데면 그 농촌에 또 산타고 들

어가서 밭을 하면 누가 알아. 기력이 있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배낭메고 벤또를 싸가지고래도 저 깊은데 들어가서 가만가만 농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살지 농촌에서 그렇게 안 살면 한 개 분조에서 나오

는 배급가지고 그냥 손가락 빨아야해(함경남도 덕성군 A10).

일부 경제적 부를 축적한 농가들의 경우에는 3000평 이상의 대규모 뙈

기밭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경작을 

하기보다는 꽃제비들이나 저임금의 농민들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아래 탈

북자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었다66). 따라서 현재 북한 농촌에서는 봉건 

지주들과 같은 경제적 힘을 보유한 부유 농민들이 궁핍한 일반 주민과 농

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땅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사람(농민들과 꽃제비)을 썼어요. 특히 저희 

동네에 꽃제비들이 되게 많아요. 가을 같을 때 심을 때도 시내에 있는 

꽃제비들이 다 들어와요. 개네들은 돈을 안줘도 되요. 그냥 써서 밥만 

먹여주면 되요. 잠도 안 재워주고 일한 시간만큼만 잘 먹여주고 그 대

신 가을에 이 꽃제비들은 일한 만큼 밥 먹고 받아가야 해요. 그렇게 해

도 저희들은 많이 남죠(양강도 백암군 A7).

66) 개인 텃밭의 규모나 분배 방식은 지역이나 소속 농장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개인 경작
지의 규모가 평균 400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3000평의 소토지 경작은 매우 큰 규모
임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03:212). 특히 개인 영농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영농 물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경우에는 상당한 재력이 뒷받침되
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홍두승·이승훈, 20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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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간 지대 농민들은 뙈기밭 경작 및 양봉과 작물 채취 등을 통

해 1990년대 식량난 위기 속에서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한편, 시

내에 근접한 농장 출신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동에 전념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아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농장이 시내에 가깝게 위치하면 

할수록 농민들이 쉽게 장사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

고, 이들이 농장 운영자금을 많이 상납하기 때문에 농촌의 생활수준 역시 

함께 향상된다고 한다.   

시내에 가까울수록 농촌이 잘 살아요. 우리 시내(농장) 같으면 시내를 

낀 대신에 아무나 장사를 해도 되니까. 부인이 생선 장사를 해도 되고 

각종 금속 장사를 해도 되고. 결국 소비자가 없는 곳일수록 농민들은 

못살게 되어있으니까[...] 장사가 좀 잘되는(곳에 위치한) 농장들은 농번

기 때에 농민들 나가서 돈 벌어서 모내기 할 돈 이런거 벌어오라고 하

지. 시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농촌은 잘 살게 되어있어요 (함경남도 

단천군 A4).

김일성은 예비 양곡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논이 부족한 중간 지대, 특

히 대표적인 사례로 개천군 봉화협동농장에 군인 노력 및 양수기 지원을 

통해서 논의 면적을 해방 전에 비해서 100배를 넓혔다67). 나아가 중간 지

대 농장들에게 기계화 집중 투자를 실시한 결과 이곳 농가들의 현금 소득

과 식량 배급량이 매우 늘어났음을 강조하였다68). 그러나 1990년대 식량

67) “중간 지대에서는 개천군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개천군에는 해방 전에 논이 얼
마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 개천군에 가보았는데 그 때 지금의 봉화협동농장 농
민들이 국가에서 양수기를 해결하여주고 로력적으로 도와주면 논을 풀 수 있다고 하였
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하여 그 곳 농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천군에 논
이 좀 늘어났습니다. 오늘 개천군에는 해방 전에 비하여 약 100배나 되는 3400정보의 
논이 있습니다(김일성, 1982b:417).” 

68) “특히 우리는 앞으로 녕변, 향산, 개천, 순천, 은산, 강동, 성천을 비롯한 중간 지대들의 
기계화에 큰 힘을 넣어 이 지대들의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경험은 중간지
대들에 알곡 생산의 예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녕변군에서는 군
적으로 호당 알곡 3.3톤, 현금은 1000원씩 차례졌으며 어떤 세대에서는 현금을 6000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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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위기 속에서 중간 지대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시장과의 먼 거리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기도 힘들고, 주위에 산도 없어 뙈기밭 경작 및 각

종 작물 채취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로지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므로 시내에 근접한 농장

으로 와서 살기를 원했다고 한다.  

소토지도 없는 중간 (지대)에 낀 농촌들은 산에서 나는 것도 소토지도 

없고 장사 다닐 데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는 거지. 중간 지대

의 작업반장이 우리 시내 분조장보다 더 못하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시내에 우리(분조장) 같은거는 그래도 쌀밥이라도 먹는데 거기(중간지

대) 작업반장은 쌀이 귀해서 좀 (시내로) 내려와서 분조장하는게 낫다

고 그래요(함경남도 단천군 A4).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국가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산간지대 농민들은 산 속의 토지를 개간하여 나온 수확

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다. 반면, 시내에 위치한 농장 출신의 주민들

은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시장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았으며, 농사에 전념하기 보다는 시장경제 활동에 주력하였다. 산간 

지대 및 시내에 근접하게 위치한 농장들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사적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리적 이점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

부 산간 지대 농민들의 경우에는 뙈기밭 경작을 통해 이전보다 경제적 상

황이 좋아진 경우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중간지대 농민들의 경우에는 오직 공동 농사를 통해 지급되는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가장 열

악하였다. 이들은 개인 밭을 일굴 수 있는 여유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

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장사에 나설 수 없

지 분배받았다고 합니다(김일성, 1984b: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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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더군다나 산간지대 농민들의 경우에는 산에서 나오는 각종 나물과 

버섯 등을 채취하여 시장 거래에 참여 할 수 있었으나, 중간 지대 농민들

은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나오는 알곡들을 일제히 상환해야 하였으므로 

시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 할 수 없었다. 

결국 1990년대 북한 사회 안에서 시장 기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가장 

낙후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산간지대 농민들이 뙈기밭 경작 및 산에서 

각종 작물 채취 등을 통해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여 중간

지대 농민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되었으며, 시내에 근접한 

농장들의 경우에는 시장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적경

제 활동에 적극 가담하여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아졌다. 

제 2 절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등장 

1) 중앙집권적 농장 운영 체계의 분권화 

  

2001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 경제 관리를 개선할 데 

대하여’라는 테제를 발표한 이후, 북한 당국은 본격적으로 경제 관리방

식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02년 7. 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하 7.1 개선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는데, 이는 농업관리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7.1 개선조치의 핵심은 바로 가격 

개혁과 분권화의 확대에 놓여있는데, 물가(25배), 임금(18배), 환율(70배) 

인상,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영농 인센티브 강화, 저가 배급제의 폐지, 

그리고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통해 판매 및 생산 실적을 평가하여,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 하는 등의 개인적·물적 인센티브를 

실행하였다(임강택·김성철, 2003:38).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매가격의 인상, 분조관리제의 개선

과 각종 농민 인센티브의 확대, 협동농장의 경영자율과 책임 확대라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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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3가지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표 18-1, 2>. 

<표 18-1> 7.1 경제조치 중 협동농장 및 농민 인센티브 강화 조치 내용

            

 주요내용

협동농장

독립채산제 강화: 번 수입에 의한 평가

계획관리 세부지표 작성 권한 부여

생산물에 대한 국가수매 감축 및 자체 처분 확대

수매가격의 대폭 인상

농민

가족단위 소그룹 분조관리제 전국 확대

할당목표 초과생산량의 자체처분 확대

텃밭 등 개인 경작면적 확대

출처: 장경호(2003: 14).

<표 18-2> 주요 상품가격 및 요금수준의 변화와 인상률

구분 이전 가격 (원) 개정 가격 (원) 인상률(배)

쌀
수매가격 82전 40원 50배

판매가격 8전 44원 550배

옥수수
수매가격 60전 20원 33배

판매가격 6전 24원  400배

콩 판매가격 8전 40원 500배

밀가루 판매가격 6전 24원 400배 

출처: 남성욱(2004:316).

위의 2002년 7.1 개선 조치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개별 농장

의 계획 지표의 수립 및 작성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어 본인들 실정에 가

장 적합한 계획 지표를 자체적으로 수립 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

법으로 이를 집행하도록 강한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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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이후 중앙을 통해 내려오는 협동농장의 계획은 생산 작물과 이의 

생산량에 국한된다고 증언하였다(박정식, 2009:68). 다시 말해 생산 자재를 

어떻게 충당하고, 농장의 어느 토지에 종자를 얼마나 심고, 어떤 작업을 

언제 진행 할지 등은 모두 작업반 단위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작업반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매우 중요해졌다고 한다. 나아가 환금성 높은 공예작물

과 외화 원천이 될 수 있는 약초나 뽕나무와 같은 작물들을 집중 재배하

여 농장 소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한다(2009:69).  

7.1 개선 조치 이후에는 개별 농장에 대한 중앙집권적 자재 공급체계

가 사라지고, ‘사회주의 물자 교류시장’이 허용되면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개별 농장들이 원부자재 및 부속품들을 시장에서 직접 거래 할 수 

있도록 되었다69). 따라서 개별 농장들의 원부 자재 조달과 생산물에 대한 

자체 처분 능력이 농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다. 하

지만 1990년대 식량난 위기와 함께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는 마비

되었고, 대안의 사업체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북한의 주요 기

간산업을 제외한 다수의 지방 공장들은 자체적으로 자재를 조달하여 물건

을 생산해야 했으므로 대부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다70).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의 만성적인 물자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농장 간부들

은 다양한 방식들을 총 동원하여 물자를 직접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7.1 개선 조치를 통해 당국은 협동 농장에 대한 국

가의 저가 수매 활동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농업 생산의 15%는 토지 사

69)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등장한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은 공장 기업소 간에 과부족되
는 일부 원자재와 부속품을 유무상통하고,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
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삼는다. 이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새로 도입함으
로써 북한 사회 내에서 생산재 시장을 최초로 공식 허용한 것이다. 나아가 2005년에는 
‘수입물자 교류시장’의 개설을 통해, 중국과 북한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수입품 도소
매 시장을 허용하였다(김병연·양문수, 2012:107-8). 

70) 북한 계획 경제의 실제 작동 여부에 주요 지표가 되는 공장의 가동률을 국내 주요 기관
들은 2-30%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분기별 계획완수’ 
실적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데, 1998년 상반기 공장·기업소 가운데 계획을 
완수하였다고 선전되는 공장·기업소의 수는 경공업의 경우 44%, 기계 공업의 경우 
17.6%에 불과하다(정세진, 2000:149). 



