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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자료, 현지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을 대상으로 

월경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북중 접경도시 단둥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접경도

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실태를 분석하여 주체들의 지대추구적 행위, 비공식적 또는 비시

장적 기제에 의한 월경적 상호작용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통제의 수준이 높은 국경의 성격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이와 같은 국경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흥변부민행동규획(兴边富民行动规划)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정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전략은 

변경지역의 안정을 통한 영토 보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폐쇄성, UN제재 요인 이외에도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

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은 교역 이외에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기능지역으로서 접경지역 발전을 기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의 북중교역의 발전

을 계기로 북중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대해 접경도시적 발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

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까지 단둥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위치적 장점만이 활용되는 변경도시(border 

city)에 불과하고 다양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접경도시(cross border city)로 간주하

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어 : 월경적 상호작용, 국경의 성격, 중국의 변경정책, 접경도시, 지대추구행위, 중국 단둥

Abstract : This paper attempts to elaborate on features of cross-border interaction conducted on Dan-
dong, the main city of China-North Korea trade. Through the deep interview with some trader or firms 
and also questionnaire survey, this paper can reveal the supremacy of informal or non-market mechanism 
in the cross-border trade and inter-firm linkages, and also trader and firm’s rent-seeking behaviour. These 
features show the uniqueness of border regim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Even though it is get-
ting more porous than before, I argue that China keeps the stance toward quite controlled borderlan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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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는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의 

함경북도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전형적인 접경도시

이다. 뿐만 아니라 단둥은 북중 교역의 70~80%이

상이 이루어지는 북중 교역의 중심도시이다. 지금

까지 북중 교역의 규모와 패턴에 대한 연구는 상당

히 이루어져 왔다(이영훈, 2006; 고일동 등, 2008, 

김석진, 2013, 이석 편, 2013. 이종운, 2014; Lee 

and Gray, 2016 등). 이 연구들에 의하면, 북중 교

역은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다고 한

다. 즉 최근에는 북한 경제의 대중 종속성이 심화되

고, 북중 경제교류도 상품교역을 넘어서 분업체계

를 바탕으로 한 교역관계로의 발전이 전개되고 있

다고 한다(이종원, 2014; 최장호 외, 2015). 이처럼 

북중 교역 연구들이 북중 교역의 양적 팽창, 질적 심

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자칫 북중 교역의 중심지

인 단둥은 상당히 발전된 수준의 접경도시로 비춰

질 수도 있다.

접경지역 자체에 대한 연구, 특히 지리학에서

의 접경지역 연구들은 국경 양쪽에 있는 두 접경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호작용이 두 지

역을 묶어 하나의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

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월경

적 상호작용의 내용과 정도보다 월경적 상호작용

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목표, 전략 혹은 행위양식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른바 접경지역의 

재영역화(re-territorialization), 탈영역화(de-

territorialization) 논의이다(Jessop, 2002). 재영

역화는 월경적 상호작용으로 통합된 두 접경지역이 

주변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기능지역으로 변

화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탈영역화는 그 기능지역

이 초국적 연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두 국가 각각

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

질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의 접경지역 사례들

은 이러한 재영역화, 탈영역화 과정이 다양한 수준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 다른 한편으로 접경지역 연

구자들은 접경지역을 고정된 지리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공간 단위로 본다

(Perkmann, M. and Sum. N., 2002, 7). 그렇기 때

문에 많은 연구들은 월경적 상호작용의 내용과 정

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 방식, 

담론, 정서적 태도, 제도적 기구의 작동 방식 등 드

러난 월경적 상호작용의 이면을 밝히는데 더 주안

점을 두고 있다(예를 들면, Bouli, 2014; Knotter, 

2014; Krätke, 1998; Tadeusz, 1998; Arnold, D., 

and John Pickles, 2011 등). 

이와 같은 지리학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면, 

과연 북중 접경지역은 폴란드, 헝가리 등 전환경제

국가의 접경지역에서와 같은 지역통합 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가?(Krätke, 1998) 혹은 북중 무역의 중

심지인 단둥은 단순한 접경지역을 넘어 월경적 상

호작용 지역 또는 공존적 접경지역이나 상호의존적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Martinez, 1994) 등 

접경지역으로서의 성격과 관련된 의문이 든다. 물

the proof of this argument, I show that main tenet of China’s bordland policies is the borderland stability 
rather than the development. The striking one is the ‘Prosperous Borders, Wealthy Minorities Program(兴
边富民行动规划)’. In spite of the program’s title, its utmost purpose is to secure the ‘borderland stabil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rather than to enhance the border’s openness and borderland’s development.

