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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정책 중 하나로 경제개발구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총 22개의 경

제개발구가 공포되었지만, 2013년 경제개발구정책이 공포된 이후 실제

적인 추진은 미비하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개발구에 대한 남

북 경제협력이 시작될 때, 경제협력이 용이한 경제개발구를 알기 위해서 

경제개발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의 관점에서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제개발구의 평가를 위한 연구대상으로 경제개발 초기에 협력이 용이

한 제조산업형 경제개발구(14개)를 선정하였고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

해 특수경제지대, 제조업의 입지이론, 체제전환국의 경제협력 초기과정

을 살펴보았다. 도출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경제개발구별로 특성분석을 

하였고,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계량화된 지수를 산정하여 개발잠재

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발구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특성분석을 한 결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4가지 분류가 가능하였다. 중국의 주요도시와 연접하고 하

천유역에 위치한 압록강·만포·경원경제개발구는 관광중심 개발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역산업을 토대로 제조산업의 입지가 가능하나 압록강의 수

운과 철도 등 교통인프라는 중국과의 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

다. 보유자원이 있는 혜산경제개발구, 위원·청남공업개발구는 가공업이나 

2차, 3차 가공품생산 산업과 채굴산업에 대한 개발잠재력이 높지만 세 

지역 모두 교통인프라가 열악하여 수출에 불리하다. 인접한 무역항이 있

는 청진경제개발구, 와우도·진도·송림수출가공구, 흥남·현동공업개발구의 

경우에는 교통인프라가 우수하고 주력산업과 고등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 혹은 무역항을 이용한 수출가공형 

산업의 개발잠재력이 높다. 평양직할시에 위치한 강남경제개발구와 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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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개발구는 평양을 중심으로 교통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고, 고급노

동력과의 연계가 유리하므로 기술기반 산업의 개발잠재력이 높다.
둘째,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평가기준

에 따른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계량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방법

은 평가지표값을 표준화여 도출된 표준화지수의 합으로 종합지수를 산정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표준화방법은 비정규분포를 보이는 지표값의 

분포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형변환방식을 적용하였다. 계량적 평가결

과는 입지특성을 반영하였을 때와 남한의 경제협력 관점을 포함했을 때

로 나누어 두 합산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입지특성을 반영한 개발잠재

력 지수가 높은 경제개발구는 현동공업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

도수출가공구, 강남경제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였으며 남한과의 연계성

까지 포함하여 개발잠재력 지수가 높은 경제개발구는 현동공업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남경제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이

다. 공통적으로 무역항 혹은 평양과 인접한 경제개발구의 지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의 반영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경

제개발구 중에서 청진경제개발구의 순위가 낮아지고, 남한에 인접한 흥

남경제개발구의 순위가 높아졌으나 순위변화가 크지는 않다. 입지적 경

쟁력이 큰 경제개발구가 남한과의 경제협력 용이성도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성분석의 결과와 계량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면, 남한과

의 경제협력을 고려했을 때 무역항과 인접하거나 혹은 평양에 위치한 경

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관점에서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을 평가한 본 연구는 경제개

발구에 대한 남북 경제협력의 정책적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 국제기구,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경

제협력의 용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정책적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경제개발구, 개발잠재력, 특수경제지대, 입지이론, 평가지표, 평

가방법 

학  번 : 2017-2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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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북한은 경제특구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고, 김정은 정권은 

기존 4대 경제특구에 전국적 범위의 경제개발구를 추가하여 대외개방의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까지 추구하고 있다.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개발구의 설치가 최초 언급되었고, 같은 해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후, 14개 특수경제지대(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가 공포되었다. 이후 순차적으로 경제개발구가 추

가 발표되어, 2018년까지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

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8개 등 총 27개의 특수경제지대가 지정되었다

(통일교육원,2018). 이 중에서, 경제개발구는 지방차원의 특수경제지대

로 대규모 경제특구와 달리 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수출가공, 공업, 농업, 관광 등 구체적인 개

발분야를 지정하여 외자유치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각 도마다 1개소 이

상 지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가 관리운영 및 관련 세칙제정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나용우·장성호,2017). 

경제개발구는 규모의 축소, 외자유치 경로의 다양화, 지역의 산업특성

을 기반한 도별 1개소 이상 지정, 지역의 관리권한 강화에서 알 수 있듯

이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의 유치를 통한 산업육성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경제개발구 정책이 공포된 이후 중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일부 경제개발

구에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

제적으로 추진되거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통일교육원,2018). 

1) 이 논문은 2018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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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의 움직임과 함께 다양한 부문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주요한 경제발전정책 중 하나인 경제

개발구 또한 남북 경제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구에 

대한 남북의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남한의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

로 경제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는 어디인가? 그것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김민관(2018)은 북한 경제특구·개발구의 계량적 입

지분석을 통해 도출한 종합지수로 개발 우선순위를 살펴보았고 최천운·

정태용·김동훈(2018)은 경제특구·개발구의 입지선정지수를 산출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해서 지역별 순위를 도출하였다. 두 연구는 경

제특구·개발구에 대한 정성적 평가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평가기준을 

통한 경제특구·개발구 간의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게 했다는 의의가 있

다. 하지만 개발의 규모와 성격이 상이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분리

하지 않고, 공업, 농업, 관광 등 구체적인 산업분야가 지정된 경제개발구

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구를 

경제특구와 분리하여 산업유형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는 둘다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정책이지만 경제

개발구는 지역중심의 특수경제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가 

더욱 높다. 경제개발구에 대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남한은 생산과 운

영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북한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이 협력할 경제개발구를 선정하려면 경제개발구간에 개발잠재력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가기준과 지표의 도출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의 관점에서 경제협력이 용이한 경제개발구를 

알기 위해서 개발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제개발구의 특징과 지역

체제·교통체계 등 북한의 제도를 기반으로 평가기준과 세부평가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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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개발구별 특성분석과 계량분석을 진행하여 

개발잠재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경제개발구는 종합

형, 수출가공, 공업, 첨단기술, 농업, 관광 등의 개발분야가 지정되어 있

고, 이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제조산업, 농업, 관광산업으로 묶을 

수 있다. 제조산업의 경우에는 산업인프라, 농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농

업생산성, 관광산업의 경우에는 관광자원의 유무 등 핵심이 되는 평가요

소가 상이하다. 개발잠재력의 비교를 위한 동일한 평가기준의 도출이 어

려우므로, 초기에 협력이 유력한 산업을 선정하여 개발잠재력을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제개발구의 추진 초기에는 노동비용의 경쟁력 

등에 의해 수출제조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부문에서의 협력이 유력할 것

으로 보았다(양문수 외2,2015; 김두환,2018). 그리고 자본의 부족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위해 특수경제지대로 지정되었지만, 경제개발구

는 규모 2~3㎢의 경제개발구가 1도 1개소 이상 지정된 것에서 구로공

단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인 수출산업단지를 시작으로 1도 1개소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남한의 경제개발 초기 산업단지정책과 유사

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협력이 유력한 산업을 제조산

업으로 보고 제조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특성분석과 

개발잠재력 평가를 하고자 한다. 

