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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주)의 명태산업을 중심으

로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권력 진화를 이해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변주 명태산업의 70년(1949년

-2020년) 역사적 변천을 분석한 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권력 분석 방법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행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권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논문의 제1장에서는 중국 연변주

명태산업의 특징을 개괄하고,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 행위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2장에

서는 기존 GPN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명태 연구에 적합한 통

합적인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독립적 개체이자, 일관적 통일성을 가진 행위자로 바라보

는 관점을 거부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소비자’, ‘글로

벌 투자자’ 등 국가 안과 밖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

들 간의 상호작용과 권력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파악했다. 제3

장에서는 국가 스케일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연변주 명태산업의

역사적 변천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통합적인 GPN 권력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행

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권력과 생

산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연변주 명태산업이 처한 애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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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연변주는 바다와 접해있지 않은 자연지리적 특성 때문

에 명태 가공품의 생산과 유통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지만, 초국

경적 사회적 관계망과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

고 조정하여 194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연변주

명태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인접한 여러 국가들의 중앙

및 지방정부, 소비자, 민간 무역상들의 이익 추동과 권력 관계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했다.

둘째,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는 초기에는 민간 무역으로 시

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민간 중심의 소규모 무역 활동은

중앙정부의 제도화된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명태 무

역은 보다 체계화되었다.

셋째, 냉동 명태 공급사슬의 형성 초기에는 연변주 명태기업체

들의 협상력이 높았지만, 공급사슬이 점차 체계화되면서 협상력이

낮아졌다.

넷째,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연변주 내부 행

위자들 간의 이익 경쟁이 심화되었고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적 관

계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가가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를 추동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과 밖에서 활동하

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과 다양한 장소에 기반한 지역적 이익

등이 연결되고 충돌하면서 형성되는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글

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 연구는 다중 스케일적 관점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분

석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명태라

는 한 수산 가공품의 글로벌한 생산 네트워크의 변천 과정을 살펴

봄을 통해,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관통하는 초국경적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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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사적 연결과 흐름의 과정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동북

아시아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명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권력 진화, 연변조선족자치주

학 번 : 2019-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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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매년 10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주) 화룡시 일대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도로 옆 마을을 따라 줄지어 있는 소나무 선반에는

물고기들이 잔뜩 걸려 있어 한눈에 전부 들어오지 않을 정도다.

         (출처: 필자 촬영)

[그림 1-1] 연변주 대지의 독특한 풍경 - 화룡시 명태덕장 

마을 사람의 소개에 따르면 이 물고기들은 명태라 불리고, 산지로 뒤

덮인 연변주의 특산품이 아니라 머나먼 베링해와 오호츠크해에서 왔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지의 바다에서 잡힌 명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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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까지 와서 선반에 걸려 있는 것일까? 명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까

지 와서 재가공되고 있는가?

먼저 명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어종

이다(缪圣赐, 2017). 또한, 한반도-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본-홋카이

도 부근해역 등 북서 태평양과 인접한 해역에서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이

며 겨울이 되면 연안으로 이동하여 산란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이는 수

백 년 동안 한인들의 관혼상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귀한 식품이다(김

종천, 2019).

연변주는 한반도에서 이민을 온 조선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구역으로

명태와 관련된 제사 문화와 음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명태 소비시장이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연변주에는 명태 소비시장은 존

재하나 바다와 인접하는 출해구가 없어, 명태 공급은 바다를 접한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변주에서 명태

산업은 쉽게 자리잡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 하지만,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분업으로 형성된 복잡한 국제환경과 시장의 영향 속에서 연변주는

현재 글로벌 명태 가공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현재 연변주에서 가공된 명태의 절반 이상은 한국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장영수·송정헌(2006)은 국제 명태 교역구조에 대해 규명하면서 한

국은 국제 명태 시장에서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하

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명태 연구는 냉동명태의 수입지역에 관한 역사적,

경제적, 수산학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명태 가공품의 수입지역인 연변

주에 관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연변주를

연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입산 가공원료인 냉동명태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입산 명태 가공품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명태의 가공품

은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생산되어, 통계자료 획득이 쉽지

않아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수산, 역사와 경제적인 사

실에 관한 연구 외에도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의숙(1998)은 강원도 민속 문화의 일종으로 명태와 명태덕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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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시도했다. 중국에서 祁进玉와 郭跃(2020)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조선족 문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등 명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분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이론으로 수

산업에 접근한 사례연구는 매우 적다.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한국의 명태

산업에 접근하면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한 연구로 김지웅의 연구가 유일

하다. 그는 기존의 경제적인 사실에 관한 연구들과 데이터를 종합하여

국가를 주된 행위자로 바라보면서 한국의 명태산업 쇠퇴 현상과 명태산

업 가치사슬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Tracy Van Holt(2016)는

GPN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청색 꽃게산업과 칠레 남부의 소규모 혼합

어업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산업 기회와 장벽을 분석했다.

Whynacht, C. R.(2015)은 GPN 착근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의식을 가지

면서 팜 오일(Palm Oil)과 연어 양식을 사례로 네트워크의 착근성 문제

를 논하고 거버넌스의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向清华(2011)는 글로벌, 국

가, 지방 스케일에서 중국 원양어업의 생산 네트워크 구성과 거버넌스를

연구했다. 현재, 한국의 수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관점

에서 수산업, 명태산업에 접근하는 연구는 없다.

위 연구들을 요약하면, 기존의 경제 세계화와 국제분업에 관한 명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기존의 명태 연구는 한국에서 원양어업이 발전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연구범위로 하면서 하나의 특정 시간대를 분석하는 것에 집

중하였고, 수입산 명태 제품 중 냉동명태라는 특정 상품을 중심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명태 기업들은 90년대부터 생산 요소와 노동시장의 세계화 자극으로

끊임없이 생산배치를 조정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

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기존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글로

벌 경제활동의 구조를 연구해 왔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산 시스템

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학자는 거의 없다. 반면, 대다수 글로벌 생산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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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연구는 특정 산업과 상품의 하나의 시간대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했

다(Oro & Pritchard, 2011).

둘째, 명태산업 가치사슬 연구에 있어 가치사슬의 핵심인 권력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상품의 가치사슬과 생산 네

트워크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복잡한 권력관계는 가치사슬과 생산 네트워

크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의 네트워크는 국가의 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

고, 해당 상품의 생산, 유통 과정에 관련되는 여러 다양한 국가 및 비국

가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의 명태 연구들은 단일한 국가 스케일에서 명태산업에 접근하여 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취급하면서 가치사슬을 분석하였는데, 이런 분석 방법

론은 가치사슬 내부 ‘기업행위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동자’ 등 미

시적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행위를 무시하고 그들 권력 관

계를 밝혀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변주는 현재 명태 가공업은 존재하지만 출

해구가 없어 명태산업의 생산과 유통 과정은 주변 지역과 국가들을 통하

여 완성된다. 때문에, 연변주 명태산업 연구는 현지의 가공업체와 주변국

에 모두 분포된 ‘전방산업: 생산’과 ‘후방산업: 유통’을 통합적으로 바라보

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냉동명태뿐만 아니라 명태 가공품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가치사슬의 중요한 가공단계에 특화되

어 있는 연변주의 명태산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연변주 명태 가공업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

기 위하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의

이론틀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국가 스케일에 국한된 논의에서 벗

어나 ‘기업행위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동자’ 등 다양한 공간적 스

케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변주 명태 가공업의 글로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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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정부를 곧 국가

로 인식하면서 국가를 네트워크 속의 단일한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

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필자는 본 연구에서 국가와 정부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Jessop(1990)에 따르면, 국가는 정부라는 제도화된 행

정적 조직뿐 아니라, 정부를 뛰어넘는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 행위자

들의 복잡한 전략관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GPN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국가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단일한 독립 행위자로 바라보지 않고, 국가의 안과 밖

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

천 과정을 분석한다.

현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연구에서 권력 분석을 함에 있어 행위자들

사이의 협상력만을 권력 관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부적인 권력 작

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필자는 Dallas(2017; 2019)의 권력 유형론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속의 권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화하

여 바라보면서 연변주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정과 실천에 주목하고

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네트워크 방법론

을 사용하면서 연변주 명태가공업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야기되었는지, 그리고 연변주

명태산업이 발전 속에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변주 명태가공업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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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변주 명태가공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행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연변주 명태산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연구이

며, 연변주 명태산업의 실제상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연변주 명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1) 명태산업 소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어종인 명태는 한

반도-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본-홋카이도 부근해역 등 북서 태평양

과 인접한 해역에서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이며 겨울이 되면 연안으로 이

동하여 산란하는 회유성 어종이다(缪圣赐, 2017; 缪圣赐, 1987). 그림1-2

에서처럼 검은 줄로 표시된 지역들이 명태가 서식하는 장소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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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명태 어장 분포 지도

 

또한, 명태는 수백 년 동안 한인들의 관혼상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귀한 식품이다(김종천, 2019). 특히 조선 시대에 명태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종이었다. 명태는 강원도부터 함경북도에 이르는 연해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명천[明川]의 지명으로도 볼 수 있듯 함경도에서 주

로 어획되고 소비되었으며, 조선 시대 후기에는 전국적인 수요가 생겨났

다(朴九秉, 1978). 식품 보관 기술이 발달하기 전, 명태는 내륙지역까지

무사히 유통될 수 있었던 많지 않은 수산물 중 하나였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명태는 전국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생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명이 Theragra Chalcogramma(Alaska Pollock/Walleye Pollock)인

명태는 한인들의 식탁에 오른 시간이 길다 보니 다양한 명칭들로 지칭되

었다. 명태의 어원으로 보면 徐有榘(1764-1844)의 蘭湖渔牧志 및 林
圜十六志에는 명태를 明鲐鱼로 기록하였으며 살아있는 명태를 명어라고

불렀고 건조된 것을 북어라고 기록했으며 총칭 명태어라고 기록했다.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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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朝의 명의[名医] 黄泌秀의 方药合编에 [명태产明川 即無泰鱼]라고 하면

서 명천에서 산출되는 그것이 곧 명태라고 한다(朴九秉, 1978). 명태는

지방에 따라 방언 명칭이 존재하고 품질과 어획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명

칭을 지녔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근년에 주로 사

용하는 명태 관련 용어를 설명하고 재정의하였다. 현재 명태산업 종사자

들은 바다에서 어획한 명태를 바로 냉동하여 보관한다. 냉동과정을 거친

명태를 “냉동명태” 또는 “동태”라고 칭하며, 내장을 제거하고 반건조시킨

명태를 “코다리”라고 한다. 또한 완전 건조된 명태를 한국에서는 “북어”

라고 하고 연변주에서는 “명태”라고 한다. 이외에 “황태”는 민물에 담가

소금기를 제거하고 2개월 반건조한 상품이고 “짝태”는 연변 지역에서 소

금을 절여 2개월 반건조한 상품이다. “노가리”는 새끼 명태를 가리킨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명태의 영어 명칭은 “Alaska Pollack” 또는

“Walleye Pollack”이다.

현대의 명태산업은 명태를 상품으로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업으로 하

는 기업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종천, 2019). 명태산업은 크게 어획업,

가공업, 도매 및 상품 유통업 등 3가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획업 관련 기업들은 원양 어장에서 명태를 어획하고 냉동명태로 1차

가공하는 기업들이며, 가공업 관련 기업들은 “명태 필렛(Fillet)”, “건어품

(코다리, 노가리, 북어, 황태, 짝태, 명태 등)”, “훈제와 통조림”, “명란젓”,

“어묵”을 완성품으로 가공 및 생산하는 기업들이다. 그리고 도매 및 상

품 유통업 관련 기업들은 주로 생산된 냉동명태를 수입하여 가공지역으

로 수출하는 중개무역과 가공 상품들을 상품시장으로 유통 판매의 역할

을 맡은 기업집단들이다.

현장조사 결과, 연구지역인 연변주는 현재 “건어품(북어/명태, 황태채

등)”과 “필렛” 가공업이 전체 가공품 수출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

지하였고, “명란”, “어분”, “어묵”은 시장 규모가 작아 연구대상을 명태

“건어품”과 명태 “필렛” 가공업으로 국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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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변조선족자치주 소개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북한 함경북도와 러시아 연해 지방[프리모르

스키 지방]과 이어지고 바다를 두고 일본과 한국을 마주하는 동북아 허

브에 위치한다. 연변주는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조선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구역으로서 명태와 관련된 제사 문화와 음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명태 소비시장이 유지되었다. 제1차 인구조사(1953)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족 인구수는 112.04만 명으로 상당한 소비시장이 존

재했다. 하지만 연변주의 명태산업은 소비시장은 존재하지만, 바다와 인

접하는 출해구가 없어 명태의 공급은 바다를 접한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복잡한 국제환경과 시장의 굴곡 많

은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변주 명태 소비시장은 줄어들고 있다. 2020년 연변주

제7차 전국 인구조사 공보 결과에 따르면 연변주 인구수는 194.17만 명

이며 그중 조선족 인구수는 59.74만 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소비시장은

줄어들었지만, 연변주 명태산업 규모는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연변주 명태산업의 발전을 보면 1949년부터 1993년까지는 주로 인접한

북한에서 냉동명태를 공급받았지만, 국제 정치 환경 변화와 북한의 냉동

명태 생산성 하락으로 1994년부터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냉동명태를 확보

하고 있다. 이렇듯 출해구가 없는 연변주의 명태산업은 여러 국제 환경

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잡한 진화과정을 거쳤다.

나. 연구방법

1) 조사 방법

본 연구는 1차 및 2차 자료를 기초로, 핵심 행위자의 행위 동기와 그

상황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및 면담 등 질적 조사 방법을 택하

였다.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의 출판물들은 한국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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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과 중국해양연구원의 산업보고서, 동향보고서(1970-2020), 신문

기사, 회사 웹사이트 및 기타 관련 문서의 분석을 기초로 진행하였다.

필자는 중국 연변주에서 산업 관련 1차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중국에 입국하였다. Covid-19 시기였기 때문에 격리 시간을

거쳐 2021년 1월15일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2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 내에 냉동명태에서 Covid-19 바이러스가 검출되

는 몇 사례가 발생하여 산업종사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것을 꺼렸다.

그렇지만, 명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의 가족을 통해 조사에 편의를

얻을 수 있었고 진실한 현장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산업 구성원들

과 사적 면담도 가질 수 있었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의 현장 데이터의 수집 작업에서 1차적 정보를 수

집하였으며, 수집한 정보에는 업종별 종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대화

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초국경 네트워크의 형성과 다중 스케

일적 권력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내부 권력구조의 진화를 연구

할 수 있었다.

2) 세부적인 조사 항목

연구지역에서의 현장조사에 관하여 세부적인 조사 대상과 조사 항목을

간략하게 추리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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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심층 조사 대상1)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자는 대

체로 ‘기업행위자’와 ‘정부 행위자’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들을 집결하

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업행위자’와 기업과 긴밀히 연관되는 ‘정부 행

위자’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필자는 연변주에서 명태산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3개 행정구역을 선정

하여 각 행정구역에서 지방정부 행위자와 지역 소속 가공기업 행위자 8

명을 심층 조사를 하여 논문을 완성했다. 필자가 연변주에서 룡정시, 화

룡시, 훈춘시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3개의 행정구역에서 명

태 가공업을 진행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각 행정

구역에서 명태 가공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기여에 대하여 질문했고, 다음

으로 지방정부들이 각 지역 소속의 가공기업들을 위한 활동들을 질문했

으며, 냉동명태 수입에 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들을 조사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합, 기업이나 명태 생산 네트워크에 대해

정부가 공헌하거나 지지했던 활동들을 조사했고 변경 무역 및 품질규약

에 대한 정보도 조사했다.

1) 룡정시 기업 행위자에 대한 조사 수량이 없는 이유는 Covid-19 시기 룡정시 기업들
로부터 현장 방문이 거절당했고, 룡정시 상무국 직원으로부터 기업의 규모, 발전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다.

정부 행위자 이름 소속
룡정시[龙井市] 곽[郭] ㅇ ㅇ 룡정시 상무국 직원
화룡시[和龙市] 김[金] ㅇ ㅇ 화룡시 상무국 직원
훈춘시[珲春市] 고[顾] ㅇ ㅇ 훈춘시 상무국 직원
가공 기업 행위자 조사 수량 기업 종류
룡정시[龙井市] 0 건어품 / 보건품
화룡시[和龙市] 3 건어품
훈춘시[珲春市] 2 건어품 / 필렛
기타 행위자 조사 수량 무역 지역

변경 무역 종사자 1 중·북·러
소매업자 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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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행위자들을 조사한 뒤, 각 행정구역 소속의 가공기업들을 현

장 조사하였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의 질문을 했는데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명태 가공기업에 대한 주요 조사 내용

냉동명태 수입 과정 냉동명태 가공 과정 가공품 수출 과정
매입 경로 연변주 가공업 발전현황 유통지역과 유통 경로

매입 가격과 비용 기업 규모와 이윤 공간
유통업자와의 초기

네트워크

유통업자와의 네트워크
창업 이유와 고도화

방향

유통업자들의 매입

가격과 경쟁

노동자 관련 문제

가공업 종사자들과 정부 행위자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필자는 연

변주 주 중심지인 연길시에서 명태 가공품 소매업 종사자 2명을 심층 조

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와 수입경로, 판매가격, 추후 고도화 방향과 소매업

종사자들의 협회에 대하여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이전부터 대규

모로 해산물 변경 무역에 종사했던 기업가를 심층 조사하여 1990년대 이

전의 명태 무역, 일련의 해산물 수입경로 및 정책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문헌분석의 내용을 입증하고 문헌 외의 네트워크 내부의 행위

자들을 포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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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본고는 명태의 가공업 중심지로 발전한 연변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전반의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와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 관계 변화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제1절에서는 명

태산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들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

토를 수행한다.

제2절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분석이라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와 관

련한 기초적인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GPN 소개에 앞서 경제 세계화

와 국제분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출현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GPN

이 가지는 이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면서 필자의 논문에 적절한 통합적인 분석틀을 모

색한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기존 경제지리학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과 GPN 연구에서 네트워크 속의 핵심 특징인 권력

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주요한 권력 분석들의 특정 요소

들을 실제 연구사례인 연변주 명태산업 분석에 알맞게 국가적 스케일과

미시적 행위자 스케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다중 스케일적으로 네트워크

의 권력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1. 명태산업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명태에 관한 대부분의 학술연구는 명태 어획기술(郑基, 1998), 명태 어

획량 예측(박해훈, 1996; 王为祥, 1995; 陈冠镇, 1999), 명태 어장의 해황2)

2) 어장[漁場] 해황[海況] 연구에서 장선덕, 양재목, 성병사는 해저지형[海底地形]과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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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덕, 1977; 한영호, 1977), 명태 가공기술(이강호, 1975; 金敬三,

1972), 명태 성어의 생물학적 특징(김수암, 1992) 등에 관련해 이루어진

경향이 강하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인문학 측면의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다수 명태 연구는 명태잡이를 목적으로 원양어업

이 등장한 1970년대 이후부터 많이 진행되었다. 명태 연구의 시대적 배

경은 조선 시대 후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넓은 시간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 시대 후기부터 차례대로 보면, 朴九秉(1978)은 한국 명

태 어업 역사를 정리하면서 명태의 명칭과 명태 어업의 기원을 종합하

고, 조선 시대 후기의 명태 어업, 일제 강점기의 명태 어업과 해방 이후

의 명태 어업 개황을 소개했다. 김승(2016)은 조선총독부 朝鮮水産統計
를 분석하면서 식민지시기 한반도 수산업 중심지인 부산지역이 명태자

원 개발에 나선 함경도지역으로부터 해산물 총어획량이 초월 당한 정황

과 조선 어민과 일본 어민들 사이의 명태 어획 경쟁을 밝혀냈다. 김수암

(1990)은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발전한 베링해 명태 원양어업 변천을

소개하면서 명태 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용민(2010)은 한국의 명

태 어업과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 보존 관리 협약>에 대한 고찰을 진행

하면서 명태 원양어업에 대한 역사적 발전단계들에 대하여 언급했다. 조

수룡(2020)은 냉전 시기 동해 명태 어장의 변화와 인간활동의 상호작용

을 연구하면서 명태 어장 이동으로 인한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갈등에

미친 영향을 밝혀냈다.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연구 외에도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의숙(1998)은 한국 명태덕장 연구를 진행하면서 명태덕장

을 강원도 민속 문화의 일종으로 접근하였다. 중국의 祁进玉과 郭跃

(2020)은 명태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조선족 문화 차원으로 접근하는 연

구가 있다.