- 96 -

용료로 국가에 세금 납부하고, 생산물의 일부는 영농자재 구매 비용 및 

관개수리 시설 사용료 및 농기계 작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물을 지급하

도록 조치하였다71). 또한 나머지 생산물 가운데 일부를 국가의 계획 관리

에 따라 수매에 응한 후, 이후에 남는 초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협동농장

이 자체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하거나, 시장에 자유롭게 판매 할 수 있도

록 허용하였다(장경호, 2003:57). 국가 수매 가격 역시 현실에 맞게 책정함

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상

승시켜 생산량을 높이고자 하였다(최수영, 2006:18).  

이상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2002년 7.1 개선 조치가 실행된 이후, 여

전히 북한 협동농장들에서는 계획 경제체계의 기본 골격인 국가계획목표 

할당과 생산의 집단화, 그리고 배급의 국가관리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협동 농장의 집단경리 운영 방식과 국가의 계획 수매 및 식량 

배급 제도의 기본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박종일, 

2006:65). 따라서 농민들은 여전히 국가에 의한 세금과 수매에 대한 압박

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집단 경리에 기초한 농장 운영체계로 인해 생

산 의욕이 크게 향상될 수 없었다. 그 결과 7.1 개선 조치를 통해 각종 물

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여전히 

평균 100만 톤 넘게 부족한 것을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표 19>

71) 토지 사용료는 토지를 1-8등급으로 나눈 후 각 등급에 따라 수확물을 납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현물로 납부 할 경우 1등급은 평당 강냉이 1kg, 8등급은 300g 을 토지 사용
료로, 비료 1kg 당, 강냉이 2kg를 비료 사용료로 납부를 하였다고 한다(정은미, 
2008b:13). 전기는 주로 탈곡, 양수기 등에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리에서 총체적으로 계산
하여 납부한다. 전력 요금의 경우 7.1 조치 이후 조금 올라서 2.1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구빈리 협동농장이 2003년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토지 이용세와 전기세, 기계대
금, 비료, 휘발유 값을 포함하여 총 2,500만원으로 전체 농장 수입의 40%를 차지하였다
고 한다(손용만 외, 2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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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2000-2010)

(단위:만톤)

년도 수요량 전년도 생산량 부족량 

2000 518 422 96

2001 524 359 165

2002 536 395 141

2003 542 413 129

2004 548 425 123

2005 545 431 114

2006 560 454 106

2007 543 448 95

2008 540 401 139

2009 548 431 117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북한의 7.1 개선 조치의 한계는 농업 부문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 조치가 실행된 이후에 북

한 주민들의 소비 욕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물자 공급 부

족 문제를 당국이 해결하지 못해 물가가 평균 300% 이상 오르게 되었다. 

게다가 7.1 개선 조치는 중앙계획 당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경제 부문의 

확대를 가져왔는데,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원자재를 국가가 공급하

지 못하자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계획을 달성한다는 명분하에 불법적 경제 

활동을 하는 하부 경제 단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7.1 개

선 조치로 인한 시장의 발달은 계획경제 부문 종사자와 시장경제 부문 종

사자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동시에 신흥자본가도 발생시

킴으로써 주민들 간에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였다(고성훈 외, 

2011:183-4). 

  



- 98 -

2) 개별 농장의 경영 자율성 확대에 따른 빈부격차

전통적인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 아래에서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하부 

경제 단위들에게 자원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고, 단순한 중

앙정부의 인전대(Transmission Belt)로서의 역할이 당연시된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북한 당국은 식량 및 자원 공급을 정상적으로 실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하부 경제 단위들은 강제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개선 조치를 

통해 공식적으로 농업부문의 생산기본단위인 협동 농장, 국영농장, 농업

관련기업소 등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들의 수익 평가에 대한 책임

감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 처럼 개별 협동 농장들의 분권화 조치는 각 농장들에게 물질적 동

기를 부여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제한된 자원 아래에서 최대한 효율

적으로 생산을 하여 북한 경제 전반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집권적 자재공급 체계가 사라지고 북한의 모든 농장

들은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원부자재 및 부속품들을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 결과 7.1 개선 조치 이후 북한의 모든 개별 협동

농장들의 경영 성과는 각 농장의 간부들이 필요한 물자를 얼마나 원활하

게 조달 할 수 있는지와 농민들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에 좌우되었다. 

국가의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1980년대 말부터 농촌 간부들

은 자신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망을 총 동원하여 국가의 계획 목표량은 최

대한 낮추고, 동시에 알곡 생산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 

자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협동 농장에서는 유일한 자원인 국가 

식량을 임의로 처리하여 자재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총 생산량을 최대한 

높여 여분의 알곡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정세진, 2000: 

156). 아래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개별 농장들이 필요 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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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농촌 간부들의 사업 수완과 비공식적 후견-피후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파악 할 수 있다72). 

관리위원장 부위원장 작업반장 이런 행정일꾼들 손에 농민들의 목숨이 

달려있죠. 실제로 인맥을 많이 못 붙인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다 발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통제를 하니까[...]실지 내막에 

가서는 제일 하부 말단 농장에서 자치운영체계나 같애요. 한국으로 말

하면 자기 회사죠. 농장을 관리를 하자면 농장 일꾼 말이 쎄야 되고 마

지막 생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머리 잘 

쓰는 것들은 군당일꾼, 법일꾼, 보위부, 보안서 다 연결이 돼서 그 사람

들한테 뇌물 다 바쳐서 간부들 비위 잘 맞추고 농장원들고 배불리 먹

이고. (관리 일꾼)머리 나쁜 것들은 바치기만 하고 제 농장원들은 못 

먹이고 그래요(함경남도 단천군 A4).

말은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장이라고 하지만 농촌에서 조직 사업 하

는걸 이제 쌀을 가을에 뺏기지 않으려고 작업반장 관리위원장들 다 훔

쳐놓는다고[...]이걸 감춰놓지 않으면 다음 해에 일을 할 수가 없단 말

이예요. 비료는 그건 대표적인거고 북에서는 모를 키우자면 방막이 있

어야하고[...]농촌에서 나는거 쌀 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감춰놔야지. 나

(자재 일수) 같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지를 않으니까 (영농 물자들을)

사와야 되는데 (농촌은) 돈이 없으니까 불법을 해야 한단 말이예요. 비

료로 말하자면 우리는 여수 비료가 있는데 그걸 받아오기가 하늘에 별 

따기란 말이지. 생산이 다량으로 안 되니까 비료를 더 받으려면 농장에 

뇌물로 바칠게 쌀밖에 더 있나? 누가 뇌물을 더 바치느냐에 따라서 제 

72) 사회주의 관료체제의 실제 운영 과정 속에서 중-하부의 관료 세포들은 끊임없는 불확실
성과 운영의 부조화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중앙 정부가 중-하부 단위의 운영
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지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하부의 관료 세포들은 운영 과정에서 즉응적인 비공식적인 담합과 
거래, 그리고 공모와 조율의 관계 형성이 불가피해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
럽게 관료제적 연줄과 관계의 축적, 인간적 의리까지 함축하는 비공식적 후견-피후견 
관계로 진화하게 된다(박형중, 2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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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다 받아 갈수도 있고 없고. 전표에 몇 톤을 이 농장에 보장 해준

다는게 나오지[...]나는 면이 좀 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인맥 관계가 있어서 사업을 좀 잘 했지(평안남도 평온

군 A9).

위의 증언에서 언급하였듯 농촌 간부들은 뇌물 상납과 같은 비합법적 

행위들을 통해서 필요한 영농 자재들을 알곡과 물물교환 또는 시장 가격

으로 매입하여 협동 농장에 직접 조달을 하고 있다. 특히 간부들은 영농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뇌물 자금이나 상품들을 농민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지시 하였는데 이는 농민들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다. 

비료를 한번 받아오자면 그쪽 (비료 공장) 간부한테 뇌물을 또 바쳐야 

하는데, 그걸(비료) 농장에서 받자면 농장원들한테 뇌물로 바칠 것을 

싹 모아야 해요. 내 기억에는 80년대 후반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농가 

경제가)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함경북도 회령시 A8).

국경연선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협동농장들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직접 

무역을 통해서 영농 물자를 더욱 용이하게 확보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농

장의 자재관리원이나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농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여권

을 제공하여 직접 중국으로 보내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거나 얻어올 수 있

도록 하였다. 

너네 (중국에 가서)비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조직적으로다가 제기를 

하면 중국에 여권떼어서 보내준다. 가서 비료나 방막 얼마나 얻어 올 

수 있는 사람은 말해라.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가져오게 하고 그랬

는데, 지금 현재도 그걸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구요. 국가에서 줄 수 

없으니 자급자족을 하라고. 그래서 중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은 중국 가

서 비료하고, 비닐 방막,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어서 그걸 많이 얻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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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함경북도 회령시 A8).

    

농촌 간부들에게는 필요 영농 자재의 조달뿐만 아니라 총 생산량을 최

대로 끌어올려 계획 목표를 완수하고, 남는 알곡으로 농장 운영자금을 최

대한 마련하는 것이 원활한 농장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였다. 개별 

협동농장에서 알곡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였다. 몇몇 농촌 간부들은 농민들이 

공동 농사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물질적 유인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아래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농촌 

간부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들에게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여 이들

이 공동 농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능력 있는 일꾼들은 통나무를 가져다가 중국에 몰래 갖다 주고 먹는 

콩기름으로 받아와서 노나주고 그러면 진짜 분조원들이 받들고 열성적

으로 일도 도와주고 그러죠(함경북도 회령시 A8).

탈곡 할 때 옥수수 (몰래) 들여다가 일할 때, 배고파서 힘들 때, 밭갈이 

김매기 이런거 할 때, 우리 분조원들 앉아서 먹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먹이지 않고는 나오지 않아요 일을 하러[...]사람들이 먹여준다고 하면 

일하러 나온단 말이지. 우리 분조가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지. 내가 들여갔다가 농장원들 조금씩 주면 그 먹는 재미에 일을 하러 

나와요 실지는(함경북도 온성군 A5).

반면, 중앙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강하고,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

이 적은 내륙 지역(평안도·황해도)의 농촌 간부들은 농장 운영자금의 확

보와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탈 방법을 총 동원하였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적게나마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을 농민들 몰래 중간에

서 갈취하거나, 농민들에게 농장 소유의 땅을 빌려주어 사비로 알곡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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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게끔 허용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만큼 배급에서 잘라버리는 등

의 착취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농민들은 어차피 사비를 들여 수

확물을 얻어도 본인들이 소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농사에 대

한 의욕 자체가 매우 낮았다.

