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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시장

경제 교육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남한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교육이 궁극적으로 파생시킬 체제전환과 체제전환과정에

서 고급인력의 역할, 북한 고급인력의 특성과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보고,

서구의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사례를 나진기업학교와 평양비즈니스스쿨 등의 기

관설립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연구 결과, 북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은 이

미 15년 이상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효

과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급인력의 교육에 대한 수용성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시장경제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것이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 전략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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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남북관계와 대북지원 

현 정부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연이은 북

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고 고착화되었으며 상호비방과 폭로전으로 

인해 관계의 회복가능성조차 보이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전 정부까지 점차 증가되어 왔던 

직접적인 인도적 대북지원도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 

또한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다.1) 이러한 국면에서 김정은 3대 후계체제의 불안정을 근거로 

북한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며 만일의 통일에 대비하자는 주장이 통일세 

논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래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김정은으로의 후계 권력구도 재편 과정을 두고 볼 때,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전문

가들이 제기했던 북한 정권의 자연붕괴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교체된 마당에, 남한에서도 차기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통일준

비를 위해 현재의 냉랭한 남북관계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 정부에서 중단하다시피 한 쌀･비료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정권이 ‘퍼주기 지

원’ 비판에 직면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남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현 정권이 그동

안 보여왔던 핵폐기 전제의 대북지원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가능해 보이는 대안은, 핵폐기의 의도인 공존상생의 평화통일을 지향하

면서도 남남 이념갈등을 양산시키지 않는 협력일 것이다. 

그 대안은, 아울러, 협력 당사자인 북한당국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최근까지 북한정부가 시도해온 일련의 경제 개방･개혁조치를 시장증진적

(market-enhancing) 국가개입으로 전제한다면, 북한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체제전환

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윤병수, 2005). 그러한 김정일 체제와 마찬가지로 후계자 

김정은 체제에서도 경제부문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은 1990

년대 중반 대홍수 이래 줄곧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2012년 강성대국 목표 천

명과 김정은의 안정적 권력세습 구축 시도를 감안할 때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가난과 열악

한 식량사정의 해결은 북한 정권의 존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쌀·비료 지원 등 식량･증산관련 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지난 2009년 북한 내 신종플루 발

생 후 12월 18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타미플루, 리렌자, 손소독제가 전달되었을 뿐이다. 국제기구

를 통한 간접 지원에서도 WFP(국제식량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은 중단되었으나, WHO(세계보건기구)
나 UNICEF(국제아동기금)을 통한 말라리아, 영유아, 긴급 의료지원 등은 이어지고 있다(통일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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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인적자원 

개발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하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민간부문이 배제된 국가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북한의 인적자본, 구체적으로는 고급인력에 대한 체제전환 역량을 배양시켜 주

는 교육지원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차 상품에 의존하는 

수출, 협소한 국내시장, 경제제도의 후진성, 취약한 기술 기반과 숙련성, 기업가 계층의 부

재와 같은 현재 북한의 후진형 경제상황을 개방과 개혁이라는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전략으

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국가적 역량의 토대인 인적자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윤병수, 2005).2) 이렇듯 남북의 이질적인 이해를 아우르는 교집합은 통일지향적

인 북한 인적자본 개발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는 북한에 대한 서구 원조의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결되어 있

다. 즉, 식량과 의료품 같은 단기적이면서 인도주의적인 원조로부터 점차 장기적인 개발지

원, 즉 역량구축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Park et al. 

2010).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그것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저개발 국가들의 자생력을 배양시켜 자체개발과 지식을 공유하는 우호적 

관계 내지 다양한 역량구축 프로젝트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지식 파트너 관계’(knowledge 

partnership)(Ireson, 2007)로 불리기도 하며 농업, 경제,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되고 있다. 

서구의 상기 북한 역량구축 사업 중에서도 시장경제 교육지원은 북한 고급인력 개발을 

통한 체제전환 역량 제고와 통일 대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교육은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 경제 진작의 토대를 닦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체제전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체제를 고수하는 대신 평소 적이라고 간주해 왔던 자본주의 경

제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체제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켜 결국 체제전환으로 

이끄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체제전환의 개념과 체

제전환에서 고급인력의 역할, 그리고 북한 고급인력과 이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검토한

다. 아울러 서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장경제 교육 중 파급력이 가장 큰 유형인 북한 내 

‘기관설립’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본 후 교육의 특성과 효과 그리고 수용성을 중심으로 분

2)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긴 하나, 2002년 7.1 경제개선관리조치와 

인민공채발행, 개성경제특구･금강산관광지구 지정 등 일련의 경제정책 변화는 개방과 개혁으로의 국

가경제 발전전략으로 볼 수 있다(윤병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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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 끝으로 서구의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사례들이 남한 정부에 주는 시

사점을 찾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1. 체제전환과 고급인력의 역할

1) 체제전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화(system change)는 변화 내용의 ‘깊이’(depth)와 속도의 ‘급

진성’(radicalism) 여부(Kornai, 1992)에 따른 변화 정도에 따라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체제 내 변화’(change within the system)로서, 이는 기존 사회

