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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개발과 월경적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모색
-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 경혐의 적용 이 원호*

πle Development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search
for cross-bord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the application ofHong Kong-Guangdo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Lee , Wonho
요약 : 본 연구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월경적 지역경제발전모형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을 제시하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월경적 지역경제통합의 성공적 사례인 중국 광동-홍콩간의 지역경
제통합 및 발전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고 개성공업지구의 건설을 통해 북한의 지역경제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의 통합적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월경적 지역경제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전략을 제시한다. 남북한 월경적 접경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주도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제도적 장치의 마련만으로 성공적인 월경적 지역경제협력의 성과를
충분히 담보하지는 못한다. 홍콩-광동지역의 경험과 같이， 해당 지역별로 문화적 특성과 정치적 상황， 경제행위의 관행 및 신
뢰구축의 미홉등에 의해 실제적인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게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이고도형식적인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통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제도적 통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사회관계나 선뢰의 구축을 위
한 정책적 배려，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동질성의 회복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 개성공업지구， 접경지역， 월경적 지역발전， 홍콩-광동 지역경제통합， 낙후지역 발전전략

Abstract : The study aims to formulate the cross-border regional development model in Korean context
based upon the emergenc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n suggest its policy options.
Especially , by looking at the experiences of Hong Kong-Guangdo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ince
the reform , the study seeks to find feasi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remarkably depressed Korean border
regions in terms of formulating the cross-bord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model. Significant as the
construction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cross-border interactions is , non-institutional integration as
well as institutional and formal coopertion rather is considerably important since trans-border transaction
cost is high owing to cultural disparity , political uncertainty and lack of trus t. Therefore, various efforts for
improving mutual trust , socio-cultural in c1 usion and homogeneity across the border are conside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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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Key Words : Gaesong Industrial Complex , border region , cross-border regional development, Hong
Kong-Guangdo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development strategy for depressed regions

1.

서론

력의 필요성이 실현되는 의의를 지닌다. 실질적으

로 개성공업지구의 건설을 통한 파급효과는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대북 역점사업의 하나로

구상하여 온 서해안공단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성공업지구 건설사

되어 온 개성공업지구의 건설사업은 지난 2에0년

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 대부분 사업의 타당성 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

토， 투자환경 분석， 개발 성공조건， 노무관리 등 공

협력연합회와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하면서 공식

단의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개성공업지구

적으로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뒤 4년을 넘겨 추진

건설을 통한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에 초

중에 있다. 현재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 사무소， 현

점을 두고 있다(윤덕룡， 2000; 조동호， 2001; 홍순직，

대아산 사무소 등 세 곳이 처음 문을 열었고， 시범

2002 , 2004; 한국금융연구원， 2004).

공단이 완성되어 조금씩 공단의 모습을갖춰 가고

그러나 남북경협의 실질적 결실이자 중요한 시험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서울로부터 6okm , 평양으로

대로서 개성공업지구의 조성은 지역개발의 측면에

부터 170km 거리에 위치한 개성시 일대에 총 2 ，어0

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

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 850만평은 공

한의 지역발전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의 의의와 그

업단지로 그리고 1 ，150만평은 기존 개성시가지 (500

역할 및 개발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

만평)와 2개의 신도시(총 650만평)의 개발로 이루

다. 북한의 경우，북한경제 및 지역발전면에서의 낙

어지는 생활 및 관광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후성을극복하기 위한주요한성장거점으로서 개성

개성공업지구의 조성은 남북한 정치적 관계의 개

공업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의 경

선을 위한 상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우도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사회경제적 및 공간적 구조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접경지역을 연계개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모색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개

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성공업지구의 건설은 북한경제가 외자유치를 통한

국민국가의 쇠퇴와 국경의 의미 축소로 인해 접경

경제회생이 절실하다는 점과 함께 남한경제도 고비

지역의 개발잠재력이 새로이 평가되고 있으며， 특

용 · 저효율 구조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로 구조적

히 전세계적으로접경지역은폐쇄적 공간에서 가장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 남북한 경제협

빠른 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변

1) 홍순직 (2004) 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의 건설에 따라 북한은 총 %억 달러， 즉 북한 예산과 무역액의 4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남한의 경우도 제조원가 10%의 절감효과와 GDPO.3% 상승효과를 비롯하여， 총 1 ，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
대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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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개성공업지구

의 정치적 지형변화는 경계 (border) 및 접경지역연

조성을 계기로 그와 연계된 월경적(越境的) 접경지

구의 붐을일으킨중요한동인이 되었으며，그러한

역의 개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참여정부에 의해 의

연구만을 전담하는 연구소나 연구집단이 생겨나기

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시작하였다. 접경지역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 원

활성화를 실현시키는 개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높

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세계화 내지 지구화로 인해

다고본다.