경제개발구는 경제특구와 달리, 규모를 축소하고 지역의 산업적 특성

을 바탕으로 유치산업을 다양화하고, 해안지역과 국경지역에 주로 지정

되었으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협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NGO, 개별기업, 기업단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가능하며 외국기업 단독 또는 북한기

업 및 기관과의 합영 등 다양한 개발방식의 협력도 가능하다(양문수 외

2, 2015). 다양한 주체와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므로 협력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사업리스크 최소화가 더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개발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협력시에 고려되는 정책적 중





- 5 -

이 중에서, 제조산업 중심의 입지가 가능한 종합형 경제개발구, 수출

가공구, 공업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의 4개 유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종합형 경제개발구는 2개 이상의 산업이 복합적으로 개발가능하기 

때문에 포함하였고, 첨단기술개발구는 연구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과

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목표2)로 하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농업개발구

와 관광개발구에도 가공업이 포함되지만 이는 농업과 관광에 따른 지원

산업의 성격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1] 연구범위 : 14개 경제개발구3)(통일교육원,2018)

개발잠재력을 연구하는 14개 경제개발구는 종합형 경제개발구(압록강·
만포·혜산·청진·경원·강남), 수출가공구(진도·송림·와우도), 공업개발구(위
원·청남·현동·흥남), 첨단기술개발구(은정)이다.

2) 로명성(2015)은 “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어 있는 도들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
화할 목표를 설정하고 첨단기술개발과 그 상업화에 초점을 둔 기술개발기지, 제조기
지들을 꾸리는 방향에서 경제개발구의 형태를 규정”함을 언급함. p.41. 북한연구자의 
문헌(「경제연구」,「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함.

3) 통일교육원(2018), 「2018 북한 이해」의 그림을 바탕으로 작성,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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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독립된 행정과 관리, 간소한 절차 등이 필요하다. 
특수경제지대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면, 이원섭(2002)은 무역·물류

형, 제조·가공형, 복합형, 업무형으로 분류하고, 박재룡(2002)은 국제

교역중심형, 생산중심형, 생산교역복합형, 지식창조형으로 분류한다. 이

들 유형별 특징을 종합하면, 무역·물류형(국제교역중심형)은 자유무역

지구(Free Trade Zone)가 속하고 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중심으로 

항만과 공항에 인접한 지역에 입지한다. 제조·가공형(생산중심형)은 경

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와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가 속하고 경공업, 제조업 등의 공업을 중심으로 저렴한 생산비용

과 세제상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입지한다. 이는 전통산업지역과 첨단산

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복합형(생산교역복합형)은 자유항(Freeport)이 

속하고 생산, 물류 및 무역, 서비스업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업무

형은 정보처리구(Information Processing Zone)와 금융서비스구

(Financial Service Zone)가 속하고 정보처리구는 정보처리 및 소프트

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구는 국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루어진다. 제조산업형 경제개발구는 제조·가공형 특수경제지대로 볼 수 

있다. 

2) 특수경제지대의 성공요인

특수경제지대의 성공요인으로 이상준 외3(2004)은 제도적 조건(법제화, 
규제철폐, 우대혜택, 노동규정)과 물리적 조건(인프라, 물류·유통체계, 지

리적 조건), 기타조건(배후지역과의 연계성, 주변국과의 상호경합성, 정

부의 역량 및 신뢰성 등)을 제시했고, 이석기 외2(2013)는 기본조건(재산

권보장, 정치적 안정성)과 핵심조건(노동력,입지, 3통환경, 인프라, 우대

혜택), 부가조건(행정관리, 노무관리, 경영 관련 규제, 업종, 국내외 기업

에 대한 대우, 상사분쟁제도, 생활여건, 규모)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기

본조건과 투자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게 되는 핵심조건을 특수경제지대

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았다. 이상준 외3(2004)의 물리적 조건

과 일부 제도적 조건을 이석기 외2(2013)는 특수경제지대의 성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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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접투자의 입지결정요인

경제개발구가 국제무역, 자본, 기술의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과 경제구

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을 고려하면(이원섭,2002), 경제개발

구는 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이자수익을 바라고 투

자하는 해외간접투자가 아닌 자본, 기술, 경영의 복합이전8)을 하는 해외

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절충이론 중, 독

점적 우위론과 내부화 이론에 추가된 입지우위 요인의 적용(이희

연,2011)과 헤이터와 아쉬에두의 지역단위 입지결정요인(이호영·박원

석,2010)이 평가지표로서 적합하며, 해외직접투자 입지이론에서 입지결

정요인은 자원 보유, 노동비용, 노동력 수급, 노동의 질, 투자국 정부 혹

은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교통 및 통신,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원자재

와 부품공급자, 서비스접근성 등이 있다(이희연,2011;이호영·박원

석,2010). 
고전적 입지이론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에 의한 입지결정요인을 

종합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구분 입지결정요인

고전적 
입지이론

운송비, 노동비용, 노동력, 집적의 경제, 원료, 생산비, 생산시설, 
토지, 자본, 규모의 경제, 정책적인 지원, 기업가의 능력

해외직접투자
(FDI)

노동비용, 노동력 수급, 노동의 질, 자원 보유, 원자재와 부품공급자, 
인센티브, 교통 및 통신,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서비스접근성 

[표 2-2] 입지이론에 따른 입지결정요인

3. 체제전환국의 초기 특수경제지대  

특수경제지대의 성공요인과 입지이론의 입지결정요인으로 경제개발구

의 입지적 경쟁력을 평가할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한의 

8) 이희연(2011). 「경제지리학 3판」제12장 1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이론, p.67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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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도의 중요산업발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류주형,2017). 소규모 개발과 기능의 단순화 및 

전문화로 인해 경제개발구내 기업의 생산·관리·운영을 위한 주변지역과

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지역의 산업적, 지리적, 인문적 특성을 고려한 개

발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

관 중심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NGO, 기업(기업단체, 협동조

합, 개별기업)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협력이 가능하다. 개발방식도 외국 

기업이나 외국정부 주도의 개발, 북한 기업 및 기관과 외국기업의 합영

을 통한 개발, 북한 주도의 개발과 해외투자의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양문수 외2,2015). 