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유지된 채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며 가

장 낮은 단계의 변화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두 근간인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획명령경

제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유지되는 한에서 일부 정책적 조정 기제만이 변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김근식, 2010: 114) 체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변화라고 하겠다. 둘째, ‘체제

개혁’(reform)은 기존의 체제적 특성 요인까지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처럼 사회주의의 

기본틀, 특히 정치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시장경제로의 방향전환이 그러하다. 마지

막으로 ‘체제전환’(transformation)은 사회주의 체제가 경제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공산당 독

재,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 이데올로기 독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부문에

서도 완전히 변모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소련 연방과 동구사회주의 국가 등 현실 사회주의국가의 체제변화 양

상을 살펴보면 체제개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시장경제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향

후 정치체제까지를 포함한 근본적 변화 즉 체제전환으로 연결되어 왔다는 점에서, 엄밀히 

본다면 체제개혁 역시도 큰 틀에서는 한 체제가 다른 체제로 이전하는 체제전환의 중간단

계이자 징검다리임을 알 수 있다.3) 즉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이 급진적이며 이중적인 방식의 

전환유형이건 단일 방식의 점진적 개혁유형이건, 종국적으로 체제전환의 관점에서는 결국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김근식, 2010: 116)는 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부문에서의 체제변

동을 체제전환의 핵심적 요소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개혁은 그것이 체제 내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그 과정 중에 계

획경제 대신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이로써 국영기업 대신 사유화 부문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체제개혁

을 거쳐 궁극적으로 체제전환으로 가는 하나의 유형으로 봐야한다(김근식, 201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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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제전환과 고급인력

다양한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경

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적자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4)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들은 카더(Kader)로 불리며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일관성 

있는 충원정책에 의해 양성된다.5)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체제전환의 내적동학을 이해

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다(Szablowski&Derlien, 1993: 304). 

카더는 공산국가의 지도 집단으로서 노동자 계급 출신이며 이 계급과 결부되어 있는 것

으로 간주된다(Boyer, 1999: 28). 카더가 되기 위한 이상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1)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육 습득, 2) 충만한 정치적 충성심, 3) 행정･기술적 능력 보유 등 세 가지다. “전

문적” 영역과 “정치 이데올로기 차원”의 영역은 서로 거의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고도로 결

합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자도 또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이다.6) 행정 카더의 경우, 비록 

이들이 서구에서는 정치적 중립자로서 어떤 정당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König, 1992: 235; König, 1993: 

386-387). 사회주의 계획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중립적”이지 않은 “정치적” 지식이 필수적이

다(Boyer, 1999: 12). 나아가, 카더를 양성하는 과정도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권력집단인 

당의 이해에 의해 설치될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한편, 카더들은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변환하는 과정을 두루 관리한다는 점

에서 기능적으로 특화되기보다는 경제·공공·정치의 모든 영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균질적이

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된다(Wagner, 1999: 54-56).7) 

사회주의 국가의 고급인력인 카더를 지배하는 권력은 당이다. 카더는 당에 의해 그 같은 

4) 루마니아는 정책개발과 정책대안을 마련할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상당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윤병수, 2005: 4).

5) 이와는 달리 서구의 고전이론에서 고급인력, 즉 엘리트는 국가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관과 조직들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의 행정력은 소속 조직 내에서 그들

이 보유하는 통상적 지위를 넘어선다. 즉, 그들은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Boyer, 1999: 12; Steger&Lang, 2003: 169). 

6) 196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특수한 기술적 기능이 카더의 정의 및 역할로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국가에 새로운 교육 기관들이 설치되었고 이들은 점증하는 국가 공무원 수요를 위한 강좌와 연

구 과정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카더들에게 직업적 전문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한

다(König, 1992: 235; König, 1993: 386-387).

7) 카더정책(Kaderpolitik)은 광범위하며 세부적이다. 그것은 장기 전략에 기초하여 수립되며, 정책 또는 

행정 담당 인력에 관한 충원, 지원, 훈련, 감독, 통제를 내용으로 한다. 카더는 공공과 개인을 구별하

는, 개인과 사적영역(intimate sphere)을 구별하는 “시민적” 구분에 관해 알지 못한다(Boyer, 199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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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제를 내면화하여 그것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진다. 전문성을 갖춘(혹은 최소한 이를 

위한) 탈관료주의적 내지 인민 친화적 관료의 모습은 현실과 거의 무관하다. 이 같은 지배 

집단인 동시에 피지배 집단의 정체성은 노동자 관료로서는 달성되지 않는다(Boyer, 1999: 

12-13). 사회주의 정권들은 계급을 불문하고 능력에 따라 경제 변화를 담당할 전문가나 관

리자를 양성하기 보다는, ‘현행 지배계층 신분구조를 고착화’ 시켜왔다(Haller & Kolosi & 

Robert, 1990: 69).  