한 국가의 경계를 넘는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기초한

사안들이 등장한 점이다. 유럽에서는 서유럽국가

우리나라의 월경적 지역경제발전모형을 모색하고

들 간의 활발한 윌경협력과 동중부유럽의 정치적

그것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파 한다. 이를

상황 변화로 파생된 새로운 유로리전 (Euroregion)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세계화와 지방화속에서 새

이 성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간， 국가간 다양

로운 개방적 경제공간으로서 성장지역으로 부상

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유럽에서

하는 접경지역의 발전현황과 그 이해를 위한 기본

의 변화와 함께 북미의 N뾰fA ， 동남아의 AS돼N ，

틀을검토한다. 또한본 연구는우리나라접경지역

환태평양 국가들의 APEC 등 전 세계적인 블록화의

개발을 위한 월경적 지역경제통합의 성공적 사례

경향이 두드러져서， 각 대륙 혹은 하위의 단위지역

인 중국 광동-홍콩간의 지역경제통합 및 발전과정

들에서 역내국가간협력내지지역간협력이강화

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한다.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기존의 폐

끝으로 개성공업지구의 건설을 통해 북한의 지

쇄적인 접경지역은 점차 개방적 공간으로 변모해

역경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접경지

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후된 경제공간에서 지역

역의 통합적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월경적 지역경

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지 역으로 탈

제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전략을

바꿈하고있다.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국경은 분리(분절)와 접촉역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며， 이러한 국경은 그것을 형
성하는 정치 ·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

2.

세계화와 접경지역 변동의 이해

면서 세 가지 형태의 기능을 가진다(김원배， 2002
에서 재인용) . 첫째는 분리의 의미가 강한 국경이

1) 세계화와 접경지역의 변화

변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국경에 면
한 접경지역은 국내 경제중심에서의 격리와 국경

세계화에 따른 사회 ·문화· 경제적 통합과정의

의분리기능으로인해 피해를보게 된다.둘째는국

증대는 국경의 역할을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고，

경이 상이한 정치경제체제간의 차별을 조정하는

1990년 이후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동서 냉

필터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국경의 양

전 체제의 해체가 전 세계 수많은 접경지역에서 커

측 접경지역에서는 밀수， 보따리 무역， 외국인 노동

다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접경지역연구에 대한

자의 전입 등과 같은 정이나 부의 임대수입효과를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유럽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는 개방적 국경으로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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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유럽에서 볼 수 있듯이 상이한 체제간의 분

결정된다. 따라서 국경의 개방에 의해 접경지역은

리기능보다 연결과 접촉의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

통상적 인

를 지칭한다. 이때 접경지역의 발전은 국경에 의해

economies) 라는 개념을 벗어나 월경적 경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마주한 양 지역의

(cross-border economies)로 이행해간다고 할 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최

있다(김원배， 2002).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경우와

근 폐쇄적이고 낙후된 공간에서 개방적이며 발전

함께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

적 경제공간으로 변모하는 새로운 접경지역내 성

으며， 이는 국경이 더 이상 분절선이 아닌 접촉역

장지역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

으로서 상이한 사회와 집단 간의 매개요인으로 작

화에 의해 많은 접경지역들은 겪고 있는 경험을 바

용하는 기능적 공간을 의미하게 되고 국경을 넘어

탕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간 월경적 경제협력

접촉과 상호작용이 증대될 때 접경지역을 포함하

및 발전전략에 대한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는월경적 지역의 형성을가능하게 함을나타낸다.

의 미 의

접 경 지 역 경 제 (border

이러한 월경적 지역경제협력은 지금까지 다양한

2)

접경지역간 월경적 경제협력의 이해2)

논의를 통해 그 이해가 시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는아래 〈표1)과같은이론들로정리될수있다.

국경이 분절적 기능에서 개발적 기능으로 이행

뢰쉬 (Loesch)는 상품유통에 미치는 경계선의 영

함에 따라 두 접경지역간의 연결과 접촉에 중점이

향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공간적 모델을 제안하였

두어지며， 결과적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가능

는데， 그에 따르면 국경이 미치는 분리작용은 중심

성은 정치나 제도적 상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

지기능 수요자와 중심지간의 경제적 거리의 증대

경을 마주한 양측 접경지역간의 비교우위에 의해

로서 해석될 수 있다 3)

〈표

.'il
뢰쉬

마르티네스

(Martinez)

러l찌 (Lezz i)
크래트케

(Kraetke)

김원배

경계와 접경지역 모델에 대한 요약

E표짧2t 쫓요환 훌훌징

엉觀켰꿇 蘭繼鍵훌혔 앙I훤

사E짧J:: I역

상품유통에 있어 국경의 영향 분석， 장벽으로서의 경계가

공간이론

미국과멕시코

餐

(Loesch)

1>

미치는 사회 · 경제적 영향에 주목

접경지역
미국과멕시코

접경지역간의 상호작용을 4 가지로 유형화， 행위자 중심의

연구를 통해 접 경 지 역 의 환경 (border milieu) 에 대한 분석
접경지역에서 정치， 행정적 주제들의 행동에 주목
접경지역에 입지한 기엄틀의 월경적 협력관계 유형화， 접
경지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생존전략모색
월겸적 지역협력의 유형과 지역개발의 발전 경로에 대한 모
텔제시

접경지역

행위자중심의
지역개발
조절이론

지역발전이론

스위스-독일
접경지역
독일과폴란드의
접경지역
동북아시아의
접경지역

자료 : 김상빈 · 이원호， 2004.

2) 본절의 보다구체적인논의는김상빈 · 이원호(2004)를참조하시오.
3) 뢰쉬의 모델은 엄격하게 웹자면， 추상적인 모델이라기 보다는 현실 공간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역(엘파소)에서 은행권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서서 축소되는 상황을 설명하
고 있다 (Loesch ,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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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쉬는 선구적으로 국경이 미치는 작용을 거리

편입되어 왔으며， 미래의 독일-폴란드 접경지역의

로 치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정량화하는 방법을

경제통합을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 역발전의 방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연구는 경계의 영향을

향 - ‘저차원적 협 력(low road paths)’ 과 ‘파원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최초의 연구라고

적 협 력 (high road paths)’ - 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생각되며， 후에 이어질 많은 경계에 관한 이론적

고 본다.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고차원적

모델의 선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협력’은혁신을향상시키기 위해 지역기업과정치

한편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적 주체들간의 보다 강화된 협 력을 통한 내재적 발

마르티네스는 경계에 인접한 두 접경지역간 월경

전 잠재력을 이용하는 전략으로서， 협력증진을 위

적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접경지역을 네 가지 유

한 새로운 제도의 창출 등이 그 예이다.