우리 머저리 같은 것들은 없는 돈으로 장마당에 나가서 굶으면서도 종

자를 사다가 몇 평 고랑수로 나눠준대다가 심어요. 거기다가 콩을 심어

서 너네 먹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김을 우리가 매야 된단 말이지.

(공동)일은 일대로 하고 콩밭 맬 날짜도 없고. 그래서 하나도 안됐단 

말이지. 근데 그걸 심었다는 구실로다가 배급을 다 짤라버리니께. (콩 

생산)안 나와도 변상을 오히려 주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지금은 안 심

어요[...] 4월 달서부터 5월 달이 되면 김정은 당자금이라는게 있어요.

그걸 이제 농장원들한테 풀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풀어요. 우리 세대라면 한 사람당 5천원 해가지고 한 2만원 

받았나. 제일 많이 주는거 2만원 줘요. 그러면 그걸로 식량을 사먹고 

일하러 나오라 그거죠 모내기 해야되니께. 나중에 분배비 받을 때 되면 

‘너네 김정은 당자금 받았지?’ 이러면서 다 제끼고 이렇게 해요(황해남

도 신천군 A1).

뺏들어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개인들이 보리 심고 감자심고 이런

걸 다 개인이 심어가지고 종자를 자기가 사다가 자기가 가꿔서 감자를 

좀 먹은거 가지고도 (농장에서) 준 식량으로 올려가지고 식량대에서 돈

을 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장원들 이 어리석은 놈들이 계산을 모

르니까 그대로 당한단 말이예요[...] 이제는 무지랭이 농민들도 다신 안

하죠(평안남도 평온군 A9).

이상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7.1 개선 조치의 분권화 방침으로 인해 

북한의 개별 농장의 생산 수준은 농촌 간부들의 사업 수완과 사회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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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통한 계획 조절과 물자 조달, 그리고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어떻게 

고취시키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농촌 간부들은 자신들의 사회

적 연결망을 총 동원하여 국가의 계획 목표량을 최대한 낮추고, 필요한 

영농 자재는 최대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일부 사업 수완이 탁월

한 농촌 간부들의 경우에는 식량 제공과 같은 물질적 유인을 통해 농민들

의 근로 의욕을 높여 알곡 수확고를 올리고, 동시에 농장 운영을 안정시

키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당국의 통제가 강한 평안도·황해도의 일부 농촌 간부들은 개

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농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급량을 속이거나, 

농민들에게 개인 경작을 허용하여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을 무상몰수 또는 

수확물만큼 식량 배급에서 제외하는 등의 착취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농촌 간부들의 횡포로 인해 내륙 지역 농민들은 생산 의욕을 잃은 

채, 공동 농사에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개인 경작을 통해 얻은 수확물 

역시 자가 소비가 불가능 할 것이라 판단하여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륙 지역 협동 농장의 운영 마비는 물론이거니와 농민들 역시 부

족한 식량으로 인해 지독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일부는 아사했다고 한

다73).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2년 7.1 개선 조치의 실행 이후, 개별 

협동농장들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농장 운영방침 

역시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국경 연선 지역의 일부 산간 지대 농장들의 

경우에는 공동밭을 경작하기에 노동력이 부족하였으므로, 가족 별로 공동

밭을 분배하여 거기서 나온 수확물에 대한 3:7 또는 4:6 비율로 농장에 

현물세를 지급하고, 남은 알곡은 각자 자율적으로 처분 할 수 있는 가족

73) “36년 동안 북한에서 맨날 일해 봐야 하루와 같이 눈물만 흘리고 살았어요. 특히 2010
년 9월 달인지 배급을 겨우 반절도 못 받았는데, 그 다음해에 그 돈으로 모내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는 정말 죽겠더라고[...]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는 뭣 좀 먹어야겠는데 배고
파서 일을 나갈 수가 없더라구[...] 안 나가면 세포비서들 분조장들 이런 것들이 와서 발
로 걷어차요. 일하러 나오라고[...] 나 여기 온 다음에 브로커들 통해서 우리 집에도 다녀
오라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2011년도 12년도에도 순순히 굶어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약초 캐서 먹고 하다가 죽고 말았지. 20살 안된 애들도 많이 죽었어
요(황해남도 신천군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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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 함경북도 회령, 황해북도 수안 등지의 일부 

협동 농장에서 집단영농 방식의 완화 및 가족영농 시범을 실시한 바가 있

다고 한다(김영윤 외, 2005:21). 

2003년에 이르러서 당국은 박봉주 내각 총리의 제안으로 함경북도 회

령과 무산, 온성 등 일부 지역에서 국영 협동농장과 협동 농장의 토지를 

농장원 1인당 210평, 부양가족 1인당 100평씩을 나누어주고, 이를 경작하

도록 하는 개인 도급제(비배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을 위한 

종자는 국가에서 나눠주고 가을에 생산된 생산물에서 종자 값과 토지 사

용료는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작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한

다. 하지만 농민들은 개인도급제 아래에서 협동농장의 집단 농업과 개인 

경작지의 농사를 동시에 책임져야했다. 

만약 공동 생산분이 계획에 못 미치게 되면 개인 분여지 생산물에서 

내놓아야하며, 개인 분여지를 배급받았기 때문에 공동 생산에 대한 식량 

분배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 분여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

확물에 대한 자율적인 처분권으로 인해 농민들의 노동 의욕은 높았으며, 

공동 생산과 대비하여 생산량도 높았다고 한다(박정식, 2009:82-3). 아래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의 탈북자의 증언을 살펴보면, 개인 경작지에서 나

온 수확물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알곡에 대한 100%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 의욕은 매우 높았다고 인정한다.

각자 농장들 마다 다 다른데 밭을 식구별로 (토지를) 줘요. 기본 농장

일은 안 해도 자기 밭은 잘해요. 비료도 막 사다가 뿌려주고, 자기 강

냉이가 잘되면 분배 몫이 많으니까. 분배 몫은 확실하게 보장 해 주지.

안 그러면 일을 안 하니까. 상하, 창평, 동포, 삼봉, 이런 농장들은 분배 

몫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함경북도 온성군 A5).

앞서 보았듯이 국경연선 지역에 위치한 산간 지대의 농장들은 경작 가

능한 토지를 많이 보유하였으나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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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농장에서는 공장 기업소의 8.3 노력과 유사한 개인농 제도를 도입하여 

비밀리에 실행하였다. 아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이 개인농 체제가 근로 

의욕을 크게 향상시켜, 본인의 소득은 물론 농장 소득 역시 높였다는 점

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업소에 보면 8.3 이라는게 있는데 농장에서도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작업반도 농장에다가 바칠라면 돈 필요하지 않나? 작업반에 땅도 많으

니까 우리를 천 평이라는 땅을 떼서 줬어요. 식량 절반 이상을 바쳐야 

되는데 1년 동안 일제 통제를 안 해요. 들어가라 나오라 이런거 없어

요. 그 통제 안하고 돈만 바치니까 그거 어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

요. 개인이 일하는 거는 낮에 햇빛을 피하고 낮잠 좀 자다가 편하게 

(농사를)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률이 더 나요. 작업반장들은 우리들이 

알씸있게 일해서 바치니까 더 낫지요. 공동 일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한

테 주는거 하나 없으니까. 우리도 이 때 잘 먹고 잘살았으니까[...]다 알

아요 얼마나 살기가 헐한지(함경북도 온성군 A3).

 

이처럼 공동 농사에 대한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뙈기밭 경작을 통해서 

얻은 수확물에 대한 분배 방식 역시 같은 함경북도의 산간 지대에 위치한 

농장들에서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함경북도 농촌 출신 탈북

자들의 증언들을 비교하면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너네 이거 얼마쯤 나오겠는데 얼마는 바쳐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뙈

기 밭 있는 사람들은 바치긴 바치는데 별로 안 바쳐요. 그게 완전히 법

적으로 안 된 이상 관리위원회에도 막 배 째라 그러는걸 뭐. 특히 회령 

쪽에는 예전부터 상업도시라 군중 자체가 여간 까다롭지 않으니까 우

에서도 사람들 다루기를 어려워 해(함경북도 회령시 A8).

소토지를 뚜지는데 제한을 해요. 산을 자꾸 발쿼서 나무가 없으니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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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하지 산림 순시원들이. 제한을 해도 뭐 다하죠. 자기 힘들게 뚜진 

밭을 누가 내놓아요? 그 밭에 값을 현물세로 내야해요. 강냉이 마대로 

10개 나오면 4개는 줘야 되요(함경북도 온성군 A5).

(개인 소토지를) 통제를 하자니까 통제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가만

두면 제 밭에만 다 가꾸고 농장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주

자니까 그 밭에서 나온 식량만큼 다 자른다. 그러니까 부대기 밭을 하

지 말라 그렇게 공개를 해요. 정말 (소토지 경작)그거하면 다 잘라버리

거든요. 90년대 들어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볼 때 몰

래 하죠(함경북도 온성군 A3).

 

반면 시내에 근접한 곳에 위치한 농장들의 경우에는 모든 농민들이 공

동 농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일부 농장들은 

농민들이 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한다. 가령, 시장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장들은 농민들이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농장 운영 

기금을 상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반면,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은 농장들의 경우, 농민들에게 개인 경작

을 하도록 토지를 나눠주고 3. 7제로 현물세를 받았다고 한다. 아래 탈북

자의 증언을 살펴보면,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고 농민들에게 나눠

줄 토지도 없으며, 농업 생산량도 높지 않은 농장들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을 공동 노동에서 제외시키고 시장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여, 수

익 중 일정 부분을 농장에 상납하도록 해서 농장 운영 기금으로 사용하였

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부부라면 내가 농장원일을 절반하고 나머지를 부인한테 다 떨궜어요.

나는 집에서 장사를 하고[...] 한명은 대충 형식으로 일하고 나머지 하

나는 장사하고[...] 장사가 좀 되는 (위치에 있는 농장) 곳은 농장원들 

모두한테 시간을 줘서 (장사를 해서) 모내기 할 준비를 하라하고,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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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안 되는 곳은 토지를 주고 3.7제로 한다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무슨 토지 줄 것도 없고 장사도 잘 안 되는 곳이면 부부 둘 중

에 하나 떨궈서 한명은 뭐 집식구들 먹여 살리고, 남편이래도 농장일 

부지런히 출근시키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시 주변 농장들만 봐도 운

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구요(함경남도 단천군 A4).

