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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0년대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경계의 종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태론적 경계연구에서 벗어나 접

경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경향은, 경계를 영토성(territoriality)의 발

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계와 접경지역을 다양한 관계들이 중첩되고 경합되는 관계론적(relational) 시각으

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다차원의 행위주체와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

역이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의 전략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

라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가 결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의 전략

이 경합되는 “관계로서의 접경”을 이해하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또한 본 논문은 지정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론분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구축되는 물질성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의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북·중 접경, 접경 무역, 관계론적 정치지리학, 경제제재, 단둥

Abstract : Since the 1990s, political geographers have focused on the study of the process of border con-
struction. They have shifted from the old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approaches to boundary that 
have focused on the types and functions of boundaries. Recent scholarship on border studies understand 
boundaries and the border regions as entities with overlapping and competing relationships not as mani-
festation of territoriality. There has been the emphasis on the multidimensional actors and the 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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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입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

로 채택하였다(2017년 8월 5일 현지시간). 이 결의

는 또한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북한 노동자

의 해외 취업자 수를 제한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가 북한을 대

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 것인지와 같은 제재의 효

력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 

관한 언론 보도는 종종 북한과 중국의 접경도시 단

둥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많다. 단둥을 비롯한 북한

과 중국의 접경지대에 대한 취재는 ‘르포’와 같은 형

식을 빌려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단둥은 

북한의 무역, 나아가서는 북한 정권의 “인공호흡기”

로서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북한-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은 북한

의 무역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시작되었고, 강화되

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함께 늘어나고 있다. 즉 

무역제재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 무역을 통해 외화

를 조달하는 지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단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또한 단둥이 가지는 사회

공간적 복잡성, 즉 한족, 북한화교, 조선족, 남한 사

람이 지정학적 경계지대에서 살아가는 복잡한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 민족지적 연구(강주원, 2013)

등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주로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 무역의 구조, 관행, 변화 및 

중국의 대북투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출판되

었다(이정균 외, 2016; 김병연·정승호; 2015; 이

석, 2013; 이종운·홍이경, 2013; Haggard et al., 

2012).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북한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넘어 

세계 경제에 어떻게 제한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존해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중 무역에 관한 연구는 북한 경제의 고립성과 

대중 의존성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

중 무역에 관한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북한-중국의 

무역관계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에 대해 연구자

들 사이의 견해는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북 유엔경제

제재의 내용이 북한-중국 무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최근의 무역제재의 강화는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제재의 빈틈을 메워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 분야를 벗어난 접경지역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데이터의 부족, 현

and cultural legacies inherent in the border region as well. Based on these recent discussion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border region has been constructed by various actors and strategies in Dandong China, 
the border ci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everal sanctions including UN Security Council have 
been resolv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hich is a relevant example to examine the “border as relationships” in which strategies of various actors 
are competing. In addition,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as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bord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materiality, which is a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discourse-
oriented critical geopolitical research.

Key Words :  North Korea-China border, border trade, relational political geography, Sanction, Dando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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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사의 어려움, 무엇보다도 김정은 집권 이후 급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무역과 동북아시

아의 지정학적 변동은 접경지역 연구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

의 관계 악화로 인해 현장 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다. 

본 연구는 단둥을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과 그로인한 지역의 변화를 최근의 정치지리학

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이 만들어지는 요인을 

다차원의 행위자의 전략을 통해 살펴보며,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지역 내 행위자가 어떠한 방

식으로 “접경지역 만들기”에 참여하는 지를 검토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검토와 함께 인터

뷰와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가 사용되었다. 현지 인

터뷰는 2017년 2월, 4월, 7월 각각 1주일 동안 현지

에 체류하면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은 주로 조

선족 무역상이었으며, 일부 무역상에 대해서는 방

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또

한 현지 체류 과정에서 만나는 서비스업 종사자, 한

국 무역상 및 사업가 등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

뷰도 수행되었다. 대북 무역이 가지는 특성상 일부 

무역 관행은 비밀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고, 무역 파

트너에 대한 언급도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아 반복

적인 인터뷰와 이를 통한 인맥의 형성은 조사 내용

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

한 설문조사의 경우 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민족적 배경과 함께, 이주 경로, 

사회경제적 특성, 무역품목과 무역관행, 무역파트

너, 제재이후 무역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

었으며, 접경지역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

도 포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의 

계량적인 분석이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

만 이용하게 될 것이며, 본격적인 분석은 추후의 논

문에서 수행될 것이다. 

2. 국경과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동향

1) 접경지역 연구의 전환 

지리학에서 경계와 접경지역의 연구는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다. 1·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와 국

경선 설정에 있어 지리학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다. 전후처리의 국경선 설정에서 지역의 구

분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Isaiah Bowman 

등은 유럽의 국경선 설정에 깊게 관여하였다. 이후 

국경과 접경지역 연구는 정치지리학의 핵심적인 

연구주제로 자리 잡았다(Smith, 2003). 이러한 경

계와 접경지역 연구는 연구 주제와 접근방법에 있

어 많은 변화를 겪었고, 최근 지리학을 넘어서 다

양한 분야에서 학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으로 이 분야의 연구는 접경지역 연구

(Border Studies)라고 하는 독립적인 학문분야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접경지역 연구는 국경의 근

원과 존재의 이유를 탐구하는 역사지리적 접근 및 

발생학적 접근1), 경계와 영토의 기하학에 초점을 맞

추는 형태학적 접근(e.g., 국경의 형태와 수도의 위

치, 하천 경계와 해양 경계의 특성 등), 국경의 종류

에 따른 다양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기능적 접근 등

(e.g., 열린 경계와 닫힌 경계)의 고전적인 접근방

법을 취해왔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전쟁의 원인으

로서의 국경을 연구한 정치학적 접근, 국경의 설치

에 따른 국가 및 지역정체성을 연구하는 영토 연구 

등이 고전적 접근을 대체해왔다2)(Kolossov, 2005; 