2. 경제개발구의 유형

경제개발구의 유형은 앞서 살펴본 경제개발구의 관리 및 조직체계에서 

보았듯이 관리조직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서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구분된

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종합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되고 전문형은 유

치산업에 따라 수출가공구, 공업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농업개발구, 관

광개발구, 국제녹색시범구로 구분된다. 먼저, 종합형 경제개발구는 여러 

분야의 산업기능을 복합적으로 육성하는 경제개발구이며 전문형 경제개

발구는 하나의 산업기능에 집중하는 경제개발구이다(리일철,2015a; 이종

규,2015). 전문형 경제개발구 중에서 수출가공구는 “경제무역지대와 가

공제조업지대가 결합되어 수출지향형의 공업생산을 중심으로 무역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경제개발구이고, 공업개발구는 “중공업 및 경공업의 제

품 생산공장과 하부구조시설 및 창고 등이 집중 배치되어 수입대체, 수

출지향, 산업구조개선형 공업생산이 진행”되는 경제개발구이며, 첨단기

술개발구는 “과학연구와 생산공정이 일체화되어 선진기술 투자와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는 경제개발구이다(리일철,2015a; 임을출,2015). 농업개발

구는 “높은 가치의 생산성을 가진 현대농축산과 어업분야의 농업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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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연구기지와 식료품가공 및 포장기지를 결합”한 경제개발구이고, 관광

개발구는 “자연생태환경과 여행자들의 수요를 결합한 관광제품생산기지

와 관광시설들을 건설하고 관광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을 유입”하는 경제

개발구이다(리일철,2015a; 임을출,2015). 국제녹색시범구는 “자연 그대로

의 환경을 보존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제개발구이다(이종규,2018).  
  

유형 특징 지역

종합형 경제개발구
2개 이상의 산업이 
결합된 복합적 지대

지방급: 압록강,만포,혜산,청진,경원,강남 
(6개)

수출가공구
수출지향 공업생산과 
무역활동의 결합

중앙급: 진도 (1개)
지방급: 와우도,송림 (2개)

공업개발구
제조업 관련 공장과 
기업을 밀집

지방급: 위원,청남,흥남,현동 (4개)

첨단기술개발구
교육,연구,기술개발,생산·
판매의 일체화

중앙급: 은정 (1개)

농업개발구
농업생산, 연구, 각종 
지원산업의 연계

지방급: 숙천,북청,어랑 (3개)

관광개발구
관광업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을 발전

중앙급: 무봉 (1개)
지방급: 온성섬,청수,신평 (3개)

국제녹색시범구
자연환경 자체로 
관광객을 유치

중앙급: 강령 (1개)

[표 3-2] 경제개발구의 유형 및 형태

자료: 이종규(2015)와 나용우·장성호(2017)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경제개발구의 특징들을 통해, 경제개발구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기업선정, 관리에 대한 도(직할시)의 권

한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북한기업의 합영 및 참여가 법적으로 가능해

졌으며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규모가 축소되고 기능이 단순화되고 전

문화되어, 다양한 개발주체의 개발참여와 개발방식의 적용이 가능해졌

다. 또한, 경제개발구의 운영을 위해 지역산업 및 기업과의 연계가 필수

적이고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산업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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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명칭 지역 지정시기 주요산업 투 자
27)

면적
(㎢)

종합형 
경제

개발구
(6개소)

압록강 
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신의주시 
룡운리(구 의주군)

2013.11 현대농업,관광휴양,무역 2.4 6.6

만포 
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시 
미타리(벌등섬포함), 포상리

2013.11 현대농업,관광휴양,무역 1.2 3.0

혜산 
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시 신장리 2013.11
수출가공,현대농업,관광
휴양,무역

1.0 2.0

청진 
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2013.11
금속가공,기계제작,건
재,전자제품,경공업,수
출가공업

2.0 5.4

경원 
경제개발구

함경북도 경원군 2015.10 관광휴양,변경무역 - -

강남 
경제개발구

평양직할시 강남군 2017.12 - - -

수출
가공구
(3개소)

와우도 
수출가공구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령남리

2013.11
수출가공조립업,보상무
역,주문가공

1.0 1.5

진도수출가
공구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진도동, 화도리

2014.07 경공업,화학공업 - -

송림 
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송림시 서송리 2013.11
수출가공업,창고·화물운
송등물류업

0.8 2.0

공업
개발구
(4개소)

위원 
공업개발구

자강도 위원군 
덕암리,고성리

2013.11
광물자원가공,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농산물가공

1.5 3.0

청남 
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청남구 2014.07
석탄,화학제조,광업공구,
석탄공업

- -

흥남  
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2013.11
보세가공,화학제품,건재,
기계설비제작

1.0 2.0

[표 3-3] 경제개발구의 위치 및 규모

제2절 경제개발구별 특성분석26)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평가기준인 노동력(인구, 고등

교육기관 수), 교통인프라(도로, 항만, 철도, 항공), 산업인프라(전력, 용

수원), 산업연계성(주변도로, 기업소 수, 발달공업, 보유자원), 남한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개발구의 정책적 특징을 통해 고려해야 하는 지역

의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경제개발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성분석을 

하는 14개 경제개발구의 위치와 규모는 아래의 [표 3-3]과 같다.