2. 북한의 고급인력과 자본주의 교육  

1) 북한의 고급인력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당은 범국가적･지역적 행정과 경제 활동의 중추적 조정자이며 

일체의 인사를 관장한다. 북한 고급인력의 수를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대략 약 1천 명

에서 2만 명으로 파악한다(Hassig, 2004: III. 5-6).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되든지, 이들은 공

산주의 내 특권집단, 이른바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로서 두말할 나위 없이 “충성 계

급” 출신이다.8) 

고급인력 즉 간부의 충원과 교육은 오랫동안 북한 지도부의 일차 관심사였다. 삶의 모든 

영역을 노동당의 통제 하에 놓기 위해 노동당은 그 대리자로서 간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9) 즉, 간부의 임무는 당원 및 비당원 주민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 당 정책과 지령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정부 요직은 예외 없이 충성스런 당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이데올로기와 전문지식이 강조되는 교육을 받았다(Kim, 

1994: 188-189). 이러한 추세는 특히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강화되었다. 즉, 김

정일이 “인민을 섬기자”라는 구호 하에 당의 이데올로기적 단합과 결속이 중요함을 강조했

고 주체사상, 혁명 전통, 애국심의 원칙 속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Hassig, 

2004: III. 5).10) 

간부로 선발되기 위한 자질의 우선순위는 미세하게 변화했다. 계급성, 개인 능력, 이데올

8) 정보기관은 인력을 정권 충성도에 따라 구분한다. 그 평가 기준은 주로 몇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사이다. 어떤 개인이 승진 대상자가 되면 이 같은 평가 기준이 검토된다(Hassig, 2004: III. 5-6).

9) 따라서 북한의 간부들은 당 조직의 핵심 직책을 보유한 관리들이다. 핵심 직책은 정치국으로부터 정

부 말단 기관, 기업, 대규모 조직의 당 위원회에까지 미친다(Kim, 1994: 188). 

10) 간부들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등 김씨 3대를 섬기도록 선발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

고 그들의 업무에 수반하는 권력과 특권을 향유한다. 그들은 동시에 그들의 지위가 전적으로 김씨

일가를 기쁘게 하는 것에 결부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많은 압박이 된다. 왜냐하면 

김씨 3대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제수용소 노동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직위가 주는 이득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생각한다(Hassig, 2004: II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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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가 1970년 초까지 비교적 대등하게 고려된 반면, 1970년대 중반부터 개인의 우수성, 절

대적 충성과 더불어 ‘현재의’ 계급 준비(class preparation)와 정신 자세가 간부선발 조건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국가 원수와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 주체사상에 대한 폭넓은 숙지, 적 

앞에서의 소극성 거부, 당의 부름에 어떤 상황과 어떤 때에도 부응할 준비”(Kim, 1994: 

188-189)에서 암시되듯, 선발 이후에도 당 생활을 하는 한 이러한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평

가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간부들은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카더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 

이데올로기는 양쪽 경우 모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차이점은, 충성이 결국 당이 아

니라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는 것과 간부가 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충성스런 

가정 출신이라는 개인적 배경인 점이다(Hur, 2010).

2) 북한정부의 시장경제 교육 

북한에서의 시장경제관련 교육과정은 제한적이지만 점차 확대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윤병수, 2005: 9-10), 크게 ‘발아기-양적 확대기-질적 확대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발아기는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이미 1940년대 중반 이래 인민 경제대

학(1946년 설립)과 국제관계대학(1956년 설립) 내의 무역반에서 대외경제 관련 지식을 교육

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주를 이루었기에 자본주의 시장과 관련한 

통상교육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

스 등 서방국가들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 실무

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통상 관련 전문지식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치우쳤고 외교･무역 관료들의 재교육을 위주로 했

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이후 1985-88년에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교육대상자들의 확대가 

이루어져 일반 경제부처 관료, 현직 기업관료, 일반대학 졸업생들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추세는 1989년 구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변모하게 된다. 즉, 관련 교육시스템

을 부분적으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교육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 국가 전반을 연

구･교육하는 대외경제 전문학과와 국제금융전문학과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질적 확대기는 1997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부터 외국 및 국제기구, 단체 등의 지

원과 협조에 의해 북한은 본격적인 시장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해외연수 프로그램

을 통해 1997년 10여 명, 1998년에는 정부의 국･과장급 중견간부 120여 명이 경제학, 경영

학, 국제법 등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폴 등지로 파견되는 등, 

1997년-2000년 사이 해외에서 시장경제 등에 관한 연수를 받은 북한의 경제관료는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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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 2001; 윤병수, 2005: 12에서 재인용). 아울러 북한

은 1998년 9월 UN 산업개발기구(UNIDO)의 지원 하에 나선 경제특구에 ‘나진기업학교’를 

설립하여 북한 경제무역관리들을 대상으로 관광, 기업경영, 통계, 지역관리, 복지, 관계법령, 

조세, 금융, 부동산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스위스 개발

협력기구(SDC) 지원으로 ‘평양비즈니스스쿨’이 설립되어 여타 MBA 프로그램과 동일한 과

목들이 교육되기 시작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교수진은 대부분 외국 경영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 본토에서 자본주의자에 의한 자본주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는 상당히 상