김상빈·이원호, 2004). 또한 냉전체제의 붕괴와 세

계화 시대의 도래로 국경은 이동과 교류를 막는 장

애물이 아닌 인구, 물자, 정보가 소통하는 창구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정치적 성격 이외

에도 경제적 협력,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이슈를 논

의하는 접경지역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김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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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990년대 이후의 접경지역연구는 냉전이

후의 “borderless”의 담론 그리고 담론에 대한 반

작용의 결과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냉전 시

기의 경직된 국경선이 허물어지고 국경없는 세계

의 도래를 예측한 연구가 등장하면서 국가의 영토

성을 기반으로 한 통제 위주의 국경에서 물자와 인

력이 넘나드는 국경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기 시작

하였다(Anderson & O’dow, 1999). 그러나 물

리적인 국경이 약화되는 동시에 국경은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한다는 연구가 등장하면서 정치지리학

에서의 국경은 단순한 영토적 구분선이 아닌 국경

통제(Jones, 2009), 국경통제의 기술로서의 bio-

politics(Amoore, 2006), 반이민과 테러와 같은 사

회내부에 존재하는 국경(Coleman, 2007)의 의미

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경과 접경지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국적 기구들이 연관되어 있는 다차원의 정치적 

기구가 개입되어 있는 장소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

다. 특히 EU의 출범으로 인해 EU 내부의 국경선은 

소멸되어가고 있지만 EU와 그 이외의 지역을 구분

하는 국경선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연구에서 나타

나듯, 세계화와 지역화로 인한 국가 영토성의 약화

는 단순히 국경 통제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고 복잡

한 형태의 새로운 국경 통제 기제의 등장으로 이어

졌다(Popescu, 2008). 

Johnson 등(2011)은 그동안의 접경지역 연구

를 검토한 후, 현재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복잡성

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의 접경지역 연구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가 제시한 세 가지의 공간성은 장소(place), 수행

성(performance), 그리고 접경을 바라보는 시각

(perspective) 이다. Johnson이 제시한 세 가지 주

제는 서로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경

지역 연구의 큰 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용

한 도구가 된다. 우선 장소에 대한 논의는 접경지역

에 대한 물리적 규정을 넘어서 네트워크로서의 장

소(Sheppard, 2002), 공항이나 항만, 망명자 임시 

거류소 등 비전통적인 국경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 장소 연구를 의미한다. 반면 수행성은 국

가나 비정부기구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행위

가 접경지역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때로는 담론 혹은 재현의 행위이지

만 때로는 국경의 통제나 감시와 같은 물질적인 행

위를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을 바라보는 시각

은 접경을 만들어가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국민국가를 넘어 다양한 행위자가 접경지역의 형성

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

경지역에 대한 접근방법 새로운 것은 아니며 기존

의 북한-중국 접경지역 연구에도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중 접경지역을 강의 양안 도시 네트워

크로 접근하기도 하며(이옥희, 2011), 중국 내부 정

치 혹은 성정부 및 시 정부의 역할 및 중국의 지역개

발 전략을 강조하는 연구(Lee S-O, 2014), 정부 이

외의 무역상 등 경제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강주

원, 2013; Haggard et al., 2012)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접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장소성에 대한 엄

밀한 구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장소를 통제

하는 다양한 주체를 배제하고 관계론적 장소성을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이외의 다양한 주

체를 상정하는 것은 접경지역을 관계론적 장소로 

바라보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Johnson 등(2011)이 제시한 주제 중 장소성과 

수행성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북한-중국 접경지

역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중국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

서구의 접경지역 연구의 성장과 비교하여, 한반

도에서는 접경지역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특

히 북한의 폐쇄성과 더불어 북한-중국의 무역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기혁(2016)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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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계의 북한관련 연구를 종합하는 논문을 발표

하였는데, 이 중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지리학계

의 그 동안의 연구 성과가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남

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접경지역 연구는 교류와 

연결이 아닌 접경지역 토지이용 현황이나 환경관

리(류호상·김상빈, 2004; 김창환, 2009)류의 연구

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남북 교류

의 확대로 인해 접경지역의 변화와 개발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경기와 강원 북부의 접경지역 연

구 확대로 이어졌다. 남북한 접경지대 연구로서는 

지리학계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접경지역의 경제·

사회적 소외성, 접경지역의 개발전략에 대한 다수

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정은진 외, 2004; 박삼

옥 외, 2004). 이러한 접경지역 연구의 정체는 한반

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

한 사이의 국경은 강력한 국경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으며, 인적·물적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증

대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반도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접경지역의 변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를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

이 생겨났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접경지역은 다시 

2000년대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였으며, 접경지

역의 변화를 통한 한반도 변화를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

국 지리학계에서 북한-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

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북한과 중국

의 접경지대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

만 주로 영토 문제에 대한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

으며(안재섭, 2004; 이강원, 2015, 2016), 두만강 

일대의 환경에 대한 자연지리학적 연구도 등장하였

다(이민부 외, 2006). 이러한 북한-중국 접경지역

에 대한 연구 주제의 제한은 현지조사의 한계와 관

련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에 그리 관심을 가질 이

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공간이 아닌 경

제적 공간으로서의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

과 중국의 무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0년 북·

중 간의 교역은 4억 8,800만 달러에 불과하였고(이

종운·홍이경, 2013), 2016년 51억 9,959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북한은 대외적

으로 고립되어갔고, 이로 인해 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북한의 고립성

은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과 경제적 교류를 증가시

켰다.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무역이 제한된 상황에

서 북한의 무역은 주로 당, 군부, 중앙 및 지방행정

기관 등의 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

러한 활동이 집중되는 북-중 접경지역 특히 단둥은 

북한의 경제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Hastings(2017)의 표현에 의하면 북한은 가

장 기업화된 국가이며 이러한 기업화된 국가의 거

의 유일한 교역활동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며 이중 

약 70%가 단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단둥에 

대한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에 관한 연구이며, 

단둥은 북한이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 어떠한 어

려움에 직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특수한 공

간이 된다. 