Key Words :  cross-border interaction, border regime, China’s borderland policy, border city, rent-seeking 
behaviour, Dando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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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현재의 북중 접경지역에 대해 국내의 학자들은 

여전히 폐쇄적인 접경지역(이옥희, 2011, 34) 혹은 

낮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역(김

원배, 2002, 72-75)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성격 규정에 직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

러나 접경도시 단둥의 지역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

기 위해서는 폐쇄적 접경지역 혹은 낮은 수준의 월

경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접경지역이라는 직관적 

진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격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고 그것이 구체적 월경적 상

호작용에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북중 교역의 중

심지인 단둥을 대상으로 월경적 상호작용에서 나

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접경도시로서의 단둥의 성

격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원래 월경적 상호작용에

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국가의 접경지역 사이에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상품 교역, 생산네트워

크로 연결된 기업 간 연계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 문

화와 인적 교류, 제도적 협력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

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품 교역(무역거래)와 

임가공(기업의 생산연계)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2)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월경적 상호

작용’이란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대북교류’, 

‘대북거래’ 용어와 완전히 구분되는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대북교류와 대북거래는 중국과 북한 사이

에 이루어지는 무역 일반을 지칭하는데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북교류, 

대북거래 측면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는 ‘월경적 상호작용’이라 지칭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

장에서는 단둥의 접경도시적 기능발전과 관련된 중

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의 내용, 성과 그리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는 3장의 월경적 상호작용, 

4장의 접경도시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3장에서는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교역, 

임가공 거래의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이어 4장에서

는 3장의 분석결과를 추상화시켜 단둥의 접경도시

로서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5장은 앞의 논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단둥 소재 무역상과 

제조업체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세 가

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지 인터뷰는 2017

년 2월, 4월, 7월 각각 1주일 동안 현지에 체류하면

서 이루어졌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중 접경지역

에서 북중 무역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는 매우 어렵

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에서 개방적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설문조사 결과는 필자가 참여하는 연구진

의 다른 연구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극히 부

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체 모집단

의 규모뿐만 아니라 대상 표본의 소재까지 알 수없

는 상황에서 인터뷰 참여자의 소개에 의존하여 설

문 대상자를 확보하는 눈덩이표집 방식(snowball 

sampling)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

는 월경적 상호작용의 내용과 규모 그 자체 보다 그 

이면을 탐구하고 해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표집 

상의 문제는 결론 도출에 심각한 제약을 준 것은 아

니었다.

현재 국내에서 북중 교역이 아니라 접경지역 이론

틀을 가지고 북중 접경지역을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Li 등(2002), 한지은(2002), 이옥희(2006) 

등은 단둥시에서 이루어지는 북중교역 실태를 소개

하거나 단둥시의 입지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밝

힌 연구를 하였다. 단둥시 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

한 가운데 단둥시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선

구적 연구들이지만 평면적 정보 제공 이상의 논의

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 이

루어지고 있는 변경지역 개발에 대해 소개를 한 정

은이의 연구(2013)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

다. 한편 김원배(2002)는 국경의 성격과 월경적 상

호작용 방식에 따라 변경지역 발전 경로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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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분석틀을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변경도시 

단둥의 현 단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향후 발전 전망

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는 변경지역 이론틀

을 바탕으로 신의주-단둥지역의 장소성을 밝히려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

였지만, 월경적 상호작용의 발생 조건, 상호협력 내

용 및 제도적 조건 등 핵심 분석지표에 대해서 간략

한 실태 언급에 그치고 있다. 또 강주원(2013)은 장

기간의 조사와 민속지적 연구방법을 통해 단둥에

서 행해지는 변경무역 거래의 과정 및 관련주체들

의 행위 전략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는 중국, 북

한, 한국 당국뿐만 아니라 변경무역 주체들까지도 

하나의 통일된 행위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

라 구체적인 국면이 가진 조건에 따라 국경허물기

(debordering)과 국경만들기(bordering) 전략을 

교차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인류학 

배경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한족, 조선족, 한국인, 북

한화교 네 집단의 적응 전략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

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접경지역 연구하고는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중 접경지역에 대

한 국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더구나 김원배의 

연구(2002)를 제외하면 접경지역 이론틀을 가지고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단둥시의 접경도시적 발전 과정