징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이상의 교육형태를 두고 볼 때, 1997년 이전까지는 이론적 내용에 국한한 명목적인 교육

에 그쳤다면, 서방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는 점차 실무적 수준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기존 연구 검토

본 연구와 연관하여 선행연구들은 북한 인적자본개발 관련 연구와 서구의 경제지식 전수 

프로그램 연구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 왔다. 먼저, 북한의 인적자본개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강일규(2004)와 이재근(2002)은 북한 인적자본 개발

문제가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체제전환 및 남북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조

치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통적 사회주의의 획일적인 교육정책･
제도로 인해 북한의 직업훈련은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남북통합에 대비한 남한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한다. 한편, 

박희진(2010)은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나타난 규범적 획일성 대신 북한 인적자본 개발방식은 

통합과정의 설계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면서 서로 다른 체제전환 경로를 거친 동

독과 중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북한 인적자본의 개발방식과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을 연계하

여 고찰하고 있다.11)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체제전환과 통합을 위해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 개발방식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본 연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개발 시기로서 통일과정 혹은 그 이후를 가정하고 있

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급작스런 통일로 인해 장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

11) 즉, 인적자본 개발방식을 구 동독의 외부지원에 의한 성장방식(transfer-led growth)과 중국의 자기주

도적 성장방식(self-led growth)으로 구분하는바 남북경제통합에는 점진적인 중국 방식이 더 큰 실효

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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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내다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해법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시점을 통일 이전단계로 한정하여 북

한의 인적자본 개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체제전환국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지식 전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 연구들(조명철 외, 2008; Park&Jung, 2007)

이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체제전환국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국제사회가 지원한 

다양한 개혁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여 그것을 새로운 체제를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

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의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제공하는 ‘시장지식 전수 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Park&Jung(2007)의 연구는 개괄적이기는 하나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Shin&Lee, 2011). 그러나 유형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은 상대적으로 부각

되지 못하였는데,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파급력이 큰 것으로 분류된 ‘기관설립’을 통한 교육

협력과 관련된 두 사례(나진기업학교, 평양비즈니스스쿨)가 연구대상에서는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아울러 상기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시장경제교육의 피교육 대상자인 북한 인력 측면에 대

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 교육의 효과성 측면을 감안한다면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이 실제 피교육생에게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수용성 부문도 중요하

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고급인력은 체제를 긍정하고 그 유지를 적극 지

지하는 세력이기에 이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은 선뜻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즉 북

한입장에서 시장경제는 사적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으며 종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악한 정신으로 간주되어 왔기에 이 같은 상황은 일견 자기모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북한

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경제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교육에 대한 

북한 고급인력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Ⅲ. 시장경제 교육 사례 

1. 개관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중에서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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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시장경제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방식 별로 나누어 보면, 

자료교환(Book and Data Exchange), 산업체 방문(Industry Field Trip), 단기연수(short term 

training), 장기연수(long term training), 컨퍼런스(Conference), 공동연구(Joint Research), 기관설

립(Establishment of institutes) 등 크게 7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Park&Jung, 2007). 시장

경제 교육이 서구에 개방된 1997년을 기점으로, 2006년까지 10년 동안 협력형태별로 교육사

례를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유형별 시장경제 교육사례(1997-200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자료교환 1 1 2

산업체방문 1 1 2 2 12 6 3 3 1 1 32

단기연수 2 4 4 2 7 4 3 8 4 3 41

장기연수 4 1 2 1 8

컨퍼런스 2 2 1 4 6 1 1 17

공동연구 3 1 2 2 8

기관설립 1 1 2

계 7 6 6 6 23 14 12 22 9 5 110*

출처: Park&Jung(2007: 10)에 기관설립 사례(나진기업학교와 평양비즈니스스쿨) 추가
* 산업체 방문은 종종 단기연수나 컨퍼런스와 결합되기에 중복해서 산정되었을 수도 있음(Park&Jung, 2007: 10)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회수는 변화의 폭이 심했는데 주로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Park&Jung, 2007: 79-80). 1997년

부터 2000년까지 보합세를 보이던 교육사례 건수는 2001년 거의 400% 증가하는데 이는 김

정일의 중국연쇄방문(2000년 5월 북경방문, 2001년 1월 상하이 푸동지구 방문) 및 2000년 6

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이라고 판단되며, 2004년 급증 이유 또한 김정일의 

세 번째 중국방문(2004년 4월)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활

황기간이 지난 후 사례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는 북한 핵 프

로그램 개발에 기인한다. 2005년 2월 북한은 핵 억지력을 확보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교육형태를 살펴보면, 1997년 초기부터 산업체방문과 단기연수가 전반적인 흐

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형태에서 거의 70%를 차지한다. 자료교환은 2회에 그치고 

있으나 실제 개별 교육 시 인터넷 및 IT 설비의 낙후로 인해 학습자료들을 상당부분 인쇄

물로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사례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이상의 총 7개 체



새로운 대북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 93

제전환교육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교육의 효과성은 장단기 연수와 기관설립 사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기관설립의 경우 교육의 지속성 면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Park&Jung, 2007).