3. 지정학적 변화와 북한-중국  

접경의 역동성

1) 북한-중국 접경의 역사적 변화3)

북·중 접경지역은 북한과 중국의 동북3성이 만

나는 약 1300km의 경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

이다. 조선 초기 4군과 6진의 개척을 통해 북방의 거

점이 마련되고 남쪽의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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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 청조의 봉금령

이 사실상 해제되는 시점인 1881년 이후 조선인들

의 만주로의 이주는 가속화 되었다. 또한 만주가 일

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면서 정치적 이민

도 지속되었고, 일본의 만주 침략과 동시에 강제 이

주된 조선인들까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은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모해갔다(신주

백, 2012). 

해방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혈

맹으로 때로는 북한의 소련-중국 사이의 줄타기로 

인해 부침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양

안(兩岸)간 교류는 지속되어왔다. 압록강과 두만강

은 두 나라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소규모의 교역과 

교류가 지속되는 공간이었다. 일명 도강증으로 불

리는 국경통행증은 강의 양쪽 주민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오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으며, 이러한 제

도적 장치는 북·중 관계에서만 확보된 것은 아니었

다. 주변국과의 소규모의 거래와 왕래에 대한 보장

은 중국의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Shneiderman, 2013). 또한 석유의 제공, 차관의 

상환 면제, 압록강 수계의 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소

의 송전선 교체 등의 호혜성 지원이 지속되었다(장

둥밍, 2011).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교류는 접경지

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에 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전쟁시기 파괴되었던 

다수의 다리들이 복구되지 않았던 사실로 잘 드러

난다(이옥희, 2011). 즉 일제의 만주침공을 위해서 

건설되었던 철교와 도로교들, 그리고 중국이 한국

전쟁 참전 시 사용하였던 철교들은 해방 이후 보수

되거나 복구될 필요성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중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긴장의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된 북

한의 경제악화와 반복되는 수해와 가뭄으로 소위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면서 배급체제의 붕괴, 생필

품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해 대량의 아사자가 발

생하였고, 북한 주민들은 가구나 집기를 파는 것으

로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자 국경을 넘는 일이 늘어

났다. 또한 탈북의 경험이 장마당 등을 통해 공유되

고, 남한의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면

서 탈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북한

그림 1. 북한 경제활동의 분류

출처: 조한범 외(201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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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하거나 송환된 탈북자가 

재탈북하는 사례도 늘어났다(이금순, 2005). 탈북

자의 증가에 따라 국경통제도 강화되었으나 1,300 

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탈북자를 지원해주거

나 남한으로의 입국을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단체가 

존재함으로써 탈북은 증가하였으나 최근 국경 경비

의 강화와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짐으로써 탈북자

의 숫자와 중국내 탈북자의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을 정치적 탈출로만 보

는 시각에서 벗어나 일종의 ‘노동이동’ 즉, 더 나은 

소득을 찾아 이동하는 경제적 선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김화순, 2017).

2) 북한-중국 교역관계와 접경지역의 변화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고립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장둥밍(2011)에 

따르면 1991년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의 비중은 

10.6%였으며, 이석(2013)은 1998년 북중무역 규모

는 4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북한무역의 28%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원유와 

식량 및 생활필수품을 수입해야하는 북한에게 중국

과의 무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로 인해 북-

중 접경지역에는 북한과의 무역과 관련한 수많은 

사람, 물자, 정보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중 무역

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단둥 지역은 이러한 

북한의 경제상황이 투영되는 장소가 된다.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북·중 무역의 특성과 

거래방법과 관행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보고

서가 존재한다(이정균 외, 2016; 김병연·정승호, 

2015; 이종운·홍이경, 2013; 이석, 2013; 김규철, 

20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7; Haggard et 

al., 2012). 이들 연구는 무역량과 무역물품에 대해

서 무역 통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일부는 

거래관행과 제도적 변화 등을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들이 대체

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중 수출은 대

부분 무연탄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섬유류와 같은 2차 가공상품 및 수산물에 그치

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1990

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전체 중국 수출상품 가운

데 2.5%를 차지하는 일부 상품이 총 수출액의 72%

를 차지한 것이다(이석, 2013). 또한 북한의 중국으

로부터의 수입은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기계류 및 

전자제품과 생활필수품이었고, 이 중 기술력이 많

이 요구되지 않는 생활필수품은 점차 국산화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무역은 대부

분 단둥의 대외무역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임강

택 등(2011)은 2010년 말 기준으로 단둥에 대북 변

경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약 400개라고 밝히고 있

다.4) 

이러한 북·중 무역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경제활

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

의적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활동은 완전히 민간 자본의 영역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와 당의 운영 아래 이루어지

고 있다. 조한범 등(2016)은 북한의 경제활동을 공

식성의 유무(공식/비공식)와 시장성의 정도(시장부

문/국영부문)의 두 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영경제

가 순수하게 북한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분야라고 

한다면 공식 시장경제는 국영기업소와 같이 이윤창

출을 위해 소비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식 시장경제에는 개인 및 외국

자본의 투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반면 비공식 국

영경제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경우로 소위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자본가들이 공식부문의 시

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비공식 시장경제는 국가의 관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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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 경제의 전환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경제를 전공하고 북한에서 학위를 취득한 조

선족 학자는 최근의 북한의 변화는 소위 ‘선군경제’ 

속에서도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

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의 모든 기업은 국영

기업으로 무역회사와 생산업체로 구분되며, 2014

년부터 모든 공장에서 대외교류를 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최근 국영공장은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목표수치를 달성한 후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품질 및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일치하는 부분이