 

 이상에서 보았듯이 2002년 7.1 개선 조치 이후 농민들의 사적경제 활

동에 대한 농장들의 상이한 통제 운영 방침들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득 수

준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물론 지대적 특성에 따라서 개별 농장들 

간의 운영 방침은 크게 달라졌으나, 같은 지대적 조건 아래에서도 부업 

및 시장 활동에 대한 간부들의 통제가 심하지 않고, 개인 경작지에서 거

둔 수확물의 처분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농민들의 경우에

는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농민들의 사적경제 활동 

자원에 대한 간부들의 독점과 통제, 그리고 식량 배급이 정상적으로 보장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공동 농사에만 전념하도록 농민들의 사적경제 활

동에 심한 통제를 가한다면, 이들의 소득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제 3 절 비합법적 활동의 확대 및 빈부격차의 심화 

1) 시장 영역의 축소와 금권(金權)유착의 심화  

북한 당국은 2003년 3월에 농민 시장을 종합 시장으로 개편하는 정책

을 펼치면서 시장화를 공적인 영역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보여줬다74). 

74) 북한 당국은 2003년 3월부터 모든 농민시장과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거래 방식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종합시장’은 지금가지 거래해 온 농축산물에 
더하여 공산품까지 거래하는 종합적 소비재 시장으로 기능함으로써 생활용품 유통경로
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쌀이나 기름 같은 중요 필수 식품에 
대해 한도 가격을 설정하고 매 열흘마다 수급 사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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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6년부터 종합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을 내놓고, 2008년에 김정

일은 6. 18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 원칙 고수와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를 

지시하였다. 이 담화 이후부터 당국은 종합 시장과 비합법적 경제 활동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다방면으로 본격 실시하였다(양문수, 2012:90-3).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07년 4월에 인민보안성 포고령으로 전국 농민시장 

정돈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이 때 장사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었다. 

그리고 9월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시장에서 쌀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에 이

르고, 2008년 초부터는 시장에서는 농토산물의 판매만 허용하고 공업품은 

국영상점을 통해 구매하도록 방침을 내려 농민시장으로의 환원이 실시되

었다(2012:93). 

이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 당국은 시장 활동에 대한 검

열과 단속을 강화하였는데, 만약 금지된 품목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에는 상품들을 무상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단속원이나 법 

일꾼들과 사회적 관계가 있어서 뇌물을 건넬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당한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식량 배급

이 불안정할수록 간부관료들과 일반 주민들 간에 부정부패가 더욱 발전하

였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영세 상인들과 일반 농민들의 

경우에는 뇌물을 바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간부들의 비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한 번 단속에 걸릴 경우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

다75). 따라서 당국의 시장 통제는 비호 세력이 없는 가난한 일반 주민들

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였다. 

내가 (2005년도에 생계가) 힘이 들어서 공업품 여름 옷을 가져다가 시

하는 등의 통제를 하고 있으나, 수요공급의 법칙이 제법 작동하는 시장이라 보아도 무
방하다고 한다(홍두승·이승훈, 2007:67-8). 

75) 기존의 정치적 불평등 체계와 시장화에 추동되는 경제적 불평등 체계는 부분적으로 중
첩되어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신분체계의 최하층, 하층 가구로 내
려갈수록 일반적으로 사적부문의 시장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비공식연결망 자원이 
별로 없는 반면, 중간층 가구로 올라올수록 유력한 비공식적 연결망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최봉대, 2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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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좀 팔려고 했는데 군 안전부 감찰과 애들이 다 사복을 입고 나

와 가지고는 살 것처럼 말하고서 후다닥 무상몰수 해가고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당하고 나니까는 본전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걸 다

시 찾자고 방법 수단 다해가지고 했는데 몰수당한 사람들이 50명씩이

나 되는데 그거 뭐 (뇌물) 고이는게 점점 쎄지는 거지. 고이는 것도 뭐 

안면이 있어가지고 하는거지 이거 없는 사람들은 어찌하지도 못하고 

죽는거지 뭐. 그 땐 정말 죽을정도로 힘들었어요(함경북도 온성군 A3)

시장 활동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통제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은 

사라지고 물자는 귀해지다 보니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 북한 주민들의 소

비 심리는 위축되고 장사는 되지 않는 악순환이 연속되었다. 특히 이 시

기에 쌀값이 많이 폭등하여 농민들을 포함한 북한 인민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곤란을 겪었다<표 20>.  

<표 20> 쌀의 시장 가격 (2005-2007)

(단위: 1kg 당 가격 :원)

품목 2005년 8월(a) 2006년 9월(b) 2007년 8월(c)

쌀 800-900 750-1150 1300

(a) 함북 온성시, 회령시, (b) 평양시 등 주요 7개 도시, (c) 함북도 온성

출처 : ‘오늘의 북한 소식’ 9호 (2005년 8월 25일); 41호(2006년 10월 11일); 86호 (2007년 8월 

27일)

북한 농민들은 1990년대 식량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국가 식량 

배급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비합법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자 노력하였다. 가장 흔한 예로 개인 텃밭의 작물 수확량을 높이기 위하

여 농민들은 협동 농장의 공동 재산을 사적으로 전용 및 횡령하는 행위들

을 하였다. 아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농민

들은 국가에서 공급한 연료나 비료를 개인 사영지에 이용하거나 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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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모, 비료, 비닐 등 농장에서 쓰이는 영농 자재의 일부를 몰래 집으로 

가져와 텃밭 경작에 이용하였다고 한다76).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국가의 식량 배급 체계가 붕괴되자 북한 농

민들은 ‘개인 농사와 국가 알곡 빼내기 그리고 장사’로 생계를 이어나

갔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실제로 가을에 추수를 하기 전에 밤마다 몰래 

나가서 1년 먹을 강냉이와 쌀을 훔쳐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 뙈기밭 경

작 및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던 2005-2006년 시기를 전후로 

농민들의 국가 곡식을 훔쳐오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북한 당국은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학생들을 비사회주의 그루빠로 풀어서 식량 회수 작

전을 펼치기도 하였다(Daily NK, 2008). 

이처럼 당국의 사적경제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 및 식량 배

급 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해 북한 농민들은 가을에 작물을 훔쳐놓지 않으

면 1년을 버티기 힘든 참담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 탈북자들의 증

언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국가 식량 탈취 과정을 다양하

게 파악 할 수 있다.

(농장원들은)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못삽니다. 밤에 농장원들이 짐을 

질 수 있는 이런걸 메가지고 새벽에 한 두시고 이렇게 나가는데 논밭

에 볏단있죠? 그거를 탈곡하기 전에 경비일꾼을 피해서 들여오던가,

그거랑 짜고 집에다가 들여놔요. 밤새껏 그걸 또 감춰야 해요. 가택수

사를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지하에다가 감추거나 땅에다가 감추거나 

하죠(평안남도 평온군 A9).

지금은 자기 땅 부쳐 먹던 그 농촌 사람들이 아니예요. 가을에는 알곡

을 어떻게든 훔쳐서 팔아먹자는 거지. 농촌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 도적

76)“국가에서 비료같은거 나오잖아요? 순천 비료 같은거. 가져다가 자기네 밭에다가 뿌려요.
내 집 텃밭에다가는 비료를 많이 주고 국가 텃밭은 주나마나 조금씩 주고 그러니까 분배
라는거 농장원들한테 안 되거든요. 비료도 몰래 채다가 시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고 그러
죠(함경북도 청진시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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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 개인 밭에 있는 것들은 놔두고 국가 밭

에 것을 다 채다가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들키지 않게 들여가서 자기

네 쌀독이 불어나야 안 굶어 죽지 안 그래요?(함경북도 무산시 A2).

아무래도 사람들이 궁핍한데서 지혜가 나온다고 감자 괴기를 따면서 

한 사람이 감자를 몰래 싸가지고 작업반장이나 분조장 눈에 안 띠게 

싸서 삶아가지고 온나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움 안에서 그걸 

먹고 또 감자 괴기(눈깔) 따면 살이 붙어 나오는데 그걸 여기저기에다

가 숨겨서 나가요(양강도 백암군 A7).

북한의 일반 농민들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국가 식량을 빼돌리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사회주의 간부관료들의 경우에는 급속한 시장화의 

확대로 인해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게 되면 체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

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더욱 뇌물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Levin·Satarov, 2000: 

117). 아래 탈북자의 증언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농촌 간부들도 

자신들의 직위가 얼마나 유지 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단 자

리를 하나 맡으면 최대한 뇌물을 챙기거나 국가 식량을 빼돌려서 개인 자

산을 최대한 늘리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77).

농장에서 작업반장 간부들이라는 것은 제 배를 불리는 게 가장 우선이

란 말이예요. 정말 부정행위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데[...] 나 같아도 

작업반장을 할 때 큰 집 짓고 재산도 알씸있게 마련을 해놔야지.. 그 

때 벌어놓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단 말이예요. 언제 

77) 북한에서 간부들은 내 손에 풀기가 있을 때 즉, 권력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모아야 한
다고 생각한다. 중간층 간부들(각 도시군 구역지도원, 정무원 부부장, 중앙당 과장)은 북
한 체제에 문제가 많고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의 이윤 챙기기에 급급
한 사람이 많으며 권력층 내에는 남한에 의해 통일된 경우를 대비하여 “살아남으려면 
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등의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등 부정부패가 심하다(서재진, 
20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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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에 (직위에서) 떨어질지 모르고, 또 어느 순간에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빼돌려놓고 (뇌물) 챙겨놔야 해요(평안남도 평온

군 A9).

 

분조장과 작업반장이 관리위원장이나 기사장과 같은 상관들에게 바칠 

곡식을 미리 챙겨두었다가, 탈곡하는 당일 날에 집 앞으로 먼저 실어다가 

옮기는 광경은 이제 북한 농촌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이들의 

불법 행위가 상부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윗선의 정치적 비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아래 증언을 통해서 

이해 할 수 있다. 

농사 져가지고 계획해서 분배가 나가면 작업반장이 지시를 줘요 어느 

정도 (식량을) 감추라, 그리고 차를 가져와서 다 실어가면 그 다음에 

새벽 2시 3시에 반장네 분조장네 당비서네 관리위원장네 집으로 훔쳐 

놓은거 다 날라요. 우리는 눈 감아도 다 알지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

거. 이제는 너무나도 눈에 지겨우니까 중앙 검찰소 같은데 양곡 관리원

이 찔렀는데 까꿀러 먹었어요. 그 사람들도 내려오면 (뇌물을)먹이니깐

(황해남도 신천군 A1).

물론 농촌 간부들은 일반 농민들과 같이 개인 이익을 위해 수확물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농장 운영 기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적으

로 알곡을 빼돌리는 경우도 다수였다.   