최근에는 산업의 측면에서 명태를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류동[海水流動]을 분석했고 한영호, 양재목은 기후[氣候]의 특성[特性]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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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加藤 辰夫(2002)는 명태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논하면서

한국이 수입산 명태에 대한 의존 정도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다. 장영

수·송정헌(2006)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명태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면서 국제 명태 시장은 국가 사이

의 시장 특성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고, 한국은 국

제 명태 시장에서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선래

⋅김은미(2014)는 한국 수산기업들의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 수산업에

대한 투자현황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러시아 명태 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김종천·장영수·강효슬·김지웅(2019)은 한국 명

태 중소기업의 생산성 추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5년(2013년-2017년)간 모든 업

종에서 약 24.9%의 생산성이 감소하였고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기술 변화

이다. 둘째, 중국 연변주3)를 중심으로 하는 명태 건어품이 높은 가격경

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품질 면에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냉동명태를 한국 부

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는 공급사슬에서 러시아에서 직접 중국으로

유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한국 유통업체들

의 입지가 축소된 것도 생산성 악화의 한 요인이다.

최근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명태산업에 접근하는 연구로 김지웅(2020)

의 연구가 있다. 그는 기존의 연구들과 데이터를 종합하여 기업의 활동

을 중심으로 사슬을 형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면서 한국의 명태산

업 쇠퇴 현상과 명태산업 가치사슬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김지

웅의 논문은 가치사슬 관점으로 수산업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이외에 김지연(2020)은 가치사슬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 식품산업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관점에서 수산업을 분석하는 사례는

3) 원문에서는 연변주를 대신하여 훈춘이라고 적혀있음. 하지만 실제 명태 건어품은 훈
춘지역외 연변주 내 타지역에서 더 많이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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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다. Tracy Van Holt(2016)는 GPN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청색

꽃게산업과 칠레 남부의 소규모 혼합어업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산업 기회와 장벽을 분석했다. Whynacht, C. R.(2015)은 GPN 착근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팜 오일(Palm Oil)과 연어 양식을 사

례로 네트워크의 착근성 문제와 거버넌스의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수산업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向清华(2011)는 글로벌,

국가, 지방 스케일에서 중국 원양어업의 생산 네트워크 구성과 거버넌스

를 연구했다. 현재 한국의 수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수산업, 명태산업을 다루는 연구는 없다.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볼 때, 명태 연구는 아래와 같은 특

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한국이라는 단일한 국가 내부에서 명태산업

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명태산업은 생산, 가공, 유통이 글로

벌 공간에 분산된 산업으로서 하나의 특정 국가 공간만 다루면 산업의

초국가적인 가치사슬과 생산 네트워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명태 가공품 생산지인 연변주에 관련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관련 연구자들이 수입산 가공원료

인 냉동명태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입산 명태 가공품을 중요시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또한 명태의 가공품은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에 분산된 채

로 생산되므로 통계자료 획득이 쉽지 않아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측

면도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산업 연구를 할 때, 생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다양

한 행위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김지웅(2020)

의 연구의 경우, 단일한 기업 시각에서 명태산업의 가치사슬에 접근하는

시도였기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동자’ 등 차원에서의 심층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가치사슬의 중요한 주제인 권력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작아 하나의 시간대를 분석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가치사슬의 특징인 시간 흐름에 따른 생산 시스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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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여 명태산업 사슬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

여 필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명태 가공업 중심지인 연변주의 명태 생산 네트워크를 연구하였다.

2.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

맨체스터 학파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경제 세계화와

국제분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경제 세계화

와 국제분업을 이해하기 위해 출현한 이론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국제

분업론, 글로벌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 GCC)，글로벌 가치사

슬(global value chains, GVC),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연구를 들 수 있

다. 경제의 세계화에 관한 이론적 쟁점은 일부 상호 배타적이기도 하지

만 그보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많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이론적 분

석틀을 적절히 조합하면서 경제의 세계화에 관한 통합적 분석틀을 모색

하고 있다(김석관, 2012; Ernst, 2002; Yeung et al., 2015; Park, 2012).

가. 경제 세계화와 국제분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

경제 세계화와 국제분업을 이해하기 위해 제일 처음 언급되는 논의는

Fröbel et al.(1980)의 신국제분업론이다. 신국제분업론은 16세기부터의

고전국제분업과 20세기 후반의 신국제분업을 구분하고 국가 스케일에서

접근을 시도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역사적 단계 속에서 자본과 노

동의 관계에 학문적 관심을 가진다. 특히 신국제분업론은 처음으로 경제

의 세계화를 판매와 생산으로 이분법적 구분을 지으면서 설명했다. 하지

만 신국제분업론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전제하고 지리적 배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1990년대 신국제분업론의 한계가 있음을 발견한 학자들은 GC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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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가진다. 초기의 GCC는 국가 권력이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영

향을 주는 방식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Hopkins and Wallerstein,

1986). 구체적으로, 관세, 무역장벽, 현지 규제 등의 국가 권력과 국제 관

계의 맥락에서 생산 시스템이 조직되고 재조직되는 양상이 궁극적인 핵

심 관심사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기에는 WTO 출범 등 자유무역의 진

전으로 상품의 생산과 국제적 이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국가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경제의 세계화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증가했던 상황이 초래하면서 분석의 중심은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동한다(이재열, 2016).

Garry Gereffi(1994; 1999)는 이 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

자이다. 그는 기업의 전략과 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GCC를 재개념화했다

(이재열, 2016). 이 과정에서 그는 신국제분업론에서의 판매와 생산으로

의 이분법적 구분을 바탕으로 상품 사슬을 ‘생산자 주도

(Producer-driven) 상품 사슬(PDCC)’과 ‘구매자 주도(Buyer-driven) 상

품 사슬(BDCC)’로 재구분하였다. 전적으로 GCC 분석은 국가 스케일에

서 ‘생산자 주도 상품 사슬’과 ‘구매자 주도 상품 사슬’의 이분법 사고로

사슬 거버넌스에 일차적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화를 분석하는데, 이는 지

역 내부 형태의 관계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2000년대 이후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생산자 주도’와 ‘구매자

주도’ 거버넌스의 구분은 모호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분석

의 초점을 국가에서 기업 네트워크 그 자체로 옮기는 GVC 분석이 등장

했다(Gereffi et al., 2005; Humphrey and Schmitz, 2002; Ponte and

Gibbon, 2005; Ponte and Sturgeon, 2014; Sturgeon, 2009).

GCC는 국가 스케일에서 생산자와 구매자라는 이분법 사고로 네트워

크를 분석하기에 세계화 정도가 깊어진 21세기 지역 내부 형태의 관계망

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GVC는 기업 스케일에만 접근을 하다 보니

기업 외부 행위자들을 무시하여 관계망을 파악하기 힘들다. GCC와

GVC 분석은 세계화의 분업을 이해하려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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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배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적[静态]인 산업 분석에 제한되어 있어

네트워크의 경쟁 동향과 진화과정에 대한 해석과 예측이 어렵다. 이에

대해 Henderson(2002)은 사슬이 표시하는 연결망은 “본질적으로 수직적

이거나 선형적”이기 때문에, 그 외의 연결망 형태들은 관찰하고 기술하

기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GCC와 GVC 분석이 간과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2년 영국 맨체

스터대학 지리학자 디킨(Peter Dicken), 융(Henry Yeung), 코(Neil Coe),

헤스(Hess)와 경제사회학자인 핸더슨(Henderson)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GPN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했다(Dicken et al., 2001;

Henderson et al., 2002; Coe et al., 2004; Hess et al., 2008).

이들은 GPN의 구성 요소로 3가지 범주와 4가지 차원4)을 제시하면서

지리적 분포에 관심을 두면서 지역발전을 설명하려 했다. GPN 분석은

지역발전을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과정의 산

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혹은 기업이라고 하는 단일한 스케일에

서 벗어나 네트워크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고려하여

다중적이고 동적[动态]으로 네트워크를 바라보면서 기존의 GVC 분석틀

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국가를 어떤 식

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이용숙, 2015).

앞에서 살펴본 경제 세계화와 국제분업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논의들

을 재정리하면 아래의 표2-1과 같다.

4) 구체적으로 GPN이 지역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가치(value), 권력
(power), 착근성(embeddedness)이라는 3가지 범주의 특성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되
지만, 기업(firms), 제도적 기관(institutions), 네트워크(network), 산업부문(sectors)이
라는 4가지 차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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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세계화에 대한 주요 연구의 비교

신국제분업론
글로벌 상품

사슬

글로벌

가치사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주요 연구자 Fröbel Gereffi Gereffi
맨체스터

학파

학문적 관심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역사적

단계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

1. 관세,

무역장벽 등

국가 힘이

상품 이동에

미치는 영향

2.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1차적 관심

기업 내부의

가치 이동에

관심

글로벌 경제

활동의 맵핑

자체에 관심

스케일 접근

국가 주체

연구

(단일

스케일)

국가 주체

연구

(단일

스케일)

기업 주체

연구

(단일

스케일)

네트워크

행위자들

(다중

스케일)

가치사슬

분할 여부

판매와

생산을 구분

판매 사슬과

생산 사슬을

구분

기업 내부

이동에 관심

생산

네트워크를

전체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연구 한계

1.지리적

분포에

무관심

2.선진국-개

도국 구분

짓기

1.지리적

분포에

무관심

2.PDCC-BDC

C 구분 짓기

1.지리적

분포에

무관심

2.정적인

산업분석으로

사슬의 변화

분석에 한계

3.국가와

정부를

동일하게

인식

1.여전히

기업

중심적인

접근

2.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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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논의에서의 국가

GPN 학자들은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상이한 방향의 생산 네트워크 분석틀을 모색했다.

먼저 맨체스터 학파인 코와 융은 국가를 배경이나 제도적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행위자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실증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융(2009, 2014)은 기업 이외 행위자들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역할 축소를 강조하면서 국가는 지역 경제와 산

업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고 보면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가장 중요

한 변수라고 강조하였다. 양(Yang, 2009)의 연구 역시 융의 연구와 유사

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초기 GPN 연구는 국가를 상품의 생

산과 국제적 이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행위자로 인식하고 네트워크 내

의 기업 사이 역학관계야말로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들의 초기 연구는 국가와 시장을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

반을 두고 있었다.

2015년부터 코와 융은 초기 GPN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국가를

행위자로 바라보되, 계속하여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려 시도하였다. 코와 융이 개발한 후기 GPN 이론을 참고한 사례로는

Lee(2014)의 연구가 있다. Lee는 한국 LCD 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Glassman & Choi(2014), Yeung(2017), Horner(2014), Dodge(2020)의 연

구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초기 GPN 분석에서는 국가를 자유무역을 억

제하고 각종 재무와 재정 조치를 진행하는 단속자(Regulator)로 보았다

면, 후기 GPN 분석에서는 국가를 정책제정자, 정책관리자, 공기업을 이

끄는 생산자, 공공구매를 하는 구매자, 재부 기금 활동을 하는 투자자,

네트워크 촉진자로 취급한다.

이분법적 사고로 시장으로부터 국가를 독립적인 행위자로 접근하는 시

도는 더욱 객관적으로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

를 독립적인 행위자로 바라보는 접근법은 국가 외의 지역적 행위자라는

중요한 변수를 간과하면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무시한다는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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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한계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다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연구

는 하나의 짧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국면에만 치중하다 보니, 특정 행위

자에 초점을 두게 되고 특히 정부를 중심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Oro,

2011).

이에 대응해 다른 학자들은 전략적 결합의 개념을 글로벌 행위자와

지역 행위자 사이의 결합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와 다른 행위자들

을 포함시키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용숙, 2015).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결국 국가를 행위자로

바라보고 비경제적 행위자들과 기업행위자 3자를 동등한 행위자로 인식

하면서 국가를 독립적인 행위자로 바라보다 보니 기타 행위자들의 작용

을 심도 있게 보기 어렵다. 경제활동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여러 행위자

를 겹쳐 놓은 것이 아니다.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행위자들에 대하여 영향을 일으킨다. 고도로 글로벌화된 기업에

서도 여전히 모국의 규제 환경에 크게 영향받은 독특한 조직 형태와 관

행이 보존되어 있다(Dicken 1998).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는 경제활동의 지리적 위치를 만드는 중요한

행위자다. 국가는 시장의 보증인이자 경제활동의 감독자, 국민경제의 건

축가, 공기업 소유자, 그리고 공공재와 서비스 제공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 행위의 공간성은 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국가

의 공간 선택은 투자의 양과 형식,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행위자가 아

니다(Park, 2002). 자본주의 국가란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여러 다양한 힘들 사이의 투쟁의 장이다(Jessop, 1990). 국가

자체는 여러 분파, 계급, 성별 관계와 지역적 이익 등 여러 문제가 복잡

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국가의 형식과 행동은 ‘대립하는 사회역량들 사

이의 지속적이고, 새롭고, 우발적이며, 쟁의적이며 불안정한 사회정치 투

쟁의 결과’다(Breanner, 2004). GPN은 국가라는 행위자가 추동하여 만

들어진 것이 아니다. GPN은 국가 안과 밖의 여러 갈래 행위자들과 지

역 이익이 연결되고 권력 투쟁을 진행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만들

어진 것이다. 기존의 GVC와 GPN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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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국가 행위자로 보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분석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타 행위자들을 무시하게 된다.

국가는 ‘개인’, ‘가족’, ‘기업’, ‘산업’, ‘지방정부’, ‘협회’, ‘중앙정부’ 또는

기타 조직과 기관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트워크로 구

성된 경제 세계화를 이해하는 통합적인 분석틀을 만들려면 사회적 행위

자들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국가를 이해하는 3가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것을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아래 표2-2와 같다.

[표 2-2] GPN 연구에서 국가에 대한 3가지 인식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70년 시간대의 명태산업 역사

속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거시적인 접근과 미

시적인 접근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거시적인 틀에서 국가

를 네트워크 내부의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를 배경이나 제도적

환경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하여 제3장을 완성한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 보지 않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바라보며 정부와 기업 스케일에서 네트워크 진화과정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만들어가는지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4장을 완성한다.

주요 연구자 주요 주장

Coe & Yeung

（2008；2015）

국가를 제도적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닌 행위자

로 바라봄

초기: 국가를 상품의 생산과 국제적 이동을 통제

하고 규제하는 행위자로 인식

후기:국가를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행위자로 인식
이용숙

（2015）

국가를 행위자로 바라보고 국가, 비경제적 행위

자, 기업행위자의 3자를 동등한 행위자로 인식

Park

(2002)

국가를 단일한 독립적 행위자로 바라보지 않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개인 등 여러 사회적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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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권력의 진화

가. 다중 스케일적 접근에서의 네트워크 권력 진화

권력은 논쟁적인 개념으로서 하나의 지배적인 정의를 만들지 못했다

(Grab, 2019). 통일된 정의를 가지지 못한 권력은 Dahl(1957)에 의해 자

원 권력(resource power)으로, Bachrach(1962)의 어젠다 설정권

(agenda-setting power)으로, Lukes(1974)의 이데올로기적 권력

(ideological power) 등 다양하게 분류되면서 연구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경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

한 권력의 형태들이 더욱더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람들은 거대한 가치사

슬과 생산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권력은 현실

에서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다. 복잡하게 얽매인 사슬과 네트워크를 분

석하기 위해 Gereffi(1995)는 투입-산출구조, 지리적 분포, 거버넌스(지

배)구조, 제도적 틀 등 4가지 분석 차원으로 사슬 내부의 권력 관계를

분석하였다.

투입-산출구조와 지리적 분포는 주로 사슬의 형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Gereffi는 거버넌스구조, 특히 선도기업의 거버넌스구조에 관

심을 많이 가졌다. 구체적으로 거버넌스를 ‘가치사슬 내 금융, 물질, 인

적 자원의 흐름과 배분을 결정하는 권력 및 힘의 관계’로 정의하고, 통

제력과 진입 장벽 수준에 따라 위계형(Hierachy), 포획형(Captive), 관계

형(Relational), 모듈형(Modular), 시장형(Market)의 5가지 거버넌스구조

를 구분하였다.

Ponte(2002)와 Grab(2019)은 글로벌 커피 가치사슬을 연구하면서

Gereffi의 권력 분석 요소를 확장했다. Ponte는 Gerreffi의 네 가지 분석

차원을 구체화 시키는데, 투입-산출구조와 지리적 분포를 ‘생산지역의

지리적 분포’, ‘생산 장벽’, ‘무역 상품 특징’, ‘무역장벽’, ‘네트워크에서

창출되는 소득 분배’, ‘소비지역의 분포’, ‘소비 유형’ 등 일곱 가지의 세

부적인 분석 요소로 나누었다. 그리고 거번넌스구조와 제도적 틀을 ‘거

버넌스구조’, ‘수직접 통합’, ‘생산국-소비국 관계’, ‘제도적 틀(국제)’, ‘제



- 25 -

도적 틀(국내)’, ‘무역 상품 품질규약’, ‘업그레이딩 가능성’ 등 일곱 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Grab은 Ponte의 글로벌 커피 가치사슬 연구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이론과 결합하면서 고도화 가능성을 기존 4가지 분석 차원에 추가하면

서 행위자들의 고도화 활동에 중심을 두고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이렇

게 권력 분석 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진

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필자는 기존의 권력 분석 방법론을 사용해서 연변주 명태산업을 연구

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필자의 연구는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

연구로서 Ponte와 Grab이 연구한 글로벌 커피 가치사슬 연구와는 공통

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rab의 다섯 가

지 차원에 기초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권력 분석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거나 배제한다. 먼저 투입-산출구조와 지리적 분포 차원에서 ‘가

공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추가하고 ‘네트워크에서 창출되는 소득 분배’,

‘무역 상품 특징’ ‘생산 장벽’을 배제한다. 거버넌스구조, 제도적 틀, 고도

화 가능성 차원에서 ‘제도적 틀(국제)’와 ‘제도적 틀(국내)’를 하나로 통

합하며 ‘무역 상품 품질규약’과 ‘생산국-소비국 관계’를 배제한다. ‘생산

국- 소비국 관계’를 배제하는 이유는 GVC 연구의 생산국-소비국 이분

법 사고를 탈피하고 GPN 연구와 결합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공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추가한 이유는 명태산업은 생산, 가공, 소비의 지리적 위

치가 모두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 창출되는 소득 분배’와

‘무역 상품 품질규약’을 배제한 이유는 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

이다.

Gerreffi, Ponte, Grab이 발전시킨 사슬과 네트워크 내의 권력 분석 방

법론과 필자가 논문에 사용하는 방법론을 종합하면 다음 표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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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GPN 권력 분석 방법론

주요

연구자
권력 분석 차원

권력 분석 요소

(투입-산출구조와

지리적 분포)

권력 분석 요소

(거버넌스구조,

제도적틀, 고도화

가능성)

Gerreffi

1.투입-산출구조

2.지리적 분포

3.거버넌스(지배)구조

4.제도적 틀

없음 없음

Ponte 위와 같음

1.생산지역의 지리

적 분포

2.생산 장벽

3.무역 상품 특징

4.무역 장벽

5.네트워크에서 창출

되는 소득 분배

6.소비지역의 분포

7.소비 유형

1.거버넌스구조

2.수직접통합

3 .생산국-소비국

관계

4.제도적 틀(국제)

5.제도적 틀(국내)

6.무역 상품 품질

규약

7.업그레이딩 가능성

Grab

1.투입-산출구조

2.지리적 분포

3.거버넌스(지배)구조

4.제도적 틀

5.고도화 가능성

위와 같음 위와 같음

필자 위와 같음

1.생산지역의 지리적

분포

2.가공지역의 지리적

분포

3.소비지역의 지리적

분포

4.무역 장벽

5.소비 유형

1.거버넌스구조

2.수직적통합

3.제도적 틀

4.고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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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시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권력 유형학적 담론

GVC 연구자들은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사슬 내부에서 행사되

는 유일한 권력으로 연구해 왔다. 협상력은 일종 강제력 범주로서 한 행

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직접

인센티브나 제재를 이용하는 것이다(Gereffi, 1994). 더욱 다이나믹한 최

근의 GPN 이론에서도 권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전략적 결과

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Coe와

Yeung, 2015, 66). 후기 GPN 이론도 여전히 행위자들이 명확하게 정의

된 자원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전히 기타 유형

의 권력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력은 크게 중심화된 개념, 네트워크적 개념, 실천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Allen, 1997). Gereffi, Coe와 Yeung은 중심화된 권력 개념에서

만 거버넌스를 인식하면서, 권력은 기업에 내재한다고 가정했다. 이렇게

기업을 다루면 기업 내에서,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벌어지는 마찰, 경쟁

과 협상 등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권력 관계를 알 수 없다. 사슬과 네트

워크 연구자들은 네트워크와 실천의 관점에서도 권력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고 기업 중심의 권력, 집단의 권력 등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행위자

들 사이의 권력 행사 과정을 파악하면서 네트워크를 이해하여야 한다

(Hess, 2008; Henderson，2002；Coe，2008). Dicken et al.(2001, 93)은

“권력을 네트워크에서 위치로 가정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푸코에 근간을 둔 실천적 관점의 개념화에서는 권력

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개인이나 제도적 기관이 실천을 통해 영향력

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이 발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이재열, 2016).