26) 14개 경제개발구의 개발구별 특성분석은 [표 1-1] 자료의 조사내용과 이종규(2015), 
Andray Abrahamian(2015), 양문수 외2(2015), 이석기 외3(2014), KDB산업은행
(2015), NK투데이(2014)를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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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 
공업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2013.11
보세가공,정보산업,경공업
,관광기념품생산,광물자원

1.0 2.0

첨단기술 
개발구
(1개소)

은정 
첨단기술개

발구
평양직할시 은정구역 2014.07

생명공학,소프트웨어,공업
기술,정보,나노기술,신소재

- 1.9

자료: 양문수·이석기·김석진(2015), Andray Abrahamian(2015), 김민관(2018) 
을 참조하여 작성

1. 종합형 경제개발구

종합형 경제개발구는 “하나의 분야나 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산업을 결합한 경제개발구이다. 농업, 광업, 제조업, 관광업 

등이 2개 이상 결합됐을 때 종합형 경제개발구라고 한다. 개발을 위해서

는 지역의 인프라, 노동력, 주요 산업 및 기업,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종규,2015). 하지만, 압록강 경제개발구나 만포 

경제개발구가 농업이나 관광에 치중해 있고, 청진 경제개발구가 공업에 

치중해 있는 것처럼 전문형 경제개발구와 같은 뚜렷한 산업 구분은 없다

(양문수 외2,2015).  

[그림 3-1] 종합형 경제개발구(6개)의 위치(통일교육원,2018)

27) 투지유치를 목표하는 개발금액의 단위는 억달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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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혜산 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시 신장리 일대 약 2㎢ 면적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출가공, 
관광휴양, 현대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입지여건] 중국 

길림성 장백시와 가깝고 혜산-장백 세관을 이용해 중국으로 수출이 용

이하다. [자연환경] 주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근에 북한 구리 생

산의 80%를 차지하는 혜산청년광산이 있다. [인문환경] 혜산시의 인구는 

약 19만2천명이며 혜산시에는 량강공업대학, 혜산광업대학, 혜산농업대

학, 가림천대학, 김정숙사범대학 등 7개의 대학과 1개의 전문학교가 있

으며 양강도의 고등교육기관 수는 13개소이다. [기반시설] 도로는 김형

직-혜산-삼지연 2급도로(도내, 438km)가 지나며 철도는 혜산만포청년선

(본선, 250km)과 백두산청년선(본선, 142km)이 지나는 혜산청년역이 

10km이내에 위치한다. 혜산공항(3급)이 인근에 있으나 이는 활주로 

1,520m의 임시비행장 수준이다. 물류를 위한 항만과 공항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전력은 삼수발전소(5만kW), 허천강발전소(34만kW) 등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삼수호의 용수가 풍부하여 추가 전력공급도 가능하나 

주변의 구리광산, 경공업으로 자체 전력수요가 높다. 

[그림 3-4] 혜산 경제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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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 혜산시는 “유색금속 채취공업과 목재, 제지, 식료품가공, 기

계공업 등의 경공업이 발달했다. 위연제재공장, 혜산목재가공공장, 혜산 

목재일용품공장, 혜산제지공장, 청봉종합식료공장 등”이 있다(이종

규,2015). [특징] 광물과 목재 등 보유자원을 이용하는 가공업, 경공업의 

입지가 유리하나 물류는 항만의 접근이 어려워서 주로 철도를 활용해야 

한다.  

4) 청진 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월포리 일대 약 5.4㎢ 면적에 자리잡고 있

으며 금속가공, 기계제작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입지여건] 
나선경제무역지대와 인접하고, 평양을 제외하고 영사업무(중국, 러시아)
가 가능하다. [자연환경] 동해안에 면해 있는 해안지역이다. [인문환경] 
청진시 송평구역의 인구는 약 14만6천명이며 청진시는 인구 66만명으로 

북한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다. 청진경공업대학, 청진의학대학 등 9개의 

대학이 있으며 함경북도의 고등교육기관 수는 28개소이다. [기반시설] 
도로는 원산-라선, 청진-회령 1급도로(도내, 383km)가 지나며 철도는 

평라선(본선, 781km)과 강덕선(지선)이 지난다. 무역항인 청진항(동항·서
항)이 10km이내에 위치하고, 승암비행장이 15km이내에 있으나 활주로 

900m의 임시비행장으로, 화물수송이 가능한 어랑비행장(1급)은 55km정

도 떨어져 있다. 전력은 청진화력발전소(15만kW), 허천강수력발전소(34
만kW) 등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용수원은 수성천, 경성천이 있다. [주요

산업] 청진시의 주요산업은 “철강, 금속, 기계, 조선, 수산업, 광공업 등

이다. 북한의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무산광산련합기

업소로부터 철광석을 공급받아 선철, 강철, 압연강재, 강관 등을 생산하

고 있다. 북한의 주요 조선소인 함북조선소련합기업소(청진조선소)에서는 

대형 화물선, 함정, 여객선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건조 및 수리된다. 
그 외 청진공작기계공장,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5월10일종합공장), 청

진수산사업소, 청진전기공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이종

규,2015). 송평구역에는 제철소와 발전소가 있다. [특징] 지역의 제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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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강남 경제개발구

2. 전문형 경제개발구 :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구는 “경제무역지대와 가공제조업지대의 결합체로서 수출지향

형의 공업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무역활동을 겸하여 진행”하는 경제개발

구이다(리일철,2015a). 생산기지와 해외시장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항, 국제공항 등 외부적 접근성, 제도적인 지원, 제조업에 필요한 인

프라 등이 중요한 개발조건이다(이종규,2015).

[그림 3-8] 수출가공구(3개)의 위치(통일교육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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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우도 수출가공구

남포특별시 영남리 일대 1.5㎢면적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출가공, 조립

업, 보상무역, 주문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입지여건] 
해상거리기준으로 중국 요녕성 대련(大連) 및 산동성 위해(威海)와 

330km 정도, 남한의 인천항과 36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중국 및 남

한과의 해상운송에 유리하다. [자연환경] 서해와 대동강이 만나는 서해갑

문에 위치해 있다. [인문환경] 남포특별시의 인구는 약 36만6천명이며 

남포공업대학, 남포수산대학, 남포농업대학 등 9개의 대학과 3개의 전문

학교가 있으며 총 12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기반시설] 도로는 서해

갑문-와우도-남포 1급도로(도내, 49km)가 지나며 청년영웅고속도로와 

15km정도 떨어져 있다. 철도는 서해갑문선(지선)의 서해갑문역과 평남

선(본선, 90km)의 덕동역과 10km정도 떨어져 있다. 남포항은 15km이

내에 위치하고, 온천비행장(1급)은 30km이내에 위치한다. 남포항은 북한

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며 북한 무역화물의 약 60%를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KDB산업은행,2015). 전력은 평양화력발전소(50만kW), 동평양

화력발전소(5만kW), 12월화력발전소(5만kW) 등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철강, 기계, 조선업 등 지역 내 전력수요가 높다. 용수원은 대동

강이 있다. [주요산업] 남포시는 “철강, 기계, 금속, 전기, 유리산업 등이 

발달했으며 령남배수리공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4월13일제철소, 남

포용접봉공장, 남포의료기구공장,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남포유리병공

장, 대안친선유리공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존재한다. 영남리에는 

남포수산사업소, 영남수산사업소, 영남제염소, 영남협동농장 등 수산업과 

관계가 있는 시설이 많다”(이종규,2015). [특징] 서해갑문 수역에서는 금

융, 관광, 부동산, 식품가공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여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종규,2015).