단기연수와 관련, 북한은 1990년대부터 스위스 등 자본주의 국가에 상당수의 유학생들을 

보내 시장경제를 학습하도록 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의 경제관료들이 주로 유엔

개발계획(UNDP), 아시아재단 등 국제기구 및 단체의 지원으로 중국, 호주, 헝가리 등에 파

견되기 시작하여 주로 몇 주간의 단기연수를 받고 귀국하는 형태였다(윤병수, 2005: 12). 북

한 고급인재들은 서구의 정규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해 연수를 받기도 한다. 중･장기 프로그

램이 단기 프로그램보다 점차 선호되는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단･중기 프로그

램이 여전히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NGO가 주도하는 단발적인 교육지원이 우세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hin&Lee, 2011: 28). 

최근의 장기연수 사례로, 2011년 8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북한 대학교

수 6명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국제경제와 무역 등 경제 

교육을 받았다(윤성원, 2011). 이들은 모두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재정학을 담당하는 교수들

로 2010년 7월부터 2개월 간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동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대학원과 학부의 4개 과목을 이수하였다. 수강과목은 국제경영, 국제경제, 재정, 무역 분야 

등이다. 동 대학은 2010년 6월, 북한 학자들이 방문해 공부할 수 있는 지식교류프로그램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을 신설했는데 이 교수들이 바로 첫 참가자들이다. 과거에는 

주로 관료들의 단기연수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혁･개방을 

위한 자체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2. 기관설립 유형

1) 나진기업학교(Rajin Business Institute)

나진기업학교는 북한에 처음 세워진 서구 스타일의 비즈니스 연구기관으로서 1998년 내

각 무역성 대외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설립되었다(윤병수, 2005: 11). 이곳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영 인력들의 교육이 이

루어지는데, 주로 나선 경제특구 지역의 레스토랑, 상점, 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한 

인력이 육성된다. 동 기관은 북한 정부와 UN 개발프로그램(UNDP) 사이의 공동 프로젝트로

서 1996년부터 UNDP와 UN 산업개발기구(UNIDO)로부터 펀드 및 각종 지원을 제공받고 있

다. 교수진은 대부분 해외에서 연수를 받은 학자들인데, 일부는 외국에서 초빙한 교수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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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이다. 

이곳에서는 시장경제 이해에 필요한 11개의 비즈니스 관련 주제를 다루는데 구체적인 과

목은 경영 재무와 회계, 은행업과 프로젝트 재무, 재고 관리, 서비스와 관광 경영, 비즈니스 

행정, 마케팅, 국제 무역, 세법과 비즈니스 관련 법률 등 이다. 아울러 컴퓨터 과학과 외국

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특히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학기는 전공에 따라 상이해서 해운학

부, 경영학부, 경제학부는 4년제이며 특수교육학부는 6개월 과정이다. 특수교육학부에서는 

회계학, 부동산학, 전산학, 비즈니스영어, 비즈니스 중국어 등이 교수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호주국립대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병수, 2005: 11).12) 교수들은 

최초에 싱가포르, 타일랜드의 전문가들과 싱가포르의 난징 대학에서 5개월짜리 비즈니스 행

정 과정을 이수한 북한인들로 구성되었다. 한국계 중국인,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 후 학과에 

합류하였다. 

학생 구성은 주로 북한무역부문의 관료와 기업의 책임자급 인사, 기타 일반학생들로 이루

어지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선 자유무역지구 근처 지역인 함경도 출신이고 일부는 그 외 

지역 출신이다. 입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제 우호적인 가정 출신이어야 하고 사상적 배

경을 필히 갖추어야 한다. 나선 자유무역지구를 관리할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졸업생 대부분은 나선 지구 입주 해외 기업(Royal Dutch Shell Group: 나진 항 인근에서 원

유 가공 설비 운영, 타일랜드 기반의 Rocksley Group: 자유무역지구의 통신 담당, 홍콩 기반

의 Emperor Group: 황광호텔 운영)에 고용되거나 정부기관(나선 자유무역지구 행정 관리소)

에 취직된다.

나진기업학교는 북한 내 최초의 서구 비즈니스 학교이며 북한 정부가 그것을 기존의 정

규 교육 기관과 결합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졸업생들의 진로에서 보

았던 것처럼, 북한 당국은 나선 자유무역지구를 위한, 언어와 컴퓨터 기능을 갖춘 지역 고

급인력육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Hur, 2010: 316). 부설 나진 비즈니스 정보 센터

는 나선 경제특구와 관련한 정보를 주제별로 통합･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 및 

국내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 평양비즈니스스쿨(Pyongyang Business School)

북한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사업 경영과 행정에 관해 추가 교육과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는 점을 표현해 왔고 그 결과 북한과 스위스 외무부 산하기구인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사이에서 프로그램을 성사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