며, 이는 북한의 ‘공식 시장경제’의 성장을 의미한

다.5) 공식 시장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은 무

역을 통한 외화획득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북한의 ‘대방’ 즉 사업 파

트너의 소속은 당, 군, 내각, 지방행정기관, 개인으

로 구분되고 있다(김병연·정승호, 2015). 본 연구

의 설문조사에서도 개인(23개), 지방행정기관(11

개), 중앙정부(9개), 군부(1개)로 조사되었다. 본 연

구의 조사결과는 김병연·정승호(2015)의 연구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김병연·정승호의 연구에서는 

당과 지방행정기관이 약 25%, 군부가 19%를 차지

하고 있다. 이 차이는 무역거래에서 북한측 회사의 

배경에 대한 모호성에 기인한다. 인터뷰를 통해 파

악한 바로는 조선족 무역상의 경우 북한 무역회사

의 정확한 배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래

된 거래를 통한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회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또한 북한의 ‘은

하무역회사’와 같은 대규모의 무역회사와 거래하는 

무역상은 대부분 자본력이 큰 한족이 운영하는 업

체로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6) 

3) 대북제재와 북·중 접경의 변화

이러한 활발한 북·중 무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

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무역제제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대북무역제제는 북한과의 무역 품목을 

제한하고 핵과 미사일개발에 전용되는 자금을 차

단하기 위해 개인과 단체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의 결의안 

2371은 석탄과 철광석 및 수산물의 북한으로부터

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에 해당한

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남한의 5.24 조치와 함께 접

경지역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5.24 대북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책임

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양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 교역 금지, 대

북 신규투자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5.24 대북조치로 남북 경협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던 남한 기업인 및 

북한 상품을 남한에 수출하던 중개상인은 큰 피해

를 입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된 유엔제재

는 접경지역의 무역상의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

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입 금

지는 대북 무역 종사자들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었

다.7) 

특히 2016년의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은 지역 내 

대북무역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5.24 조치와 UN 제재

로 인해 절반 이상의 무역상들은 품목을 변경한 것

으로 응답하였으며, 70% 이상은 거래 감소를 경험

하였다. 그러나 대방, 즉 거래선을 변경한 무역상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 

무역의 특성상 오랜 신뢰관계를 통해 형성된 거래

처와의 거래를 지속하고자 하는 성향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

한과의 거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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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김병연·정승호, 2015; 이종운·홍이

경, 2013) 대방을 교체하는 것은 무역상으로서는 쉽

지 않은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을 교체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대북제재에 따라 무역품목

을 변경하고, 자신이 거래하는 대방이 해당 품목을 

거래하지 못하는 경우 대방 역시 교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중국이 북한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

은 임산물, 수산물, 수공예품, 임가공된 의류, 목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석탄과 철광석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수산물과 임산물의 수출이 활

발해지고 있다. 단둥과 옌지에서 각각 약재를 거래

하는 무역상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 북한

에서 약재의 수출에 매우 적극적이며, 북한에서 수

입된 약재가 중국에서 거래된 후 다시 경동시장 등

지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또한 의류 임

가공의 경우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모두 공급하기 

때문에 평양이나 신의주의 대방 측에서 납기만 맞

춰준다면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은 상황

이다. 또한 일부 무역상은 북한 노동자를 소개해주

는 인력 중개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력에 대한 중

국내 수요는 매우 높은 편으로, 계약기간 동안 노동

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중국 임금의 60~70% 수준으

로 고용할 수 있는 북한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이 늘

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북한 노

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숙사를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숙사 생활은 노동의 통제를 용이하

게 하여 고용주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에도 불

구하고 선호하는 방식이 된다. 설문에서 50명의 응

답자중 20명은 업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답을 하

였으며, 이 중 5명은 인력 중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즉, 무역상들은 석탄과 철광석의 수입 금지에 따라 

의류 임가공, 임산물, 수산물, 북한 인력 중개 등으

로 사업 영역을 전환하여 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석탄과 철광 등 대규모 거

래 품목의 거래 금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에 반해, 

북한으로의 수출은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표 1.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연도 북한의 위협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결의안(UNCR)
주요 내용

2006
대포동 2호 발사

제1차 핵실험
UNCR 1718

북한선박 화물검사 가능

무기와 사치품의 대북 수출 금지

2009
광명성 2호 발사

제2차 핵실험
UNCR 1874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 금지

2013
광명성 3호 발사

광명성 3호 발사

제3차 핵실험

UNCR 2087 지난 결의안 준수 재요구

UNCR 2094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대상의 확대

2016
제4차 핵실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발사

제5차 핵실험

UNCR 2270
금 및 희토류의 수출 제재

북한 선박을 통한 석탄과 철광석 수입 금지

UNCR 2321
노동자 파견 우려표명, 북한의 무연탄 수출 상한선(연간 

4억달러나 750만톤)

2017 탄도미사일 발사

UNCR 2356 국외 자산동결과 국외여행 제한 블랙리스트 확대

UNCR 2371
철광석, 무연탄, 납 및 해산물 전면 수입 금지, 해외 
파견 노동자수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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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 대북 수출품은 건

자재, 가전제품, 농약과 비료, 사료 원료, 소규모 기

계, 의복 및 신발 등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기존의 통

계와 유사하다. 특히 평양의 건설 사업이 김정은 집

권이후 활발해지면서 건자재의 북한으로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전자산업

이나 기계설비 생산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

규모의 기계와 가전제품의 거래가 활발하다.8) 그러

나 북한으로의 반입 금지 목록이 늘어나고 통관 절

차가 강화되면서 북한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으

로의 반입 금지 목록은 원자재가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계류와 화학제품을 망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합 화학제품은 성분을 일일이 분석하여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검사, 물품의 보관, 납기의 지

연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한다. 또한 기계류나 

화학제품의 경우 무기개발의 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매우 자의적인 일이 된다.9) 