이제 가을에 쌀을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작업반장들, 관리위원장들이 

다 훔쳐놓는다고[...] 이걸 감춰놓지 않으면 다음 해에 일을 할 수가 없

단 말이예요[...]농촌에는 쌀 밖에 없는데 이거나마 감춰 놓은게 있어야 

뭐 사업을 하지 국가에서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자기네들도 미리 

가져다가 다 먹지(평안남도 평온군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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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작업반장들은 탈곡장의 경비원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작업반장의 측근들이 특혜를 받아 경비원으로 고용된 경

우가 많았다. 경비원들은 미리 사전 계획을 세워서 알곡을 새벽 시간에 

조직적으로 빼돌렸는데, 그 결과 농촌에서 이들의 경제 수준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하였음을 아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직적으로 도둑질을 하는게 그 분조장하고 경비원하고 있는데, 경비

원들은 가을에 자기 노릇을 다 하더라구요. 집에다가 보이지 않게[...]

탈곡장 안에 경비원이랑 짜고 도둑질을 하는데 경비라는게 그 자리가 

참 좋거든요? 경비원 그 자리는 아무나 안 시켜요. 그 하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어요. 작업반장이 애를 경비원을 시킬 때에는 네가 네 노릇

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걸 생각하고 시키는 거예요. 정말 1년 내내 떵

떵 거리면서 살아요(함경북도 온성군 A3).

 

1958년 농업 협동화가 완수된 이후부터 당국은 공동 노동에 총 노동력

을 집중 투자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의 뙈기 밭 경작과 같은 사적경

제활동을 금지시키고, 사상 교육과 정치적 비판과 같은 사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식량 배급이 불안정하고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북한 농민들 가운데 여유 토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뙈기밭 경작을 통해 자급자족을 하였다. 2009년 무렵 국가의 뙈기밭 경작

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정책이 실시되었을 당시, 샛별군의 한 농장에서는 

이 같은 당의 결정에 농민들이 대거 봉기를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

다. 

아래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함경북도 샛별군 농포리 농민들이 당국

에 대항하여 봉기 수준의 강한 저항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다. 당국은 이들을 달래고자 2009년부터‘국가가 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뙈기밭 개간을 이례적으로 묵인하였다고 한다(김지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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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비사회주의 그루빠 애들이 나와 가지고 마당에 몽땅 다 그저 어른이고 

아이고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군당 책임비서가 군 안에 식량 작

업을 알아보느라고 자기네를 보냈으니까 밭 평수를 말하면 다 적어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래요. 개네는 자기네 합법적인 절차로 오는 애들이

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당해 낼 수 없어요. 근데 한두번 속아야지 

‘밭 평수를 부르면 그걸 회수하는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거 빼앗으면 우리 다 죽는거라는 깁니다.’ 했더니 ‘절대 안심하라 빼

앗자는게 아니니까’ 이러고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겨울에 와서 평

수를 재더니 봄에 책임비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군 쪽으로 도시와 

농촌 간에 식량 균형을 맞춰야 겠으니까 시골 사람들이 일군 그 밭을 

다 회수해서 배급 밭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기지. 위에다가는 반항

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배급 밭 받은 노동자들) 내려와서 뭐를 심으려

고 그럴 때 못 들어오게 농민들이 하면서 쟁기 가지고 싸움이 붙은거

죠. 그 때 사람이 죽었으니까 밭 임자들(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당

을 쳐들어가게 된거죠. ‘한 명 죽여서는 아니되고 우리 다 죽여야 된다’

고 하니까 민심이 큰일나게 생겼으니 안 되겠거든.그래서 (개인 밭)회

수 안했어요(함경북도 온성군 A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부터 뙈기밭 경작에 대한 당국의 통제 정

책이 실시되었을 당시에 샛별군의 농민들은 강한 물리적 저항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농민들은 간부들에게 뇌물을 상납하여 자신들의 불

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만들었다. 아래 증언에서 살펴 볼 수 있듯 일부 농

민들은 산림보호원들에게 뇌물을 고여서 영양 상태가 좋은 밭에서 계속 

개인 경작 할 수 있도록 혜택과 보호를 받았다.  

각지 농장들마다 사정은 다 다른데 창평이라는 산골 농장은 거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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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토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의악성이 있어서 열심히 뚜져서 자

기 몫은 다 가져갔어요. 근데 산을 자꾸 발쿠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니

까 당국에서 통제를 심하게 했는데 산림순시원이 돌아다니면서 못하게 

했지. 그치만 (산림순시원에게) 돈을 고이거나 식량을 고이거나 해서 

그 밭을 또 뚜지지 (함경북도 온성군 A5).

산골 농장들은 자기 개인 부대기 밭을 가진 사람들은 뭐 제 땅은 아니

란 말이예요. 아니지만 산을 관리하는 산림경영소가 있어요. 이런 놈들

하고 사업을 해서 농사짓기 좋은 땅에 내가 농사를 좀 지어먹자 이렇

게 하죠. 또 산림경영소 토지관리소 이런데다가 찔러주고 그 다음해에

도 또 농사짓고 이런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산골에서 먹을 걱정은 

안한다고, 평백성 축에는 드는거예요(평안남도 평온군 A9).

2000년대 중반부터 당국의 시장 활동과 뙈기밭 경작에 대한 통제가 강

력해짐에 따라서 농민들은 국가의 식량 배급에 더욱 의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 식량 배급이 정상화 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사적

경제 활동을 할 수없는 농민들의 경제 사정은 날로 궁핍해져 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부 하층 농민들은 급한 대로 고리대를 이용하여 하루하

루 생활을 연명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 고리대는 일제 강점기 

시대 지주들이 농민들을 착취하는 전형적인 비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었

기 때문에 당국은 이를 없애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78). 

 그러나 1990년대 국가 배급 체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농장 운영 

자금은 물론이거니와 농민들의 생활비에까지 고리대업이 손을 뻗치게 되

었고, 북한 당국은 1997년 8월 5일 사회안전성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양

78) “우리 당은 해방 직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지주의 땅을 빼앗아 땅이 없거나 땅이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으며 그 다음에는 농촌고리대금업자들과 부농들의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습니다(김일성, 1994;454), 농촌에서 고리대 현상을 없애려
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을 새로 조직하여야 합니다[...]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농민들의 저금도 취급하고 농민들에게 생활상 필요한 돈도 꾸어주도록 하면 
농촌에서 고리대 현상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김일성, 1981b;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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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가지고 고리대 행위를 하면 총살형까지 한다고 발표했었다(Daily 

NK, 2011). 하지만 북한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고리대에 다시금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매해 고리대 빚을 청산하느라 국가 배급을 받아도 

만져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아래 증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

다.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평안남도 사람들이 고리대 그 이자놀음 

그런거 많이 하더라구요. 이제 봄에는 3:1로 꿔가요. 내가 1kg를 가져갔

으면 가을에는 3배로 갚고 하더라구요. 가져갈 때는 벼로 가져가고 갚

을 때는 쌀알로 그러니까 그게 3:1은 아닌거죠. 통강냉이도 가져갈 때

는 옥수수 그거 말린거 그냥 가져가요 근데 갚은 때는 알로 5배 이렇

게 해요[...]이거 갚고 나면 뭐 농민들 (배급에서) 남는게 없죠(양강도 

백암군 A7).

나는 그래도 먹고 사기가 헐해서 강냉이 100kg 꿔주고 이자로 200kg 받

고 이런거 했는데 아니 이게 다음해 꼭 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제 먹

고 살아가자니까 그걸 줄 궁리를 아니해요[...]남한에 친척있는 사람들

은(나를 포함하여) 고리대를 매년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리대 주자 안 해요. (다른 농민들이)갚지를 못하니까 그냥 강냉이로 

쥐고 있자 해요(함경북도 온성군 A5).

실제 이 고리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부터 시내에 규모가 

있는 전문 고리대업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고리대를 놓는 일반 농

민들의 경우에는 장사를 하여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였거나, 남한이나 중

국에 친척 및 가족이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아래 증

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리대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 장사, 공업품 옷 파는 여자들이 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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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돈 받아와서 먹고 살기가 헐한 사

람들 좀 있고 남한에 친척 있는 사람들도 고리대를 좀 하고 그래요(함

경북도 온성군 A5).

하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간부들이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곡식을 넘겨

서 고리대업을 할 수 있도록 비호를 해주고, 이들을 통해 이자를 받아 농

장 비자금을 증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한다.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고리대를 하는 이런 것들의 뒤를 캐보면 이 사

람들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농장 일꾼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느라고 

이 집에다가 투하를 한거예요[...]당기관 법기관에서 뒷배까지 다 밀어

주니까 거기서 이자 많이 받아서 비자금 또 조성하고 그러죠(함경남도 

단천군 A4).

나아가 북한 사회 안에서는 협동 농장과 공장기업소를 상대로 고리대

를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부유층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나, 이들은 식량이나 돈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20%에 속하는 계층

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외화벌이 일꾼

들 그리고 협동농장 경영위원장, 수산사업소 지배인 등과 같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경제 일꾼들이 주된 구성원들이라

고 볼 수 있다(홍두승·이승훈, 2007:126-8). 이들은 노동당, 인민군, 인민

보안성 등 주요 권력기관 간부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떼이는 경

우는 거의 없다고 하며, 통상적으로 한 달에 30%의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

(임강택·김성철, 2003:42). 

농장들은 이제 운영을 하자하면 시내에 나가서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시내에 큰손들한테 가서 돈을 꾸는 거예요. 그게 공정거래가 아니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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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요[...]가을에 가서 물어줄 때는 이자가 두 배로 불어나고 그런단 

말이예요[...]당기관법기관 이런데서 (큰손이라는 개인들을) 바지사장으

로 내놓은 경우도 많아(함경남도 단천군 A4).

 

이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종합시장 축소 정책과 각종 비합법적 경제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지속적

으로 상승하게 되었다(윤철기, 2011:36-9). 북한 당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2009년 11월 화폐 개혁을 강행하였는데,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 이

외에도 세 가지 목적을 더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교환한도 제한’을 

통해 신흥 부유계층인 돈주들을 공격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

째,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잠재

우고자 하였는데, 인센티브는 은행 저금분(10:1)과 임금부문(100:1의 화폐

액면절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의 교환비율을 일반적인 교환비율과 달

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노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다시금 복원하는데 있었다(윤철기, 2011:53-4).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권력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신흥부자들은 화폐 개혁으로 인해 실제로 몰락하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화폐 교환을 집행하던 간부들이 돈주들에게 거액의 화폐를 

교환해주는 대신에 20%의 사례금을 받는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래 

북한 주민과의 면담 자료를 통해 자세히 파악 할 수 있다. 