12) 설립 당시 6개월짜리 과정만 제공하였으나 이후 1년, 2년짜리 과정도 병행한다. 모든 과정은 50명 

정원이며 1998년 2학기부터 2001년 2학기까지 총 3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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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2004년 드디어 평양비즈니스스쿨이 설립된다. 평양비즈니스스쿨은 SDC 외에도 세계 

곳곳의 기업과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예컨대, BASF, Credit Swisse,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Zuelling Group/Hong Kong), Kelvin Chia Partnership(Lawyers/Singapore) 등이 그들

이며, 유럽경영협회(European Business Association)는 자문을 지원했다.13) Asia Brief(2011)에 

따르면, 평양비즈니스스쿨은 2011년까지 3기의 교육과정을 통해 96명의 경영자들과 관료들

에게 현대 경영관리기법을 전수한 바, 국영기업(state enterprises)의 경영자들은 수월하게 투

자자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의 비즈니스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최종평가가 포함된 12개의 3일짜리 세미나 프로그램이 게시되어 있다. 

1년 동안의 구체적인 세미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략적 경영, 마케팅 개념과 전략(마케팅 

계획), 국제 마케팅, 북한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광고 및 판매 

촉진 관리, 마케팅 조사, 소비자 행태, 이종문화간 경영, 신사업 개발(비지니스 계획), 전자 

산업 운영, 조직 행태(organizational behavior), 운영 관리(operational management), 관리 및 물

류 전략, 생산 시스템 관리, 전략적 품질 관리, 국제 거래의 법률적 문제, 국제무역 재무, 회

계와 재무 관리, 경영상 의사 결정, 관리 정보 시스템, 시험. 

일반적 경제 지식과 실용 외국어를 강조하는 나진기업학교와는 달리, 이 프로그램들은 서

구 MBA 과정처럼 사업 경영과 행정상의 중요 주제들을 폭넓게 취급한다. 나진기업학교와 

비교하자면, 평양비즈니스스쿨은 강사 선정에 있어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에 강세를 둔다. 

교수진은 유럽 주요 기업체의 톱클래스 경영자들로 구성된바, 해당 분야에서 혹은 유럽과 

아시아 학계에서 저명한 학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다.14) 이들은 강단 경험과 평균 20년 이

상의 국제적 경영 경험을 갖고 있으며 상당수는 홍콩경영협회(Hong Kong Management 

Association) 출신으로, 이들의 장점이 교원채용의 중요 이유가 되었다. 즉 서구 회사에 근무

하면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이미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고급인력들이 가까운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어려운 상황에 관해 보

다 잘 설명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5)

13) 2006년도 SDC 협력 프로그램 보고서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의 내적 개혁을 위한 노

력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 같은 노력의 목표는 개혁을 수행하는 개인, 조직, 네트워크, 기관 각각의 

잠재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그들의 수행능력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14) 주요 강사들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필을 살펴보자면, William Wan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로펌 

Volker Eloesser의 선임 변호사로서 평양 내 공동투자기업인 Nosotek의 회장이고, Heinz G. Suelmann
은 BASF의 아시아 태평양 인사부의 책임자이며 Peter Abplanalp는 북서 스위스 응용과학대학의 총

장이다. 

15) 학교장인 Felix Abt는 다음과 같이 채용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 본토에서 서구 기

업의 자회사를 설립해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책으로부터 획득한 지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유용한 고급 실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비즈니스 세계와 동서양 사이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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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비즈니스스쿨은 시장 시스템 준비를 위해 북한당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 관료들을 훈

련시키기도 하지만, 앞서 나진기업학교처럼 자본주의 확산의 거점으로서도 역할을 한다. 수

업교재와 강의내용은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되어 북한 내 기업, 대학, 정부부서, 연구소 등지

에 배포되고 나아가 북한의 내부 통신망(intranet)에도 게재된다. 

Ⅳ. 시장경제 교육 분석: 교육양상, 효과 및 수용성

1. 시장경제 교육의 적극성

서구 국가들의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북

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이미 15년 이상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제 교육이 해외에서, 그리고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도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16) 서구가 북한에게 문호를 개방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초기에는 내용 전수보다는 교육을 통한 쌍방의 친근감 제고 및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점차 실용적 기술과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전수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Ireson, 2011: 119). 이와 병행하여 초기의 단･중기 연수 교육형태가 점차 중･장기적인 정규

학위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나진기업학교(1998년 설립)와 평양비즈니스스쿨(2004년 설립)에서 전수되고 있는 

시장경제 교육을 상기해 볼 때,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교육 또한 상당한 발전

경로를 밟아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Hur, 2010). 우선, 협력방식에 있어 ‘국제기구’인 유엔

과의 ‘공동’ 프로젝트(나진기업학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서방국가’인 스위스 개발협력청 

‘주도’(평양비즈니스스쿨)로 진화하였다. 교수진 면에서도 대부분 해외에서 연수를 받은 북

한학자들(나진기업학교)에서 유럽 주요 기업체의 톱클래스 경영자들(평양비즈니스스쿨)로 변

화하여 북한은 보다 직접적인 자본주의 교육에의 노출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진기업

학교가 나선 경제특구의 실무인력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평양비즈니스스쿨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수준의 경영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곳 재학생들은 기업, 정부부서, 기관의 임원과 경영자로서 이미 전문가들인데 

상이한 경제·문화·정치적 측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타국의 비즈니스와 교섭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그 어떤 유럽인, 그 어떤 서구 강사들

보다 북한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Interview Blog, 2008). 