기업 사이 이원적 ‘협상력’을 넘어서고 보다 넓은 권력 개념을 적용하

기 위해, 본고는 Dallas의 권력 유형론을 도입하면서 네트워크 권력 진

화를 분석한다5). 본고는 ‘행위자들의 활동장’(이원적 혹은 집단적)과 ‘전

5) Dallas의 권력 유형론은 선도기업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연구한 Gereffi의 ‘협상력’
개념을 참고하여,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이론과 접합을 시
도하는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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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메커니즘’(직접 전달 혹은 확산 전달)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협상력

을 구분한다.

‘행위자들의 활동장’은 특정적인 행위자거나 집단이 다른 행위자와 상

호작용하는 곳이다. 장은 말 그대로 행위자거나 집단이 서로 얼굴을 맞

대고 권력을 행사하는 장소다.

장은 구체적으로 이원적(특정 기업의 일대일 상호작용)일 수 있고, 집

단적(참여자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원적인 장(Dyadic

actor constellation)’은 기존의 강제적인 권력범주로 ‘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하나의 권력 중

심을 가진다. 현재 GVC와 GPN 연구에서 행위자 사이 권력을 분석할

때 이 개념이 많이 사용된다. 반대로, ‘집단적인 장(Collective actor

constellation)’의 권력 중심은 여러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다른

행위자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전달 메커니즘’은 권력이 더욱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전파되는지, 아

니면 확산되는 방식을 통해 전파되는지를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행위

자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지 아닌지와 연관된다. ‘직접적

인 전달(Direct Transmission)’은 권력을 장악한 행위자나 집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권력은 의도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측정하고 감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확산적인

전달(Diffuse Transmission)’은 무의식적이고, 편향적인 방식으로 전달되

면서 영향을 일으킨다.

아래 표 2-4는 네트워크에서 행사되는 4가지 이상적인 권력 유형을 도

식화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명태산업의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연결되고 얽히면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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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Dallas의 권력 유형 이론

(출처: Adapted from Dallas et al.(2017, 2019))

먼저 협상력(Barganing Power)(이원적/직접 전달)은 GVC와 GPN 연

구에서 권력 분석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권력 형식이다. 협상

력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공급기업 사이의 이원적 기업 관계를 말하는

데 정적인 사슬을 분석하는 GVC 연구에서는 흔히 ‘선도기업의 협상력’

으로 사용되곤 한다.

과시적 권력(Demonstrative Power)(이원적/확산 전달)은 기업과 공급

업체의 관계가 다른 잠재적인 공급업체의 행동에 미치는 힘을 말한다.

과시적 권력은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잠재적인 공급업체에 권력을 행사하

는 것이 아니다. 예시로 선도기업 행위자가 기존의 요구거나 편향을 수

정하였음을 밝히는 행위로 하여 공급업체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사

례가 있다.

제도적 권력(Institutional Power)(집단적/직접 전달)은 상업 협회, 이니

셔티브 또는 국가 내에서 행사와 같은 공식적인 집단에 의해 행사된다.

협상력과 구분되는 점은, 제도력은 단일한 행위자가 자원과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의 전략적인 행동이거나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설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 행위자들

이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제도적 권력은 약화된다. 일반적으로 제도적

권력은 협상력과 상호작용하는데, 특정 행위자는 자신의 특징과 시장에

직접적인 전달

(Direct Transmission)

확산적인 전달

(Diffuse Transmission)
이원적인 장

(Dyadic actor

constellation)

협상력

(Barganing Power)

과시적 권력/시범적

권력

(Demonstrative Power)

집단적인 장

(Collective actor

constellation)

제도적 권력

(Institutional Power)

구성적 권력

(Constitu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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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집단 속에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적 권력(Constitutive Power)(집간적/간접 전달)은 영

향력을 행사하는 제도화된 초점 없이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거

나, 기존 또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행동하면서 집단적 영향력을 주는 방

식이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행위자의 권력 행사 방식을 협상력으로 단정하기보

다 네 가지 유형의 권력으로 유형화하면 초국경 네트워크의 진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4.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연구 배경에 입각하여 70년 시간대의 명태산

업 역사 속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동시에 하면서 연변주 명태산업을 바라본다.

구체적으로 거시적인 틀에서 국가를 네트워크 내부의 행위자로 인식하

지 않고 국가를 배경이나 제도적 환경으로 인식하고, 9가지의 권력 분석

요소들을 선출하여 제3장을 완성한다.

미시적인 틀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 보지 않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바라본다. 이에 정부와 기업 스케일에서 네

트워크 진화과정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만

들어가는지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Dallas의 권력 유형론을 유입

하여 제4장을 완성한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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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 분석틀 도식화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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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변주 명태가공업의 역사적 단계별 흐름

1. 시간대 구분과 1949년 이전의 연변주 명태 무역

가. 시간대 구분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본 논문은 명태산업의 역사 기록이 비교적 명확한 조선 시대 후기부터

연구를 시작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즉 1949년부터 2020년까지의 70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정한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하나

의 시간대만을 다루는 연구들의 국한성을 피하고자 연구의 시간적 범위

를 크게 잡은 것이지 명태산업의 발전사를 작성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2) 시간대 구분 및 근거

명태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연변주의 수산업 역사와 글로벌 명태 생산

네트워크는 70년 시간 범위에서 총 3차례의 변혁적인 단계들을 경험하였

다. 첫 번째는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연변-북한 무역 단계, 두 번째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연변-한국-러시아 초국경 경제교류 단계, 세 번째

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변-미국-러시아 간의 경쟁과 갈등 단계이다.

제1단계(1949년-1997년)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이 자신

들의 공급사슬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논리와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무역 관계를 유지해온 시기이다. 하지만 이렇게 40년간 유

지되었던 공급사슬은 1997년 북한산 명태 수출의 감소와 중국과 북한 사

이의 정치 관계의 악화로 초국경 네트워크가 붕괴되면서 급격히 약화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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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무역의 활력에 따라 다시 1949년부터 1965년까지의 “초기

무역 단계”, 1966년부터 1981년까지의 “무역 극감 단계”, 1982년부터

1993년까지의 “무역 재개 단계”,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무역 쇠퇴

단계”의 4가지 작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단계별 명칭이 말해주듯 “초기 무역 단계”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명태

무역이 시작되고 발전하는 단계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쌍방 국가의 공급사슬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시 중국과 북한 이중국적을

가졌던 북한인/조선족들을 유통업자로 설정된 공식적 무역과 밀무역의

형태로 명태 무역이 진행되어왔다.

두 번째 “무역 극감 단계”는 중국 내부에서 발생한 문화대혁명으로 인

해 무역 종사자들의 명태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면서 무역

자체에 악순환이 일어나 공급사슬이 파괴되고 두 국가의 무역이 타격을

입으면서 중단되는 단계다．

세 번째 “무역 재개 단계”는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종식시키고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과의 무역이 다시 활성화되어 가는 단계

이다.

마지막 “무역 쇠퇴 단계”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건립한

후의 후폭풍과 북한산 명태 공급 부족으로 초국경 네트워크가 다시 중단

되는 단계다. 제1단계는 총 4가지 구체적인 단계로 분류할 수 있고 2개

의 발전 주기를 형성했다.

연변주는 1949년부터 1990년 초까지 국제 환경의 굴곡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명태의 공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함께 명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90년대 중

후반 이후 북한산 냉동명태 수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중국과 북한 간

의 정치 관계가 악화되면서,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곤란과 도전 과제들이 주어졌다.

제2단계(1998년-2013년)는 명태 생산 네트워크의 제1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공원료 공급사

슬 모색단계(1998년-2001년)”， “명태 가공기술 혁신단계(2002년-2005

년)”, “명태 소비시장 경쟁단계(2006년-2008년)”, “가공원료 공급경로 변

화단계(2009년-2013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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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1998년-2001년: 가공원료 공급사슬 모색단계”는 연변주 명태

산업 초기 창업가들이 북한산 냉동명태 공급사슬이 막혀 주변 국가들로

부터 냉동명태 공급경로를 스스로 모색하는 단계다. 2000년에 들어서 연

변주 창업가들은 러시아 쪽 명태 공급자들과 함께 대규모의 안정적인 냉

동명태 공급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 “2002년-2005년 명태 가공기술 탐색단계”는 명태 가공업 창업

가들이 자본력, 주관적인 선택 차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체의 경쟁력

을 높여가면서 경쟁하는 와중에 우연히 한반도와는 다른 건조 가공기술

을 발전시키는 단계다.

세 번째 “2006년-2008년 명태 시장 경쟁단계”는 2006년부터 공급사슬

과 이윤율을 완전히 파악한 연변의 명태 가공업 창업가들이 저마다 나름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던 한국 명태 소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장 쟁

탈을 위한 경쟁에 나서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공업 행위자들은 연

변주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체와 한국, 북한 등

외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체들로 분리되었다. 동시에 2008년 경제위기

로 인해 대외수출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들은 대량으로 파산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단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2009년-2013년: 가공원료 공급경로 변화단계”는 러시아

냉동명태의 수입 원가를 낮추기 위한 북한의 나진항 개발을 둘러싸고 공

급경로의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연변주 창업가들

이 2008년 경제위기를 견뎌내고 기업 규모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협력 과정에서 갈등과 이견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연변주와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합작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

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지막 단계는 연변주의 명태 가공업자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명태산업

관련 행위자들과 경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변주의 명태 가공업

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기회로 인식하면서 동북아를 넘어 유럽까지의 명

태 가공품 수출을 시도했다. 제3단계(2014년-2020년)는 시기별 주요 경

쟁상대에 따라 2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2014년-2018년: 연변주가 러시아와 경쟁하는 단계”에서는 중

국과 러시아가 자루비노항 개발 문제에 관하여 공간투자 주도권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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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느냐가 중요 이슈였다. 특히, 러시아 쪽 행위자들이 자루비노항 및 극

동 연해주 지역에 새로운 명태 가공업 단지를 건설하여 중국 연변주 명

태 가공업과 경쟁하려 하였고, 그 결과 연변과 러시아 쪽 행위자들 사이

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두 번째 “2019년-2020년: 연변주가 미국과 경쟁하는 단계”에서는 미국

명태 가공품이 중국 연변주의 명태 가공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미 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선 연변의

명태 가공업자들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나. 1949년 이전의 연변주 명태 무역

1949년 이후의 연변주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 발전을 알아

보기 전에 연변주 명태산업 발전의 기반이 된 역사적 사건들을 간략히

소개하려 한다.

명태잡이는 한반도에서만 발생하는 상업활동이었다. 조선 왕조 개국

250년(1642년)부터 함경도 명천[明川]을 중심으로 많이 잡히던 명태는 19

세기에 이르러 이미 전국적으로 유통되었고 한반도의 대표 어종으로 자

리를 잡았다. 19세기 후반에는 일본인 또한 명태 어업에 뛰어들게 되었

으나 일본인들의 명태 어업은 1910년까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김

승, 2016).

일본 제국은 1922년부터 중화민국에 대한 침략을 단행하고자 연변 지

역에 천도선 철도를 부설하였다. 1931년 동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

을 발동하면서 연변 지역을 비롯한 동북지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

고 1932년 일본은 “위만주국[伪满洲国]”을 건립하였으며 조선과 연결되는

일련의 철도선을 간도성[间岛省]6)에 부설하였다. 구체적으로 간도는 개양

선[開陽缐]7)-북선철도관리국선[北鲜铁道管理局缐]-함경선[咸鏡缐]으로 한

반도와 이어졌으며 만주국과 일본제국의 물품 운송의 핵심통로이자 무역

의 중심 철도로 인식되었다. 그림 3-2를 참고하기 바란다. 명태는 이 철

6) 간도성은 위만주국의 행정단위로서 연길을 간도성의 성 중심지로 정하였다. 간도성은
현재의 연변 지역의 관할 범위와 유사하다.

7) 개양선(천도선): 개산툰[開山屯]-연길[延吉] 사이의 만주철도선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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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을 따라 간도성으로 유통되었다. 특히 북선철도관리국선은 그림 3-1

문헌기록에서처럼 두 개의 철도선으로 나뉘는데 라진[羅津]-웅기[雄基]등

어촌에서 출발하여 남양[南陽]-도문[图們]으로 향하는 철도선과 청진-라

남[羅南]등 어촌에서 출발하여 회령[會寧]-상삼봉[上三峰]-개산툰[開山

屯]-룡정[龍井]-연길[延吉]로 향하는 철도선으로 명태를 운송하였다.



- 37 -

(출처: 金春善, 2014, 中国朝鲜族史料全集. 政治经济篇. 经济史. 14卷)

[그림 3-1] 1930년대 국경무역의 2대계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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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936, 大阪：大阪每日新闻社，昭和11)

[그림3-2] 1932년 한반도 철도선도

1930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은 한인들과 경쟁하면서 서서히 어획기

술을 터득하였다. 모든 어업에서 일본인이 한인의 어획량을 초과했지만

1930년까지 명태잡이는 조선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朴九秉, 1978).

김승(2016)과 朴九秉(1978)은 논문에서 <釜山水大論文集>을 참고하여

일본인과 한국인 어획량을 추정하였는데, 그 추정치에 따르면 일본인과

조선인 어획량이 가장 근접했을 때의 어획량 비가 3:7이었다. 특히 1927

년 함경도에서 명태 어획을 시작한 후 일본 어민과 한반도 어민들의 명

태 어획량은 연간 20-30만 톤에 달하면서 한반도의 어업 중심 지역인

경상도를 넘어서 한반도 제1위의 수산 시장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대량으로 어획된 명태는 한반도 시장과 일본 시장으로 유통되

었고 일부는 일본군대의 군수 물자들과 함께 함경선-북선철도관리국선-

개양선을 타고 위만주국 간도성으로 수출되었다. 당시의 명태 상품은 주

로 소량의 생태[生鱼], 명란, 대량의 건어품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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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냉동 보관 시설과 교통의 제약, 거리의 영향

으로 보관과 유통에 용이한 명태 건어품이 주로 수입되었음은 <중국조선

족사료집: 정치경제편 2권>(그림 3-3 참조)을 통해 알 수 있다.

(출처: 金春善, 2014, 中国朝鲜族史料全集. 政治经济篇. 经济史. 2卷)

[그림 3-3] 연길 도문시내 물가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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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무역에서 조선인은 절대적으로 무역을 주도하였다. 명태 공급량

이 많아 가격이 낮아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았고 군수 물품으로 취급되

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했다. <중국조선족사료전집: 정치경

제편 14권>의 사료를 살펴보면 민간에서 유통되는 건어품에 대하여 수

입 관세도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출처: 金春善, 2014, 中国朝鲜族史料全集. 政治经济篇. 经济史. 14卷)

[그림 3-4] 만주국 수입 관세표(쇼와 6년, 1월1일부터)

하지만, 그렇다고 간도에서 명태 건조가공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도 아니다. 그림 3-5는 1939년 10월 26일 동아일보의 자료이다. 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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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북간도 지방에서 명태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40년부

터 동해수산에서는 명태 건어품[乾明太] 제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

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1939년 10월 26일, 석간, 6면 경제.)

[그림 3-5] 间岛서乾明太制造

2. 1949년～1997년: 연변주가 북한과 무역을 진행하는 단계

가. 1949년～1965년: 초기 무역 단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1949년 10월, 중국 내전이 끝나고 국제 환경

의 안정을 되찾아 연변전구[延边专区]8)와 한반도 무역을 진행하려는 찰

8) 1946년 1월 23일, 중국공산당 중앙 동북국은 간도성을 길동전구[吉东专区]로 개명하였
다가, 1947년에는 연변전구로 다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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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생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 중

이었던 1952년, 중국 정부는 연변전구를 “연변조선민족자치구”9)로 개명

하였다. 1953년까지 3년간 지속된 한반도 전쟁이 종결된 이후 전쟁의 소

용돌이 속에서 명태산업은 크게 침체되었고 군사분계선이 그어지면서 그

림 3-6과 같은 명태어업의 새로운 지정학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림 3-6] 1953년 군사분계선이 그어진 후 명태어업의 지정학 구조

구체적으로 명태의 주요한 어획 지역인 함경남도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하 북한)의 영토에 속하였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강원도의

명태 어장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 한국에서의 명태 어획량

만으로는 한국 국내의 시장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군사분계선 이북

9) 여기서 사용된 ‘자치구[自治区]’라는 단어는 행정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지칭하는 명사다. 1954년 이전 중국에는 자치구만 존재했고 자치주, 자치향 등 행정단
위 명칭이 없었다. 1954년 중국에서 헌법을 반포하고 소련식 민족 구획을 달성한 이
후, 1955년부터 연변조선민족자치구에서 연변조선족지치주로 개명되었고 조선족이 형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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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함경남도는 명태로 유명한 명천, 원산, 청진 등 어촌과 항구가

있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명태 어획과 가공기술에 관한 역사가 길고

동해 북쪽 지역의 바다(이하 동해(북))를 영해로 두고 있어 명태 가공품

의 생산 규모와 상품의 품질은 동시기 한국보다 높았다. 반면 군사분계

선 이남에 위치한 강원도는 동해 남쪽 지역의 바다(이하 동해(남))를 점

하여 명태 어군의 양이 적다. 이외에 위도와 지형 요인으로 명태 가공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대관령 부근 산지밖에 없어 가공

할 수 있는 지역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연변주는 조선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구역으로서 역사적으로 명태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6.25 전쟁 전까지 연변주는 한반도에서 명태를 확보

했다면, 군사분계선이 그어진 이후에는 북한으로부터 가공된 명태를 공

급받게 되었다.

전쟁이 종결된 지 1년 후, 1954년 10월 19일, 중국 정무원[政务院]과

조선은 해산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변경 무역을 비준하였다10). 이

에 따라 중국 식품공사 연변 분사와 북한 무역회사가 공동체결하여 연변

주 훈춘 사타자세관과 북한 함경북도 새별군세관, 연변주 룡정 개산툰세

관과 북한 온성군 삼봉세관, 연변주 도문세관과 북한 남양세관, 연변주

룡정 삼합세관과 북한 회령세관을 교역 중심으로 바터 무역을 진행하면

서 수산물과 과일을 수입하였다. 그림 3-7은 1954년, 연변과 북한 사이

에 공식적 무역이 이루어진 세관을 표시한 것이다.

10) 中朝关系通史[M]. 长春. 吉林人民出版社, 1989, p.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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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1954년, 연변주 명태 무역을 진행했던 세관 분포도

이 당시는 냉동 운송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획된 명태는 어획된 지역에서 직접 가공을 거쳤다. 비록 전쟁으로 수

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명태 어획과 가공 역사가 긴 북한은 여전히 명

태를 대량으로 가공할 수 있었고 연변주로 수출할 수도 있었다. 연변주

의 명태산업 종사자들의 유일한 명태 수입지역은 북한의 명태산업 종사

자들이었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의 거버넌스구조(지배구조)에서 북한의

명태산업 종사자들이 연변주의 명태산업 종사자들에 대해 가진 통제력은

절대적으로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장기

간 수입에만 의지를 하다 보니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양의 명태를 확

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반면 한국에도 명태 가공업이 존재했지만, 북

한처럼 대규모의 생산과 가공을 행하지는 못했다. 대체로 이때까지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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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업이 한반도 내부에서, 특히 북한 내부에서 수직적 통합을 이루었다.

나. 1966년～1981년: 무역 극감 단계

초기 무역은 확실히 번영을 가져왔지만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 1966년

부터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 발생했고 서서히 변경지역에 위치한 연변

주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전까지의 시장 지향적인 관리와 규제는 전면적

인 부정과 비난을 받았고, 대외무역은 시장 논리를 벗어나 국가의 집중

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은 1966년을 시

작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문화대혁명으로 국민경제는 파괴되고 대외무역은 정지상태에 처해

1970년에 이르러 개별적인 무역은 존재했으나 1971년부터 1981년에 와

서 변경 무역은 완전히 중단되었다(황덕남, 2001). 이렇게 되면서 북한의

명태산업 중 수출형 무역이 10년간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연변

주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명태를 북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하나의 고도화 방향으로 삼았다.

반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회복시간이 필요했던 한국의 명태산업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어선세력의 증대와 어로 장비의 근대

화에 따라 어획 성능이 향상되면서, 명태 어획량이 북한의 절반을 따라

잡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김수암, 강수경, 1998). 하지만 앞 장에서

말했듯, 한국 동해(남)에서 서식하는 명태는 수량이 매우 적어 한국 국내

시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었다.