형으로 구분하였다(Martinez ， 1994). 이는 월경적

이에 비해 ‘저차원적 협력’ 은 경제적으로 닥후

상호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소외적 접경지역

한접경지역에서 상대적 생산비 절감과저임금그

(alienated border1ands) 에서 , 공존적 접 경 지 역 (co-

리고 낮은 고용수준에 기초하여 발생하며 , 표준화

existent borderlands) , 상호의 존적 접 경 지 역

된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지향적인 초국가적 기업

(interdependent borderlands) 그리고 기능적 통합

의 분공장이 지배적인 형태이다. 파원적 협력에

을통해 교류가무제한 일어나는통합적 접경지역

의해서만 기업들간의 윌경적 협력은 국경 양쪽 지

(integrated borde r1 ands) 등을 포함한다. 이 러한

역 접경지역 내 기업들 간의 협력으로 나타나며，

분류방법은 접경지역의 현상을 유형화하는 이론

동서독 접경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에 기반

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가

을둔 기업들간의 협력이 접경지역의 경쟁력을강

야 할 접경지역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 주는 것으

화시킬 수 있다(그림 1 에서 C).4) 따라서 한 접경지

로도응용될수있다.

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저차원적 협력’ 은 결코

뢰쉬와 마르티네스와는 달리 레찌 (Lezzi ， 1994)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는 행위자 중섬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접경지역

발전은 단지 개별기업들의 집중적 혁신과 협력으

들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원리로서는 부정적 조정

로달성될수있다.

(negative coordination) , 긍정 적 조정 (positive

경계를 넘어서는 기업들간의 지역적 네트워크의

coordination) , 합병/통합(merger/integration) 등

건설이 접경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이며，

의 원리 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기업들간의 협력을 조정， 지원， 발전시킬

크래트케 (Kraetke , 1998; 1999)는 동 · 중부 유럽

수 있는 정치적 · 행정적 기관들을 제도화하는 정

각각의 접경지역이 상이한 방식으로 세계경제에

책도펼수적이다.

4) 크래트케(1 999)는 기업들간의 월경적 협력을 지리적 범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그림 1). 첫째，
원거리 국제협력(그림에서 A)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내생적인 발전가능성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경지역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국가의 중섬에 위치한 도시 밀집지역틀 사이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둘째， 초지역적으로 구조화된
협력(그림에서 B)로서 이러한형태의 협력은한국가의 대도시권과다른국가의 접경 지역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다른한쪽
의 접경지역이 경시되거나 소외된다. 셋째， 지역적으로 통합된 협력(그림에서 C)로서 이 형태의 협력은 국경 양쪽 지역 접경지역
내 기업들간의 협력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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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디

= 71 업으l

앙I

〈그림 1) 접경지역 기업들간의 월경적 경제 협력의 유형
출처 : Kraetke , 1999.

김원배 (2002)는 동북아와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지역협력

분석하고，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동북아 협동적 지

에서 발전의 최종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볼 수

역개발의 모형과 이론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경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이상적이며，

적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사회문화적 기반에서의

접경지역간의 내생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

유사성이라는 기초 조건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월

은 시간과 강력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

경적협력의성공을결정짓는요인으로볼수있는

료된다.

반면， 정책이나 제도상의 양립성은 중단기적인 차
원에서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

3.

가하였다.

월경적 경제협력 사례 : 홍콜-광
동 지역경제 통합과정

월경지역의 발전 모형에 의하면， 접경지역의 발

전 경로는 대체로 비협력적인 독자적인 개발에서

1) 사례 개요 및 연구의 필요성

외부 의존적인 개별적 개발 또는 외부 의존적 · 공
조적 개발의 형태로나아가야하는데， 이를위해서

홍콩과 광동지역간의 연계는 오랜 역사를 지니

는 제도적인 양립성 제고와 연계 비교우위의 구축

고 있다. 전통적으로 광동성은 홍콩에 대해 채소

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접경지역내 월경적 발전모형에

및 곡물과 용수의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초할 때，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 불법적 이민을 통해 저

서는접경지역간의 협력을통해 내생적 발전을도

임금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홍콩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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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홍콩-광동 지역경제의 성장 (2000 년)

했혔흉‘
GDP(십억달러)
일인당GDP( 달러)

홉響

혔훌짧

醫짧

173
26601

1,177
1256

10.4 79
732

0 .1
15.5
84 .4

135
49.9
366

18.7
49.2
32.1

8.4
5.1

115
15 .1

10 .1
9.8

GDP 구성(%)
1 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GDP 증가율(%)
1978-1987
1988-1999
자료 :

SSB,

각년도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유지에 기여하였다.