16) 동독, 소련, 동유럽 국가와 같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그들의 고급인력에게 자본주의 도구인 시

장경제를 익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한 전례는 없었다. 이에 관해 중국과 베트남은 예외다. 이들은 

심지어 1980년대에 개방사회로 이전하는 궤도에 올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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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졸업과 함께 평양의 핵심 간부집단에 편입할 수 있는 보다 좋은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듯 북한이 서구와의 협력 하에 상당기간 동안 북한 내에서 실시해 온 시장경제 관련 

교육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연속성은 북한 정부의 의중, 즉 북한 정부가 시장경제와 자본

주의 습득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교육 패

턴 또한 국지적 환경에서 필요한 실행 차원의 도구적 기술 습득으로부터 점차 세계시장 질

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경제 차원의 전략적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같

은 해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2. 시장경제 교육의 효과와 수용성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결부해 볼 때 북한 고급인력들이 처해 있는 교육여

건은 상당히 열악하므로 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해볼 수 있다. 즉, 

교육이 주로 단기 산업시찰이나 워크샵, 단기연수 등에 집중되고 있고 이마저도 당국의 감

독 하에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7) 아울러 북한 정부당국은 서구에서 제안하

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거부하거나 혹은 수용하더라도 프로그램 기간을 축소하

는 등과 같이 체제유지 한도 내에서 경제개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단편적 지식과 해외 사

례를 수집하는 정도에 그치곤 한다(Ireson, 2011: 119). 한편 기자재나 교재 면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문지식 전수와 관련한 시설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는 점도 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윤병수, 2005: 12-13). 

그렇지만 객관적 교육여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교육 효과가 북한 고급인력이 주관적

으로 인지하는 교육 효과와 서로 같을 것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비즈

니스스쿨의 홈페이지에는 강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들이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짧은 감사의 말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북한 고급인력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좀 더 상세한 정보로서 Asia Brief(2011)에는 다음과 같이 평양비즈

니스스쿨 졸업생의 흥미로운 진술이 실려 있다.18) 

17)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로 인해 교육생 선발 시 개인의 의사와 적성이 무시되며, 교육의 기회 또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신성분 등 사상적 측면을 강조하여 제공되며 진로도 마찬기지로 결정된

다. 인력의 수급과 공급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계획 없이 지역적인 수요나 기업소

의 수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치중하다보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처능력을 가

진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윤병수, 2005).

18) 인터뷰 본문에서 괄호 안의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저자가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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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나는 (외국)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들과) 의

사소통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나는 여기(북한) 공장설립에 

투자할 홍콩사업가 한 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졸업생 A) 

평양비즈니스스쿨에서의 시장경제교육은 교육생에게 세계시장에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관한 자신감도 갖게 해주는 등 사회주의 고급인력(카더)

에게 정치시스템 외부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었고, 나아가 그 같은 ‘일탈’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성공적이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다. 따라서 시장경제 역량 구축은 전

문적이고 기술적인 주제들에 대한 개선만을 의미하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달

리 ‘경영하는’ 방식에 노출되는 것이고 북한 외부의 현실에 노출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다음의 진술은 체제전환 교육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 고급인력의 자본주의 수용성 또한 예상보다 무척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는 (이전에는) ‘손익분기점’(break-even-point)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평

양비즈니스스쿨에서) 어떻게 이윤을 내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내가 운

영해온 사업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내 기업의 전환(turn-around)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졸업생 B)

여기에서는 특히, 자본주의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잉여가치의 창출과 관련하여 ‘손익분기

점’이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자신의 기존 체제(사회주의)를 돌이켜보고 그에 기

초하여 자신의 기존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는 진술이 중요하다고 본다. 비록 단편적 사례

이기에 객관적인 논증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들이 요구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 시장경제 교육에 대한 분명한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나마 시장경제 교육의 경제외적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서구의 시장경

제 피교육생들이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숙지한 사람들로서 북한이 서구 자본주의를, 나

아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서구 자본주의와의 우열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마치 자신의 의

견이나 진술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일 소지도 있다. 그러나 만일 두 인터뷰 내용이 개인의 

자유로운 견해가 아니라 북한의 대 자본주의 내지 대 시장경제 시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라면 이는 더욱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즉, 그 경우 북한은 이미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사

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그것도 전향적으로 선택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북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 99

Ⅴ. 결론: 남한정부에의 시사점

최근 15년간 국제사회가 보여 온 대 북한 지원의 변화 흐름은 인도적인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 스스로 역량을 구축하도록 해주기 위한 지원이다. 이는 근래 남한 정부가 