작년 11월 말에 실시된 화폐 교환 조치로, 각 도에서 화폐를 교환하라

고 파견한 일군과 지방 간부들, 보위부원과 보안원들은 벼락부자가 됐

거나 더 많은 돈을 챙기는 일이 일어났다. 한 세대 당 옛날 화폐로 10

만원까지 제한을 두니 지방의 많은 장사꾼들과 돈주들은 서둘러 평소 

안면을 트고 지내던 간부들과 관계망을 이용해 화폐 교환을 집행하러 

내려온 간부들과 직접 거래를 했다. 간부와 법일군, 은행일군들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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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암거래를 하는 대가로 20% 이상의 사례금을 챙겼다. 돈이 많지 않

는 장사꾼들은 ‘불가마 속의 개미’ 신세가 돼 돈 없는 주민들을 찾아가 

돈을 대신 바꿔주면 사례금으로 교환금액의 30% 내지는 50%까지 주

고 화폐를 교환했다(오늘의 북한 소식 378호(2010년 11월 4일)).

위의 신흥부유층과 같이 부유한 농민들 역시 화폐개혁으로 인해 경제

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 아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금 보유를 많

이 하고 있던 부유한 농민들은 현금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돈을 대신 

바꿔달라고 부탁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무상 배려금 1인당 500원(신권 

기준)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던 부농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화폐개혁 이후 물가가 올라서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우리 같은 거는 십만원도 돈이 없으니까나 뭐 타격이 없고 다른 사람

들이 나한테 부탁해서 돈을 바꿔달라고 해서 십만원 당 천원씩 바꿔주

고 500원 받고 그렇게 우리집 다섯 식구 해서 2500원 받아서 빚을 물어

야한다고 뺏들어가서 돈 재도 못 봤지 (황해남도 신천군 A1).

농장원들은 화폐개혁해도 돈이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운

이 좋게 물품에 돈이 많이 잠겨있어서 물건이 있는 덕에 (화폐개혁 이

후에) 오히려 득을 봤지. 그래도 그 당시가 쌀값도 그만하면 고정적이

고 사람들 다들 살만한 수준이다 그랬는데 그거하면서 사회가 완전 뒤

죽박죽되고 다들 굶어죽고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죠(평안남도 평온군 

A9).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에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시장 영역의 확산

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물자의 부족으로 대중의 수요를 감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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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시장관리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상

인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화폐로 활발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유통시키지 않아 물가 상승

에 크게 기여하였다79). 만약 북한 당국이 화페 개혁 이전에 공장가동률과 

생산 능력을 정상화시켰다면, 본래 당국의 목표들이 완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에 감행한 화폐개혁은 당국의 의도

와는 다르게 일반 주민들의 생활고만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시장 통제와 외환 통제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

축되어, 일반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졌

고, 동시에 시장의 물가도 폭등하였기 때문이다(권태진, 2013:7). 이 뿐만

이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당국의 시장 통제 및 부업 활동에 

대한 통제 및 단속들은 농민들이 식량 배급 이외에 추가 소득을 확보 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여 이들이 비합법적인 경제 활동과 간부들과의 부패 

관계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북한 당국의 시장 영

역에 대한 통제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북한 농민들은 노골적인 저항을 

보이기보다는 SULNAM 방식을 통해 사적경제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

하려 노력하였다80). 이를 통해서 북한 농민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조용히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농민들은 간부관료들과 부패행위를 통해 정치적 비호

를 받아 장사 및 부업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였고, 반

대로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어 공동 농사에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일반 

79) 오늘의 북한 소식 378호 (2010년 11월 24일).

80) 조우(Zhou)에 따르면 중국 농민들은 SULNAM 방식으로 포산도호제 관철을 위한 혁명을 
추진하였기에 성공 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1996). 중국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익을 취
하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Spontameous), 혁명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동하였으며(Unorganized), 변혁 운동의 지도자도 없이 (Leaderless), 
운동 참여자를 결속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도 없이 (non-ideological), 그리고 정치적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도 없이(apolitical), 체제 변화를 야기한 운동을 (Movement)
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1996).  



- 121 -

농민들과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권력과 금력의 유

착 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81). 나아가 북한 간부들은 각종 부패 활동에 

적극 가담하여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었음으로, 

당국의 입장에서 간부들의 부패 가담 행위는 무너져가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들의 지지를 유지 할 수 있는 안전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Haggard·Noland, 2010:17). 더불어 간부관료들은 시장에 대한 당국의 통

제를 이용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뇌물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속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의 초법적 지위를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 

활동에 참여를 하였고 그 결과 일반 주민들과 간부들 간에 빈부격차를 더

욱 심화시켰다82).     

2) 출신성분 영향력의 약화 및 기존 계층 구조의 재생산 

북한 사회 안에서 일반 주민들 간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기본 틀은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권력의 차등 배분에 있다. 1950년대부터 

북한 당국은 한국 전쟁의 참여도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출신 성분을 구

분하여 노동자, 고농, 빈농, 사무원, 영예 군인 등은 핵심 계층의 구성원

들에게 제반 사회적 기회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교육 기

회에 있어서도 출신성분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무리 성

적이 우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1급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추천장을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홍두

81) 북한 사회 안에서는 권력층이나 권력 기관의 비호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힘
든 일인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더라도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불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뒷돈 거래가 보
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권력기관이 독점하였던 삶의 기회가 이제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일부 주민들과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홍두승·이승훈, 2007: 
130-1). 

82) 22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이후 권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잘살게 되
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가 90%를 넘었으며, ‘2007년 이후에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매우 그렇다’고 65.6% 가 대답
하였다(양문수, 20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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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승훈, 2007:138). 앞 절에서 이미 논의하였듯, 농민 자녀들의 경우에

는 농촌 노동력을 고착시키려는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서 거주 및 이동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

다. 따라서 일반 농민들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능력과 교육 수준에 관계없

이 농민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차별을 감수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 식량난을 전후로 일부 농민들은 사적경제 활동에 적

극 참여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일부 농

민 자녀들은 군대에서 입당을 하거나 또는 농업 대학에 진학을 하며 간부

관료들과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간부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더욱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였고, 그 결

과 정치적 비호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사적경제 활동

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장에서 자율성을 보

장받았다. 결국 막강한 경제적 힘과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일부 농민들은 

농촌에서 작업반장 이상의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래 자재

일수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북한 농촌에서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본

인 인맥과 경제적 힘을 통해 사회적 상향이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나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원래 입당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군대에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뇌물을 줘서) 3년 만에 입당을 했단 말이예요

[...] 내가 면이 넓어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관리위원장 힘든 일도 몇 번 해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를 바로 자재일수에다가 넣어줬지[...]내가 처음 농

촌에 왔을 때 나를 그저 그런 농촌 사람으로 알고 대하다가 법일꾼, 당 

간부들이 망신을 당했지[...] 나(자재 일수)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데, 첫째는 상급은 당일꾼 법일꾼 보안원 보위원 이

런거 그 다음에 관리일꾼 작업반장 이런거[...] 나는 장사를 아주 노골

적으로 원산항이나 남포항 이런데로 일본 중기들 사고팔고 하면서 편

하게 다녔어요(평안남도 평온군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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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개인 능력과 경제적 힘을 발판삼아 사회적 상승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 및 목격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계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정치권력이 아닌 경제적 부를 지목하고 있음을 아

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사는게 기본이잖아요. 돈만 가지고 있으

면 무엇이든지 하니까. 지금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렇게 두드리고 맞

으면서 장사를 한 사람들이 완전히 (농촌에서)기본계급으로 되어있어

요. 잘사니까 돈이 많으니까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함경북도 

회령시 A8).

물론 1950년대 말부터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 자원의 차등 배급으로 인

해 북한 주민들 간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발생 및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을 당국이 모르는 바 아니었다. 1974년 김일성의 담화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듯, 출신성분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현재 사상과 동향에 문제

가 없고 능력이 있을 시에 간부로 등용하는 출신성분 완화 정책이 등장하

였다83). 1990년대 김정일 정권에 들어서서는 이른바 광폭정치 혹은 인덕

정치를 통해서 성분 완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정책이 더욱 확대되었

다. 하지만 이는 행정직이나 경제부문의 간부인사에만 국한된 것으로 당

이나 군부, 사찰기관 등의 핵심 권력기관까지는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특

히 일반주민들이 체감하는 성분완화정책의 효과는 미미하였다(김진철, 

2010:46). 

 실제 지금 농촌에서도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농민의 경우, 열심히 

공동 일에 종사하고 당성 역시 좋을 경우에는 분조장까지 승진을 할 수 

83)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출신성분에 대한 타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신성분이 
나빠도 오늘 당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이
야기를 하는 것은 성분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그들과의 사업을 잘
하면 다 교양개조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김일성, 1984c: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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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작업반장 이상부터는 출신성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는 것을 아래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뭐 분조장 같은거는 뭐 머슴이죠. 일제 때 말로 그냥 마름 정도?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업반장부터는 좀 틀리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출신성분을 좀 보죠(함경남도 단천군 A4).

성분 딱딱 집안 토대를 본단 말이지. 분조장 이상은 다 성분을 봐요.

출신성분 안 좋으면 관리일꾼들은 절대 안 시키죠(함경북도 온성군 

A5).

따라서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일반 농민들의 경우, 어차피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아 출세를 할 수도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핵심 계층 구성원들이 

체제의 위기 속에도 당국의 통제에 묶여 있을 때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공

식적인 부문 안에서 적극 활동하였다. 특히 이들은 1990년대 식량난 위기 

속에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치관을 재빨리 변화시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았다84). 게다가 현

재 북한 농민들은 입당을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오히려 당적 양심 때문에 의무만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원이 

되는 것을 이전만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래 증언들을 통해 현재 

북한 농민들 가운에 입당보다 경제적 부를 성취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원이라는 그 사명감과 책임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을 더 나가요. 당원

84) 정치적으로 낙오된 집안 출신의 Ps-1-1 면담자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직위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각종 다양한 장사에 뛰어들어 중간층의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정치적 신분상의 제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에도 불
구하고, 경제적 부를 쌓기 위한 개인 노력과 뛰어난 사업 수완 덕택에 경제적 중간층 
가구로 편입된 정치적 하층 가구들이 1990년대 시장화의 확대 이후 많이 등장하였다(최
봉대, 20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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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게 일도 안 나가고 장사만 나간다 이런 말 안 들으려고. 실제 뭐 

당에 충실하거나 농사가 잘되길 바래서 나가는게 아니구 농장에서 당

원들 가족들보고 좀 (일하러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는(함경남도 

단천군 A4).