서식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명태 어획량이 급증한 것은 명태

의 남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명태의 남획을 허가해

주는 한국 정부의 각종 조치로 인해 촉발되었다. 한국 정부가 1971년

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명태의 ‘어획 금지 체장[禁止捕捞体长]’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노가리를 대상으로 하는 새끼 명태 어업을 합법화하였

고, 1975년부터 1997년 동안에 수많은 노가리가 어획되었다(Kim YM,

1978). 심지어 1970년대 후반에는 노가리의 어획량이 전체 명태 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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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5-94%를 차지하여 명태자원의 남획은 이미 예견되었다(강수경,

2013). 그림 3-8은 한국에서 명태와 노가리를 어획한 연간 어획통계로서

더욱 명확하게 남획 정도를 보여준다.

(출처: 강수경, 2013, p.2)

[그림 3-8] 한국 명태와 노가리 연간 어획량(1975-1997)

동해(남)에서 어획되는 부분이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명태산업의 중

추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수역이 갑작스럽게 따뜻해져 해양

생태계가 냉수성 어종인 명태의 서식환경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

다(Jong-Gyu Kim, 2018). 구체적으로 수온 변화에 따른 동해 생태계의 구

조와 기능 변화는 생태 사슬의 변동을 통하여 명태의 생장에 영향을 주

었다고 예측되고 있다(Seo, 2006; Kim, 2007).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명태 어획량 감소는 무제한적 노가리 어획이 전적으로 주된 이유라고 주

장한다(강수경, 2013).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은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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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서 출발하여 동해(북)까지 작용하여 북한의 어획량에도 영향을 주

었으리라 추측된다.

한국 중앙정부는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동해에서 명태 어획

을 하는 동시에 일본 중앙정부와 같이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미국의

경제적 배타 수역(EEZ) 알래스카만 지역과 동 베링해 지역으로 진입하

여 명태잡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원양어업을 발전시켰다(성병은,

1975). 한국의 냉동명태를 수입하는 경로를 도식화하면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 20세기 60년대, 한국 냉동명태 수입 경로도

구체적으로 미국의 EEZ 알래스카만 지역으로 진입하여 미국 어민들과

의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어획 활동을 했다. 어획된 명태의 일부는 미국

어민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해가는 방식으로 명태

수요를 만족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간접적으로 미국 시장에 명태 수요를

형성시켰으며 지금도 미국에서는 명태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게 존재하

고 있다(张火生, 1985; 杨吝, 1989). 명태의 어획량 증대는 한국에서 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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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어묵과 같은 명태 관련 상품의 다양화와 그로 인한 명태 소비시장의

확대를 가능케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가공품 기업들의 규모도

확대되었고 명태 음식문화도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 명태산업 종사자들이 원양어업을 발전시키면서 한반도에만 국한

된 명태 어획업은 미국으로 확장되었고, 명태 가공업도 한국에서 점차

규모를 이루어 갔다.

다. 1982년～1993년: 무역 재개 단계

문화대혁명의 여파는 매우 컸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8년

화국봉이 중공 중앙 주석에서 물러난 후, 등소평이 중국을 이끌면서 중

국은 북한,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몰두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７년 후인 198４년에야 비로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공식 무역은 재개되었다. 1984년, 변경지대의 각 도와 군에서 인

접한 중국 연변주와 자유무역을 허용한다는 김정일[북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무역이 활성화되었다(심의섭, 2001). 1984

년 12월 20일 중국 국무원 외무부에서도 <변경소액무역잠행관리방법[边

境小额贸易暂行管理办法]>이라는 문건을 발표하면서 3000위안 이하의

상품은 면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변경 무역을 뒷받침했다11). 북한과 중

국 사이의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연변주 도문세관과 북한 남양세관에서

무역이 진행되었다. 명태 무역은 1993년에 무역의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인터뷰를 통해(2021년 02월 25일 수행한 인터뷰. 장소: 연길시 사무실)

이때 세관을 통해 진행된 무역 상품은 북한에서 가공을 걸친 명태 건어

품이 아니라 냉동명태였음을 알게 되었다. 냉동명태를 수입하게 된 이유

는 연변주 화룡지역에서 일부 명태산업 종사자들이 명태덕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가격이 높은 수입산 명태 가공품을 자체로 생산하

려는 시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1988년 중국 중앙정부는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소련과

11) 佚名, 1985, 边境小额贸易暂行管理办法.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公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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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연변주 훈춘시에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세관을 건설하였

다.12) 이듬해에 등소평은 고르바쵸브와 중소 양국이 전면적인 합작 관계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모택동과 흐류쇼프의 60-70년대 중소 관계악화

를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두 사회주의 국가의 영도자들이 각자의 방식

으로 경제, 정치, 군사 등 여러 영역에서 체제 개혁을 하게 되었다.

앞 절에서 기술했듯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는 명태의 어

획량은 현저한 하락세를 보였고 동해(남)에서는 명태가 자취를 감추었다

(강수경, 2013). 하지만 동시기 “3.7계획”13) 시행 중인 1986년 북한의 데

이터를 보면 140-150만 톤에 달하는 명태 어획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기 세계 명태 생산량의 1/6을 차지하는 만큼 방대한 양이다(缪

圣赐, 1987). 하지만 한반도 동부 연해안의 명태 어군은 같은 해역에 사

는 군체이기 때문에 한국 영해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데 북한 영해에서

는 100만 톤이나 되는 명태가 잡힌다는 것은 실로 과학적이지 않다. 때

문에 북한의 명태 어획업 종사자들은 소련 정부의 허락 하에 연해 지방

EEZ에서 어획 활동을 진행하고 다시 북한 청진항으로 운송하여 주변 어

촌에서 가공을 거치거나, 혹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연변주로 수

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러시아도 명태

어획업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도 명태 시장이 형성되었다. 1960년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의 명

태 어획업 종사자들은 미국 영해에서 명태 어획하였고, 어획된 명태를

부산으로 운송한 후, 다시 국내에서 강원도 산지 덕장으로 운송하여 가

공했다(신용민, 2017). 미국 EEZ에서의 한국과 일본 어선의 어획 활동은

미국 어부들을 노동자로 사용하였기에 미국의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곧장

어획기술을 학습하고 모방하였고, 미국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1988년

부터 한국과 일본 어선의 미국 EEZ에서의 어획이 제한되었다(缪圣赐,

1988). 이렇게 미국에서도 명태에 대한 경제적 자극을 기반으로 명태 시

12) 国务院关于同意珲春口岸通行人员的批复 国函[1933] 35号.
13) “3.7계획”은 ｢조선 국민경제 발전 제3차 7개년계획(1987 ~1993)｣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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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부터 알래스카만 지역과 동부 베

링해에서의 명태 어획량은 한국과 일본 어선들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

해 현저히 줄어들었다(缪圣赐, 1988). 한국 국내 시장에서도 노가리라는

상품의 유통이 80년대부터 지속되었다. 즉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EEZ에서도 명태 새끼까지 어획해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라. 1994년～1997년: 무역 쇠퇴 단계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정식으로 설립된 후로 지방에서의

무역은 또다시 크게 영향을 받았다. 북한과 중국은 1993년 수산물 수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로 북한산 냉동명태 수출량은 점차 줄어들었다(金

成男, 2003). 표 3-1은 1990년대 연변주와 북한의 전체 품목의 수출입 통

계이다. 이 통계에서도 1993년에 무역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로 무역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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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990년대 연변 변경무역 수출입액 및 대북 변경무역

수출입액 통계표(단위: 만 달러)

(출처: 연변주대외무역경제합작국[延边州对外贸易经济合作局])

표 3-2는 1990년대 중국 연변주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상품

에 대한 통계 자료이다. 표에서 나타나듯, 해산물품 종목의 경우 1993년

에 무역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그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었다. 당시 중국,

북한, 러시아 사이에서 해산물 무역을 담당했던 무역업자와의 심층 인터

뷰를 통해(2021년 02월 25일 수행한 인터뷰. 장소: 연길시 사무실), 이

표에서의 해산물품의 대다수가 명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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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90년대 연변주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상품

(단위: 만 달러)

(출처: 연변주대외무역경제합작국[延边州对外贸易经济合作局])

추측컨대 한중 사이 외교 관계 확립으로 인한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한국에서의 노가리 남획 문제와 온난화 문제가 러시아 연해 지방 해역에

서도 발생하면서 명태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당

시의 초기 창업자들의 서술에 의하면 90년대 중반부터 노가리라는 상품

이 연변주에 수입되었으며 명태 품질도 전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한

다14). 이렇게 명태 공급 문제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보다 더욱 빨리

나타났다.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명태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었고 또다시 명태 공급의 난제에 빠졌다.

이 무렵 고르바쵸브가 이끄는 소련은 체제 개혁에 실패하면서 국내 정

치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내부 모순으로 가득 차면서 국력이 쇠약해졌다.

이를 기회로 미국 정부는 소련 정부와 <셰바르드나제-베이커 협약>을

맺게 되었다(克莉丝蒂娅·弗里兰, 2004). 이 협약은 19세기 미-러(차르 러

시아) 간의 어수선한 영토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협약으로 인해 소련은

많은 영토와 영해를 잃었다. 그중에서 명태의 주요 어획 지역인 베링해

14) 5번, 10번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서술(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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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는 소련이, 명태의 수량이 적은 동부는 미국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

기회를 틈타 한국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거리가 멀고, 부가세도 많고, 어

획량도 적은 미국의 알래스카만 EEZ에서 소련 EEZ로 들어왔다. 현지의

국유기업 및 어민들과 무역 관계를 만들고 합법적으로 명태 어업을 진행

하면서 국내 시장 수요와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갔다15).

1991년 고르바쵸브가 이끄는 소련이 해체되었다. 이에 옐친이 이끄는

러시아연방이 독립되면서 소련의 대부분 영토를 계승하게 되었다. 러시

아연방의 차기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사유화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계

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그는 1991년 11

월 예고르 가이다르를 부총리 겸 재정부 부장으로 임명하여 러시아 경제

를 이끌게 했다. 가이다르는 청년개혁파로서 권력을 잡은 이후 계획공급

과 가격 규제를 폐지하고 물가 통제 정책을 전면 철회했다. 청년개혁파

는 집권 초 자신의 권력을 볼리스예비치 큐바이스에게 넘겨주었고, 큐바

이스가 총리로 당선된 후 더욱 급진적인 사유화 개혁을 진행한다. 그는

공유제 경제를 사유제 경제로 바꾸기 위하여 방대한 국유재산을 사유화

하였다(克莉丝蒂娅·弗里兰, 2004). 즉 국유기업인 어업자원기업을 주식제

기업으로 개편하고 1992년부터 시작하여 소련 국유기업 대경매를 진행하

였다. 이에 외국자본과 러시아 상인들은 싼 가격으로 러시아 동부의 명

태 어업기업들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었

다. 한국의 명태산업 종사자들도 이를 기회로 쿼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15) 명태의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급상승하게 된 것은, 1982년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국가의 연안 200해리(370km) 내 자원에 대한 경제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배타적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 형성되면서 한국 원양어업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것 때문이다. 러시아와 알래스카가 사이에 있는 베링해는 각종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미국 총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러시아와 미국은 양
국의 연안에 설정된 배타적경제수역뿐 아니라 베링해 공해상에서도 회유성 어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업 활동을 막았다. 한국은 러시아와 지난 1991년 어업협정을
맺고 매년 쿼터를 할당받아 그 한도 내에서 조업했다. 또한, 러시아, 미국, 중국, 폴란
드, 한국, 일본은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 보존 및 관리회의(CCBSP)를 결성해서 이 지
역의 보호, 관리, 최적 운용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데, 1990년 초 베링해 유역에 명태
의 양이 급속하게 줄어들자 1993년 이후 명태 어획 모라토리움을 형성해서 잠정적으
로 이곳에서는 명태를 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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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들인 기업체들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국 자본

가들은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미국은 소련의 어업기업 고위급 장관들을 끌어들여 베링해에서의

조업이 양국의 EEZ 명태자원을 위협해 자국 어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

다며 조업량 감축과 공해에서의 조업 중단을 요구했다. 동시에 중부 베

링해 명태자원 보존 및 관리회의(CCBSP)의 설립이 제의되었다. 사실상

오호츠크해와 서부 베링해는 명태 어획이 진행되지 않아 어업 자원이 풍

부한 지역이었음에도 그 회의는 진행되었다(周应祺, 1995; 李令华, 2002).

고르바쵸브 시기 1988년 4월 미국, 소련 정부 사이의 어업 회의에서는

베링해 등 관련 수역의 자원 보호 문제에 대해 의견이 교환되었다. 1988

년 7월과 1990년 4월, 미소는 베링해 어업 국제과학심포지엄(캐, 일, 한,

폴, 중. 모두 대표를 파견)을 조직하고 각국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음

에도 강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진보적인 시각에서 회의 자체는 공

해상의 어업 자원을 공동 관리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1990년 5월

미소 정상은 명태의 조업 문제에 대해 다시 의견을 교환하였다. 1991년

초 ‘제1회 중베링해 명태 어업자원 보호관리회의’를 시작으로 소련 붕괴

이후, 1994년 2월까지 국제협약에 서명하기까지 3년에 걸쳐 정부급 조정

회가 열렸으며, 여러 차례의 과학자 회의와 실무그룹 회의가 있었다. 미

소 정부는 중국, 한국, 일본, 폴란드에 요청하여 1994년 6월 16일에 중-러

-한-일-폴-미 간 <중부 베링 해역의 명태 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협

약(CCBSP)>을 통과시켰고 이는 1995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동시에

1994년 말, 많은 러시아 어업회사들은 외국자본에 주식의 형식으로 팔려

나가 국가 자원으로서의 주권을 잃었고 명태자원은 대내외로 개방되었다.

러시아체제전환의 실패는 러시아 국민에게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타격을 주었다. 반면에 중국, 일본, 폴란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쿼터를 받는 식으로 합법적인 어획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러시아 쿼터와 어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 그림

3-10은 1990년대 변화된 한국의 냉동명태 수입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 55 -

[그림 3-10] 20세기 90년대, 한국 냉동명태 수입 경로도

체제전환의 실패에 연이은 1990년대 말의 IMF 금융위기는 중국을 제

외한 아시아 국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한국 명태 소비시장이

위축되었고 명태 가공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나아가 낮은 인건비라는

장점이 있는 연변주 가공업의 지위는 상대적인 경쟁력을 지니게 되어 한

국 시장을 접수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연변주 명태산

업 종사자들은 러시아로부터 명태를 확보할 방법을 제공했다.

3. 1998년～2013년: 연변주가동북아의인근국가와협력하는단계

연변주는 1949년부터 1990년 초까지 국제 환경의 굴곡적인 발전과정

을 거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명태 공급을 유지해왔다. 1990년대 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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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터 북한산 냉동명태의 수입이 불확실해지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

계가 악화되면서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어려움

에 직면하게 되었다. 연변의 명태산업 종사자들을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런 어려움에 대응하였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는 1990년

대 초반에 발생한 생산 네트워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북아의 인근

국가와 협력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가는 단계이다.

가. 1998년～2001년：가공원료 공급사슬 모색 단계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북한산 명태 수입량이 줄어들어 가격은 비싸지

고 품질이 떨어져 명태산업의 가성비가 낮아졌다. 특히 1990년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한중 외교 관계의 수립은 변경지대의 무역에

영향을 주었다. 북한은 냉동명태의 수출을 제한 및 중지하였다. 현장조사

(2021년 02월 25일 수행한 인터뷰. 장소: 연길시 사무실)에 따르면, 이에

대응해 연변주 명태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들은 1993년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훈춘 변경 경제합작 특구 건설에 관심을 보이며 훈춘시와 훈춘

세관에서 러시아와 변경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 무역상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훈춘세관의 러시아 무역상은 CCBSP 유효 범위 밖에서 합법적인 명태

어획 활동을 진행하면서 중국 대련으로 냉동명태를 운송하여 판매하였

다. 대련에 들어온 냉동명태는 다시 트럭으로 연변주로 운송되었고 건조

가공을 거쳐 연변주, 한국, 북한 시장으로 유통되었다. 이렇게 연변주 명

태산업 종사자들은 가성비가 더 높은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수입하게 되

면서, 북한산 냉동명태에 대한 대체품을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북

한산 명태는 가격과 품질에서 러시아산 명태에게 경쟁력을 잃으면서 수

출이 대폭 줄어들었다. 현장조사(2021년 1월 26일 수행한 인터뷰. 장소:

화룡시 가공공장)에 근거하면 북한의 명태산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연변

주 명태 가공업자로부터 연변산 명태 가공품을 수입하는 처지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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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북한 명태산업 종사자의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배구조

가 타격을 입었다.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냉동명태 수입

루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발전 방향을 돌렸다. 그림 3-11은 2000년대 초, 연변주의 냉동명태 공급

경로를 도식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림 3-11] 2000년대 초, 연변주 냉동명태 수입 경로도

연변주에서도 “대러시아 네트워크 루트”가 활발히 작동했다. 1998년

중국 중앙정부는 훈춘에 집중된 특정 무역 기업들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

면서 기업활동을 지지하였고, 2000년에는 훈춘시에 중국에서 첫 번째 수

출가공특구와 호시무역특구를 건설하였다.

2000년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지역 경제에 대한 열정은 뜨겁지 않았

다. 5년 후인 2005년, 극동지역의 자연자원 기업의 복원에 중심을 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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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중앙정부는 민간 무역을 지원하기 시작했다.16) 러시아 정부는 냉동

명태 유통업자들과 합작하면서 대련에 러시아 어업 “사무실”을 만들어

러시아산 명태 유통업에 정부 차원에서 뛰어들었다.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의 명태산업

종사자들이 받은 타격이 심했다. 러시아로부터 쿼터를 받고 있었지만,

CCBSP 때문에 쿼터 할당량이 적었고 미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냉동명태

수입원가가 높은 데다가 인건비까지 높아지면서 국내 명태 가공업 단지

의 세력은 줄어들었다.

나. 2002년～2005년: 명태 가공기술 혁신 단계

2002년에 들어 CCBSP 협약의 기준으로 여전히 명태 확보가 어려워지

면서 명태 어획업, 즉 냉동명태 생산 시장은 러시아와 미국이 독점하는

국면을 형성했다. 동시에 한국의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명태산업

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고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의

성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부 기업들은 러시아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냉

동명태 쿼터를 확보하려 시도하거나 러시아 어획업체와 합작하는 식으로

냉동명태의 어획량을 늘였다. 다른 일부는 연변주에 가공업 단지를 만들

거나 자본 투자를 했다. 2002년부터 유입되는 한국 자본은 기존의 연변

주 명태 시장의 작동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림 3-12는 2002년부

터의 한국 자본의 이동을 표시한 것이다.

16) official internet resources of the president of russia(Официальные сетевые рес

урсы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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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2002년, 한국 자본 이동 경로도

현장조사 중 인터뷰에 의하면 2002년에 들어 한국 자본이 연변주로 들

어오면서 많은 명태 건조 가공업체들이 탄생하였고 연변주와 한국 시장

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17) 기업행위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연변주에 발을 디디기 위해 자신의 자본 우세, 주관적인 선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 속에서 연변주의 기업 중 일부는 가공기술에 관심을 가

지면서 기술 혁신에 성공했다. 연변주에서는 ‘양념 명태’라는 새로운 건

조 가공 상품을 출시하는 데 성공하였다. 가공 단계는 이전부터 한반도

에서 독점되었지만, 연변주에서 80년대부터 가공업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를 넘어선 새로운 가공업 중심지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17) 5번, 10번, 11번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서술(부록 참조). 본 논문 그림 3-13 한국
건우품 수입량 데이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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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을 갖추면서 기업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바다와 떨어져 내륙에 위

치한 연변주의 음식습관은 자연히 소금 함량이 높은 향료를 반기게 되었

다. 이 지역의 소비자들은 아무런 조미료도 없이 소금기만 빼는 과거의

건조 가공 과정을 거친 건어품을 구매한 후 집에서 자체적으로 양념을

만들어 찍어 먹는 식으로 소비해왔다. 때문에, 명태를 먹고 싶어도 자체

로 양념을 만들지를 못하면 명태를 사서 먹기가 어려웠다.

현장조사에서의 인터뷰에 근거하면 양념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과 더불

어, 한국 자본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수출 가공 무역

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출현했다.18) 이들은 자금을 한국 투자자로부터 조

달받은 후, 대련 러시아 ‘사무실’에서 냉동명태의 크기와 수량을 주문한

다. 이들은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예금을 지불한 이후, 물건

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러시아 무역상에게 지불하는 식으로 냉동명태를

확보한다. 대련에서 물건을 조달받고 철도나 트럭으로 연변주까지 운송

한 이후, 다시 건조 가공을 거치고 가공품을 대련으로 운송하여 한국으

로 수출했다.