접경지역의 무역은 중국내 무역상과 북한의 무역

회사 대표부 주재원 사이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들 간의 거래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때로는 북한 주재원 

사이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품목을 변화하

며 생존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노

동력을 이용하는 형태의 의류 및 수예품 임가공이 

제재 상황에서 매우 선호되고 있으며, 제재의 범위

를 벗어난 수산물, 임산물 등의 거래로 전환하는 무

역상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을 중개

하는 인력 중개에 무역상들이 개입하고 있다. 또한 

북·중간의 소규모 거래는 주로 현금결제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제재는 무역에 큰 영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거래 금지 블랙리스

트에 포함된 회사는 새로운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제

재를 벗어나고 있으며, 자신과 거래하는 무역회사 

직원이 유지되는 한 무역상들은 새로운 법인과 거

래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접

경지역의 무역은 예전부터 회사와 회사 사이의 제

도화된 거래이기 보다는 중국 무역상과 북한 무역

회사 주재원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것이

기 때문이다(이종운·홍이경, 2013; Haggard et 

al., 2012). 

4. 북한-중국 접경지역의  

변화와 공간성

1) 접경지역의 다층성: 관계로서의 장소

앞서 언급한 Johnson 등(2011)의 접경지역의 공

간성으로 돌아가보면, 북·중 접경지역의 특성과 변

화를 이론적 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접경

지역의 특성은 관계론적 장소성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의미가 두 개의 정치

체제가 맞닿는 공간이며, 따라서 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론적 장

소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일례

표 2. 무역제재로 인한 무역상의 대응전략

5.24 조치 UN 제재

항목 품목변화 거래감소 대방교체 품목변화 거래감소 대방교체 결제방식변화

응답 비율(%) 52 76 36 52 74 4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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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Flint 등(2009)은 물리적인 연결성·인접성과 권

력관계의 네트워크를 정치지리적 분석에서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접경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의 형성은 무엇보다 물리적 관

계맺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중 접경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으로 이어진 선형의 공간이며 두 지

역의 사람들은 나룻배 등 다양한 도강(徒江)의 수단

을 이용하여 교류하여왔다. 그러나 물자와 사람이 

다수 교류하는 지역은 다리나 철교 등 근대적 교통

수단으로 이어진 곳이었고, 근대적 교통수단은 강

의 양안에 발달된 도시를 이어주거나, 반대로 교통

수단의 발달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현

재 북·중간 접경통로는 철도통로 3개, 도로통로 10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만주침

공에 따라 많은 교통로가 개설되었으나 일제의 패

퇴와 한국전쟁 시기 많은 다리들이 폭파되었고, 이

후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으로 다리의 보수와 현대

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옥희, 2011). 표

3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주요 다리가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그림2에 지도로 표현되었다. 새로 건설

된 다리는 신압록강대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쪽의 연결도로 미개통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

용이 되고 있지 않으며, 기존 다리들은 보수가 제대

로 되지 않아 물류 수송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에

서 나타나듯 신의주-단둥 중조우의교를 제외하고

는 물류의 양이 많지 않다. 두 번째로 많은 무산-난

핑 다리의 경우도 연간 21만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이 지역이 주로 무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이 수

출되는 통로였음을 감안하면 물동량이 매우 적음

을 알 수 있다. 신의주-단둥을 거치는 물동량 150만

톤은 2013년 우리나라 항만에서 처리한 총화물의 

0.1% 수준이다. 접경지역의 북한의 도시 발달은 이

러한 연결 통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중 네트워크에서 신의주-단둥 노선의 

우세는 단순히 다리의 유무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

는 북한 내부의 도시 간 연결망과 사회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평양은 정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다(Lee, 2014). 무역상이 거래

하는 대방의 위치는 거의 대부분 평양과 신의주에 

위치한다. 특히 평양의 중심성이 압도적인데 평양에 

많은 대방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양 주변의 노동력

을 활용하여 임가공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무역상의 북한 방문 시에도 관광 목적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 평양에 들러 사업 논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양과 신의주 사이의 도로의 상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양호하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물

동량은 신의주 세관에서 환적 후 주로 평양으로 이

동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10) 또한 단둥은 평양에서 

출발하는 국제열차가 정기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곳으로 신의주-단둥의 연결성은 단순한 물류의 연

결이 아닌 사람과 정보의 연결이 상시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의미에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다.

단둥이라는 장소의 물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접

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의 관계에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중 접경은 역

사적으로 형성되어왔으며, 접경을 통제하는 전통

과 함께 중국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다층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 단둥

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국가를 연결하는 결절점이

기도 하지만 5.24 조치 이전에는 북한과 남한을 이

어주는 장소였다. 무엇보다도 단둥에는 로컬의 힘

이 작용한다(Yoon & Lee, 2013). 북한과의 무역이 

중국 전체 혹은 요령성에게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단둥의 경제에는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11) 최근의 지정학적 불안정 속

에서도 단둥은 호시무역구를 개장하였다. 개인간 

소규모 거래의 면세 규정을 이용하여 소소한 물품

을 거래하고자 개장한 단둥의 호시무역구는 북한과

의 관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둥의 로컬 전략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로컬의 전략은 

국가적 혹은 국제적 정세의 흐름과 동떨어져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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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로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

는 않기 때문이며, 현재 호시무역구의 개점휴업 상

태는 이를 보여준다. 또한 단둥의 무역상과 이로 인

해 파생되는 숙박, 요식업 등의 파급효과도 적지 않

다. 또한 단둥시의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적지 않은데 관광은 주로 단둥의 온화한 기후를 

즐기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북한을 멀리서 둘

러보거나 압록강변에 다수 자리하고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북한을 둘러

보는 행위는 경제적으로 발달한 중국과 ‘못사는’ 북

한을 대비하며 상대적 행복감을 느끼는 과정이기

도 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경제개방 이전의 중

표 3. 북·중 접경지역 주요 다리와 물동량(2012)