2) 진도 수출가공구

남포특별시 진도동 화도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공업, 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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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와우도 수출가공구와 근접해 있어서 자연

환경, 인문환경이 같다. [기반시설] 도로는 서해갑문-와우도-남포 1급도

로(도내, 49km)가 지나며 청년영웅고속도로와 10km정도 떨어져 있다. 
철도는 평남선(본선, 90km)의 덕동역과 5km정도 떨어져 있다. 남포항은 

10km이내에 위치하고, 온천비행장(1급)은 25km이내에 위치한다. 전력공

급원은 와우도 수출가공구와 같다. [주요산업] “조선, 철강, 금속, 유리, 
사기공업 등의 산업이 입지해 있다. 북한의 최대 조선소인 남포조선소가 

있어서 여객선, 견인선, 바지선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 및 장비를 제작

한다”(이종규,2015). [특징] 발달된 교통인프라가 강점이고 지역의 주요

산업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림 3-9] 와우도 · 진도 수출가공구

3) 송림 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송림시 서송리 일대 2.0㎢면적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출가공

업과 창고⋅화물운송 등의 물류업을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입지여

건] 북측으로 평양과 남측으로 남포와 인접해 있고, 대동강변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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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형 경제개발구 : 공업개발구

공업개발구는 “중공업과 경공업분야의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시설이 집중되어 수입대체, 수출지향, 산업구조개선형의 공업생산이 다

같이 진행되는 경제개발구이며 이를 통해 국내에 없거나 부족한 생산설

비들을 마련하고 국내외시장의 균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리일

철,2015a). 지역의 주요산업, 노동력 확보, 인프라 등이 중요한 개발조건

이다(이종규,2015). 

[그림 3-11] 공업개발구(4개)의 위치(통일교육원,2018)

1) 위원 공업개발구

자강도 위원군 덕암리, 고성리 일대 3.0㎢면적에 자리잡고 있으며 광

물자원, 목재가공, 농토산물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입
지여건] 중국과의 국경지대로 수출입 물자 수송이 유리하나 인접한 중국

내 큰 배후도시가 없다. [자연환경] 납, 아연, 철, 흑연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덕암리와 고성리의 경우 목재산지이나 목재의 질이 다른 동남

아 국가에 비해 좋지 않아 수출경쟁력은 떨어진다. [인문환경] 위원군의 

인구는 약 6만명이며 위원군에는 대학이 없으며 자강도에는 9개의 고등

교육기관이 있다. [기반시설] 도로는 우시-위원 2급도로(도내, 674k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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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형 경제개발구 : 첨단기술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는 “과학연구와 생산공정이 밀접해지고 선진기술의 투

자와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는 경제개발구이며 이를 통해 나라의 과학기

술발전과 선진기술의 도입, 기술무역의 발전, 지식경제시대의 인재양성

을 촉진”시킬 수 있다(리일철,2015a). 이들 지역은 연구, 기술개발, 생산 

및 판매의 연계 가능성과 과학기술에 관련된 전문노동력의 확보가 중요

한 개발조건이다(이종규,2015).

[그림 3-16] 첨단기술개발구(1개)의 위치(통일교육원,2018)

1)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평양직할시 은정구역 일대 1.9㎢면적에 자리잡고 있으며 첨단기술 확

보를 목적으로 한다. [인문환경] 은정구역의 인구는 약 4만7천명이며 평

양리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국가과학원 및 산하 연

구기관들이 인접해 있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고급노동력의 확보가 유리

하다. 평양직할시의 고등교육기관 수는 47개소이다. [기반시설] 도로는 

평양-강계 1급도로(도내, 106km)가 지나며 평라선(본선, 781km)이 지난

다. 평양-희천고속도로가 20km정도 떨어져 있고 무역항인 송림항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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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시32)와 연접하고 하천유역에 위치한 압록강, 만포, 경원 경제개발구

는 주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이나 변경무역 중심의 개발이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산업은 관광이나 농업의 지원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간지역에 입지한 혜산경제개발구와 위원공업개발구

는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해안에 인접한 청남공업개발

구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자원을 활용한 가공업 혹

은 2차, 3차 가공업과 채굴산업에 대한 개발잠재력이 높다. 하지만 세 

지역 모두 산간지역이나 인접항이 없는 해안지역에 입지하여 열악한 교

통인프라로 인해 생산품의 수출에 제약이 따른다. 
남포, 청진, 흥남, 원산, 송림 경제개발구 등과 같이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구의 경우 대부분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인프라 여건도 

우수하고, 과거부터 공업이 발달하였고, 관련교육기관과 주력산업(남포·
청진·송림·원산-철강·조선·기계, 흥남-화학공업)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지

역산업과 연계한 제조산업의 입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을 이용

한 수출이 용이한 것도 큰 장점이다. 강남 경제개발구와 은정첨단기술개

발구의 경우, 평양을 중심으로 교통인프라가 양호하고 고급노동력과 연

계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술관련 산업분야의 협력이 

용이할 것이다.  