이 장에서는 단둥을 기능적 측면에서 접경도시로

서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국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의 정책들을 정리하고 그 성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이 국경의 성격에 어떻게 투

영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단둥시 개관 및 접경지역 발전 정책

단둥시는 전싱구(振興區), 전안구(振安區), 위안

바오구(元寶區)로 나누어진 시할구(市轄區)와, 관

텐만족자치현(寬甸滿族自治縣), 둥강시(東港市), 

펑청시(鳳城市) 3개의 현 또는 현급시(縣級市)로 

이루어진 랴오닝성의 지급시(地級市)이다. 2015년 

말 현재 인구는 약 239만명으로 수년째 인구가 감

소되고 있다(단둥통계연감, 2016). 경제지표 상으

로 단둥시는 랴오닝성의 14개 지급시 가운데 열 번

째로 경제력 수준이 낮은 도시이다(김병연·정승호, 

2015, 14). 

단둥은 대북 무역의 60~70% 이상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유 수출을 빼면 단둥이 중국

의 대북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 수준

이다. 한편, 단둥의 전체 무역에서 대북 무역이 차지

하는 비중 역시 30~4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3). 

따라서 단둥에 있어서 대북 무역은 매우 중요한 경

제부문 중의 하나이지만 ‘단둥 경제가 대북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단둥과 북

한을 오가는 화물은 둥강시의 다둥(大東)항, 전싱

구의 랑터우(浪頭)항 그리고 위안바오구에 있는 중

조우의교(中朝友誼橋)을 통해 이동한다. 이 가운

데 수산물, 광산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품들이 

오가는 주된 통로는 조중우의교이다. 중조우의교는 

폭이 좁고 시설노후로 물동량 처리에 물리적 제한

이 있다4). 

<표 1>는 단둥의 접경도시적 발전과 관련된 중

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특징들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부문의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중층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래는 변경(소액)무역, 출입

국 관리상의 특혜와 같은 좁은 범위의 정책들이 추

진되다가, 나중에는 소수민족 정책, 광역적 지역개

발정책 등이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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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둥의 접경도시적 발전과 관련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들

구분 주요 내용

세관정책

◦ 1984년 변경소액무역잠정관리법(边境小额贸易暂行管理办法) 제정

- 국경선에 접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변경무역수출권을 가진 기업에 대해 관세 및 증치세를 감면

-  2002년부터 세금우대를 점차 축소하여 2008년에 세금우대 전면 폐지. 다만 변경무역의 한 형태인 변경호시무역

(互市貿易)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증액

◦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

-  2012년부터 출경가공(出境加工)무역에 대한 수입관세 전부 혹은 부분 감면제도를 연변자치주 훈춘, 랴오닝성 단

둥, 복건성 샤먼(厦门) 등지에 시범실시

- 2016년부터는 전 세관에 확대실시

◦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 특혜 제도

- 1986년 북한과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체결

- 변경지역에 한해 공무인원에 대해서는 1년 내 기간,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1개월 내 무비자 체류를 허용 

지역

정책

◦ 흥변부민행동규획(兴边富民行动规划)

- 2000년 장쩌민(江澤民)주석에 의해 시작됨

-  변경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교통·통신·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

충, 생활여건·사회보장·교육환경 개선, 산업발전, 개방의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개방 촉진과 관련해서 변경경제합작구, 통상구, 보세구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역점사업인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

◦ 동북진흥(东北振兴)정책

- 낙후된 랴오닝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  원래는 2002년도부터 시작된 동북3성의 국영기업의 합리화, 현대화 하기 위한 산업정책, 즉 ‘동북지구노공업기지

진흥전략(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戰略)’으로 출발하였음

- 2007년에 ‘동북진흥계획(东北地区振兴规划)’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간정책으로 확대 개편

- 흔히 ‘5점 1선’ 전략으로 알려진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도 동북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단 동 시

발전정책

◦1988년 연해대외개방지구(沿海對外開放地區)로 지정

-  압록강변, 중조위의교 주변으로 상무여유구(商贸旅游区), 구안무역구(口岸贸易区), 강만출구공업가공구(江湾

出口工业加工区) 3개 구로 구분된 연강개발구(沿江开发区) 추진

◦1992년 연강개발구를 국가급 개발구인 단둥변경경제합작구(丹东边境经济合作区)로 승격

-  이후 2006년까지 상무여유구, 구안무역구, 금천공업구, 고신기술산업원구(高新技术产业园区), 다동항보세창고

가공구의 5개 지구로 확대

- 금천공업구 내에 인천단둥산업단지 조성

◦ 2006년 성급 개발구 랴오닝단둥임항산업원구(辽宁丹东临港产业园区) 지정

- 압록강변을 따라 단둥의 둥강시(東港)에서 시구의 신구(新区)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