다. 2006년～2008년: 명태 소비시장 경쟁 단계

새로운 자본의 유입은 기존 경제 구조의 평형을 흔들기 마련이다. 현

장조사 인터뷰에 근거하면, 기존의 본토 자본과 유입된 한국 자본은

2007년부터 룡정 지역에서 명태덕장과 물류창고 건설을 진행하면서 명태

가공업 단지를 형성했다.19) 연변주에는 기존에 화룡 지역이 명태 가공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으나 룡정 지역이 새로운 명태 가공업 중심지로

출현하면서 명태의 가공시장에서 경쟁을 격화되었고, 이는 곧바로 악성

가격 경쟁을 유발하였다. 기업이 가격 경쟁을 지속하려면 기업 규모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로 인한 생산비용의 절감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방

18) 1번, 2번, 3번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서술(부록 참조).
19) 1번, 4번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서술(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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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특히 한국 시장을 두고 가격 경쟁이 불붙으면서 한국으로 유통

되는 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가격은 낮아졌다. 그림 3-13과 그림

3-14의 그래프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출처: K-Stat 한국무역협회)

[그림 3-13] 한국 건어품 수입량

 

(출처: K-Stat 한국무역협회)

[그림 3-14] 한국 건어품 수입단가(달러/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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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룡정 지역에 새롭게 자리 잡은 가공기

업들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념 가공기술을 채용하는 기

업이 적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기업은 자연건조 가공을 거친 명태와

명태채를 주요 무역품으로 하고 달러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성장하던 연변주 대외수출형 기업들은 연달아 2008년 경제위기

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위기는 달러를 결제 수단으

로 사용하는 것에서 야기되었다. 2007년 후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그림 3-15와 같이 달러 가격의 상승을 조성했다.

(출처: 서울외국환중개)

[그림 3-15] 달러/한화 통화 변동율(2007-2009)

달러 가격의 상승은 같은 값으로 더욱 많은 양의 연변산 명태를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했다. 연변주 내부에서는 명

태 가공업자들의 과잉 경쟁문제로 인해 명태 판매가는 떨어지고 있어 판

매자와 구매자의 협상 관계가 흔들렸다. 이로 인해 연변주 가공업자들은

외상거래[赊账交易]20)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서 자금을 이후에 받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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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평등한 국경 무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자

금을 받지 못한 연변주 기업들은 재생산을 가동할 수 없게 되어 많은 기

업이 파산했다. 반면에 양념 가공에 성공한 기업들은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을 성장시켰다.

2008년 경제위기는 한정적인 명태 소비시장을 두고 악성 가격 경쟁에

가담한 기업들을 몰살시켰다. 그렇지만 포화 상태의 명태산업 시장에서

가공업체들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

다. 현장조사에서의 인터뷰(2021년 1월26일 장소: 화룡시 가공공장)에 근

거하면 2008년 위기 속에서 타격을 입은 대외수출형 기업들은 2010년이

되어서야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였다. 살아남은 명태덕장들은 규

모에 근거하여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뉜다.

명태 가공업체는 일반적으로 냉동명태를 매년 수입/가공하는 톤 수에

따라 3가지 상이한 규모로 나눌 수 있다. 4,000-5,000톤/년을 가공할 수

있는 기업은 대형기업, 2,000-3,000톤/년을 가공할 수 있는 기업은 중형

기업, 1,000톤/년을 가공할 수 있는 기업은 소형기업으로 분류된다.

규모에 따라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수출경로는 상이하다. 대형

기업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대외수출을 진행한 기업들로 풍부한

기업운영 경험과 한국시장에서의 안정적 판로가 존재한다. 중형기업들은

1990년대 말부터 대형기업과 같이 시작했거나 2008년 위기를 계기로 시

장에 금방 들어온 기업들이고, 소형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틈새시장과 연

변주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가공업체들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알게 된바,

명태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2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대형기

업은 8-9개, 중형은 20-30개이며, 나머지는 소형기업이다.21) 연변주에서

의 지역적 분포특징을 보면 명태 가공업의 발상지인 화룡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화룡과 인접한 룡정시에 다소 분포되었다.

20) 외상거래(OA: Open Account)란 거래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상품이 인도되었지
만, 그에 대한 대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제되는 거래를 말하며, 외상매매 또는
신용거래(credit transaction)라 한다.

21)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서술(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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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한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활력이 높아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추동력은 적었다. 단기간 급진적인 시장의 논리로 발

전했던 명태 가공 무역은 지리적 구조 차원에서의 변화는 적었지만, 지

역사회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실험의 장을 마련했다.

라. 2009년～2013년：가공원료 공급경로 변화 단계

 명태 가공업에서 최대 지출은 인건비와 운송비용이다. 기존 화룡시와

룡정시의 명태 가공업자들은 대련항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식

으로 무역을 진행했다. 이 루트는 냉동명태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운송거리가 멀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연변주에서 바다에 제일 인접한 훈춘시 중부는 화룡시와 룡정시의 명

태 가공업자와 달리 직접 북한으로부터 명태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명태

가공업을 육성하려 시도하였다. 길림성 정부와 북한 중앙정부의 장기간

협상을 통해 2007년 11월 16일 국무원은 <중국도문강구역합작개발계획

강요[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計劃綱要]-창지투를 개발 선도구역으로>를

체결하면서 중국은 2008년부터 나진항의 1호 부두를 10년 임대하는 데

성공했다.22)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의 명태를 수입하고 이를 냉동창고 시

설이 갖추어진 훈춘지역으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공급사슬을 확보했던 것

이다. 이러한 루트의 이용효율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훈춘시 지방정부는

국내외로 훈춘지역의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홍보했다.23) 그 결과

2008년부터 훈춘시 정부는 대련, 위해, 청도, 연태 등 중국 연해 도시에

있던 명태 필렛 가공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냉동창고 기업과 물

류기업들을 유치시키는 데 성공한다.

2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jrzg/2009-11/16/content_1465540.html.
23) 水产养殖网. 吉林珲春国际水产交易中心及国际冷链物流中心项目全力建设.
http://www.shuichan.cc/news_view-100982.html.
水产养殖网. 吉林珲春国际合作示范区海产品出口加工业集聚扩张调查
http://www.shuichan.cc/news_view-189063.html.

http://www.shuichan.cc/news_view-100982.html
http://www.shuichan.cc/news_view-189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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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통해 알게 된바, 일부 기업들은 북한에 직접 공장을 세워

간단한 가공을 거친 후 다시 훈춘지역으로 수출했다. 이렇게 하여 중국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했고, 북한 정부는 연변주로부터 명태 가공산

업을 일부 이전하고 나진항에 대형 냉동 수산 운송과 창고 업체들을 유

치하여 부를 창조하려고 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나진항 개발을 지지했던

이유는 군사항구인 대련항으로만 동북지역의 물자를 운송하는 방식이 동

북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인접한 북한의 나진항을 개

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포스코

기업은 중국 동북지역의 미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2011년 훈춘

지역에 동북 최대의 물류 단지를 조성하였다.24)

2008년부터 중국 정부가 나진항을 임대하면서 시작되었던 중국과 북한

의 합작 사업은 협력적 관계 속에 확대 발전하고 있었지만, 2012년을 시

작으로 협력이 경쟁과 충돌로 바뀌었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동북아 지

역 국가들은 저마다의 지정학적 전략을 실천하면서 복잡한 정치적 갈등

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2012년 중국 정부는 나진항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여 항구개발을 원

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기업들을 앞세워 50년 기한으로 나진항 부두를 임

대하였다.25) 동시에 러시아 중앙정부도 극동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극

동지역 진출에 유리한 항구 탐색에 나섰고, 나진항의 부두를 49년 기한

으로 임대하는 데 성공했다.26) 하지만 2013년 8월, 나진항 통제권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지도부는 나진항 부두 임대 사

업을 책임진 장성택을 매국 행위라는 혐의로 체포하면서 나진항 부두 임

대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27)

24) 珲春市人民政府. 政府工作报告(2010)
http://www.hunchun.gov.cn/zw_1910/gzbg/201911/t20191129_5852.html.
25) 佚名. (2012). 中国获朝鲜3港口50年使用权. 环球人物, 000(005), p.68.
26) 水产养殖网. 俄罗斯鳕鱼加工业拟进入朝鲜加工厂
http://www.shuichan.cc/news_view-81746.html
27) 본사업의 정식명칭은 중조라진경제합작구[中朝罗先经济贸易区] 건설로서 2010년 5월
국가 영도자 김정일이 중국 국가 주석 후진타우와 공동으로 결정한 사업이다(人民网.
张成泽已被处决 朝中社称其千古逆贼-



- 66 -

나진항을 임대하는 짧은 기간 동안, 훈춘시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북한

으로부터 명태를 수입했지만, 5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공급경로는 재

차 무너지고, 다시 대련에서 명태를 수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냉동명태를

수입하는 경로에 여러 차례 변화가 발생하면서 명태의 품질 또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연변주 훈춘시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 연해 지방의 필렛

가공기업들을 유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연변주의 명태 가공품 상품의 다

양성과 규모를 확대했다.28)

4. 2014년～2020년: 연변주가 러시아와 미국과 경쟁하는 단계

가. 2014년～2018년：연변주와 러시아의 경쟁 단계

나진항 문제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대 협약을 페기한 행위는 중국

과 러시아 중앙정부와 북한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항구 임대와 항구 주변의 공간 개발을 위해 엄

청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 중앙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 나진항을 대신

할 대응책으로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러시아 극동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29) 2013년

http://js.people.com.cn/html/2013/12/13/275124_15.html)
28)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珲春海味多食品有限公司、延边盛海工贸有限公司、珲春比比
爱水产品加工有限公司、珲春龙鲜食品有限公司、珲春五星水产品加工有限公司、珲春市
水妍经贸有限公司在珲春不断发展壮大；2011至2013年，韩亚水产水产品加工项目、烟台
大宸水产交易中心项目、珲春洪昊工贸水产品项目、珲春东鹏工贸有限公司水产品加工项
目、珲春东扬实业有限公司冷库二期工程建设项目、珲春远洋工贸水产加工项目、海一水
产加工项目、明捷物流项目、珲春兴阳水产加工项目、珲春沅沅水产加工项目、旻顺海产
品加工项目等纷纷落户珲春；海德水产品加工项目、祥正水产品项目、兴阳海产品加工项
目、珲春江元水产品加工项目、正泉水产品加工物流项目、大连獐子岛集团股份有限公司
海产品加工项目和凯洋水产加工项目(水产养殖网. 吉林珲春国际合作示范区海产品出口加
工业集聚扩张调查-http://www.shuichan.cc/news_view-189063.html).

29) 구체적으로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극동개발부를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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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당 총 서기도 일대일로를 제의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대일로 제

의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대일로에 동북아시아 지역

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2013년, 훈춘에서 ‘제1차 훈춘 국제현대물류

포럼’을 가지면서 ‘창지투[长吉图] 개발’과 함께 자루비노 루트를 다시금

언급하여 토론했다. 이에 2015년 3월 중국 국무원에서 <실크로드를 함께

건설하는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전망과 행동을 추진 전

략>을 발표하면서 동북지역을 북방으로 개방하는 창구로 건설하여야 한

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발전 전략과 결합하면서 많은

인프라 건설과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다. 7월, 시진핑 총 서기는 부임 이

후 중국 국내 세 번째 방문지로 연변주를 방문하였다. 9월에는 장춘과

연변주를 경유하는 현대식 고속철도가 개통되었고 9월, 길림성 정부는

‘훈춘시 개방발전 가속화 지원에 관한 의견안[关于支持珲春市加快开放发

展若干意见]’을 내놓으면서 훈춘시 지급 시청에 일부 경제 사회 관리 권

한을 부여했다.30)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훈춘에는 많은 중국 국내 수산업 기업들과 해

외 기업들이 입주하였고, 명태 필렛 가공산업의 집단화가 이루어졌다.31)

여기서 ‘집단화’란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가공을 진행하고 일부 부품 생산

을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위에서 수직적 분업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 결과 연변주의 다른 명태 가공산지와 달리 훈춘만은 명태 필렛

가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2013년부터 남·북·미 갈등이 심해지고 나진항 개발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식한 북한 정부는 다시 핵무기 개발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중·북·러 사이의 정치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고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에서 북한 제재에 관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2321호’가 채택되면

TOR 및 자유항 정책 등을 공표하면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环球网.经济
日报-https://finance.huanqiu.com/article/9CaKrnJOmKK)

30) 珲春：吉林的“蓝海之路” ．吉林省人民政府新闻办公室-
http://www.jlio.gov.cn/index.php/jrjl/cjt/12095-2018-10-19-04-52-48.html
31) 水产养殖网. 吉林珲春：打造水产特色品牌提高产业集群效应-
http://www.shuichan.cc/news_view-2958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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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7년부터 무역은 전부 중단되었다.

훈춘은 북한 항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발전되어왔다.32) 때문에, 대

북제재 결의안의 채택은 훈춘시 기업가들에게 타격을 주었고 자루비노항

에 의지하게 되었다. 반면, 연변주 화룡시와 룡정시 명태 기업들은 대련

으로부터 냉동명태를 수입해왔기 때문에 명태 공급에 있어 안정성을 유

지하였다.

하지만, 중·러 정부 사이의 동북아시아 개발 전략 또한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2017년 3월, 러시아 중앙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에 발을 더

깊이 디디면서 2000년 옐친 정부가 팔아넘겼던 ‘국가 자연자원 사유화’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克莉丝蒂娅·弗里兰, 2004).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국외로 냉동명태 수출만으로는 가치획득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연변주를 겨냥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명태 가공업 산업

단지 건설을 안착시키려는 시도를 진행하면서 이를 국가전략으로 지정했

다. 2017년 4월,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 러시아 경제개발 정책에 수산분

야를 포함시키면서 베링해의 수산자원 특히 냉동명태의 수출국에서 가공

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공표했다.33) 중국 중앙정부는 러시아 중앙정부

와 협상을 하면서 훈춘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루비노를 경유하는

고속도로와 철도선 투자를 진행하면서 러시아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응하

고는 있지만, 동시에 연변주 명태산업에 새로운 경쟁대상을 만들었다.

인터뷰(2021년 01월 26일 수행한 인터뷰. 장소: 연길시 공항 보세 빌

딩)를 통하여 알게 된바, 현재 중국은 러시아 자루비노와 북한 나진항과

모두 합작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합작은 러시아 자루비노에서 진

행되고 있었다. 또한,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현재 훈춘의 명태 가공

32) 2010년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연변주 주장인 리룡희는 양회[两会]에서 [规划纲
要]에 근거하여 나진항 임대를 통한 출해구 마련 사업을 담론했다. 특히, 2010년 3월
연변주는 나진항 10년 임대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년 4월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동향분석.



- 69 -

업체들은 나진항을 대신하는 자루비노항 코스로 냉동명태를 수입하고 있

으며, 반면 룡정과 화룡의 명태 가공업체들은 여전히 대련으로부터 냉동

명태를 수입하고 있다.

나. 2019년～2020년：연변주와 미국의 경쟁 단계

현재까지 연변주의 명태 가공품은 크게 명태 건어품과 명태 필렛으로

나뉘며 이들을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으로 유통하고 있다. 특히 명태 건

어품 수출 무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의존 정도가 매우 크다. 한국의 명

태 공급은 항상 부족했고 이에 비해 명태 건어품에 대한 수요는 고정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변주에서 생산되는 명태 필렛은 대부분 중

국 시장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미국 중앙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을 정치화하

였고, 이로 인해 2019년 8월부터 중미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양

측이 서로의 수출상품에 부가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무역전쟁이 진행되었

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산 냉동명태의 가격은 연변 지역에 수입

되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가격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34).

미국 정부는 2018년 9월에 USTR은 명태에 대한 10%의 관세를 취소

했다. 이렇게 하여 미국 알래스카산 명태산업이 회복되리라 기대했던 것

이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명태 어획국으로서 명태 관세를 취

소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명태가 ‘0 관세’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

어 업계의 공황을 자아냈다. 이로 인하여 2018년 10월, 미국해상가공협회

(APA)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세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5

월 14일, 미국무역사무실(USTR)은 명태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가하

는 방식을 택했다.35)

34) 水产养殖网. 突变！美国海产加工协会要求政府继续对狭鳕产品加征关税-
http://www.shuichan.cc/news_view-378819.html.
35) 水产养殖网. 贸易战新名单出炉，狭鳕、真鳕、三文鱼再次被征税-
http://www.shuichan.cc/news_view-383302.html.

http://www.shuichan.cc/news_view-378819.html
http://www.shuichan.cc/news_view-383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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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기술했지만, 미국은 알래스카만과 동부 베링해에서 명태를

어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획된 명태들은 필렛과 통조림 형식으로 가공

되어 주로 유럽 시장으로 유통되었다. 인터뷰(2021년 01월 26일 수행한

인터뷰. 장소: 연길시 공항 보세 빌딩)를 통하여 알게 된바, 현재 훈춘지

역의 중국 필렛 가공업체는 미국의 명태 가공업체보다 가격이 싸고 품질

이 더 좋은 명태 필렛을 생산하여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훈춘의 명태 필렛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

출되게 되었다. 이들은 명태 필렛 제품을 가공한 후 ‘Made in Hunchun’

마크를 달고 영국, 독일 등 시장으로 유통하면서 동북아 지역을 초월한

글로벌 명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냉동명

태(Alaska Pollock)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같은 품종으로 취급되는 러시

아산 냉동명태(Walleye Pollock)의 가격이 떨어졌다. 연변주의 가공업자

들은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수입하여 가공하였기 때문에 미국 가공업자들

보다 가격우세에 처하게 된 것이다36). 이로써 가공업 중심지의 지위가

세계적으로 높아져 미국인이 설정한 유럽 시장의 벽을 넘볼 수 있게 되

는 계기가 되었다.

5. 네트워크 구조적 조정에 대한 소결

제3장에서는 국가를 네트워크 내부의 행위자가 아닌 배경이나 제도적

환경으로 인식하면서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

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2장에서 필자가 네트워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재조직한 9가지 네트워크 권력 분석 요소들을 통해 명태 가공품 생산 네

트워크 구조적 조정에서의 투입-산출 구조와 지리적 분포를 정리하겠다.

먼저 냉동명태(생태)의 초기 생산지는 북한领 동해(북)이다. 이후

1960년 중반부터 한국은 동해(남)에서 냉동명태 생산에 참여했고, 어획

량을 늘이기 위해 미국领 EEZ에서 미국 어민을 고용하여 어획을 시도

36) 水产养殖网. 突变！美国海产加工协会要求政府继续对狭鳕产品加征关税-
http://www.shuichan.cc/news_view-3788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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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미국 어민들도 점차 명태 어획기술을 터득하여 미국의 생태 어획

업이 시작된다. 1980년대부터 한국领 동해(남)의 명태어획량은 점차 미

미해졌고, 러시아에서도 명태어획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해의 명태 어획량은 대폭 줄어들었고 러시아와 미국이 냉동명태 생산

을 독점하게 되었다.

초기의 명태 가공품 생산은 북한에만 분포되었다. 1960년 중반부터 한

국도 명태 가공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1980년대부터 미국도 가공기술을

학습하면서 가공업을 유치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 연변주 화룡시

일대에서 초기 가공업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연변주도 명태 가공 단계의

일부로 매칭되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러시아도 극동지역에 명태 가

공시설들을 건설하면서 가공업에 발을 들였다.

북한에서 가공된 명태 가공품은 1950년대에 북한에서 연변주로 유통되

었고 대부분 무염 건어품 형식으로 유통되었다. 이때 연변주와 북한의

무역장벽은 매우 낮았다. 196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명태 어획과 가공이

시작되면서 명태 가공품은 한국에서도 무염 건어품으로 가공되고 유통되

었다. 미국에서도 명태 가공업이 생기면서 자국 시장에서 유통되었고 특

히 명태 필렛 형태로 판매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연해 도

시에서도 명태 가공업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필렛 생산 위주였다. 중국

산 필렛 가공품은 대체로 유럽, 브라질 등 국제시장으로 유통되었다. 연

변주는 유일하게 건어품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생산된 명태 가공품은

한반도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되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 연변주에서도

명태 필렛 생산에서 성과를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유럽까지 유통하게 되

었다.