의 모색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다고 본

그러나 경제개혁이전 홍콩의 수입과 수출변에서

다. 이는 초기 홍콩-광동간의 지역경제협력이 시

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7% ，1. 6%에 불과

작되는 당시의 다양한 정치경제 및 공간적 배경에

하여 그러한 경제적 연계가 서로의 경제활동에 차

비추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낮았다(Wu ， 1997).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시작된 후， 두 지역경제간의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의 주요한 정치경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홍콩-광동 지역경제의 성장

제학적 배경은크게 세 가지 요소를지닌다. 그하

은 눈부신 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2002 년 현재 광

나는 경제개혁의 기본전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

동성의 경제규모는 중국전체의 11 .4%에 달한다〈

지하는 공간발전전략의 수정이다. 경제개혁이전

표 2>. 197용87년 기간동안 광동의 경제는 두자리

‘균형개발’ 이라는 명목하에 투자의 집중으로 인

수의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 홍콩 또한 비교적 높은

한 내륙지역의 개발은 혁명이전에 형성된 전통적

경제성장을 유지하였다. 1988-1999년 기간동안에

인 해안-내륙지 역의 격차를 완화시키게 되었다.

는 광동성의 경제성장은 중국전체에 비해 1.5배가

그러나 경제개혁 이후 불균등발전전략에 따른 해

넘는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경제내에

안지역위주의 개발정책은다시금해안-내륙지역간

서 위상제고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기적으로

격차를 더욱 확대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일컬어지는 4마리의 용에 더하여 5번째 용으로 인

중국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처음부

식되기도 하였다(Yuen ， 1998). 결과적으로 홍콩

터 완전한 발전계획의 수립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

광동의 지역경제 통합은 두 지역 모두에게 지속적

는 하향식 접근이 적절히 조화된 경제개발전략의

인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였다.

단순수정의 성격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홍콩-광동지역간 경제협력을 통한 접경지역내

(Naughton , 1996). 이 러한 상황속에서 추구된 경제

상생발전은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의 건설을 계

개혁정책의 핵심요소인 분산화( decentralízatíon)는

기로 주목되는 접경지역간 월경적 경제발전전략

중국의 공간발전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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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산업공간구조의 재편에도 매우 중요

속될 수 있었으나， 경제개혁이 시작된 1970년대를

한결정력을발휘하게 된다.

지나면서 점차 지속적인 이윤율과 채산성의 악화

즉， 새로이 형성된 경제개발전략과 정치 및 경제

로 인하여 그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과

적 의사결정과정의 분산화는 결국 지역경제의 비

적으로 저생산비용 구조의 지속을 위한 공간적 해

교우위에 입각한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홍콩의 산업구조는 다른 아

형성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시아의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독특한 특정을 지니

분산화에 의해 지방정부는 스스로의 경제발전을

게 되었는데， 산업구조의 고도화변에서 한국， 대만

추동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

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 개발도싱택에 비해 매우 낮

으며， 이는개발의 지역간차이를확대재생산하게

은 모습을 보였으며， 공간적인 측면도 홍콩의 산업

되였다.

구조는 산업시설의 수직적 분포라는 독특한 특정

이러한 조건속에서 광동성은 홍콩과의 인접성과

을지니게되었다.

역사적으로 가졌던 세계경제로의 높은 접근성으

1970년대말 홍콩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

로 인해 지 역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 특히 이민법의 개정에 따라중국본토로부터 저

분산화과정과 함께， 홍콩과 대만 등에 대한 중국

렴한 노동력의 공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홍콩산업
의 근본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의 기본적인 전략인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π Two Systems)’ 도 홍콩과 광동의 지 역경

결국 홍콩의 산업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

제통합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 전략은

라 노동부족， 노동 및 지대의 비용상승， 환경부담

홍콩을 중국에 정치적으로는 통합시키고 경제적

금의 상승 등에 따라 후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

으로는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홍콩이 가지고 있던

쟁력이 점차줄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광동지역

경제적 역량과 입지적 잇점을 효과적으로 중국내

의 개방으로 인하여 풍부한 노동력과 저 렴한 지대

국민경제에통합할수있도록만들었다. 이는지역

의 용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단기간내

간 통합이나 협력의 새로운 모형으로서 궁극적으

홍콩내 생산시설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의 모형으로서

따라서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상 나타난

매우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Sit ， 1998;

공간적인 특정은 바로 홍콩 산업지리의 공간적인

Wu , 1997; Tuan and Ng , 1995a).

확대이며， 이러한 공간적인 확대는 사실상 홍콩내
에서도 진행되어 왔던 생산시설의 북향이동의 연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배경의 세

장이라도볼수있다.

번째 요소는 홍콩의 산업구조재편의 필요성이다.
홍콩은 자유방임적인 정치체제와 영연방체제하

2)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

에서 지속적인 수출지향적 산업화단계를 유지하
고 있었지만， 홍콩경제의 경쟁력은 저생산비용， 신
속정확한 배달， 제품주문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

홍콩-광동의 지역경제통합은홍콩자본의 광동진

성으로 성격지워진다(Sit ， 1998). 이러한 홍콩경제

출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경제개혁의 시작과함께，

의 기초적인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는 오랫동안 지

처음 4개의 경제특구중 광동성내에 3개가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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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와 외국투자에 대

지하였다. 홍콩자본에 의해 창출된 광동내 고용은

한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광동， 특히 주

5백 20만명에 달하며， 주장삼각지내 고용의

장삼각지유역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5) 일반

전체 생산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

적으로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자본투자의 역

산업의 공간적 확대는 광동과 주장삼각지 경제의

할은 매우 잘 연구되어 왔다. 외국자본을 받아들이

근본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35% ,

는 지역은 조세수입， 규모의 경제와 외부경제로부

지역경제의 통합을 통해 홍콩과 광동이 누린 혜

터의 혜택， 조직 및 경영의 향상， 기술이전과 시장

택은 매우 높다. 홍콩은 먼저 생산비용의 감소에

의 확대 등과 같은 잇점을 누리게 된다.