요즘에는 이래요. 야 너 당증 안 가져갈래? 뭐 이거 쌀을 주니? 뭐를 

주니? 그러고 형제들끼리 웃었어요[...]그저 애들 학교 갈 때 엄마 당원

이니 비당원인지 고거 이력서 하나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입당을)하

려고 하는거죠[...] 요즘 누가 출신성분을 따지나요? 옛날 그 치안대(출

신 부모의) 자식들도 지금은 돈만 많으면 가족 이력서까지 얼마든지 

위조 할 수 있고[...] 지금은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게 중요해요. 북한

에서 돈으로 안 되는게 뭐가 있나요?(함경북도 청진시 A6).

물론 1990년대 들어서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크게 흔들렸음에

도 불구하고, 출신성분을 기반으로 한 기존 농촌의 계층구조가 크게 변화

하였다고 결론짓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다. 농촌에서 정치권력을 독

점하고 있는 간부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자원과 기회 분배에 관한 재량

권은 물론이거니와 농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권 역시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85). 따라서 국가의 배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부

업과 시장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농민들의 농촌 간부에 대

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 질 수밖에 없다. 아래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을 

통해서도 여전히 정치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당정 간부들이 농촌에서는 

최상위 계층이라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85) 시장은 분명 계획과 달리 탈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과 국가는 지속적
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 상인계층들은 당과 국가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
여하고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한다. 결과적으로 시장화는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관료
계급은 시장을 적극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은 계획경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정치적 안
정은 물론이고 경제적 이익까지 성취하고 있다(박형중 외, 2012: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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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계층이라는게 관리원(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상(층)일께

고 그것들은 나라로 말하면 김정은이처럼 먹고산단 말이지. 그 다음에

는 작업반(장)것들 말이야. 반장 비서 그 따위들. 그 아랫것은 뭐 우리

같은 거들은 없지 뭐(황해남도 신천군 A1).

북한은 권력이자 재력이고 재력이자 권력이예요. 딱 붙은 쌍둥이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 밑바닥 사람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간부를 쬐끔

이라도 하면 돈이 그 사람한테 붙어요. 큰돈은 아니래도 생활은 괜찮죠 

(함경북도 온성군 A3).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노동자 그냥 노동자 (농장원). 쌀이 없

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아예 밑바닥이 하(층)고. 거기에 비해서 중(층)

이라고 하면 장사를 해가지고 잘사는 사람도 있었요. 상(층)이라고 하

면 정말 그 노동자들 속에서 돈이 정말 많아서 흰 쌀밥을 먹는 사람들 

당 중앙 일꾼들, 간부들이겠죠(양강도 백암군 A7).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교육 기제는 

사회적 상승 이동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련 사회주의 체계 안에서 계층 결정화(Class Crystallization)현상이 시간

이 지날수록 강화되었음을 목격한 자들은 대부분의 신 계층(New Class) 

자녀들이 대학 입학이라는 교육 성취를 통해 부모의 직업지위를 세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Parkin, 1972:166). 북한에도 엄연히 사교육이 존재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는 당연히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

모를 둔 자녀들에게 국한된다(홍두승·이승훈, 2007:145). 

 그 결과 간부관료들의 자녀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발판삼아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세습하여 기존의 북한 계층 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다. 농촌 

간부의 자녀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힘을 

뒷받침 삼아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여 농촌에서 쉽게 벗어나 도시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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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아래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농촌에서 작업반장이나 당비서들은 좀 살아요. 그렇게 하면 내 자식들

을 대학에 보낼 수가 있어요. 거기를 보내면 애네들은 공부를 시켜서 

시내로 나간단 말이예요. 대학교가 무상이라고 하지만 무료 절대 아니

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나마 내 아이들 대학공부 시켜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는거죠(양강도 백암군 A7).

대학을 나와야만 발전이 있는데 관리일꾼 자식들은 다 대학에 그래도 

가서 (농장에서) 빠져요[...] 농장원 자식들은 그저 농장에서 일하죠. 대

학을 가더래도 농대를 가는데 그래도 어차피 또 농장이예요(함경북도 

온성군 A5).

반면, 집안에 일할 사람이 없어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의 자녀인 경우, 

학교 교육을 중단하고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

는 경우도 있다. 일부 농민 출신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해도 어차

피 농민이 될 운명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노골적으로 돈과 물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열

악한 가정 경제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어떤 집은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더라구요. 첫째 뙈기밭을 하는데 남편 

힘을 못 바라니까 일군은 필요하니까 애들 학교 안보내고 시키는 것도 

있고[...] 나는 우리 애를 대학 못 보낸다는 건 뻔하니까 조선 글만 알면 

된다. 어차피 농장 자식이면 농민이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내라는게 

너무 많아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학교는 학교 자체대로 운영을 해야되니까, 나라에서 주는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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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까, 선생님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애들한테 ‘이것 내라, 저것 내

라, 돈 내라’ 해서 살죠(함경북도 온성군 A3).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1990년대 급속한 시장화의 확대로 인해 사적 

경제활동의 폭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계층을 구분 짓던 출신성분의 영향력

이 많이 약화되었고, 사회적 상승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능력과 경

제적 힘을 더욱 중시하는 의식 변화가 북한 주민들 가운데 확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에서 정치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출신성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더불어 출신성분이 좋은 간부관료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

와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부여받는 핵심적인 위치에 배치 받을 수 있

는 확률이 매우 높았다. 그 결과 정치적 위계질서에 따른 기존의 북한 사

회불평등 구조는 세대를 거쳐서 재생산되고 더욱 경직화 되고 있다. 그러

나 북한 사회 안에서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으로 향후 북한

의 기존 계층 질서가 어떻게 변화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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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함의

봉건지주와 자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계급 구조의 철폐는 사

회주의 국가들의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국가라고 선전하면서 그 어떤 

불평등 상황에 관한 일체의 언급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

회에서는 일당독재체제와 국유화 조치로 인해 자본주의 불평등 구조와는 

상이한 새로운 불평등 구조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본주의 국가들

과 비교하여 더욱 경직화된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 관료들은 본인들

의 정치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권과 처분권을 행사하

면서 국유 재산의 실질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동시에 당으로부터 

각종 사회경제적 자원과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새로운 특권층

으로 성장하였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의 영도계급인 노동자와 농민 계급은 점차 착취당

하고 소외당하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되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중공업 우선 성장 정책을 채택하면서 농민 계급의 사회적 위치

는 가장 하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무계급 완전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수립된 북한 사회 안에서 농민들은 타 계급·계층들과 비교해서 사회경제

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민층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

화 역시 1945년 토지개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 및 심

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농민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공동 농사에 대한 생산의욕 하락을 여전히 경험하

고 있다.     

1945년 토지개혁 시기부터 1958년 농업협동화가 완수되는 시점까지 북

한 농촌 사외에서는 새로운 지배 집단의 등장과 함께 급격한 계층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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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토지 개혁을 감행하는 과정 속에

서 북한 당국에 협력하지 않고 저항하였던 일제 지주와 부농, 그리고 자

본가들과 그 가족들은 모든 재산을 일제히 몰수당하고, 연고가 없는 타 

군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차별을 받았다. 반대

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빈·고농들은 토지 개혁을 통해 무상으로 토

지를 부여받고, 당으로부터 다양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농촌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 당시 일부 빈고농 출신 농민들과 자작농들은 

개인농 체제 아래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여 새로운 

중농 집단으로 성장하였고, 잔재하고 있던 기존의 지주와 부농들과 함께 

북한 농촌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종료

된 후, 농업협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지배 계층의 사회경제적 기

반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이들은 사회적 하락이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동

시에 북한 당국은 전쟁 참여도와 피해를 기준으로 출신성분을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 농촌에서 재계층화가 발생하였다. 이 출신성분을 기준

으로 정치권력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경제적 혜택들이 차등 지급되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 간에 사회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근본 구조로 자리 잡았

다.

본래 농업 부문은 공업 부문과는 달리 자연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개

별 협동농장들의 총 생산량이 달라지므로 농장들 간에 소득 격차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총 생산

량이 높은 곡창 지대 농민들이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우선 공급 받았으므로 생활수준이 높았다. 반면, 토지가 척박하고 기후 

가 좋지 않은 산간지대 농장들은 알곡 총 생산량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당국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열악하였다. 

그 결과 협동 농장들 간에 소득 불균형은 심화되었고, 북한 당국은 이

를 완화하기 위하여 산간 지대 농장들에게 환금성이 높은 특수작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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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 권장하였다. 그 결과 특수 작물 재배가 가능한 일부 농장들은 곡

창 지대 농장들보다 더 높은 현금 수입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또한, 텃밭 

경작과 축산, 그리고 어업 등의 부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주변에 

있고, 경제적·시간적 여유와 유휴 노동력을 확보한 농가들의 경우에는 

공동 농사에만 전념하는 농가들과 비교하여 추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 간에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1958년 농업협동화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농민층의 근로의욕 저하 현

상과 1970년대 고비용·고에너지 농업 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우호 무역 체계의 급격한 붕괴로 인해 1990년대에 이르러

서 북한 사회는 심각한 식량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본격 등장하면서 곡창 지대 농장

들을 대상으로 군량미와 수도미를 강압적으로 거둬들인 결과, 내륙 지역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매우 처참해졌다. 또한, 내륙 지역의 경우에는 지리

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물자의 유통이 어렵고, 중앙 정부와 가깝게 위치하

고 있어 당국의 시장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엄격하였기에 농민

들이 사적경제 활동을 통한 추가 소득 확보가 어려웠다. 반면, 국경연선 

지역은 중국과의 활발한 왕래 및 물자 교류를 통해 암시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농장들은 쉽게 영농물자를 조달 할 수 있었

고, 농민들 역시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내륙지역 농민들보다 경제 상황이 나았다.

한편, 척박한 토지와 좋지 않은 기후 조건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았

던 산간지대 농민들은 1980년대 말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 속에 

뙈기밭을 경작하고,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작물 채취를 통해 사적경

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시내에 근접한 곳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시장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타 지대 

농민들과 비교하여 경제적 부를 쉽게 축적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 뙈

기밭을 경작 할 여유 토지도 주위에 없고, 시장과의 거리도 먼 중간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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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경우에는 오직 국가 배급에만 의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

장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실행된 이후에는 개별 협동 농장들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분권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농

장들 간에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농촌 간부들의 계획 조절 

및 물자 조달 능력과 노동력 통제 방식, 그리고 농민들의 사적 경제 활동

에 대한 협동 농장의 통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 수준은 크

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가령 농촌 간부들의 사업 수완과 사회적 관계망

에 따라서 영농 물자를 원활하게 조달 받고, 동시에 계획 목표 역시 낮게 

책정을 받으면 농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는 식량 배급의 양이 많아질 수 

있었다. 또한 농민들이 사적경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방

침을 내린다면 농민 개개인의 경제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농장 운영 상태 

역시 좋아졌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확대된 북한 당국의 시장 영역의 축소 

정책은 국가 식량 배급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농민들의 삶을 더

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특히 뙈기밭 경작과 종합시장에 대한 당국의 단속

과 통제는 농민들과 간부관료들 간에 부패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는데, 뇌

물을 고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농민들만이 간부관료

들과 개인적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었다. 사적경제 활동을 통해 경제적 힘

을 갖춘 일부 농민들은 당국의 시장 기능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심할수록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은 

간부관료들의 비호아래 시장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부를 더욱 

축적 할 수 있었다. 반면, 영세 상인들과 밑천이 없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적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채, 오직 정상 지급되지 않는 식량 배급

에 의존해야 하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음으로 농민층의 부익부 현상

은 더욱 심화되었다.        