- 방직, 계측기, 장비제조 등 전문산업단지 조성

-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2009년 국가급 개발구로 승격

자료: 이종운·홍이경(2013, 56~57), 中囯网 兴边富民行动规划实施情况简介, 中囯海关兑署 关于出境加工业务有关

问题的公告, 中囯财经网 ‘何谓出境加工?’(2016.3.27. 기사), 中囯新闻网 ‘名城巡礼-丹东’ (2006.4.18. 기사), 华夏经

纬网 ‘丹东边境经济合作区’(2003.9.1. 기사), 21CN财经综合 ‘丹东临港产业园区-沿江, 沿海, 沿边, 沿国际大通道’

(2007.9.1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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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공간범위도 변경무역제도와 같이 국경선에서 

1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이루어

지다가 전체 성 나아가서는 동북지역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둘째 외형적으로는 소수민족 정책, 경제 및 공간

개발정책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영토전략의 차

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변경무역, 출경가공제도5), 

동북진흥정책6) 등도 이러한 특징이 어느 정도 있으

나, 이를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책이 흥변부민

행동규획(兴边富民行动规划)이다. 흥변부민행동

규획은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는 9개성 소속 시와 

현 중 136개 시 또는 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

가정책으로 2000년 장쩌민(江澤民)주석 때부터 시

작되어 지금도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정책 중

의 하나이다. 그래서 매 5개년 계획에 관련계획을 

수립,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36개 시 또는 현은 소

수민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특히 인접국

가와 민족적 배경이 같은 소수민족, 이른바 과경민

족(跨境民族) 비율이 높은 지역은 중점적인 대상지

역이 된다. 따라서 이 정책은 사회정책이면서 공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라 변경지역 주

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을 추진하는 한편, 변경지역 자체의 발전을 위해 개

방환경의 조성, 개발구 설립, 산업육성, 인프라 개

선 등과 같은 각종 개발 사업들도 추진되며, 이를 위

해 중앙정부는 상당한 국가 예산을 책정, 투입하고 

있다7). 그런데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와 추진전략을 

보면, 변경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민족단

결 강화(加强民族团结)’, ‘변방의 안정(巩固祖国边

防)’, ‘국가 통일 유지(维护国家统一)’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증진(增进睦邻友好发挥)’으

로 하고 있다(中囯网, 2014, 兴边富民行动规划实

施情况简介). 따라서 이 정책은 직접적으로는 소수

민족의 소득 및 생활개선을 겨냥한 사회, 지역개발

정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 안

정 및 영토의 안정을 추구하는 영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변화는 단둥시의 접경도시적 특징을 강화하는데 기

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관적인 면에서 접경도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표 및 그림 1. 참

조). 단둥시는 1988년 중앙정부로부터 ‘연해대외개

방지구(沿海對外開放地區)’로 지정받고 시정부 차

원에서 ‘연강개발구(沿江开发区)’ 조성을 추진하

였다. ‘연강개발구’는 중조우의교(일명 압록강대교)

를 중심으로 그 주변부를 각각 기능을 달리하는 3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1992년

에 ‘연강개발구’가 국가급 개발구인 ‘단둥변경경제

합작구(丹东边境经济合作区)’로 승격되면서 지구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동강시 일부까지 포함되었

다. 2005년에 인천단둥산업단지-현재의 SK물류단

지-도 합작구 내에 조성되었다. 2006년에 또 다른 

개발구 ‘랴오닝단둥임항산업원구(辽宁丹东临港产

业园区)’가 지정되어 현재 조성 중에 있다. ‘랴오닝

단둥임항산업원구’는 원래 랴오닝성의 성급 개발구

였는데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이 동북

진흥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급 개발계획으로 승

격되자 이 개발구도 국가급 개발구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단둥의 공간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기술 및 외자 도입에 있다. 이를 통해 단

둥시는 ‘상기무한적개방성시(商機無限的開方城

市)’, 즉 국내외 기업에 대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

공하는 개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丹東市對外貿

易經濟合作局, 中國·丹東 對外經濟合作 안내책

자). 아울러 접경도시적 성격 강화에는 시정부 차원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단둥의 기업

체들은 기존의 보세창고 3곳 이외에 ‘종합보세구’ 

설치를 시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 종합보세구 설

치를 통해 더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하여 가공무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丹东新闻网, 2015. 