따라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의 경쟁력이 보다 강

지역경제의 통합초기 가장 뚜렷한 산업입지의

화되거나 연장되는 효과를 누렸으며， 아울러 제품

확대패턴은 외부가공(out-processing) , 즉 수입가

의 디자인， 판매， 경영과 같은 보다 기술집약적인

공공정의 지리적 이전이었다. 중국정부나 사업파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지역내 보다 높은 부가가치

트너는 공장건물， 노동력， 공업용수， 전기 및 여타

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제고되었다.

기본 시설을 제공하고， 홍콩자본은 기계， 설비， 원

션전도 마찬가지로 홍콩자본의 투자에 따라 다

료， 제품의 디자인 및 완성품의 판매를 담당하였으

른 지역에 비해 보다 신속히 산업화를 이룰 수 있

며， 중국쪽 파트너에게는 임금과 관련 비용을 위한

었으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술의 이전도 발생하

가공비를 지불하였다. 이러한 수입가공공정의 이

면서 최근에 와서는 보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전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합작기업의 형

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합작기업의 형태하에서 중

홍콩-광동 지역경제통합의 요인에 대해서는 그

국 파트너는 사업에 따른 위험과 이윤을 함께 공유

동안 다수의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MacPherson &

하게 되었으며， 투자기업은 보다 높은 세금 및 관

Cheng , 1996; Wu , 1997; Ye and Qiu , 1999). 그동

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79-95년 기간동

안 지역경제의 통합은 홍콩자본의 광동투자에 의

안 홍콩의 투자자는 약 23 ，000건의 합작투자계약

해 시작되었으며， 그러나 투자과정은 일반적인 외

을 광동성과 체결하였으며， 이는 총 140 억불에 달

국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되어

하는 투자규모이다(Sit ，

1998).

질 수 있다. 즉， 외국투자의 유치는 대개 저비용 노

외부가공은 홍콩 제조업의 공간적 확대에 가장

동， 토지， 자원의 이용， 국내시장 잠재력의 크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정부의 인센티브 등의 세가지 요인과 밀접히 관련

의 존재가 외부가공 및 합작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

되어 있다. 홍콩자본의 광동투자경험도 이러한 요

인으로 지적된다 6) 개혁이후 1990년대까지 홍콩에

인들에 의해 어느정도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홍

서 광동에 진출한 외부가공공장은 모두 20 ，000여

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을설명함에 있어 보다

개에 달하며， 이중 80%는 모두 주장삼각지내에 입

중요한 사설은 홍콩자본의 단순한 광동투자요인

5) 일반적으로 광동에 대한 홍콩투자의 85%가 주장삼각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장삼각지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의 80-90%는 홍콩자
본이다.

6) 1985 년 당시 홍콩은 임금은 월 2 ，200위안정도였지만， 광동에서는 154위안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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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통합과정 초기에 나타난 홍콩자본의 지배

두 일국양제라는 공통된 체제구축를 추진하면서

적인 위상에 대한 이해이다. 즉， 외국직접투자이론

정치적 근접성이 경제적 상호작용의 놀라운 성장

에서 지적된 요인들은 홍콩자본에게만 중요한 것

과 함께 공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이 아니 며 , 다른 모든 외국자본에게 똑같이 작용하

일국양제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만의 경

는 요인들이다. 또한 저렴한 노동비와 국내시장의

우， 대만자본을 겨냥했던 시아먼 경제특구에 대한

잠재력은초기 홍콩자본의 투자에큰 영향을미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는 사실로도 반증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Wu ， 1997) ‘ 따라서 일반적

된다.

인 외국투자이론은 홍콩-광동의 지역경제통합과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의 일차적인 요인

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불충분

은 분명히 경제적인 힘과 기능에 의해 특정지워진

하다-

다. 그렇지만 기존의 경제공동체와 같은 자유무역

대광동투자에서 홍콩자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

협정 등에 의한 제도적 통합이 홍콩-광동의 지 역경

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근접성에 기초

제통합을 설명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설질적으로

한다고 본다. 지리적 근접성은 결과적으로 홍콩

지역경제의 통합은 두 지역간의 거래비용을 낮추

광동간 인접지역의 집적의 경제에 기초한 지역적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세는 그러한 비용의

분업을 창출하였다. 홍콩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화적 친밀

의 형성은 홍콩과 광동내 주장삼각지간 중심-주변

도를 포함}는 인적요소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

의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기능적으로 긴밀히 연

며， 특히 이 경우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관련성의

관된 지역경제권을 만들었다. 지리적 근접성에 기

역할은 보다 뚜렷하다(Wu ， 1997) , 이와 같이 문화

초한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우선 생산시설 관리가

적 근접성은 홍콩-광동의 지역경제통합에서 매우

근접에서 가능해 짐으로써 관리인력배치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회주의체제가 수립

비용도 절감되었고， 필요한 부품 및 관련 생산자서

되기전 홍콩과 광동은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흐름

비스 등이 손쉽게 이용됨으로써 다양한 잇점을 갖

에 의해 동일한 경제적 네트워크내에 참여하고 있

게되었다.

었던 경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경제개혁과

물리적인 근접성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작용한

함께 홍콩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자본투자

것은 바로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근접성일 것이다.