32) 압록강 경제개발구는 중국 단둥시와 연접하고, 만포 경제개발구는 중국 집안시와 연
접하고, 경원 경제개발구는 중국 훈춘시와 연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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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 평가

제1절 평가지표의 선정

1.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남한의 관점에서 경제협력이 용이한 경제개발구를 알기 위해서 정량적

인 평가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개별 경제개발구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입지적 경쟁력을 분석하고, 남한의 관점에서 

고려할 요인을 포함한 평가로 개발잠재력을 분석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노동력, 교통인프라, 생산인프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남한과의 연계성을 적용하였다. 이는 제조산업 중심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노동력이 고려되어야 하고 물류를 위한 교통인프라

와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개발구가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만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또한 평가

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관점에서 개발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의 경우와 홍콩이 중국 선전경제특구를 

제안한 것과 서독이 츠비카우, 켐니츠지역에 먼저 경제지원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적 인접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은 북한의 제도적 특

징과 구득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노동력의 경우,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주는 인구수와 노동력의 질에 영향을 주는 고등교육기관

(대학·전문학교)의 수를 적용하였다. 원자재와 생산품의 유출입과 관련된 

교통인프라는 주요 교통수단인 도로, 항만, 철도, 항공을 평가지표로 삼

았으며 이들 교통수단의 용량과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생산과 관련된 기

반시설은 전력을 지표로 삼았으며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은 지역산업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알 수 있는 도로연장길이와 기업소(공장)의 수를 적용

하였다. 남한과의 연계성은 제조산업단지 중심의 개발과 투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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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구간

길이(km)
역수

시점 종점 기술역(개) 기타역(개)

평의선 본선 평양 신의주 224.8 4 29

평남선 본선 평양 평남온천 89.6 18 -

평부선 본선 평양 개성 186.5 24 15

황해청년선 본선 사리원청년 해주항 100.3 1 16

청년이천선 본선 평산 세포청년 140.9 - 19

평덕선 본선 대동강 구장청년 192.3 - 35

[표 4-3]  북한의 주요 철도 현황 (본선기준)

도역까지의 거리로 측정하였다. 항공의 경우, 북한은 활주로 길이 

2500m이상이고 모든 형태의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공항)
을 1급40)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화물운송을 고려하여 인접한 비행장 중

에서 1급기준 이상의 비행장과의 거리로 지표값을 측정하였다. 

구분 항구명 하역능력(만톤) 접안능력(만톤) 수심(m) 부두연장(m)

동해

나진 600 1.5 11 2,515

선봉 200 0.5 12 1,253

청
진

동항 87 2
7 2,138

서항 1,069 2

흥남 260 1 11 1,634

원산 170 1 7 3,166

서해

남포

750

5 9~11 4,000

송관 1

대흥 수천톤

해주 240 0.7 10 1,348

송림 100 1.5 11 900

[표 4-2]  북한의 주요 무역항 현황

출처: KDB산업은행(2015),「북한의 산업 2015」, p.115 

선, 만포선, 평라선, 함북선, 백두산청년선, 강원선, 혜산만포청년선)과 수십개의 지선
철도로 형성되어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별 철도 DB(2016년 기준) 참조.

40) 북한의 비행장(공항)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활주로 길이 2500m 이상
으로 주야간과 일기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
이며, 2급은 활주로 길이 1800~2400m로 항행 무선 및 기술기재 등을 구비한 비행장
이다. 3급은 활주로 길이 1000~1800m의 임시비행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시도
별 비행장 DB(2016년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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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역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남포특별시의 진도수출가공구, 평양직할

시 강남군의 강남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청진시의 청진경제개발구가 높음

을 알 수 있다. 합계지수가 가장 높은 현동공업개발구의 경우, 인구수, 
교통인프라, 산업연계가 가능한 기업소의 수 등 평가지표별로 고르게 경

쟁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평양-원산고속도로)와 

철도(갈마역), 공항(원산공항)과 인접해 있어서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하

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강남경제개발구의 경우, 평양직할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의 수, 발전설비용량, 교통인프라에서 경쟁력

을 가진다. 진도수출가공구의 경우, 인구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다음으로 항만,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하다. 항만인프라의 경

우 남포항과 인접하여 항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나 청진항의 하역능력이 

월등하여 지수값은 작게 산출되었다. 청진경제개발구의 경우, 나선특별

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하역능력이 큰 청진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만

의 가용성이 높고 철도인프라와 기업소 수에 의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지수가 높은 5개 경제개발구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현동공업

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강남경제개발구는 모두 남

한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제개발구이며 청진경제개발구의 경우만 남한

이 아닌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은정첨단기술개발

구와 강남경제개발구는 평양직할시에 속한 내륙지역에 위치하며 나머지 

3개 경제개발구는 모두 무역항과 인접한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다.  
반대로, 합계지수가 낮은 함경북도 경원군의 경원경제개발구, 자강도 

위원군의 위원공업개발구, 양강도 혜산시의 혜산경제개발구, 자강도 만

포시의 만포경제개발구는 공통적으로 중국과의 접경지대인 내륙에 위치

하여 불리한 항만 접근성, 산간지대로 평양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고속도

로와의 낮은 접근성, 그리고 적은 고등교육기관의 수에 의해 낮은 합계

지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청남공업개발구의 경우, 배후인구와 도내 

도로연장길이, 기업소의 수에서 불리하고 해안지역에 위치하지만 무역항

인 남포항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만 접근성 등에서 불리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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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지표 측정

1) 압록강 경제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2급도로] 2.3㎞ [평양-희천고속도로] 2.3+180=182.3㎞ [남포항] 2.3+296=298.3㎞ [신의주역] 2.3+25.6=27.9㎞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의주비행장] 2.3+10.5+1.94=14.7㎞ [개성-문산] 2.3+439=441.3㎞ [남포-인천] 298.3(남포항까지 육로)+366.12=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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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포 경제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2급도로] 0.8㎞ [평양-희천고속도로] 0.8+228=228.8㎞ [흥남항] 0.8+333=333.8㎞ [만포청년역] 0.8+18.4=19.2㎞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만포비행장] 0.8+29.1=29.9㎞ [개성-문산] 0.8+546=546.8㎞ [흥남-속초] 333.8(흥남항까지 육로)+202.66=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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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혜산 경제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2급도로] 1.8㎞ [평양-희천고속도로] 1.8+379=380.8㎞ [청진항] 1.8+232=233.8㎞ [혜산청년역] 1.8+9.0=10.8㎞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삼지연비행장] 1.8+82.3=84.1㎞ [원산-고성] 1.8+507=508.8㎞ [청진-속초] 233.8(청진항까지 육로)+417.08=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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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진 경제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1급도로] 1.5㎞ [평양-원산고속도로] 1.5+540=541.5㎞ [청진항] 1.5+6.7=8.2㎞ [남강덕역] 1.5+2.7+0.233=4.4㎞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어랑비행장] 1.5+51.9+0.355=53.8㎞ [원산-고성] 1.5+665=666.5㎞ [청진-속초] 8.2(청진항까지 육로)+417.0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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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원 경제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2급도로] 0.7㎞ [평양-원산고속도로] 715.0㎞ [선봉항] 82.9㎞ [하면역] 2.2㎞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어랑비행장] 226+0.355=226.4㎞ [원산-고성] 839㎞ [선봉-속초] 82.9(선봉항까지 육로)+486.37=569.3㎞