하천 다리명 위치 현황
화물 물동량 

(만톤, 2012년)

압록강

신압록강대교 신의주-단둥 건설 완료 미개통

신의주-단둥 압록강 철교 신의주-단둥 단교

신의주-단둥 중조우의교 신의주-단둥 운영중(세관 운영) 149.6

청성 단교 삭주군 청성 노동자구-단둥시 콴덴 현 단교

청수-상허커우 철교

(수풍댐 철교)
삭주군 청수 노동자구- 단둥시 콴뎬현 폐쇄

지안 압록강대교 만포-지안 운영중(세관 운영) 1.93

지안 압록강 새다리 집안-만포 다리 완공, 임시개통

중강-린장 다리 중강군-린장시 운영중(세관 운영) 4.50

혜산시 압록강 친선다리 혜산시-창바이 조선족 자치현 운영중(세관 운영) 15.20

두만강

삼장-구청리 다리 양강도 대홍단군-허룽시 운영중(세관 운영) 8.60

무산-난핑 다리 무산군 칠성리-허룽시 운영중(세관 운영) 21.53

회령-싼허 다리 회령시- 룽징시 싼허 운영중(세관 운영) 21.15

삼봉-카이산툰 다리 온성군 삼봉구-룽징시 카이산툰 운영중(세관 운영) 1.00

남양-투먼 철교 온성군 남양-투먼시 운영중(세관 운영) 8.48

남양-투먼 도로 온성군 남양-투먼시 운영중(세관 운영) 13.16

온성-량수이 다리 온성군 구청리-투먼시 량수이진 단교

훈륭-훈춘 사이완즈 다리 경원군 훈륭리-훈춘 단교

훈륭-훈춘 사이완즈 철교 경원군 훈륭리-훈춘 단교

새별-샤투오즈 다리 새별- 훈춘 운영중(세관) 1.61

원정-취엔허 도로

신두만강대교

나선시 원정리-훈춘시 취안허 신두만강

대교 개통(중조변경취안허통상구대교)
운영중(세관) 19.73

두만강

(러시아)
두만강 철교 나선시-러시아 핫산 운영중(세관)

출처: 이옥희(2011), 서종원·노상우(2014) 바탕으로 재정리. 구글맵 위성지도를 통해 다리의 위치와 단절여부를 확인한 후 

신문기사 등을 통해 운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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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모습을 간직한 북한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Kim et al., 

2007). 단둥시 퇴직 고위간부의 인터뷰에서 단둥의 

주요 지역개발 전략 중 하나는 관광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단둥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도시이며 무역과 관광이 주는 경제적 이득은 단둥

의 로컬이 수립하는 전략의 기초가 된다. 

또한 단둥은 국가의 힘이 발현되는 장소가 된다. 

단둥은 당연히 중국의 국가 주권에 의해 관리되는 

곳이며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3성 개발계획에 큰 영

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남한,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힘과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이 단둥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다수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였고 북한산 물품은 원

산지 표기 변경 없이 남한으로 대량 수출되었다. 또

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산 물품이 남한으로 

수출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았다. 즉 북한을 인정

하지 않는 헌법 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단둥은 남북

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와 함께, 무역협정 없이 세

제 혜택을 누리는 곳이 되었다(Kim, 2016). 그러

나 5.24 조치 이후 단둥에서 한국기업은 대부분 철

수하였고, 한국을 상대로 무역을 중개하던 무역상

은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 하거나 비밀리에 원산지 

표기를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역시 북한에 대

한 독자제재를 유지하고 있어 단둥 지역의 무역상

은 중국 당국 이외에도 한국,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북한은 중국에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둥에 대한 영향력이 없

그림 2. 북·중 접경지역 주요 다리의 위치

지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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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경공업 육성정책으로 일부 

품목이 수입 금지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의 석탄 

수입금지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대응하기도 하였

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북한 주재원이 활발하게 활

동하면서 단둥에는 일종의 북한경관이 만들어지고 

있다(Kim, 2016; 강주원, 2013). 이는 단순한 북한

식당과 호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국기가 

걸려있는 점포, 무엇보다도 북한사람임을 증명하는 

김일성 부자 배지를 달고 단둥의 거리를 누비는 수

많은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다

가오며 동시에 이곳에 스며들어있는 북한의 권력을 

상상하게 만드는 경관의 일부가 된다. 또한 탈북자 

등의 납치,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검은 커넥션

에 대한 루머 등 단둥에서 북한의 권력은 가시적으

로 혹은 상상을 통해 접경지역에서 실천된다. 

마지막으로 단둥은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이다. 유엔의 대북제제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을 준수하고 결의안 이행을 보고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때로는 단둥과 동북3성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

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중국은 자국 혹은 자국 내 지역의 이익보다 국

제사회의 압력을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정

균 등(2016)은 이러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중국 의

존도가 심화되었으며, 무역형태와 거래관행이 변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북 위탁가공주문의 

증가, 제재 이외의 품목의 탐색, 밀무역의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역형태의 변화가 

있었음은 분명하며, 일부 품목의 반입 제한도 수행

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인 석

탄과 철광석 등이 수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향

후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북한 송출 노동자, 의류 임가공에 대

한 제재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을 무한대로 견뎌낼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미약하다. 즉, 단둥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제

재에 대응한 전략,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

의 지정학적 고려와 함께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의 현실적 효과를 무시하고, 

“중국은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는 언급은 일종의 지

정학적 담론에 가깝다. 