로 대변되는 생산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현재까

일국양제체제를 추진하면서 중국정부는 홍콩에

지 거의 90%의 홍콩의 생산기능이 광동， 특히 주

대한 정치적 통합의 전단계로서 경제적인 상호작

장삼각지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결과 광동에

용의 증대를촉진시키게 되었으며，홍콩은또한중

투자되는 외국자본의 75%가 홍콩자본이며 광동의

국정부로 하여금 홍콩의 정치적 자율성과 경제적

해외수출과 수입중 홍콩이 각각 84%와 75%를 차

번영이 중국정부의 경제개혁의 추진에 매우 중요

지하고있다.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시킴으로써 중국으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홍콩과 광동

로서 귀속에 대한완충책을도모하게 되었다. 이렇

간의 문화적 근접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듯 서로 다른 목적하에서지만 홍콩과 중국정부 모

이다. 실질적으로 홍콩내 주민의 98%가 중국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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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며， 40%의 홍콩주민은 중국 본토， 특히 광동

도 경제적 보완성에 기인한다. 경험적으로 홍콩파

태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친족네

광동간에는 상호보완적 발전과 생산시설 이전을

트워크는 홍콩자본의 광동투자과정 에 깊이 관여

통해 형성되는지역간분업을위한매우적절한생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투자패턴의 특성을 규정하

산요소/자원조건이 존재하고 있었다. 홍콩에 대해

게 되었다. 친족관계에 기초한사회적 관계는홍콩

션전경제특구는 토지 , 노동， 에너지를 제공하였다.

자본을 생산， 인적관리， 판매 등에서 발생할 수 있

특히 중요한 자원은 바로 인적자원이었는데， 션

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

전이 갖고 있던 위상 때문에 중국내에서도 우수한

다. 또한 대규모의 투자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요구

인적자원의 풀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홍콩자

되기 때문에 친족관계를 통해 충분한 접근성을 가

본에게는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반면에 홍콩

진광동성 정부와협의를위해 많은홍콩자본의 투

은 자본， 생산， 경영 및 마케팅에서 강한 강점을 지

자는 소규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규모

니고 있었다. 이 생산요소 및 자원의 불균등분포에

의 기업이 갖고 있는 유연성은 개혁과정에 있는 사

의한 상호보완성은 바로 홍콩내 산업구조재편에

회주의체제하의 수많은 불확실성에서 효율적으로

따른 산업시설의 이전을 통해 공간적 분업의 형태

대웅할 수 있다는 잇점도 가져온다. 결국 문화적

로 실현 되었다. 션전지역으로의 생산시설의 확대

근접성은 일국양제하에서 추구되어온 경제통합에

가능성은 홍콩의 경제구조를 자체수출산업에서

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홍콩자

재수출부문으로 구조변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지

본이 여타외국자본에비해 지배적일수있었던결

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현재까

과를초래하였다.

지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경향은 경제특구에 의한 홍

콩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패턴의 증가이다. 홍콩

그러나홍콩과광동의 지역경제통합은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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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개발과 월경적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모색

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금융산업의

는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 러한

눈부신 성장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특히 경제특구

지역경제의 통합이 다른 접경지역과는 달리 갖는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요의 증가에 의해 영향받

특정은 바로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대외지향성이

은바가매우크다.

다. 다른 접경지역내 경제협력관계는 경제면에서

홍콩과 광동간에 존재하는 지리적일 뿐만 아니

보호주의적 요소들이 강하지만 홍콩-광동의 경우

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는 자유무역체제와 지역간 외향적인 경제적 특성

1978년이후 지역경제통합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

을유지하고있다.

다고이해된다. 지역경제통합에따른결과는여러

따라서 개방적 경제공간이 갖는 새로운 역할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난 20년간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점에서 홍콩

두 지 역의 경제는 비슷한 발전패턴을 나타내고 있

광동의 지역경제 통합은 새로운 접경지역 경제통

다(그림 1). 이는 광동이 홍콩자본과 관광수요의

합의 모형을 제시해 준다.

가장 중요한 목적지이자 수출대상지가 되었다는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이 지닌 특징은 우

선 수평적인 과정이란 점과 제품생애주기 및 정부

사실에기초한다.

홍콩-광동 지역경제통합은 또한 생산기능의 이

의 유인책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

전에 기초한 공간적 분업을 통한 홍콩 산업지리의

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특정은 경제

외연적 확대에불과한것으로서 이해된다. 이는홍

적 보완성이 인접한두지역에서 존재했다는점과

콩의 산업경제가 광동과의 공간적 결합을 통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근접성의 존재에 따라 두

'Front Shop Back Factory' 형 태로 진화한 것이다.