연구지역인 연변주를 중심으로 수입 수출 무역장벽을 기술하겠다. 먼

저 1997년 이전까지 연변주는 북한과 무역을 진행하였다. 1949년부터

1965년까지는 6.25 전쟁이 막 종결된 시기였기 때문에 공급사슬 안정이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무역장벽은 매우 낮다. 1966년부터

1981년까지는 변경무역이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

역장벽이 높아졌다. 그러다가 1982년부터 변경무역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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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는 북한산 해산물 무역이 중북간 외교관계 악화로 인해 방해

를 받는다. 1998년부터는 연변주가 러시아로부터 냉동 명태 공급망을 확

대하게 되는데, 이때는 모두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단계였으

므로 무역은 서툴렀지만 무역장벽은 낮았다. 안정적인 냉동 명태 공급망

을 쌓은 연변주는 가공을 거친 상품을 최대 명태 수입지역인 한반도로

수출하게 되는데, 연변주 내부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한반도의 수요

도 많아 무역장벽이 낮았다. 연변주는 그 도중에 냉동명태 수입가격을

낮추려고 나진항 개발을 시도했지만 결국엔 실패했다. 그리고 2020년

Covid-19로 인해 명태 무역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무역장벽이

높아졌다.

수입-수출 구조와 지리적 분포에 기반한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

구조적 조정은 표 3-3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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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GPN 구조적 조정(투입-산출구조 및 지리적 분포)

다음으로, 거버넌스구조, 제도적 틀 및 고도화에 기반한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 구조적 조정을 종합해 보겠다.

앞에서 명태산업을 설명했듯, 필자는 명태산업을 어획업, 가공업, 유통

업으로 나누었다. 1949년부터 1965년까지는 3가지 명태산업이 한반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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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만 통합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동명태 어획업은

미국으로 확장되었고 1980년대 말부터 냉동명태 어획업은 러시아로 확장

되었다. 가공업과 필렛가공업은 미국에서, 건조 가공업은 연변주로 확장

되었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중국 연해지방에서도 필렛 가공업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러시아도 가공업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에만

존재했던 명태산업이 글로벌 범위에서 자원의 분배, 경제 세계화와 국제

분업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명태산업의 새로운 질서로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거버넌스구조의 변화

를 만들었다. 연변주는 1949년부터 1993년까지 북한으로부터 명태를 수

입하는 단일한 루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 명태산업 종사자

들의 연변주에 대한 통제력은 절대적으로 강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러

시아로부터 명태를 수입하게 되면서 북한의 통제력은 많이 떨어졌다. 하

지만 그 이후, 또다시 전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냉동명태를 확보하는 단일

한 루트를 형성하면서 러시아의 통제력이 절대적으로 강해졌다. 연변주

에서 생산된 명태 건어품은 수출 초기에는 한국 유통시장에 대한 통제력

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한국은 건어품에 대한 수요가 많

아지면서 그 통제력은 강대해졌다.

제도적 틀은 70년 시간 동안 총 3차례의 큰 변화가 있다. 먼저 1949년

부터 1993년까지는 중북 무역이 양국의 제도적 추동력의 영향을 많이 받

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4년부터 냉동명태 수입경로가 러시아로

변하고 한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정부 제도적 추동력의 영향을 적게 받고

명태산업이 시장 논리로 발전하게 되어 거버넌스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

다. 그러나 2008년부터 또다시 중·북·러 정부의 제도적 추동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이나믹한 제도적 틀 속에서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당

시 처한 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도화 전략을 취하게 된다. 먼저 1949

년부터 1981년까지는 명태 가공품 수입에만 의지하여 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양의 명태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고도화 방향이었다면, 1982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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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연변주에서 명태덕장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였다.

1994년부터는 러시아로부터 냉동 명태를 확보함을 통해 명태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북한에 의존하는 단일한 무역 루트에서 벗

어나려 시도했다. 2006년부터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더

높은 양념명태와 콜라겐 제품 생산 등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거버넌스구조, 제도적 틀 및 고도화 가능성에 기반한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 구조적 조정은 표 3-4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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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GPN 구조적 조정(거버넌스구조, 제도적 틀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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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 권력의 진화

제3장에서의 거시적 논의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명태 가공업의 글

로벌한 생산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행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권력과 생산 네트워크 사이의 관

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의 역사적 단계 흐름에 근거하여 제4장에서

는 ‘북중 무역시기’, ‘한국 자본 유입시기’, ‘명태 생산 네트워크의 글로벌

확장시기’로 시간대를 구분 지으면서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

에 접근한다.

1. 1949년～1993년: 북중 무역 시기

가. 1949년～1965년: 중국 군인과 제1차 보따리 무역

1949년부터 1965년까지의 초국경 명태 생산 네트워크는 전쟁에 가담한

중국 군인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6.25 전쟁에서 중국은 북한의 도움 요청

에 응하여 한반도 전쟁에 가담하였고 연변조선민족자치구37)에서 살고

있던 조선인 중 다수가 중국인민지원군에 가입하여 전쟁에 참여했다. 전

쟁이 종결된 후 이들 중 상당수는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북한 영토에

주둔하였다(李辉, 1994). 현장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바, 중국의 친척들은

연변 출신 군인들을 만나기 위해 친척방문이라는 이유를 앞세워서 북한

군부로 가기도 했다. 북한으로 갈 때에는 중국의 옷과 공업제품을 가져

가고, 올 때는 명태 건어품을 특산품으로 챙겨왔다고 한다. 이렇게 해방

후 연변주의 명태 무역은 전쟁을 계기로 한 민족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37) 1952년에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로 불리지만 1955년부터는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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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이러한 월경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1953년 11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마련한 <중북 경제문화 합작 협정[关于中朝经济及文化

合作的协定]>과 1954년 3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부에서 하달한 <북한

인민재건활동을 도울 지시[关于帮助朝鲜人民进行再建活动的指示]>가 있

었기 때문이다(李钟奭, 1992; 李连庆, 1995)38). 중국 중앙정부는 북한 노

동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일부분 조선족

들이 북한재건활동에 참가하게 했고 1958년에는 연변주의 일부 조선족들

을 북한 국내로 이주시켰다.

전쟁이 종결된 지 1년 후인 1954년 10월 19일, 중국 정무원[政务院]과

북한 중앙정부는 제도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해산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변경 무역을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식품공사 연변 분사와

북한 무역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역 비준을 공동체결하여 연변주 훈춘 사

타자세관과 북한 함경북도 새별군세관, 연변주 룡정 개산툰세관과 북한

온성군 삼봉세관, 연변주 도문세관과 북한 남양세관, 연변주 룡정 삼합세

관과 북한 회령세관을 교역 중심으로 바터 무역을 진행하면서 수산물과

과일을 수입하였다. 무역 비준 이후 이중국적자들의 보따리 무역이 공식

적인 무역으로 발전하면서 초기무역 규모를 늘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1957년 연변주에 살던 이중국적자들은 양국 정부의 혼란을 줄

이기 위해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다(李婧怡, 2016). 이처럼 양국

중앙정부가 제도적 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일부 군인과 연변주의 이중국

적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고 일부는 연변주에서 조선족

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로써 친척방문이라는 목적을 앞세워 6년간 지

속된 명태 보따리 무역은 종결되었고 세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진행하

는 무역만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38) 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중국은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 8억 원을 원조한다는 협의
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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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66년～1981년: 허락받은 무역업자

명태 무역은 1965년까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1966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실제로

1970년까지 소규모의 개별적인 무역은 존재했으나 1971년부터 1981년에

와서 변경 무역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하지만 민간 수요의 억제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형태의 것으로 채워졌

다. 현장조사 중의 인터뷰(2021년 02월 25일, 장소: 연길시 사무실)에 따

르면 연변주 조선족들의 명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연변주 정부는

정부 간부이거나 북한 무역 경험이 있는 상인들에게 ‘출국증명서’를 발급

했다. ‘출국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북한으로 향하여 명태 건어품을

구매하거나 물물교환 형식으로 수입해 왔으며 다시 연변주에서 계획적인

배급과 암묵적인 판매를 진행하면서 수요를 만족시켰다.

다. 1982년～1993년: 제2차 보따리 무역

문화대혁명으로 10년간 중단된 명태 무역은 1982년을 시작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의 변경지역인 삼합진에서 제2차 보따리 무역으로 개시되었다.

당시 해산물 무역에 종사했던 기업가들이 설명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초기의 명태 무역은 연변주 룡정의 삼합세관과 회령

세관에서 진행되었다.39) 현장조사 중의 인터뷰(2021년 02월 25일, 장소:

연길시 사무실) 당시 세관에서 한 묶음의 명태 건어품을 7전에 수입했

다. 한 묶음에는 명태가 10개로 묶여 있고 한 마리당 15전의 가격으로

연길시에서 판매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유통업자는 중간에서 20배에 넘

는 시장가격으로 장사를 진행하면서 폭리를 얻었고, 폭리를 얻은 초기

유통업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북한에서 냉동명태를 직접 수입

하여 삼합세관과 인접한 화룡시와 룡정시에서 덕장을 만들었다. 그림

39) 9번, 10번 11번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서술(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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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은 연변주 삼합세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화룡, 룡정 덕장의 위치

를 보여준다.

[그림 4-1] 연변주 삼합세관과 룡정, 화룡의 위치

현장조사 중의 인터뷰(2021년 01월26일, 장소 화룡시 가공공장)에 근

거하면 1980년대 중기에 시작된 연변주의 명태 가공업은 초창기에는 화

룡과 룡정, 두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결국엔 지세가 높고 연별 시

온차가 큰 화룡에서 초기 성공을 거두었다. 초기 창업자가 화룡에서 성

공을 거두자 1990년대 초반 명태 창업자들이 화룡으로 집결하여 성공 경

험을 학습하고 모방하면서 화룡은 서서히 명태 가공업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필자가 1990년대 중·북·러 변경무역에 종사했던 무역업자와 행한 인터

뷰(2021년 02월 25일, 장소: 연길시 사무실)에서 초기의 무역이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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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인프라가 충분한 1급 세관인 도문세관에서 발생하지 못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즉 중앙정부의 과시적 권력이 장기간 작용하여 도문시

와 남양시의 정치적 관계 악화로 인해 서로 적대시하는 감정이 강하여

연변주 내부 주민과 남양시 주민들의 반대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반

면 삼합과 회령지역은 행정등급이 낮고 정치적 영향을 덜 받았으므로 이

곳에서 가장 처음으로 무역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룡시의 삼합진을 중심으로 발전한 초기 명태 무역은 김일성 중앙정

부로부터 중요시되었다. 1984년 김정일은 “변경지대의 각 도와 군에서

인접한 중국 연변주와 자유무역을 하라”고 지시(“과시적 권력”의 행사)

하여 변경 무역을 활성화시켰고, 12월 20일 중국 국무원 외무부에서도

<변경소액무역잠행관리방법> 문건을 발표하면서(“제도적 권력”의 발휘)

변경무역을 지지하였다(심의섭, 2001). 중국, 북한의 중앙정부 사이의 합

의와 더불어 민간기업가들의 능동성을 발휘하여 화룡과 룡정 세관을 넘

어 철도가 있는 도문세관과 남양세관으로 무역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

였다. 무역의 상품은 명태 건어품을 수입하던 것에서 냉동명태를 수입하

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1993년에 무역량의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한중 외교관계 설립과 북한 명태 어획량의

감소로 인하여 북한에서 대외수출하는 명태의 양을 줄이거나 제도적으로

명태 수출을 중단하였다. 이 때문에 연변주의 명태 가공업자와 유통업자

들은 북한에서 냉동명태를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연변주의 명태 덕장들이

대거로 파산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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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4년～2007년: 한국 자본 유입 시기

가. 1994년～2001년: 고려인 무역상

명태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들은 파산하지 않기 위해 1993년 중국 중앙

정부와 소련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훈춘변경경제합작특구 건설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훈춘시와 훈춘세관에서 러시아와 변경무역을 하는 고려

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인터뷰와 문헌연구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선족들은 대체로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교와 하바로브스크에 위치한 태평양

국립대학교로 유학을 갔고 경제학, 무역학,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黄立茀, 2009). 1960년대 중반에 흐루시쵸프가 이끄는 소련과 모

택동이 이끄는 중국의 외교관계 악화로 유학 중인 조선족들은 연변주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일부는 소련 국적을 취득하여 소련의 고려인으로 살

아갔다. 1990년대에 훈춘지역에서 무역에 종사한 고려인들은 1세대 고려

인의 자손으로, 연해 지방의 상업망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가 가능했다. 따라서 이들은 훈춘지역의 조선족들, 북한사람들과

합작하여 중국과 러시아 변경 무역의 핵심 행위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

들의 주요 무역 물품은 가정용품, 해산물, 가공식품, 석탄, 목재 등이었

다. 이들은 훈춘세관외 연길시에도 드나들면서 무역을 진행하였고 화룡,

도문의 명태 가공업 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필자가 1990년대 중·북·러 변경무역에 종사한 무역업자, 화룡시 상무국

직원과 행한 인터뷰(2021년 02월 25일, 장소: 연길시 사무실; 2021년 2월

07일 장소: 화룡시 상무국)에 의하면, 연변주 명태 가공업 종사자들은 고

려인과 더욱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공급사슬을 만들기 위해 훈춘에서 “해

산물 수입에 관한 상업 협회”를 만들었다. 명태 가공업 종사자들이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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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든 목적은 제도적 권력을 발휘하여 고려인들과의 무역을 더욱 저렴

하고 통일된 가격으로 행하고, 정부에 요구하여 복잡한 수입절차를 줄이

기 위해서였다.

당시 협회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된 자금을 고려인들

에게 조달하고, 고려인 무역업자들은 연변주의 명태 가공업자들의 요구

에 맞는 명태 수량과 명태 크기를 주문받은 후, 러시아 어민을 고용하여

CCBSP 유효 범위 밖에서 합법적인 명태 어획을 진행하여 북한 청진항

이나 중국 대련으로 운송하여 판매하였다. 대련에 진입한 냉동명태는 다

시 트럭으로 연변주로 운송되어 가공을 거쳐 연변주, 한국, 북한 시장으

로 판매하였다. 이렇게 연변주 내 명태산업 유통업자들과 가공업자들은

고려인을 통한 러시아산 냉동명태 수입통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냄으로

써 북한산 냉동명태를 대체할 수 있었다.

러시아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극동지역의 에너지 기업의 복원에 관심

을 가졌다. 특히 냉동명태산업을 중요시하면서 고려인이 만든 네트워크

에 개입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련에 러시아 어업 “사무실”을 만들고 러시

아산 명태 유통업에 뛰어들었다. 러시아 정부의 운영 방식은 고려인이

대련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어획하는

지역과 주문하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의 통제는 특정 기

업이 CCBSP에 의해 정해진 구역에서만 어획하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이 때문에 명태의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아져 명태산업의

가성비가 낮아졌다. 이 때문에 연변주 가공업자들은 여전히 고려인들과

의 무역을 지향하였다.

협회 탄생은 수입가격을 낮추고 공급상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 외에

도 냉동명태 생산국인 북한과 러시아의 간접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과시

적 권력을 행사했다. 협회의 탄생으로 인해 연변주의 가공업자들이 품질

이 좋은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의 탄생을 계

기로 품질이 낮지만 가격이 저렴한 북한산 명태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연변주 가공업자들도 출현하면서 북한 공급상과의 협상력도 크게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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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의 저품질 냉동명태들이 수입되는 도중에 중국 해관에서 품질문

제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태 무역에 있어 업계종사자들은 대체로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수입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연변주 해관에서 북한산 명태를 수입하는 과

정에 식품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속출되면서 냉동명채를 수입하는 절차

가 번잡해졌던 것과 소비자를 의식해 품질 경쟁이라는 명태 시장 분위기

를 조성한 것 때문이었다(刘文才, 1994；崔世全, 1989).

이렇게 협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활발히 작동하면서 훈춘시 지방정

부는 연변주 정부를 우회하여 길림성 정부와 중앙정부에 훈춘시 개발을

직접 홍보했다. 1998년 중국 중앙정부는 훈춘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

면서 훈춘에 집중된 특정 무역 기업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기업

활동을 지지하였다. 2000년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훈춘시에 전국에서 첫

번째 수출가공특구와 호시무역특구를 건설하였다.

나. 2002년～2007년: 한국 자본과 가격 경쟁

2002년에는 CCBSP 협약으로 인해 명태 확보가 여전히 어려웠고 인건

비가 점차 높아지면서 한국 명태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缪圣赐, 2002). 이에 한국의 자본과 명태업자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변주와 러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한국 자본은 러시아에서 더욱 많은 쿼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러시아 지

방과 기업들에 자본투자를 하면서 시장수요를 만족시키려고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어선과 한국 어선은 러시아 해역에서 명태를 어획한

이후, 블라디보스톡 항구, 청진항, 부산항, 대련항 순으로 냉동명태를 수

입했다. 다시 말해 한국 어선의 일부는 명태를 한국에 유통했고 다른 일

부는 중국 대련으로 유통했다.

반면에 가공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면, 한국 무역업자들은 연변

주에서는 명태 건조 가공업체들에 대해 자금 투자를 하거나, 브로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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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로 보내 직접 명태 가공품을 수입하는 식으로 한국 국내 명태 수

요를 만족시켰다. 한국 자본의 초기 유입은 연변주 명태 가공업자들에게

한국이라는 명태 시장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하지만 투자의 초기 단계로

서 투자규모가 작았다. 이 당시 한국 자본 및 브로커들과 연변주 대외수

출형 기업들은 대체로 평등한 협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변주의 명태 시장은 2002년부터 포화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연변주

의 명태 가공업체들은 연변주의 시장만을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였다. 따

라서 상대적으로 한정된 연변주 명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행위자들은 자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현장조사 중 인터뷰를 통하여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성과

를 얻은 것은 <진미[真味]>라는 양념 명태 가공업 회사이다.40) 바다와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연변주의 음식습관은 자연적으로 소금 함량이 높

은 향료를 반긴다. 소비자들은 아무런 조미료도 없고, 소금기만 빼는 과

거의 건조 가공 과정을 거친 명태 건어품을 구매한 후 집에서 자체적으

로 양념을 만들어 찍어 먹는 식으로 먹어 왔다. 이 때문에 명태를 먹고

싶어도 자체로 양념을 만들지를 못하면 명태를 사서 먹기가 어려웠다.

<진미>는 건조 가공하는 단계에 양념을 넣으면서 가공하여 따로 양념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연변주 시장을 개척하여 점차 소비

자의 음식습관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기여 때문인지 <진미>는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로부터 원조

로 인정받아왔다. <진미>는 기술 고도화에 성공하면서 양념 명태라는

연변 특색이 있는 상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양념 명태 가공업이라

는 특수한 산업과 식품 시장을 개발했다.

양념 개발에 성공한 <진미> 회사 창업가는 명태 가공 외에 <금강산>

이라는 식품회사를 새롭게 발전시켰다. <금강산> 식품회사는 양념 명태

의 가공 단계를 김치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연변주에서 3번째

납세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김치 회사로 자

40) 1번, 3번, 5번, 9번, 10번, 11번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서술(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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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매김하였다. 진미 회사가 명태 창업에서 양념 개발과 김치 생산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는 연변주 명태 소비시장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금강

산> 식품회사는 연변주 정부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는 동시에, 한류 열풍

을 배경으로 한국식 식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인지도를 얻게 되어 (‘구성

적 권력’의 획득) 손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의 탄생은 고도화에 실패한 기업을 만들기 마련이다. 본토

자본으로 만들어진 <진미>의 성공은 동업자들에게 과시적 권력을 행사

하면서 자극을 주었고 이에 따라 경쟁자들도 양념 가공기술을 발전시키

면서 격렬한 시장 경쟁을 진행했다. 이들은 연변주 시장을 넘어 중국 국

내 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반면 비양념 가공기업들은 연변주 시장을 넘어 한국 명태 시장을 주된

시장으로 인식하면서 가격 경쟁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다. 특히

룡정 지역은 토착 자본과 한국 자본을 유입하여 2007년부터 새롭게 형성

된 명태 가공업 단지가 되었다. 룡정 지역의 명태 가공업 단지는 화룡

지역의 가공업 방식을 모방하면서 달러를 결제 수단으로 하여 한국 시장

에서의 경쟁에 나섰다.

한국의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한국 브로커들은 점점 더 연변주의 수입

에 의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화룡과 룡정 지역에서 명태 건어품을 수

입하였다. 자금을 조달받은 두 지역의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 속에서 기

업들은 악성 가격 경쟁을 진행하면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갔으며

한국 자본 및 브로커들과 연변주 대외수출형 기업 사이 협상 관계의 평

형이 흔들리면서 한국 자본과 브로커들이 우위를 유지했다.