2) 접경지역의 모호성: 수행성의 지리

국가 간의 경계는 전쟁이나 협상을 통해 결정

되지만(establishment) 경계를 눈에 보이게 하는

(demarcation)작업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목책

이나 철조망을 치기도 하고 장벽을 건설하기도 한

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 설정 이후에도 경계는 관리

되고 통제된다. 따라서 경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보다 어떻게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는

가의 문제가 된다. 정치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접경

지역의 관리는 때로는 비공식적이고 전통적인 관

습에 의거하기도 하며,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하여왔다(Megoran et al., 2005). 따라서 지리학

자들은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즉 수행성

(performance)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수행성의 측

면에서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는 접경지역의 

통제와 접경지역의 물자이동의 통제 양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첫째, 북·중 사이의 국경 통제는 모호하며, 시기

와 지역에 따라 다른 수행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

어 북·중 무역통계에 대한 불신 중 하나는 바로 밀수

에 대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상반된 시각

이 존재한다. 한 부류의 무역상은 압록강에서 밀수

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와 배 사이 혹

은 강가에 배를 대고 물건을 나르는 일이 비일비재하

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통관이 지연

될 경우 신선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

용이 더 들더라도 밀수를 통해 수송하는 일이 많다

고 언급하였다. 이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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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언급되는 내용으로 북·중 밀무역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

히 단둥과 신의주 지역은 최대 밀무역 지역이며, 북

한의 장마당의 활성화와 함께 밀무역이 장마당과 유

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강조

되고 있다(이정균 외, 2016). 그러나 다른 부류의 무

역상은 밀수로 나를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하며 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상적인 무역에 

비해 그 양이 매우 적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

반된 시각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이 가지고 있

는 복잡한 역사성과 국경을 넘나드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의 존재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근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웃처럼 지내

기도 하였고, 소위 도강증이 발급되어 단둥지역 사

람들은 하루 동안 강 건너 신의주를 별다른 통제 없

이 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경계협약

에 따라 압록강은 공동 수역으로 하고 국가 간 경계

는 양안이 되었다. 기술적으로는 신의주 쪽에 배를 

대고 한발만 북한 땅을 밟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물

론 과거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강주원, 

2013). 이러한 국경통제의 유연성은 매우 길고 지세

가 험준한 양국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더욱 어렵고 

모호하게 하였다. 또한 북한 화교의 존재도 접경지

역의 모호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국적을 지닌 

북한사람인 화교는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고 있다. 강을 이용한 교류, 통제된 다리를 이

용한 비밀 거래, 통행이 자유로운 두 집단(도강증 소

지자, 북한 화교)의 존재는 국경 통제의 유연성 혹은 

모호성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경의 통제

는 공간과 시간의 맥락이라는 수행성의 범주에 놓이

게 된다(Shneiderman, 2013). 

이러한 수행성의 시각에서 보자면 최근의 유엔

의 대북제제와 이에 따른 세관검사도 일종의 국경

의 수행에 해당한다. Spark(2005)는 국경 통제에

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언급하며, 비즈니스에 종

사하는 일부 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국경통제 시스

템 NEXUS program을 분석하고 있다. 물론 중국

에서 이루어지는 세관검사의 성격은 이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경의 통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

하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단둥

의 무역상은 대부분 통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무

역상은 북한의 무역일꾼과 계약을 하고 이후의 과

정은 통관업체의 소관이다. 통관서류의 준비, 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꽌시(關係)의 동원, 필요한 경우 

뇌물의 공여 등을 맡는다. 이러한 통관업체는 공공

기관에 인맥이 넓은 한족에 의해 이루어지며 어떤 

무역방식을 통하는 지도 통관업체의 소관이며 이

는 북·중 접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Endres, 

2014).12) 즉 능력 있는 혹은 어떤 품목에 특화된 통

관업체와 거래하는가가 통관의 원활함과 속도를 결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관절차에 대한 모호성은 최근 대북제재

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는 2016

년 11월 30일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2321에 명시

된 금수품목이다. 금수품목은 대부분 핵무기와 미

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인데 일부 품목은 

규정이 모호하여 세관의 판단에 놓이기도 한다. 예

를 들어 7항의 경우 매우 고도화된 무기 시스템이지

만, 9항은 일반 경공업용 물품이며, 5항은 일반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속한다. 5항의 화학

제품은 금수품목이지만 북한으로 수출하는 복합화

합물에 금지된 화학물질이 포함되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북한으로 사료의 원료를 수출하는 한 무

역상은 과거 원활하게 통관되던 원료가 최근 통관

이 지연되고 있다고 불평하였다. 사료의 원료는 주

로 비타민 복합체인데 모든 성분을 분석하여 이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였다. 이

를 위해서는 통관 할 때마다 북경에 있는 분석업체

에 시료를 보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하

였다. 더 큰 문제는 소량이라도 유엔제재 품목에 들

어가 있을 경우 양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세

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임을 



지상현·정수열·김민호·이승철302

토로하였다. 즉 제재로 인한 금수조치에 대한 실행

은 더욱더 수행성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이

러한 금수 품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

정을 우회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는 업체는 이러한 제재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도 있다. 즉 국경통제의 수행성은 단순히 국경통제

의 모호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

적 결과를 만들어낸다(Allen, 2012) 

5. 결론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담론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북

한의 후견자로서의 중국을 정의하고 중국은 북한을 

보호할 것이라는 지정학적 거대 담론은 유엔의 대

북제재에 대한 불신, 대화와 협상에 대한 불신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 담론 속에서 단

둥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배

경화면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단둥의 

일상과 지역의 현실은 외면된다. 즉 비판지정학에

서 경계하는 지점인 지역을 신의 시각으로 내려다

보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Dalby & ÓTuathail, 

2008).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지정학으로 지역을 바

라보면 지역의 변화와 역동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 치부되곤 한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은 넓

은 면적과 더불어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소가 얽혀

있는 특수한 장소이다.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한반

도와 만주의 관계, 일본제국주의의 발로와 패퇴, 한

국전쟁, 북한의 고립과 폐쇄, 한국과 중국의 수교와 

경제적 의존관계 등의 역사적 경로가 현재의 지정

학적 정세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으로 단절과 교

류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다. 