지역간에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이 시행되었

따라서 이는 1978년 이후 홍콩과 광동성의 지역

다는점이다. 또한접경지역내에서 존재하는높은

경제적 변화는 통합된 경제공간이라는 맥락속에

거래비용에 적절히 대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존

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80년

재로 대별되는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자서비

대 홍콩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를 서구의 탈산업화

스 중심의 발달도 중요한 통합과정의 발전요인으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 올바른 이해가 아

로 일컬어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홍콩-광동

니며， 홍콩서비스산업의 경제는 광동으로 이전한

지역경제 통합과정은 기존의 지역경제모형이나

홍콩산업과 광동성내 제조업성장에 따른 사업서

해외투자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

비스수요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에 점차 개방화되고 상호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는
접경지역의 새로운 변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

3)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의 시사점

사점을지닌다.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은 통일에 대비한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에 대한 이해는 현

우리나라의 공간발전전략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

재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패쇄적 공간으로서의

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접경지역에서 개방적 · 협력적 개방공간으로서 이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는 모두 일정한 접경지역

행에 따른 새로운 접경지역의 역할변화를 이해하

개발의 성격을분명히 지니고 있다. 최근의 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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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개발은 북한이 그동안 추

보면， 먼저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서로간의 정

진해온 경제개혁과정의 공간적 표현으로 이해될

치적 목적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고 협

수 있다. 또한 그 진행과정은 초기 중국의 개혁 ·

력적인 정책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개발을 선도하

개방정책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지난 20여년간

였다는사실이다. 또한 홍콩과 광동간의 경제적 교

의 중국의 공간발전경험이 주는시사점은보다중

환도분명히 국가간의 국제적인관계에준하여 취

요하다고본다.

급되었으며， 여타경우와는달리 자발적이고상호

우선 초기의 높았던 통일무드와는 관련된 여러

호혜적이었다.

가지 정치적 문제를안고서 공간적 접경지역 개발
전략을 준비해야되는 점에서 볼 때， 홍콩-광동의

4.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러
한 지역경제의 통합은 ‘일국양제’ 의 조건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다(Ye

개성공단 개발과 남북한 월경적
접경지역 발전방안

and Qiu , 1999). 즉， 자본

주의와 사회주의체제를 표방하는 두 개의 주권국

1) 개성공단 개발과 그 의미

가하에서 지 역통합이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여
타 다른 접경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접

개성공단은 도라산역으로부터 7km , 북측의 개성

경지역을 위한 공간전략의 맥락과 매우 유사하며，

시 및 판문군 일대 총 2 ，000만평 (65.7kn1)에 위치하

그에 따라 시사등}는 바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두

고 있으며， 이는 공단 850만평， 배후도시 1 ， 150만

주권국가간에 이루어진 정책과정의 주요 특정을

평으로 구성된다. 개성공단은 2004년 현재 1단계

〈그림

3)

개성공단의 위치

자료 : 한국토지공사(http://www.iklc.co.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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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평중 2.8만평의 시범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이와 함께， 공단 배후에는 기존의 구도시 480만

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 있다. 특히 이중시범단지

평의 개발을 포함하여， 14.5만 세대의 45만 명이

는 지난 2004년 6월 부지조성 완료이후 공장건축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 자유 신도시

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며，

1 ，200만 평을 건설할 예정이다(홍순직， 2002).

157ß 기업들이 2004

년 말까지 입주 및 가동을 위해 자금조달， 공장설

제 1단계에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비용 절감 효과

계， 설비 조달， 생산 · 판매계획 수립 등 준비작업

가크고，설비 설치 및 제품생산소요기간이 짧아

을하고있다.

단기간 내에 생산 가동할 수 있으면서도， 현지 원

현대아산은 총 3단계에 걸쳐 개성시 및 판문군

료 조달이 용이하고 해외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중

평화리 일대 2 ，000만 평을 중국의 심천이나 푸동

심으로유치할계획이다.

경제특구와 같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경

또한 제 2 ， 3단계에는 제 1 단계의 유치업종은 물

제지대와 복합 자유 신도시를 모델로 섬아 개발을

론， 중화학 장치 산업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유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을 단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중점 개발 단계’ 인 제 2단계에는 경

는 무관세 수출 가공구 성격의 공업 · 무역형 경제

공업과 조립금속 제품， 기초 첨단 관련 산업을 우

특구를 지향하여 생산 기능 중심에 역점을 두고，

선 유치할계획이다. 완공되면부품소재의 국산화

중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과 금융업， 상업 및 관광

와 수입 대체 산업의 육성을 통해 북한은 ‘수출 입

산업과 국제적 도시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는 ‘종

국 및 개발 선진국’ 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

합형 경제특구’ 로 개발할 계획이다.

련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향후 세계 유수 기

〈표

3) 개성공업지구의 단계별 개발 계획

자료 : 홍순직， 2004.

〈표

4)

개성공업지구의 유치 대상 업종

규a 훌엎
섬유， 의류， 선발， 피헥， 양말， 가방 등
저 11 단계

- 현지 원료 조달이 용이한 품목

-전기 · 전자및금속， 기계의 조립 등

-해외수출유망품목

-전기 · 전자， 금속， 기계 장비
저12 rv 3 단계

- 일반 경공업， 노동 집약 업종

- 식품(인삼 가공 등)， 음료

- 제 1단계 유치업종 포함

-자동차부푸및조립등
정밀화학， 의료 · 정밀기기， 생명공학

- 정보통신， 컴퓨터， S/W 등
자료 : 홍순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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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월경적 접경지역 발전방안

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건설은 남북한의 정치경제학적 배경

김원배 (2002)는 월경적 지역협력의 기본 동인이

에 기초한 여건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지역경제발

경제적 보완성과 지리적 근접성에 있으나 국경을

전에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마주하고 있는 국가 간의 제도적 · 정책적 양립성

즉 남북경협의 실질적 결실이자 중요한 시험대

을 매개로 하여 협력의 상이한 유형이 발생한다고

로서 개성공단의 조성은 지역개발의 측면에서도

보았다〈그림 4) . 현재 개성공단의 건설은 월경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남북한의 지