취해 왔던 방식, 즉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무상지원과 이명박 정권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양극단의 방식에 비추어 새로운 방향이다. 즉, 의존관계 고착 내지 단기

적 효과를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자립지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스위스 등 서구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강온전략 혹은 ‘투트랙’ 전략이 좋

은 예이다. 그들은 공식 외교 루트 외에 교육이라는 비공식적이며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관

계의 기초를 세우고 정부가 그것을 후원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공식 외교 관계에서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들처럼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동참하여 

정치적으로는 ‘대북 특별경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학술교류･인도적 지원 등 비정

치적 사안에서는 정부의 간접지원을 바탕으로 상호교류･협력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용

할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남한의 손에 이끌린 체제전환을 도모한다

면’,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은 과거와 같은 남남갈등, 무상지원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국론 분열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주도적으로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적어도 남한 정부에게는 유리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거부감이 예상되므로 체제전환 교육을 위

한 협력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난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평양비즈니스스쿨

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어 가면서 북한당국과 계속적으로 상당한 관계를 

맺어온 경험(Asia Brief, 2011)은 우리에게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즉, 2004년 평양비즈니

스스쿨 설립 당시만 해도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담보할 유연성이나 상호 신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동 학교에서 과연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체계적인 수요평가(systematic 

need assessment) 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평양비즈니스스쿨의 학교장은 북한에서 

광범위한 비즈니스 경험을 한 스위스 경영자로서 북한이 원하는 바는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북한의 성공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숙련된 경영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북한에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 요구했던 ‘가능한 한 실용적인 커리큘럼 운영’과, ‘체

제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의 철저한 희석’ 두 가지를 수용했다. 한편, 그는 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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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에 부응하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을 외국시장에, 자본주의 경영 

노하우에, 그리고 북한경제를 위한 해외투자에 직접 노출되게끔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론가들보다는 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연결이 

닿는 인력들을 교수진으로 선발했다. 홍콩 관리연합회(management Association)를 참여시킨 

이유도 평양비즈니스스쿨 교육생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한 최적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는, 현재 목격할 수 있다시피, 지금까지 평양비즈니스

스쿨이 지구상 여느 MBA에서와 마찬가지의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문적 자유를 누리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사례는 남한 정부에게 기회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 정

부는 - 자본주의 아이디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상적 침식의 위험성에 조심스러워 했지

만 - 실용성 위주의 시장경제 교육인 한, 내용에 관해 비교적 넓은 재량권을 허용해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즉, 현재 북한의 최고 관심사는 실무적인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인 것을 지

원해주다 보면 이데올로기의 난제들은, 교과 과정 내용의 필연적 속성상, 자연스레 약화될 

수 있고 이것은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유연한 관계 형성이 무산되어 왔던 남한 

정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평양비즈니스스쿨 교육의 중점이 시장경제지식 전수뿐만 아니

라 북한 고급인력이 북한 밖의 세상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왔다는 점에서 그 가

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이한 사회로의 사회화가 단기간의 교육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이한 사회로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게, 그

리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만이 원만하고 부드러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

일 것이다. 

한편 남한정부 입장에서는 ‘교육 전수가 전적으로 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시혜자로서의 

우월감에 기초한 자세보다는 서로 배워 가고 익숙해진다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교육과정

에서의 상호교류 체험은 통일과정에서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완충

제가 될 수 있고, 통일 이후 통합까지도 감안한다면 함께 살아야 할 상대방들을 사전에 직

접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된다. 시장경제 교육을 통해 이

들이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따라서, 장차 통

일 이후 사회통합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은 "서구와는 달리" 그 같은 교육 협력을 통해 언어·지리적 차원, 나아가 민족주

의에 기초한 사회심리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개성공단과 관련한 경제적 차원에서 막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비록 현재 극심하게 경색된 남북관계상 직접적인 원조나 

프로그램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남한정부가 통일 미래를 의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면 그를 위한 사전 물밑작업으로서 그 같은 자세는 전향적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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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급인력에 대해 시장경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눈높이를 조율해 가는 것이야말

로 장차 통일로 인해 유발되게 될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플러스 섬

(plus-sum)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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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inding a New Way of Aiding North Korea: 

A Focus on Market-Oriented Economics Education for 

High-Class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Joon-Young Hur

This study explores western market-oriented economics education for high-class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and attempts to obtain useful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cerning a new direction of assistance to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future reunifi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system transformation, the role of high class human resources during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gh-class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as well as market-oriented economics education for them 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paper then examines the various types of market-oriented economics 
education in general and institutions such as Rajin Business Institute and Pyongyang 
Business School in detail as remarkable case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market-oriented economics education for high-class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has 
been made substantial and stable for more than 15 years. Moreover, despite the 
concer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in a poor education environment, the 
acceptance of market-oriented economics education seems to be very high among 
high-class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background 
of mutual cooperation and its lessons for South Korea regarding assistance to North 
Korea are discussed.

【Keywords: Market-Oriented Economics Education, High-Class Human Resources,

Aid to North Korea, System Change, System Trans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