1990년대 활발한 시장 활동을 통해 경제적 힘을 갖춘 일부 농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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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성분의 한계가 있더라도 농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영위할 수 있

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막강한 정치적 인맥과 뛰어난 사업 수완을 통해 

농촌 사회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간부관료들은 여전

히 계획 경제의 틀 아래에서 시장 기제에 대한 통제 및 관리권을 행사하

며 사적경제 종사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출신성분에 기반 한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와 계층질서는 크게 변

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 간부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회

적 지위와 경제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쉽게 들어 

갈 수 있고, 그 결과 이들은 부모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그대로 

세습하여 출신성분에 기반 한 기존의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

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현 계층 구조는 급속한 시장화의 확대로 경제적 부

를 갖춘 일부 주민들의 사회적 상승 이동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

나, 여전히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핵심 계층의 간부관료들이 교육 기

제를 통해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자녀들에게 세습하며 기존의 계층 질

서를 재생산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간부관료

들이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관리 및 통제권 행사를 통해 경제 권력까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지지 세력은 건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 약화에 따른 시장 영역의 확대가 결국 

계획 경제 부문을 대체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

래 할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80년대 말 국가 배급 체계의 불안정과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한 시장화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북

한 농민들 간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었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개선 조

치를 통해 농민들에게 물질적 이윤을 확대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



- 134 -

나, 이 역시 농민들 간에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2009년 화폐개혁 역시 농촌 간부들과 부농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실패로 막을 내리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소비재 부족 현상으로 일

반 농가들의 경제 상황만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억제되어왔던 정권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점차 노골화되고 일시에 분출 될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 농민들은 중국 농민들의 행동 방식과 유사하게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다. SULNAM 방식을 통해 

북한 농민들은 당국과 표면적인 갈등을 겪지 않고, 뙈기밭 경작 및 시장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사적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한 간부관

료들 역시 국가로부터 배급이 정상 지급되지 않고, 시장 활동에도 직접 

참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이 주는 뇌물에 대한 의존도가 더

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 안에서 시장 기능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물질적 유인 정책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민들의 근로 의욕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당국은 사

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농 체제

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제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

시켜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동시에 농민층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토지와 농기계와 같은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의 독점과 통

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국가 배급 체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

다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 사회 

내에서 시장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시장 

기능의 확대는 주민들 간에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므로, 현 집단농 체계의 근본적 변화 없이 물질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을 

통해 북한 농민들의 공동 농사에 대한 생산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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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농 체제를 이미 경험하였던 탈북자 A3는 농민들에게 각자 토지를 

나눠주어 국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장에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난 나머지 곡물에 대한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다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 될 수 있을 것이라 주

장하였다. 동시에 높아진 알곡 생산고로 인해 북한 농민들의 소득 수준 

역시 균등하게 향상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이미 북한 주민들은 누구든

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제 4장 2절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농업의 집단 경리를 굳건하게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기간

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며, 여전히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제

의 도입을 집단 농업 구조의 변화라는 외부 매체들의 진단에 거부감을 나

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이미 경험했던 바와 같이, 북한 중앙정

부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농민들은 SULNAM 방식을 통해 저항 없이 

간부관료들을 이용하여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서 결국 개인농 체제를 확산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북한 농민들은 현 집단농 운영 구조에 점

진적인 변화를 일으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계획 경제 체계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농의 확대는 북한 농

민들의 소득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높아진 소득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 의욕 역시 고취되어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 2 절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부터 김정일 체제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

회구조 변화에 따라서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 1990년대 식량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부분

의 북한 사회연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구적 제약들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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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북한 사회의 대내외적 폐쇄성으로 인해 활용 가능한 자료들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북한 사회 안에서 농민 계급은 1960년대 이래 당

국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계급 간 및 계급 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및 은폐로 인해 북한 문헌들 가운데 농

민층의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자료를 얻기 쉽지 않다. 

물론 1990년대 이래로 탈북자의 수가 점차 급증하면서 이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 방법 역시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면접 내용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피면접자

들의 주관적인 평가 혹은 어떤 실체에 대한 사실적 기술에서 조차도 각자 

상이한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포함한 

모든 북한 사회 연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차검증을 통해 면접 자료

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자료의 신뢰도 문제와 더

불어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이 ‘표준적인’ 북한 농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의 타당성 문제 역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조·중 접경 지역이 탈

북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 유입 탈북자들이 국경연선 지

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 전 지역에 걸쳐 피면접자

들을 선발하여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내유입 탈북자들의 편

중된 분포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을 알린다.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 사회 연구들의 한계점들은 적절한 방법론 개발 

및 충분한 원자료 확보를 통해 점차 극복해 나가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들을 제도적·환경적 부분에 국한

하여 분석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농민들

의 의식변화가 농민층의 내적 분화를 심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령, 조중 접경지역 농민들과 내륙 지역 농

민들 간 의식변화의 속도 차이가 이 두 집단 간의 소득 격차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는지 역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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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북한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요인으로 출신성분과 소득 및 

교육 수준 이외에도 다른 토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령 성별 및 세대

별 요인 때문에 농민들 간에 사회·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

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성 농민들이 남성 농민들과 비교하여 장

시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남성 농민들의 경

우에는 시장 활동 및 탈북에 대한 의식 전환이 여성 농민들에 비해서 더

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젊은 농민들의 경우에는 시장에 근접한 도시

로 진출하여 사적 경제 활동을 통해 경제적 부를 성취하려는 욕구가 매우 

높았으나, 반대로 중년 농민들의 경우에는 농촌을 떠나지 않고 본인이 경

작하는 토지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어낸 북한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들이 다른 사회주의 농민층 내부에서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을 통해 분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방법

론적 예외주의에서 벗어나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

게 예측 해 볼 수 있다. 가령 개혁·개방을 통해 이미 체제 변화를 겪은 

중국 농민공과 북한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발생 배경 구조를 비교 분석을 

통해, 시장 기능의 도입이후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구조와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특수 요인을 동시에 고

려하여, 북한 체제 변화의 수준과 속도를 분석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틀을 마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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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themes have become the object of concern and been discussed 

by many people for a long time as the problems of social inequality. 

Social inequality has been deemed to be a universal phenomenon in any 

society, and has settled itself in diverse dimension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standard, which means that the institutionalized inequality has 

existed in any society. 

In order to consider the social inequality structure the North-Korean 

society has focused on the factors that cause the internal differentiation 

in peasant class, this research figured out the social inequality structure 

in North Korea by dividing the universal problem which socialistic 

society has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we analyzed the process of social inequality which the peasant 

class experienc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social 

structure. For this research, we analyzed it by using the in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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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tectors from cooperative farms, 

historical situation approach and neo-institutional approach. 

First,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 of the inequality structure of 

socialistic system and the formation factors and property of the 

inequality stru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to examine the changes of 

social structure, then analyzed socio-economic discrimination of peasantry 

accordingly. Through this, we could confirm that the inequality stru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originated from the characteristic which 

socialistic system has and from the formation of artificial hierarchy 

through the makeup of origins so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ay 

promote socialistic reformation strongly. It could be verified that North 

Korean farmers got their makeup of origins divided by the standard of 

the war commitment level and damages, the re-hierarchy occurred, 

political power and all kinds of socio-economic benefits were provided in 

differential grade based there on, which became a basic cause to arouse 

the inequality of North Korean society. 

We surveyed the social inequality structure of the peasant clas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North Korean social structure by classifying 

that before and after a shortage of food in 1990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the occurrence of 

social inequality of the peasant class in the point before the food crisis 

in 1990s, it could be confirmed that a new ruling group appeared from 

the land reform, the construction times of North Korean socialism to the 

point when agricultural cooperation was completed in 1958 and a rapid 

hierarchy move occurred. It was shown that the social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peasant class dropped lowest with the adoption of the 

heavy industry-first growth policy in 1960s, the socio-econom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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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come gap occurred according to total output up to the middle 

phase of 1990s. In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North Korean 

farmers experienced the relative deprivation against the working class 

owing to social inequality by the origin component and the rank, and 

hereby there appeared the decline of work desire of the peasant class 

and the status of the decrease of agricultural produce. 

Next,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the occurrence of 

social inequality of the peasant class in the point after the food crisis in 

1990s, it appeared that Kim Jeong-il's military-first policy hit its stride, 

national distribution system became paralyzed in the times of food crisis 

in 1990s, and the income gap became sharp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in market activities and private economic activities. 

Especially, after the execution of the promotion action of 7.1 economic 

management in 2002, the decentralization for the self- management of 

individual cooperation farms resulted in the income gap between the 

peasant classes and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s of the origin 

components.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inequality structure 

based on previous origins didn't change considerably owing to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plutocracy, and the hierarchy stru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was reproduced. 

Through the discussion above, we could know that the makeup of 

origins and the rank displayed the biggest effect on North Korean social 

structure, and through this, political․social․economic benefits were 

decided,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inequality of North Korean 

society. But the social·economic division of the peasant class according 

to capital accumulation aroused a new hierarchy differentiation, and the 

extension of market area after the weakening of the fun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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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power of the nation resulted in substituting the sector of a 

planned economy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o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of existing system, which is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North Korean farmers have experienced the increase of dissatisfaction 

with the system of socialism and continuous social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and this became the cause of the loss of working power 

and the fall of work desire, and aroused the weakening phenomena of 

political ruling relation. This weakening of political control relationship 

means that the existing central planned economy is swaying, and this is 

the phenomena  through which we can infer that the North Korean 

system already aroused the internal changes. Historically, there existed 

social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the conflict and contradiction of 

political system etc. in any society, and such social phenomena became 

the foundation to bring a new system. Therefore, a systematic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the social structure and social inequality of the 

peasant class of North Korea can be a meaningful work necessary in 

understanding North Korean social structure, and foreseeing the changes 

of the system occurring in future.    

Keywords : social unequal phenomena, change the social structure, 

peasant class in north Korea, internal differentiation, origin 

component, a shortage of food in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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