지역경제협력의 유형면에서 보면， 경제적 보완성

역발전을 위한 개성공단의 의의와 그 역할 및 개

의 분명한 존재에 비해 제도적 양립성이 약한 갈

발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개성

등적 협력에서 불완전하나마제도적 양립성의 최

공단 개발이 지니는 첫 번째의 의미는 북한내 지

소한의 마련을통해서 비갈등적 협력단계로 이행

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서 개성공단이 매우 효율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행을 주도하고

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경제 및 지

있는 것은 분명히 중앙정부간의 대외경제정책에

역발전면에서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의한 것으로，일반적인 월경적 지역경제협력의 주

성장거점으로서 개성공단의 활용방안과 북한내

체인 지방에 의해 주도되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개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성공단의

성공단의 건설에 기초한 월경적 지역경제협력의

의의와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요한 특징임과 동시에 중요한 취약점으로 판단

정책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높다. 개성공단의

된다. 왜냐하면월경적 지역경제협력과발전의 지

개발이 남북한 지 역경제발전에 지니는 두 번째 의

속가능성은 국경을 접한 두 지 역 주체간 상호의존

미는 남북한의 월경적 접경지역 개발모형을 설정

성에 기초한 교류와 상호호혜적 발전전략에 기초

하는데 중요한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하기 때문이며， 중앙정부는 그러한 발전경로를 조

나 개성공단과 인접한 남북한내 접경지역은 우리

정하는제도적 환경의 조성에 머불러야하기 때문

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성격지워 진다. 아

이다.

울러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쇠퇴와

따라서 남북한 월경적 접경지역 발전을 모색하

국경의 의미 축소는 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새

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주도적 역할을 담보할 수

로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접경지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역은 폐쇄적 공간에서 가장 빠른 성장과 변화를

(김왕배， 2002). 특히 지방의 수준에서는 우선적으

겪고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

로 지방정부가 실질적 인 힘을 갖고 협 력사업을 추

한 점에 비추어 개성공단 조성을 계기로 그와 연

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

계된 남북한의 월경적 접경지역의 개발방안을 검

다. 또한 기업 대학 등 민간부문에서의 다양한 네

토하여 새로운 지역경제발전모형의 수립을 연구

트워킹을 장려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제한된 협력

할필요가매우높다.

의제를 확충하는 비공식적인 민간부문의 상호 협

력을 정진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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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력의 성과를 충분히 담보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정치행정체제상 중앙의 개입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접경지

국경통과에 따른 장벽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에서의 개발은 정치적 상황에 의한 불확실성에

아울러 협동적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통

의해 거래비용이 매우높게 나타남으로지역간경

신 등 기반시설투자는 민간부문에서 감당하기 어

제적 상호작용을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

려우므로 중앙정부주도의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서 홍콩-광동지역의 경험과같이，지역경제의 통합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정，특히 접경지역간의 경제통합은국제적 관계

그러나 그러한 중앙와 지방수준에서의 제도적

의 형성에서 이루어지는 관세자유화와 같은 형식

장치의 마련만으로 성공적인 월경적 지역경제협

적이고 제도적인 통합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f!
제도적앙립성

학

정쩌l적보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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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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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유형

자료 : 김원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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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접경지의 지역발전 경로

/ι →

자료 : 김원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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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2002 ， “홍콩-광동 지역경제 통합과정 : 개방적 접

냐하면 해당 지 역별로 문화적 특성과 정치적 상황，

경경제공간의 형성과 의미

경제행위의 관행 및 신뢰구축의 미흡등에 의해 실

지리학 논총 40 ,

19-

36.

제적인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게 나타날수 있기 때

조동호， 2001 ，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추진방향

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이고도 형식적인 개선을 통

통일경제

11 .12월호， 15-22.

한 지역경제통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제도적

한국금융연구원， 2004,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
동북아경제팀 연구발표자료.

통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기존의 사회관

홍순직， 2004，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일소고

계나 신뢰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배려， 사회문화적

북한경제

Forum 발표자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동질성의 회복이 매우

홍순직， 2004 ，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조건

중요한과제임을의미한다.

통일경제 7.8월호， 52-65.

이러한 제도적 및 비제도적 통합의 노력을 통해

Kraetke , 5. , 1999 , Regional integration or

서 비로소월경적 지역경제 통합을통한접경지역

fragmentation? The German-Polish border
region in a new Europe , Regional 5tudies

의 발전이 전통적인 낙후지역이 갖는 외부의존성

33[7 1. 631-641

에서 벗어나 지역간 협력에 기초한 공조적 · 내생

Kraetke , 5. , 1998 , Problems of cross-border

적 지 역발전의 경로로 진입하여 지속가능한 지 역

regional integration - the case of the

발전의 가능성을 보유하기 된다((그림 5) ). 결국

German-Polish border area , European Urban
and Regional5tudies 5[3 1. 249-262.

그러한 가능성에 기초한 접경지역간 상호호혜적

Lezzi , M. 1994 , Competition-cooperation: a creative

지역경제발전은 세계화와 지방화시대 폐쇄적 공

interplay of border regions in economic

간에서 개방적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가장 역동적

development planning and transborder

인 경제지역으로 발돋움하는 전통적 낙후지역으

institutions , in Gallusser , W. A. [ed l, Political
Boundaries and Coexistence , Proceedings of

로서 접경지역의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형으로

the IGU-5ymposium Basles/5witzerland , 322-

정립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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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sch , 1943 , The Economics of Location, translated by
Woglom , W. H
MacPherson , 5. & Cheng , J. Y .5. [eds l, 1996 ,
Economic and 50cial Development in 50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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