두 지역 비양념 가공기업들의 악성 가격 경쟁은 2년간 지속되었고

2008년 경제위기로 끝을 맺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8년 위기는

달러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야기되었다. 제3장 서술에 근거

하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달러의 가치를 최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초기에

는 달러를 사용하여 외상거래의 방식을 채택하였고 달러의 가치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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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에 상품의 값을 지불했다. 외상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는 생산 과

잉으로 인한 두 지역 비양념 가공기업들의 악성 가격 경쟁이 연변주 내

부 명태 가공업자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약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이 때

문에 연변주 명태 가공업자들의 한국 투자자들과의 협상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현장조사 인터뷰(2021년 1월 26일, 장소: 화룡시 가공공장)에

근거하면 한국 투자자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 상품에 대한 지불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들의 일부는 자금을 지불할 능력

이 없어 한국에서 종적을 감추었고 일부는 기업의 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태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자금을 미루어 받기로 했다. 자금

을 장기간 조달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더 나아가 재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장조사 중의 인터뷰(2021년 1월 20일, 장소: 룡정시 상무국)에 근거

하면, 2012년 연변주 정부는 명태 가공기업들을 조직하여 직접 명태가공

상업 협회를 만들었다. 이 협회는 대외수출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으며 구성 목적은 세부적인 이해관계자마다 입장이 제각각이었다. 먼

저 주 정부가 협회를 조직한 이유는 가격을 통일하여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2008년부터 수많은 명태 가공기업

들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기존의 명태 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새로운 기

업들은 제멋대로 덕장을 건설하고 가공하면서 시장가격을 교란했다. 시

장가격의 혼란은 한국 브로커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발

생시켰고 이는 장기적인 무역에 악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부는 시장가격

을 통제하면서 과잉으로 인한 제2차 악성 가격 경쟁의 발생을 피하려고

하였다. 협회에 참여한 기업 중 일부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여 가격을

통일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품이 더 많이 수출되는 것을 바라는 동

시에 제도적 권력으로 협회 외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초기 협회의 달성은 정부와 기업 각자의 이익에 부합되면서 순

조로웠다.

하지만 이 협회는 얼마 안 되어 해산했는데, 현장조사 인터뷰(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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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장소: 화룡시 가공공장)를 통해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알 수

있었다. 현재 연변주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암묵적인 가격 경

쟁이 여전히 심하다. 구성원들은 가격을 통일하여 목적을 달성할 의향은

있지만, 가격을 낮춰 당장의 이익을 도모할 유인도 있었기 때문에 협회

를 이탈하는 구성원들이 생겨났다. 이외에 상무국 직원과의 인터뷰(2021

년 1월 20일, 장소: 룡정시 상무국)에 의하면 협회장이 중도 퇴임한 데다

가 협회를 정부가 조직하였기 때문에 적극성이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 협회는 가격을 통일하여 한국 투자자들에게 더욱 높은 가격으로 물건

을 판매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연변주 내부의 악성 가

격 경쟁으로 인하여 한국 투자자들과 협상의 자리에도 앉지 못한 실패한

시도이기도 했다.

2008년 위기는 한국 명태 시장을 두고 악성 가격 경쟁에 가담한 기업

들을 몰살시켰고 포화된 가공업체들의 거품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또한 이는 한국 자본 및 브로커들과의 협상 관계의 균형을 다시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발전하는 양념 가공기업들은 2008년 경제

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2008년 경제위기 시기의 인민폐 달러

환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민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국내 구매력은

되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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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인민은행)

[그림 4-2] 달러/인민폐 통화 변동율(2007-2009)

현장조사 중의 인터뷰(2021년 2월 25일, 장소: 연길시 사무실)에 근거

하면, 국내의 명태산업 기업들은 중국의 한정적인 명태 소비시장이 자신

들의 기업 성장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양념 명

태 개발 업무를 줄이고 연변주에서 전문적인 양념 기술개발과 수출용 김

치 개발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2008년 위기 속에서 타격을 입은 대외수출형 비양념 가공기업들은 많

이 파산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진바 정부의 자금지원과 기업비축자

금으로 버텨온 기업들만 살아남았으며 2010년이 되어서야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였다.

현장조사 중의 인터뷰(2021년 1월 26일, 장소: 화룡시 가공공장)에 근

거하면, 명태 건조 가공업의 시초인 화룡은 이제 완전히 대외수출형 자

연건조 가공기업이 집결한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 룡정 지역은

화룡 지역보다 명태 가공의 자연적 우세를 점하지 못했다. 룡정 지역은

분지 지형이고, 강수량이 많아 천연적인 지형우세와 기후우세를 점하지

못하였기에 화룡처럼 명태의 건조 가공 환경을 구비하지 못했고 명태 가

공 역사, 무역 경험과 네트워크 또한 부족했다. 이 때문에 룡정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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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는 형성 초기부터 화룡 지역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쟁탈했다. 이와 동시에 위기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

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로는 룡정의 <해교[海娇]> 회사가 대표적이다. <해교>는

연변대학교 의학원과 합작하면서 2013년부터 명태 속에서 콜라겐을 추출

하여 보건제품과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 4-3는 한국에서 판

매되고 있는 콜라겐 제품이다.

     (출처: 필자 촬영)

[그림 4-3]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룡정 기업의 콜라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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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2020년: 명태 생산 네트워크의 글로벌 확장 시기

가. 2008년～2013년：나진항 개발과 명태 필렛

연변주에서 명태 가공업을 가장 늦게 시작한 곳이 훈춘시이다. 바다와

인접한 훈춘시는 명태 건조 가공업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지 못했기

에 화룡시와 룡정시와 달리 2008년부터 직접 북한으로부터 명태를 수입

하여 명태산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훈춘시 정부는 길림성 정부, 중국과

북한 중앙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2008년부터 나진항 1호 부두를 10년 임

대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외 자본을 유인했다.41) 먼저 중국 연해 도시

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의 명태 필렛 가공기업들을 유치하였고, 이후에 점

차 창고시설과 도로건설을 진행하면서 발전해 갔다. 훈춘시는 연변주 내

외로부터 낮은 인건비용과 나진항 건설을 홍보 포인트로 잡으면서 기업

들을 성공적으로 유인했다. 나아가 나진항과 북한 영토에도 기업 투자들

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3장에서 서술했듯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합작 국면이 경쟁과

충돌 국면으로 바뀌면서 중·북·러 삼국은 나진항 개발로 인해 갈등을 겪

었다. 그 결과 북한 중앙정부는 강력한 협상력으로 러시아와 중국 중앙

정부의 의견을 반대하면서 나진항 부두 임대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

였다. 이로 인해 주변 국가의 기업들은 인프라만 남긴 채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 북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력 행사로 인해, 북한은 2008년부터

훈춘시와 북한에 투자했던 한국, 중국, 러시아 기업과 정부로부터 신임을

잃고 고립의 길에 들어선다.

나진항 인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훈춘시에 들어온 명태 필렛 가공기

업과 물류창고 기업들은 훈춘시에 고착되어 몸을 뺄 수 없게 되었다. 훈

41) 2010년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연변주 주장인 리룡희[李龙熙]는 양회[两会]에서
[规划纲要]에 근거하여 나진항 임대를 통한 출해구 마련 사업을 담론했다. 특히 2010
년 3월 연변주가 나진항 10년 임대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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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시 정부는 성공적으로 산업의 규모를 확장했고 명태 가공품 상품의 다

양성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하여 훈춘시는 가시적인 실적을 빠르게 내게

되었다. 훈춘시 정부는 이런 실적을 앞세워 길림성 정부와 중국 중앙정

부로부터 더욱 많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진항을 임대하는 짧은 기간 동안 공급경로에 여러 차례 변화가 발생

하면서 명태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한국의 세관 통계에 의하

면, 중국산 명태 건어품이 2013년에만 몇 차례의 품질 위반 경고를 받아

수입에 곤란을 겪는 일들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도 명태 품질 문제로 해

관 측에서 문제가 속출했다. 이에 연변주 정부는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

와 명태산업 기업들에 대한 품질규약을 강화하면서 제도적 권력으로 기

업들을 통제했다. 건어품 가공 공장들은 정부의 법률과 시장의 감독으로

품질규약을 따르게 되면서 2014년부터는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42).

나. 2014년～2018년：자루비노항 개발과 중러 경쟁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나진항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2013년 8월 제1

차 중국 도문강 유역(훈춘) 현대 국제 물류 포럼을 조직하였다. 이를 통

해 중국 도문강 구역 국제 합작 시범구 건설과 ‘창지투’ 사업을 논의하여

나진항의 대안으로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선정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중국 중앙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하였고, 훈춘시 지방정부는 국내

외 동북아 지역 진출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1년 후, 제2차 중국 도문강 유역 현대 국제 물류 포럼을 훈춘에서 조

직하였다. 중국, 한국, 러시아의 300여 명의 전문가와 기업가들이 한자리

에 모여 ‘동북아 현대 물류 단지 합작’과 ‘창지투 물류 개발’ 두 가지 주

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더욱 광범위한 합작공간을 창조했다. 훈춘시 지방

42) 수입경로의 여러 차례의 변화로 인해 러시아산 냉동명태의 보관시간이 길어져 가공
원료가 부패하면서 품질이 떨어졌고, 품질이 떨어진 상품을 가공하여 최종 가공품의
품질 문제가 한국 세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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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업 우세를 홍보하면서 대련, 위해, 연태, 녕파 등 연해 지역의

기업들을 계속 끌어들였다. 특히 절강과 남경의 사업자 협회는 공개적으

로 훈춘지역으로 진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43) 한편, 훈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상하면서 훈춘개발제안을 수차례 제출했다.

2015년에 와서야 중국 중앙정부는 훈춘시 정부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러시아 중앙정부와 함께 동북아 지역개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2015

년 3월 국무원은 <실크로드를 함께 건설하는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전망과 행동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동북지역을 북방으

로 개방하는 창구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

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결합시켰다. 7월, 시진핑 총 서기는 부임 이후 국내에서 세 번째 순서로

연변주를 방문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방문은 과시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었다. 이를 통해 연변주의 존재가 중국에 알려지고 연변주에 투자한

가공업과 유통업자들에게 중국 동북지역 개발의 신뢰를 주었다. 9월에는

장춘과 연변주를 잇는 현대식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접촉성이 강해져 소매업 종사자들도 연달아 거대한 중국 시장자원으로부

터 이윤을 얻었고 넓은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훈춘 지방정

부의 노력은 연변주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15년 9월, 길림성 정

부는 ‘훈춘시의 개방발전 가속화 지원에 관한 약간 의견’을 내놓아 훈춘

시에 일부 경제사회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44) 나진항 개발이 물거품이

된 이후부터 일대일로 전략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까지 연변주는 중앙정

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아왔다. 이러한 혜택은 지방 이해

관계자들의 수요와 중앙의 지방정부 의견반영, 지방정부 간 경쟁의 결과

이다.

2016년 ‘대북제재’가 채택되면서 훈춘에 적게나마 존재했던 중북, 북러

43) 浙江新闻. 探访奋斗在边境名城珲春的浙商：投资热情依旧.
https://zjnews.zjol.com.cn/system/2016/01/09/020983135.shtml.
44) 吉林省人民政府新闻办公室. 珲春：吉林的“蓝海之路”-
http://www.jlio.gov.cn/index.php/jrjl/cjt/12095-2018-10-19-04-52-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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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노동력, 자원, 물류 관련 무역은 강력한 제도적 권력으로 중단되었

다. 무역의 중단은 훈춘시 명태 가공업 기업들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으

며 자루비노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무역을 진행해야만 했다. 반면 화룡

과 룡정 기업가들은 여전히 대련의 민간 기업(고려인)들을 통해 수입을

유지했다.

현장조사 중 인터뷰를 통해 입증한바45), 이 시점에 연변주 정부는 자

루비노 루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룡과 룡정 기업들에게 대련으로 수

입하는 경로 대신 자루비노 경로를 홍보하기도 했으나 화룡과 룡정시 기

업들로부터 거절당했다. 거절당한 이유는 수입 비용이 과도하다는 것이

다. 훈춘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우대를 해주면서 면세 가격으

로 명태를 수입할 수 있었지만, 화룡과 룡정 지역은 면세 범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로의존성 문제다. 일부 화룡 기업가들은

정부의 의견에 따라 훈춘 필렛 가공 기업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자루비노를 통해 수입해 보기도 했지만, 서류가 복잡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전히 대련에서 수입하는 경로를 지향했다.

자루비노항 개발을 기회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과 러시아 변경지역 무

역에서 양국 중앙정부 사이의 타협으로 새로운 모순이 발생했다. 2017년

4월 최대 냉동명태 수출국인 러시아가 명태 원료 공급국에서 가공국으로

의 변신을 시도했다.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지역 경제개발 정책에 수산

분야가 포함되면서 FI46)를 이용하여 베링해의 수산자원 특히 명태의 원

료수출국에서 가공국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공표했다.47) 러시아 정부는

냉동명태만 생산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1차적인 가치사슬을 벗어나 2차적

인 가공업에 도전하려 하고 있었다.

이외에 러시아 어업관리부에서는 2016년부터 외국기업에게 명태 어획

할당량 판매를 금지시켰다(缪圣赐, 2016). 그 이유는 외국기업들이 높은

45) 1번, 2번, 3번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서술(부록 참조).
46)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 FI).
4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년 4월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
의 새로운 활력 기대｣.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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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으로 명태 어획할당량을 사가면서 러시아 본토 기업들의 할당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였다(王茜, 2017).48)

그림 4-3은 냉동명태를 필렛으로 가공하는 부가가치와 명태 건조가공

품으로 가공하는 부가가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K-Stat 한국무역협회)

[그림 4-4] 시기별 명태 가공품 가치(달러)

48) 러시아 정부는 반독점에 나서면서 20여 개의 러시아 어업기업을 조사했다. 이를 통
해 일부 어업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어획작업협정을 위법적으로 체결하여 북태평양에
서 어획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집단은 홍콩의 태평양안디스회사[太平洋安迪
斯]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 기업들의 할당량을 자신들이 가져가 어획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는 2012년 러시아 극동지역 전체 할당량의 15%(25×10⁴T)나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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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림 4-5] 러시아 정책 성공시,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그림 4-4와 같이 러시아의 정책이 성공할 경우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

크는 러시아가 원어 생산과 가공품 생산을 모두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아직 기초가 발달하지 못한 자치주의 명태 가공업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경쟁대상이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집단화’ 발전 전략을 펼치면서

소매로 어획 활동을 진행하는 고려인 네트워크를 타격했다. 구체적으로

중러 중앙정부는 CCBSP 어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명태 어획을 하는 러

시아 어민과 고려인의 공급사슬을 납세를 피하는 위법 행위49)로 인식하

면서 ‘법령’50)을 반포하여 제도적 권력으로 이러한 공급사슬을 제거했다.

이로써 대련의 러시아 어업 사무실의 지위는 높아졌고 러시아 어민들의

이익은 타격을 입었으며 ‘불법매입’에 가담했던 화룡시, 룡정시의 명태

가공업자들은 비싸고 품질이 낮은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가공품으로 사용

하게 되었다.

49) 中华人人民民共共和和国国海农关业总部署公告（第2157号）： 《中华人 民共和国农业
部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公告》(第1696号)，对金枪鱼等4类水产品进 口实施 《合法
捕捞产品通关证明》制度；根据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公
告》(第2146号)，对从俄罗斯进口的狭鳕等水产品实施 《合法捕捞产品通关证明》制度에
근거한 위법행위로 취급.2014. 10.28. 농업부, 해관총서.

50) 법령: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제2157호[中华人民共和国农业
部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第215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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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중국 국내에서 환경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무원 682

호령 <건설 항목 환경보호 관리조례[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와 환

경보호부 <건설공사 완료 후 환경보호에 관한 임시조치[建设项目竣工环

境保护验收暂行办法]>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태 가공업체들이 오수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었고 비용 부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파

산의 길로 가게 되었다. 파산한 중소기업들의 인프라는 생존한 기업들의

일부가 되어 대기업의 가공업무를 맡고, 독립적으로 건조가공단계만 유

지하고 오염이 발생하는 가공단계는 오수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갖춘 대

기업이 도맡는 방식을 택했다. 종합하면, 중러 양국 중앙정부가 일련의

제도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부의 명태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간섭이 현

저히 강해졌다.

다. 2019년～2020년：국내 국제 쌍순환

2018년 말부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을 정치화

하면서 2019년 8월부터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생하였다. 무역전쟁은 서

로의 상품에 부가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전쟁 속에

서 미국산 냉동명태의 가격은 연변 지역에 수입되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가격보다 더욱 높이 뛰어올랐다.51) 언급했듯 미국은 알래스카와 동부 베

링해에서 명태를 어획하고 있었다. 기존의 미국 명태 생산 네트워크 구

조는 미국에서 명태를 어획한 이후 곧바로 미국에서 가공하거나 중국으

로 운송하여 통조림 형식으로 가공을 마친 후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판

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훈춘지역에 집결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상품보다 가격

이 더욱 낮아 처음으로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면서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훈춘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태 필렛은 가공한 이후 “Made in

51) KMI 월간동향-수산동향-, 2018(3),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 환
경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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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chun” 마크를 달고 영국, 독일 등 시장으로 유통되었다. 유통시장이

확대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초월한 글로벌 명태 생산 네트워크를 형

성했다. 훈춘시 지방정부는 중국의 지정학적 중심으로서의 장점을 활용

해 발전 기회를 얻었다. 2020년 1월, 길림성 정부는 <훈춘의 해양경제협

력 발전 시범 전개를 지지하는 의견>을 재차 정하였다. 5월에는 중공 중

앙 국무원과 자연자원부가 연합하여 길림성 훈춘시 해양경제 발전 시범

구 건설을 지지했다.

반면, 연변주 명태 건어품은 한국 시장과 중국 동북 3성 시장을 중심

으로 유통되었다. 중국에서는 1995년부터 협력 파트너 지원[对口扶贫]정

책을 실시해 왔다.52) 2018년 1월부터 녕파[宁波]와 연변주는 부빈[扶貧]

정책의 대상지로 커플링되었다. 이에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녕파

시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산물 B2B 플랫폼인 녕파-하이상샌[海上鲜]에

가입하게 되어 더욱 간편하게 냉동명태를 수입하고 동부 연해 어업도시

들의 시장에 진입하여 가공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그림 4-5와 같은 상품

은 현재 타오바오[TaoBao] 온라인 매장과 연해도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변주산 양념 명태 건어품이다.

52) 중국의 중요한 빈곤지원 정책이다. 1996년 10월, 중앙정부는 빈곤지원개발업무회의를
열고 “농촌 빈곤 인구의 먹고사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결정”에서 극빈
정책을 확정하고 동부 연해 성시들은 빈곤 구역을 도울 것을 요구했으며 쌍방은 “우
세보완, 상호호혜, 장기협력, 공동발전”의 원칙에 입각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기술협력과 인재교류 등 측면에서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인 공조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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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자 촬영)

[그림 4-6] 중국 연해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는 연변주 명태 건어품

양념 명태 가공품은 일부 중국 대형마트에서도 볼 수 있다. 대도시에

사는 조선족들의 음식습관으로 인해, 양념 명태 가공품은 온라인 마케팅

을 통해 중국 내부 시장에 적응하고 있다.

연변주의 명태산업은 초기에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서 기적같이 살아났

고, 시장경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발생한

Covid-19 사태는 명태 무역에 전례 없는 타격을 입혔고 새로운 고도화

를 추동시켰다. 구체적으로, Covid-19 사태로 인해 컨테이너를 통한 러

시아산 냉동명태의 수입이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대련의 수산물창고가 중

앙정부로부터 통제되면서 연변주의 명태 수입경로가 막혔다. 창고에 저

장되고 가공까지 마친 상품의 대외수출이 모두 중단되면서 명태 사슬의

모든 단계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부 기업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

방정부의 도움으로 안심 명태 국제 인증을 긴급히 발급받는 한편, 중국

국내 시장으로 유통하는 시도도 하였다.

연변주의 건어품 가공업체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한 방식의 고도

화 방향을 선택했다. 표4-1은 여러 방향의 고도화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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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3가지 규모의 가공업체들의 문제와 고도화 방향

대형 가공업체들은 기존에 한국 수출을 주력으로 하여 Covid-19로 인

한 손실을 많이 본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되는 상황

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다시 부가가치가 높은 양념 개발에 나

섰다. 이들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고

도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형 가공업체들은 이전까지 대형 가공업체들을 도와 한국 수출에 종사

하였으나, 이제는 대형기업이 점유하던 시장을 이어받아 한국 수출용 명태

가공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주변 국가와

지역에서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소형 가공업체들은 Covid-19 시기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이다. 이들

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개발을 할 규모와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

하고, 양념 명태 생산을 진행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하다. Covid-19로 인

한 창고 사용 비용도 이들에게 부담이 된다. 하지만 소형 가공업체들은

규모가 작기에 대형·중형 가공업체보다 용이하게 다양한 고도화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이처럼 Covid-19 사태는 기존의 연변주 명태 건어품 가공업의 고도화

활동을 가속화하였다.