표 4. UN 안보리 결의 2321에 명시된 북한으로의 수출 금지 품목(핵과 미사일 관련)

제제 품목

1.  아이소시안산류(TDI(다이아이소시안산 톨루엔), MDI(비스(페닐아이소사이안산) 메틸렌), IPDI(다이아이아이소사이안산 아

이소포론), HNMDI 또는 H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헥사메틸렌), 그리고 D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다이메릴)) 및 생산 장비

2. 화학적으로 순수한 또는 상안정화 된 질산암모늄(PSAN)

3. 1m 이상의 임계 치수를 갖는 비파괴 시험 챔버

4.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용 터보 펌프

5.  고분자 물질(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폴리에테르(HTPE), 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카프로락톤 에테르(HTCE), 폴리프로

필렌 글리콜(PPG), 아디프산 폴리다이에틸렌 글리콜(PGA),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6. 민간용   항공기, 위성, 지구 물리학 응용 및 관련 시험 장비에 사용되는 모든 응용 분야의 관성 장비

7.  미사일 방어를 포화 시키거나 혼란 시키거나 회피하도록 고안된 대책 부 시스템 및 침투 보조 장치(예를 들어 방해 전파, 채

프, 디코이)

8. 망간 금속 브레이징 호일

9. 유압 성형 기계

10. 열처리용광로 - 온도가 850도를 초과하면서 크기가 1m를 초과하는 것

11. 방전가공기(EDM)

12. 마찰 교반 용접장비

13. 로켓, 무인항공기의 공력 특성 및 열역학 분석 모델링 및 설계 소프트웨어

14. 의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고속 영상 카메라

15. 6축 이상의 트럭 차대(ch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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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중 접경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접경지역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공간성인 관계

적 장소개념과 접경지역의 수행성 개념을 사용하여 

단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역의 변화와 공간의 변

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단둥은 북한과 중국의 물

리적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되고, 북한 내부의 도시

발달과 공간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남한

과 중국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관계 변화에 의해 단

둥의 무역은 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의 국제사회

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 지역의 무역환경과 무역

관행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단둥의 무역과 

단둥이라는 장소의 변화는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장소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이해를 요구한다. 

또한 북·중 접경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은 역사

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며 단순한 국경통제의 강

화나 약화라는 측면으로 환원될 수 없다. 국경은 협

의되고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국경을 어떻게 관리하

고 통제하는가는 통제의 주체, 통제의 시기와 공간

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행성의 영역에 속하기도 한

다. 어떤 활동은 통제되고, 어떤 물건은 국경을 넘고 

또 어떤 물건은 넘을 수 없는가는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단둥 지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북·중 접

경지역 연구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북·중 접경은 접경지역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

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특수한 역

사적 배경과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접경지역

과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압

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차이, 평양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러시아와의 접근성 등 북·중 접경지역은 내

부적인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을 중

심으로 한 세부적인 북·중 접경지역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 지역을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

1) 예를 들어 antecedent(선행성 경계), superimposed(전횡

적 부가경계) relic boundary(유물 경계) 등의 국경의 발생

과 현황에 대한 구분이 이에 속한다. 

2) 국경과 접경지역의 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Passi(2005) 참

고. 

3) 북·중 접경지역의 조선인 이주와 도시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옥희(2011), 19세기 이후 만주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에 

대해서는 신주백(2012), 조선족의 이주 시기 구분과 공간적 

확산은 최재헌·김숙진(2016) 참고. 

4) 참고로 인터뷰에 응한 조선족 북한 경제전문가는 북한의 무

역회사를 6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다. 

5) 조선족 북한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제조업 진

출이 활발한데, 일례로 체육성 산하의 ‘금컵체육인종합식

료공장’의 경우 해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한 식품

을 개발하다 최근 공장의 현대화 등을 통해 품질을 업그레

이드하고 유럽의 식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어 북한 정부의 주요 홍보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함. 생산하

는 제품은 약 10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수입대체형 경공업 발달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6) 그러나 김병연·정승호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동시에 나타

나는 개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한데, 북

한에는 개인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응답자가 회사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신

이 상대하는 개인만을 고려하여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병연·정승호는 개인이 회사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와 북한 주재원의 가족 등이 소규모의 무역을 하

는 경우 이를 가족으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

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북

한 무역대표부의 가족들은 부업으로 소소한 북한산 물품을 

판매하고, 또한 중국산 물품을 구매하여 북한에서 판매하

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둥이나 선양에 파견되어 있는 

무역대표부 직원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등 추가적

인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개인’의 존재가 설

문조사에서 드러나게 된다. 

7) 2017년 2월 현지 조사에서 일부 무역상인은 석탄의 금수조

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업종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무역상인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이미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 2017년 7월 현지 조사에서는 석탄의 금수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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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둥에서 유통되는 한글 상점 목록(메아리)에는 점포들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데, 주로 국수기계와 같은 소형 기계

류, TV, 발전기 등과 같은 소형 가전제품의 광고가 많고, 의

류나 신발 역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9) 한 무역상은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양

에 가보니 소규모 상점에서 선풍기, 펌프 등 소형 가전제품

과 기계류를 판매하는 상점이 성황을 이루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였다.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

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펌프류는 통

관이 어려운데 이를 북한으로 들여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인지 자신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북·중 

무역에서 밀수가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무역상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신의주와 평양사이의 도

로는 좋지만 도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검문검색이 있고 이

를 수월하게 통과하려면 뇌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

론 운송비에는 이러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1) 단둥통계연감(2011)을 근거로 판단하면 단둥의 무역에서 

대북무역은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

하면 무역회사 직원들과 화주들이 단체로 해관에 몰려가 항

의소동을 벌이기도 했다(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7월 17

일자 인터넷판 )

12) 이 지점에서 과거 일반무역, 변경무역, 보세무역, 변경호

시무역 등 중국 통계 분류에 따른 분석에 대해,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의 차이는 무역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인지하고 

이용하고 있는 분류인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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