- 75 -

6) 강남 경제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2급도로] 0.134+1.4=1.5㎞ [평양-개성고속도로] 0.134+7.9=8.0㎞ [송림항] 0.134+29.3=29.4㎞ [대동강역] 0.134+19.5=19.6㎞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평양순안국제비행장] 0.134+46.7=46.8㎞ [개성-문산] 0.134+171=171.1㎞ [송림-인천] 29.4(송림항까지 육로)+396.4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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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와우도 수출가공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1급도로] 0.275+1.1=1.4㎞ [청년영웅도로] 1.4+14.8=16.2㎞ [남포항] 0.275+14.9=15.2㎞ [덕동역] 0.275+9.9=10.2㎞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온천비행장] 0.275+30.4=30.7㎞ [개성-문산] 0.275+211=211.3㎞ [남포-인천] 15.2(남포항까지 육로)+366.12=381.3㎞



- 77 -

8) 진도수출가공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1급도로] 0.714+1.1=1.8㎞ [청년영웅도로] 0.714+8.6=9.3㎞ [남포항] 0.714+7.6=8.3㎞ [덕동역] 0.446+3.6=4.0㎞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온천비행장] 0.446+26.1=26.5㎞ [개성-문산] 0.446+230=230.4㎞ [남포-인천] 8.3(남포항까지 육로)+366.1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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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림 수출가공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1급도로] 7.2㎞ [평양-개성고속도로] 11.0㎞ [송림항] 10.5㎞ [황주역] 21.7㎞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황주비행장] 26.2㎞ [개성-문산] 158㎞ [송림-인천] 10.5(송림항까지 육로)+396.49=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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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원 공업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2급도로] 0.084+0.170=0.3㎞ [평양-희천고속도로] 0.084+198=198.1㎞ [흥남항] 0.084+307=307.1㎞ [만포청년역] 0.084+55.2=55.3㎞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만포비행장] 0.084+65.9=66.0㎞ [개성-문산] 0.084+515=515.1㎞ [흥남-속초] 307.1(흥남항까지 육로)+202.66=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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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남 공업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3급도로] 0.399+4.0=4.4㎞ [평양-희천고속도로] 0.399+18.2=18.6㎞ [남포항] 0.399+104=104.4㎞ [문덕역] 0.399+15.7=16.1㎞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순천비행장] 0.399+58.6=59.0㎞ [개성-문산] 0.399+256=256.4㎞ [남포-인천] 104.4(남포항까지 육로)+366.12=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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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흥남  공업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1급도로] 2.1+4.9=7.0㎞ [평양-원산고속도로] 2.1+111=113.1㎞ [흥남항] 2.1+7.3=9.4㎞ [흥남역] 2.1+8.7=10.8㎞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선덕비행장] 2.1+16.7=18.8㎞ [원산-고성] 2.1+236=238.1㎞ [흥남-속초] 9.4(흥남항까지 육로)+202.6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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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동 공업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고속도로] 0.251+1.4=1.7㎞ [평양-원산고속도로] 0.251+1.4=1.7㎞ [원산항] 0.251+7.4=7.7㎞ [갈마역] 0.251+3.1=3.4㎞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원산비행장] 0.251+6.8=7.1㎞ [원산-고성] 0.251+119=119.3㎞ [원산-속초] 7.7(원산항까지 육로)+168.29=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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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인접도로(3급이상)와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거리 항만(무역항)과의 거리 철도역(본선)과의 거리

[1급도로] 0.265+0.16=0.4㎞ [평양-희천고속도로] 0.265+21.1=21.4㎞ [송림항] 0.265+69.6=69.9㎞ [배산점역] 0.265+1.6=1.9㎞

공항(1급기준)과의 거리 국경거리(육로) 국경거리(해상)

[평양순안국제비행장] 0.265+24.9=25.2㎞ [개성-문산] 0.265+209=209.3㎞ [송림-인천] 69.9(송림항까지 육로)+396.49=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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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도 시·군·구역 도 시·군·구역 도 시·군·구역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강반석유자녀대학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평양예술대학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평양학원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국제관계대학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평양외과대학 평안남도 덕천시 덕천공업대학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금성정치대학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평양외국어대학 평안남도 숙천군 숙천농업대학
평양직할시 낙랑구역 김보현대학 평양직할시 선교구역 평양운수대학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공업대학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교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평양음악대학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규산염공업대학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김일성정치대학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평양음악무용대학 평안남도 은산군 신창공업대학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직할시 중구역 평양의학대학 평안남도 안주시 안주공업대학
평양직할시 중구역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직할시 평천구역 평양인쇄공업대학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공업대학
평양직할시 선교구역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직할시 선교구역 평양자동화단과대학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교원대학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평양철도대학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농업대학
평양직할시 서성구역 서성공업대학 평양직할시 선교구역 평양체신대학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사범대학
평양직할시 승호구역 승호공업대학 평양직할시 선교구역 평양체육대학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석탄공업대학
평양직할시 용성구역 용성식료공업대학 평양직할시 보통강구역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수의축산대학
평양직할시 은정구역 이과대학 평양직할시 용성구역 평양화성공업대학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의학대학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인민경제대학 평양직할시 선교구역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이과대학
평양직할시 평천구역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만경대혁명학원 평안남도 덕천시 형봉공업대학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조선체육대학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평양교예학원 평안남도 순천시 이수복순천화학전문학교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평양건설건재대학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평양신학원 평안북도 곽산군 곽산농업대학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평양공산대학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강선공업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광제대학
평양직할시 선교구역 평양공업대학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강선금속단과대학 평안북도 구성시 구성공업대학
평양직할시 보통강구역 평양교원대학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기양공업대학 평안북도 구성시 구성기계단과대학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평양교통대학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남포공업대학 평안북도 구장군 구장석탄단과대학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평양기계대학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남포교원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낙원공업대학
평양직할시 용성구역 평양농업대학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남포농업대학 평안북도 용천군 북중공업대학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평양미술대학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남포사범대학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교원대학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평양사범대학 남포특별시 와우도구역 남포수산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경공업대학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평양여자사범대학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청산농업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공산대학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평양연극영화대학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남포혁명학원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공업대학
평양직할시 동대원구역 평양영화전문대학 남포특별시 용강군 용강경제전문학교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교원대학