기업규모 기업이 처한 문제점 고도화 방향

대형기업 공급이 수요를 초과
1.중국 시장 개발

2.부가가치 제고

중형기업 투자가 많고 수입이 적음

1.대규모 생산 진행

2.싼 가격의 노동력으로

지출 줄이기

소형기업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1.유통경로 확대

2.자금조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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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권력 진화에 대한 소결

제4장에서는 국가 스케일에서의 분석에 기초하여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미시적 행위자들에 대해 접근하면서 그들의

권력 진화를 분석했다. 본 절에서는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 발전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행위자들을 정리했고 Dallas의 권력 유형 이론

으로 이들이 맺고 있는 권력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본고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포착할 수 있다.

첫째,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는 주로 중국 군인, 북·중·러·미의 중

앙정부, 연변주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무역업자, 연변주 명태 가공업 창업

자, 고려인 무역상, 한국 브로커, 연변주와 함경도지역 각 지방정부 등

세부적인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과 이해관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는 초기에는 민간 무역으로 시작했지

만, 후기에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간 무역이 점차 사라졌다.

이를 통해 무역은 더욱 체계화되었지만 동시에 민간 행위자들을 배척하

는 결과도 가져왔다.

셋째, 냉동명태 공급사슬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연변주 명태기업

체들의 전체적인 협상력은 높았지만, 공급사슬이 체계화되면서 협상력이

낮아졌다.

넷째,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연변주 내부에서 이익

분배로 인해 권력 관계가 날카로워지면서 연변주 기업체들의 전체적인

제도적 권력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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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GPN 미시적 행위자 권력 분석

주요 행위자 협상력 제도적 권력 과시적 권력 구성적 권력

1 9 4 9 ～
1993: 중·
북 무역 시
기

1949-1965
1.군인
2.중앙정부

북한 공급업자와 연
변주 가공업자들의
협상 관계는 상대적
으로 평등

중앙정부: 보따리 무
역을 정식무역으로
변경시키고 특정 세
관에서 무역하도록
규정.

군인들이 방문한 친척
들에게 명태를 특산품
으로 선물을 주기 시작

민족 관계를 앞세
우고 진행된 보따
리 무역에 중앙정
부가 개입하여 지
방에 이미지를 남
길 가능성을 제공

1966-1981
허락받은
무역업자

중앙정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대외무역
을 억제
지방정부: ‘출국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대외
무역 실시

1982-1993

연변주
초기 명태
가공업
창업자

북한 공급업자들이
연변주 가공업자들
보다 점차 더 많은 협
상력을 가짐

중앙정부의 추동으로 보따리 무역이 정식무
역으로 변경됨
제도적 권력이 여전
히 강함

화룡에서 창업 성공한
초기 기업들은 간접적
으로 화룡에 덕장들을
집중시켰고 화룡을 가
공업 중심지로 발전시
킴

1 9 9 4 ～
2007: 한국
자본 유입
시기

1994-2001
고려인
무역상

고려인과 연변주 가
공업자들의 협상 관
계는 상대적으로 평
등. 연변주 명태 가공
업자는 북한 공급업
자에 비해 높은 협상
력을 유지
한국 브로커들과의
협상 관계는 상대적
으로 평등

연변주 가공업자들
이 협회를 조직하면
서 고려인 무역상과
정식 거래를 진행

초기 고려인과 닫은 네
트워크는 곧바로 주변
가공업자들을 유인했
고 더욱 효율적인 방식
으로 협회가 출현

명태 가공업계에
서 암묵적으로 북
한산 명태를 구입
하지 않고 러시아
산 명태를 구입

2002-2007
1.한국 투자자
2.룡정 창업자

한국 투자자가 연변
주 명태 가공업자보
다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짐

지방정부와 주 정부
는 연변주 명태 가공
업 기업들을 정책적
으로 지지하면서 협
회를 만듦

양념 명태 기술의 고도
화 성공은 여러 기업의
모방과 학습을 불러일
으킴

양념 명태는 Kor
ean-Culture를
타고 중국 시장으
로 진출

2 0 0 8 ～
2020: 명태
생산 네트
워크의 글
로벌 확장
시기

2008-2013
훈춘
지방정부

한국 투자자와 연변
주 명태 가공업자들
의 협상 관계는 상대
적 평등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정책들을 제정
하여 훈춘이 부상

초기 기업들이 입점하
면서 여러 기업 입점

창지투 등 정책의
열풍으로 국내외
투자들을 흡인

2014-2018
러시아
중앙정부

연변주와 러시아 정
부 사이 협상 관계의
평등 관계가 붕괴

중러 중앙정부는 제
도적으로 고려인 무
역을 불법행위로 인
식하면서 정부를 걸
친 무역만을 인정.
중국 국내 환경보호
법들을 제정하면서
소규모 명태 가공업
체들을 배제
러시아 중앙정부가
명태 가공업을 정책
적으로 추동

훈춘 소속 명태 가공업
체는 자루비노항을 통
하여 냉동 명태를 확보
할 것을 주 정부가 홍
보했지만, 룡정과 화
룡 지역은 여전히 대련
루트를 사용

자루비노를 통하
여 해산물을 확보
하는 통로를 전국
적으로 홍보하면
서 연변주 해양
루트 이미지를 강
조하면서 암묵적
으로 자루비노항
의 존재와 항구
사용 이미지를 강
조

2019-2020
미국
중앙정부

중미 사이 관세를 부
과하는 방식은 미국
산 냉동 명태의 가격
이 높아짐
기존 유럽 상품 안전
인정을 지방정부에
서 추동하여서 유럽
시장 진입 가능해짐

전자상거래의 편의와
Covid-19의 영향으로
양념 명태 루트를 따
라, 일부 대외수출형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목표로 전략적 전환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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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론

1. 연변주 명태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 연구는 통합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명태 가공업 형

성과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행

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 연변주 명태산

업이 처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정하

였다. 네트워크 형성과 행위자의 관계 맺음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이미 각

장의 소결에서 마무리한 바가 있고, 여기서는 연변주 명태산업의 문제점

과 해결책을 논하겠다.

연변주 명태 가공산업은 70여 년간 인근 국가들로부터 냉동명태를 수

입하는 데 의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연변주 자체는

출해구가 없어 냉동명태의 공급을 위해 러시아와의 전후방산업 관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연변주 70

년 명태산업 발전사를 보면 냉동명태 공급이 단절되는 위기 상황을 수차

례 경험하였다. 현재 연변주와 러시아는 글로벌 명태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협력자이고 암묵적인 경쟁자다. 냉동명태 확보와 가공업 경쟁이

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연변주의 기본모순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냉동명태 수입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변주와 같은 문제를 마주한 북한과 한국은 한류성 어종인 명태를 양

식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53) 글로벌 비즈니스 어종인 연어는 과거에

어획량이 부족해지면서 현재 유전자변형을 거친 연어로 탈바꿈했다. 명

태도 연어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 영해에서 양식하는 식으로 수입경로를

53) 한국수산개발원, 2019(7), ｢해양수산: 5월 북한 노동신문 분석, 수산양식 보도 가장
많아｣. KMI 월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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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는 것도 대책이다. 최근 한국과 북한에서도 명태의 양식에 성공하였

으나, 시장 효익이 적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소위 “불법 무역”

으로 분류되는 러시아 고려인 민간 무역을 부추기는 식으로 냉동명태를

독점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정부와 경쟁 관계를 조성하면서 정부와 기업

모순을 만들어 수입경로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연변주 명태 가공산업은 30여 년간 빠른 발전 속에서 지속적인 가치획

득을 가져왔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명태 건어품 소비시장은 점차 줄어들

고 있다. 연변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한국 시장도 소비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연변주 가공업자들의 의견을 종합

적으로 반영하면, 이들은 한류 열풍을 따라 구성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김치와 같이 명태도 홍보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연변주의 식품 홍보는

늘 외부의 자극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일부 가공기업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플랫폼에 한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명태 건어품과 달리 명태 필렛은 유럽연합과 브라질 시장으로 널리 유

통되고 있으나,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고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명태

필렛 유통망과 명태 건어품의 다양성을 결합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명

태 건어품을 같이 국제시장으로 유통하는 것은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연변주 명태 건어품 가공업자들은 장기간의 가격

경쟁으로 통합적인 조직구조를 잃은 시간이 길어 새로운 조직구조를 형

성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세 번째는 연변주 명태 과잉 공급이다. 소비시장은 위축되는 반면에

연변주의 명태 수입 수량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잉문제가 발생한

다. 기존의 해결책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개발을 하는 것, 상품

고도화를 진행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외

에도 CCBSP 등 명태자원 보호를 지지하는 식으로 명태 어획량을 줄여

가격의 저하를 막아 명태 시장을 살리고 명태자원의 이용을 지속 가능하

게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방향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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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에서 연변주 명태산업은

가치 생산에서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생산 가치가 연변주 내

에 유입되는 정도는 낮다. 글로벌 명태 가공품 생산 네트워크에서 연변

주의 가치획득이 많지 않은 이유는 지리적 제한으로 인한 가치의 불균형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변주에는 소비시장은 존재하지만 바다와 인접

한 출해구가 없어 명태의 공급은 바다를 접한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리적 요소의 작용으로 연변주는 가치

획득이 높은 명태 어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내부의 명태 소비시

장의 규모가 작아 가치획득이 적은 명태 가공업만을 하게 되는 불리한

분업적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원인으로 연변주 명태산업은

단순한 가공 단계만으로는 높은 가치획득을 가져올 수 없다. 특히 한국

자본이 유입되고 한국 시장이 생겨나면서, 연변주 내부에서 가공기업이

과도하게 많이 탄생하여 악성 가격 경쟁을 유발하여 가치가 줄어들었고,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가치획득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일부 기업들은 명태의 가공 단계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

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명태 껍질에서 콜라겐을 추출한다든가, 양념 명태

로 더욱 편의한 식품으로 소비자를 접근한다든가 하여 브랜드 가치를 발

휘하는 등의 시도들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수입수출　무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2008년 경제위기로 연변주 명태산업 종사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달러 유동성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각국은

여전히 달러를 보유하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달러를 들고 상당 부분의

중국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 세

계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미국, 일본, 독일을 합친 수준이

다.54) 과거 달러와 인민폐 환율의 변동성이 매우 작아 각 국가는 달러만

54) 中国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工信部部长肖亚庆在“部长通道”回应制造业、中小企
业、工业互联网、数字经济等相关热点问题-

https://www.miit.gov.cn/ztzl/rdzt/gyhlw/gzdt/art/2021/art_95f8cbc852d546a8b29da803f7b
aeb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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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면 중국의 값싸고 싼 상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인민폐를

보유할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해, 2008년 이후 달러 범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생산한 상품이 달러의 구매력을 지탱하고 있고 각국이 여분의 달

러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통화팽창

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015년 중국은 환율

개혁을 열었고 달러와 인민폐 환율의 파동이 점점 커지고 있다.55) 그리고

현재 쌍방 경제는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제품을 구매

하려는 다른 국가들은 달러의 일부를 인민폐로 바꿔 국제 결제에서 인민

폐의 점유율이 점차 상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 추

세는 이미 분명해졌고, 인민폐는 더 이상 달러와 묶이지 않는다.

2021년 5월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5%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달이기도 하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미국에서

통화팽창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에서 달러를 무한

양적 완화한 것의 필연적 결과다.56) 하지만, 이번 Covid-19 시기에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달러를 보유하려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 5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주권재부기금(국부기금) 중 달러 몫(1859억 달러)

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며 인민폐의 비축을 2020년 12.8%에서 30.4%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57)

러시아 명태산업 종사자들과 무역하여 냉동명태를 수입하는 연변주 명

태산업 종사자들이 결제 시 인민폐를 사용하는 것은, 수입절차를 줄이고

달러의 불안정성을 줄이는데 이로우며,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협상력

을 높일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이다.

55) 2015년 중국 정부의 张涛는 IMF 부총재직을 맡게 되었고, 2016년 10월 1일 SDR에
인민폐가 공식적으로 가입되었다.

56) Covid-19 전, 연준의 총자산은 3조 7000억 달러에서 2021년 5월 7조 6000억 달러로
치솟았다.

57) CCTV. 俄罗斯主权财富基金人民币比例被提至30.4%-
http://m.news.cctv.com/2021/07/07/ARTIyDf5quPtsM6BRtCCE3Q421070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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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의의와 한계

본 논문은 Jessop의 국가론 관점과 기존 멘체스터 학파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방법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경제

활동의 조직화를 바라보는 통합적 분석틀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서 의미가 있다. 새롭게 통합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방법론을 명태산

업에 적용하여 경제 세계화와 국제분업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

공하고, 기존의 이론 연구와 실제 연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해 실제적인 사례연구를 완성하였다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도 지니고 있다. 첫째, 명태산업을 명태

어업, 명태 가공업, 명태 유통업으로 구분하였지만, 유통 측면에서는 주

로 판매시장으로만 접근하여 구체적인 지리적 유통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정보 보안성 문제와 양적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수학

적 통계가 적게 활용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구를

통하여 유통되고 어떠한 행위자들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 노동력 문제도 중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마

지막으로 네트워크 내부 행위자들을 다룬다고 했지만 여러 지역과 국가

들의 행위자들을 전부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보완

연구를 거쳐 논의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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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 조사 내역

연번 관련 지역 내담자 장소 일시 소통방법

1 룡정시
룡정시

상무국 직원

룡정시

상무국

2021.01.20.

15:30-16:25
대면

2 화룡시
화룡시

상무국 직원

화룡시

상무국

2021.02.07.

16:00-17:30
대면

3 화룡시
대형 건어품

가공업자
가공공장

2021.01.26.

10:00-10:55
대면

4 화룡시
중형 건어품

가공업자
-

2021.01.26.

11:40-12:00
대면

5 화룡시
소형 건어품

가공업자
-

2021.01.26.

14:20-15:00
대면

6 훈춘시
훈춘시

상무국 직원

훈춘시

상무국

2021.02.17.

14:10-14:30
비대면

7 훈춘시
대형 건어품

가공업자

연길시

자택

2021.02.26.

12:00-12:15
비대면

8 훈춘시
대형 필렛

가공업자

연길시 공항

보세 빌딩

2021.01.26.

17:10-18:00
대면

9 연길시

중북러

해산물

무역업자

연길시

사무실

2021.02.25.

18:00-19:00
대면

10 연길시 소매업자

연길시

서시장

농수산품

판매처

2021.02.26.

12:20-12:50
대면

11 연길시 소매업자 -
2021.02.26.

12:55-13:10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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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olution of power relations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of

the Alaska Pollack processing.

Focus on the Alaska Pollack processing industry

i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CUI ENZ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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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he evolution of power relations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of the Alaska Pollack processing, focusing on 

the Alaska Pollack processing industry in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Yanbian AP) in China. To this end, it 

first analyzed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Alaska Pollack processing in-

dustry in Yanbian AP. for the last 70 years (1949-2020), and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main actors and their power relations in the formation 

of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of the Alaska Pollack processing in the 

Northeast Asia on the basis of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GP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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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methodology.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above research, Chapter 1 of This paper out-

l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aska Pollack industry in Yanbian AP, and 

briefly introduces the views of actor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net-

work formation process. The second chapt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GPN discussion, and reconstr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frame-

work suitable for the study of Alaska Pollack. In particular, This paper re-

jects the view of the state as an independent entity and an actor with con-

sistent unity. This paper grasps the network in relation to the interactions 

and power relations among various social forcing acting in and through the 

state, such as "centr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enterprises", 

"consumers", "global investors". Capter 3 focuses on the process of national 

scale, and analyzes the historical changes of Alaska Pollack in Yanbian AP 

and Chapter 4 uses the integrated GPN power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relationship among the actor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network and their production network. 

Finally, Chapter 5 briefly examines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Alaska 

Pollack processing industry in Yanbian AP. and the solutions to overcome 

them based on the above research.

  Through these analyses, the proposition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anbian AP. is unfavorable to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processed Alaska Pollack because it does not contact the sea. The proper 

use and adjustment of transnational social networks and power relations be-

tween acto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of processed Alaska Pollack from before 1949 to now. In particular,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of Alaska Pollack processing industry in Yanbian 

AP is formed and developed by the interests and power rela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nsumers and private traders in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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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the Alaska Pollack processing production network initially started 

with folk-private trade, but over time, this small-scale private-oriented trade 

activity gradually disappeared as the central government's institutionalized in-

tervention began, and the Alaska Pollack trade became more systematic.

  Third, in the early stage of the formation of the Frozen Alaska Pollack 

supply chain, the bargaining power of Alaska Pollack enterprises in Yanbian 

AP was high, but as the supply chain became more systematic, the bargain-

ing power decreased.

  Fourth, the expansion of the Alaska Pollack production network intensified 

the competition for profit among the actors in Yanbian AP and weaken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or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state did not promote a 

global Alaska Pollack production network, but rather created a global pol-

lack production network in the process of power struggles formed by con-

necting and colliding with various social actors and local interests based on 

various pla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specific case study that analyzes 

global production networks from a multi-scalar perspective. Furthermore, by 

observing the evolution of power relations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of Alaska Pollack processed products, we can see the process of transna-

tional socio-economic historical links and trends running through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hich provides an important enlight-

enment for understanding Northeast Asia.

keywords : Alaska Pollack, GPN, Evolution of Power relatio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Student Number : 2019-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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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全球黄线狭鳕加工产品生产网路中权力关

系的演变.
以延边朝鲜族自治州黄线狭鳕加工产业为中心

崔恩哲

地理专业
社会教育科
师范大学

首尔国立大学

  本文以中国延边朝鲜族自治州(以下简称延边州)的黄线狭鳕(以下简称明
太鱼)产业为研究对象，旨在考察明太鱼加工产品全球生产网络中权力关系
的演变。为此，本文研究了延边州明太鱼产业近70年(1949-2020年)的历
史变迁，并基于全球生产网络(GPN)的权力分析方法，探讨了东北亚明太鱼
产业在该网络形成中起重要作用的行为者及彼此间的权力关系。 
  为了进行上述研究，本文第一章概述了延边州明太鱼产业的特点，并简要
介绍了网络形成中起重要作用的行为者们的视角。第二章指出了现有GPN讨
论的局限性，并重新构建了一个适用于明太鱼产业研究的综合权利分析框
架。特别是，本文驳斥了国家是一个独立的实体和具有一致统一性的
(consistent unity)行为者的观点。本文通过对“中央政府”、“地方政府”、“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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业”、“消费者”、“全球投资者”等不同社会力量在国家内部的互动关系和权力
关系来构建生产网络。第三章以国家尺度(national scale)，分析了延边州明
太鱼产业的历史变迁。第四章运用重构的GPN权力分析方法，探讨了在网络
形成过程中起重要作用的行为者以及彼此间的权力关系。最后，第五章简要
分析了延边州明太鱼产业面临的困难，并在上述研究的基础上提出了针对性
地解决对策。
  综合上述分析，本文得出以下结论：首先，从地理位置上来看，延边州并
非毗邻海洋，因此限制了其明太鱼产品的生产和流通。但是从1949年以前至
今，通过合理利用并优化跨国社会网络和行为者之间权力关系，延边州明太
鱼加工产业在全球生产网络中发挥了重要作用。尤其是延边州明太鱼产业的
全球生产网络，是围绕周边国家的中央政府、地方政府、消费者及私人贸易
商四者之间的利益与权力关系形成并发展起来的。
  其次，明太鱼加工产品生产网络最初是以民间私人贸易开始的，但随着时
间的推移，中央政府逐渐开始制度化干预，这种以民间私人为主导的小规模
贸易活动日渐式微，商品贸易也朝着系统化的方向发展。
  第三，在冷冻明太鱼供应链形成初期，延边州明太鱼企业议价能力
(Barganning Power)较高，但随着供应链的系统化，议价能力下降。
  第四，明太鱼加工产品生产网络的扩张，加剧了延边州明太鱼产业行为者
之间的利益竞争，进而削弱了行为者之间的合作关系。
  在此研究基础上，本文认为，在明太鱼加工商品的全球生产网络形成中，
并非是国家推动的，而是各种社会行为者以及地方利益在权力斗争过程产生
的联结与碰撞，进而构建了生产网络。
  本研究的意义在于，它是一项多尺度(multi-scale)的全球生产网络的具
体案例研究。此外，本研究分析了一种大众水产品-明太鱼加工商品生产网
络的变迁，并以此来推演韩国、朝鲜、中国、俄罗斯四国的社会经济历史联
系和趋势的过程，这为东北亚的课题研究提供了一定的思路。

关键词: 黄线狭鳕, 全球生产网路, 权力的演变, 延边朝鲜族自治州
学号: 2019-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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