2. 지역별 고등교육기관(대학·전문학교)47)

47) 북한정보포털 GIS에서 ‘대학’과 ‘전문학교’로 검색한 결과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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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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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명

도 시·군·구역 도 시·군·구역 도 시·군·구역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농업대학 함경남도 흥남시 흥남공업대학 황해남도 과일군 과일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사범대학 함경남도 고원군 군내농업전문학교 황해남도 해주시 김제원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제2사범대학 함경남도 덕성군 덕성농업전문학교 황해남도 해주시 김종태대학
평안북도 구장군 용등공업대학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농업기술전문학교 황해남도 신원군 신원공업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차광수대학 함경남도 요덕군 요덕고등농업전문학교 황해남도 용연군 용연농업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 함경북도 경성군 경성도자기단과대학 황해남도 장연군 장연공업대학
평안북도 피현군 피현국토관리대학 함경북도 새별군 고건원공업대학 황해남도 해주시 조옥희해주교원대학
평안북도 동림군 새날혁명학원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임업단과대학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공업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경공업전문학교 함경북도 회령시 김정숙교원대학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농업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영예군인학교 함경북도 김책시 김책금속단과대학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의학대학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의주의학전문학교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공업대학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제2사범대학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농업전문학교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공업대학 황해남도 강령군 2월광산광업전문학교
평안북도 신의주시 평북신의주압록강외국어학원 함경북도 김책시 성진공업대학 황해남도 배천군 배천광업전문학교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공업대학 함경북도 김책시 성진내화물공업대학 황해남도 벽성군 벽성농업전문학교
함경남도 함흥시 고려약학대학 함경북도 청진시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 황해남도 봉천군 봉천농업전문학교
함경남도 함흥시 금야대학 함경북도 은덕군 은덕공업대학 황해남도 은률군 은률광업전문학교
함경남도 흥남시 김정숙해군대학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공산대학 황해남도 재령군 재령간석지전문학교
함경남도 신포시 김형권사범대학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광산금속대학 황해남도 태탄군 태탄농업전문학교
함경남도 단천시 단천공업대학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교원대학 황해남도 해주시 해주유자녀혁명학원
함경남도 단천시 단천광업단과대학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농업대학 황해북도 사리원시 강건대학
함경남도 단천시 대흥공업대학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의학대학 황해북도 개성시 개성공산대학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사범대학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제2사범대학 황해북도 개성시 개성예술대학
함경남도 흥남시 사포공업대학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공업대학 황해북도 사리원시 계응상대학
함경남도 신포시 신포수산대학 함경북도 명천군 명천석탄기술전문학교 황해북도 황주군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분교
함경남도 단천시 용양공업대학 함경북도 부령군 부령건재공업전문학교 황해북도 개성시 고려성균관
함경남도 함흥시 최희숙함흥제1교원대학 함경북도 새별군 새별농업전문학교 황해북도 봉산군 마동공업대학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수리대학 함경북도 어랑군 어랑군농기계전문학교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고려약학대학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수리동력대학 함경북도 연사군 연사농림전문학교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공업대학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의과대학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광업전문학교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교원대학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의학대학 함경북도 은덕군 은덕석탄전문학교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제2사범대학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제2교원대학 함경북도 화대군 화대농업전문학교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지질대학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컴퓨터기술대학 함경북도 화성군 화성화학전문학교 황해북도 개성시 송도사범대학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화학공업대학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경공업전문학교 황해북도 송림시 송림공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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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지역
학교명

도 시·군·구역 도 시·군·구역 도 시·군·구역
황해북도 사리원시 이계순사리원제1사범대학 강원도 문천시 문평공업대학
황해북도 연산군 홀동공업대학 강원도 원산시 원산공산대학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농업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원산기술대학
황해북도 곡산군 곡산농업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원산농업대학
황해북도 금천군 금천농업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원산사범대학
황해북도 신평군 만년고등광업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원산수산대학
황해북도 신계군 신계농업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원산의학대학
황해북도 개성시 장풍농업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이수덕원산교원대학
황해북도 개성시 판문농업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정준택원산경제대학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농업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제1사범대학
자강도 강계시 강계교원대학 강원도 원산시 조군실원산공업대학
자강도 강계시 강계농림대학 강원도 문천시 고등금속전문학교
자강도 강계시 강계의학대학 강원도 고산군 고산농업전문학교
자강도 강계시 강계제1사범대학 강원도 고산군 기계공업전문학교
자강도 강계시 강계제2사범대학 강원도 평강군(1) 불상학교
자강도 강계시 강계체육대학 강원도 평강군(2) 불상학교
자강도 희천시 희천공업대학 강원도 평강군(3) 불상학교
자강도 희천시 희천체신대학 강원도 이천군 불상학교
자강도 자성군 자성학생소년궁전 강원도 천내군(1) 불상학교
양강도 혜산시 가림천대학 강원도 천내군(2) 불상학교
양강도 갑산군 갑산공업대학 강원도 세포군 세포고등농업전문학교
양강도 혜산시 김정숙사범대학 강원도 평강군 염주고등농기계전문학교
양강도 운흥군 운흥공업대학 강원도 천내군 용담불상학교
양강도 혜산시 혜산광업대학 강원도 원산시 원산갈마철도전문학교
양강도 혜산시 혜산교원대학 강원도 원산시 조근실전자자동화전문학교
양강도 혜산시 혜산농림대학 강원도 통천군 통천고등농업전문학교
양강도 혜산시 혜산시인민보안성정치학교 강원도 회양군 회양농업전문학교
양강도 혜산시 혜산예술대학 강원도 회양군 회양수의축산전문학교
양강도 대홍단군 대홍단농림전문학교
양강도 삼지연군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양강도 풍서군 풍서농림전문학교
양강도 혜산시 혜산의학전문학교
강원도 원산시 금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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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development potential 

through characteristic analysis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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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conomic Zone(SEZ) in the province is one of the foreign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North Korea 
has promulgated 27 Special Economic Zones(5 SEZs as central 
level and 22 SEZs as provincial level)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expansion of external opening policy. SEZs of 
the provin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North Korea’s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SEZs policy in 2013, the substantive implement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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