9.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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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도시 발전 정책과 국경의 성격(Border 

regime)

앞의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상당한 정책적 노

력을 기울여왔다.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단둥의 경

관도 개방도시, 접경도시적 면모가 과거에 비해 훨

씬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

어진 단둥에서 접경도시 발전 정책들이 단둥을 단

순한 border city를 넘어 cross-border city, 나아

가 trans-border city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는지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미주 1 참조).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북·중 국경의 성격

(border regime) 자체가 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접경도시 발전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정책들

이 국경의 성격까지 바뀌는 것을 지향하고 있느냐

는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reeman and Thompson(2011)과 Lee(2014)

에 따르면, 중국의 변경정책은 대외적으로는 중국

의 영토를 보전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변경지역

의 안정, 다시 말해 중국 국가체제와의 완전한 통합 

두 방향에서 추진되며 양자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고 한다. 대외적으로 영토보전은 외부세력

이 중국 영토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

처하는 한편, 주변국가와의 선린(good neighbor, 

중국식 표현으로 睦邻)관계를 추구한다. 즉 대외관

계를 안정시켜 국가의 역량을 중국발전에 집중하려 

한다.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표현이 이를 집약적

으로 보여준다. 특히 주변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는 

중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에 따

라 변경지역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신장-위구르 지역이나 티벳 지역에서 첨예

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변경지역의 불안은 중국 영

토통합에 중요한 위협요소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

는 낙후된 변경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변경지

역의 소수민족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변경지역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변경지

역 개방과 개발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

에서 언급한 ‘흥변부민행동규획(兴边富民行动规

划)’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변경전략의 기본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단둥의 각종 개발사업, 변경무역에 관한 특혜 등에

도 이 ‘흥변부민행동규획’에 따른 프로그램이 적용

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동

북진흥’ 정책 사업들에도 이 ‘흥변부민행동규획’과 

관련된 사업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은 신장-위구르, 티벳 지역

과 마찬가지로 홍콩-선전, 셔먼 등 해안의 변경지

역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서의 국경 개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인 측면도 매우 크다. 여기에는 소수민족, 그것도 인

접국가의 주민과 문화적 배경이 같은 ‘과경민족(跨

境民族)’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다. 이곳의 경우 개

방이 자칫 민족의식의 부각, 분리주의 운동으로 이

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국경개방

으로 마약, 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의 준동, 질병의 

전파 등으로 인해 변경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나아

가서는 중국 전체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도 크다. 그

래서 이곳의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다른 성의 지도

자들과 달리 지역발전 이외에 사회 안정 구축이라

는 성과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한다(Freeman 

and Thomson, 2011, 12~13). 이와 같은 육지변

경이 가진 이중적 성격 때문에 육지변경을 맞대

는 인접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다루는 중국의 기

본 태도를 Freeman과 Thompson은 ‘모호한 선린

(ambiguous intimacy)’이라고 표현하였다(13쪽).

북중 접경지역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모호한 입장

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있다. 2002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신의주 경제특구’를 추진할 때, 중국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 외에, 지정학적 민

감성 그리고 마약, 위폐, 매춘 등의 불안 요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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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이유로 신의주 보다는 남북군사분계선 부

근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또 

2009년 초 김정일 위원장이 황금평과 비단섬을 자

유무역지대로 하자고 제안했을 때 중국 측은 명확

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도 중국 측은 개

성공단의 확대, 입지여건이 더 좋은 평양 및 평양과 

인접한 서해안 지대의 개발을 더 권유했다고 한다

(정은이, 2013, 73~75). 물론 최근에는 ‘랴오닝성연

해경제벨트지역발전계획’ ‘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

획-일명 창지투(長吉圖)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단둥에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하고, 북한에 대해 ‘정

부주도, 기업 위주, 시장운작, 호리공영(政府主导, 

企业为主, 市场运作, 互利共嬴)’이라는 새 북중 경

협원칙을 제시하는 등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모순적인 중국정부의 태

도는 위에서 말한 ‘모호한 선린’ 성격이 북중접경지

역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접경지역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접경지역

의 개발 및 개방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한다(Free-

man and Thompson, 2011; Lee, 2014; 정은이, 

2013). 때로는 정치적 위상의 활용, 로비 등을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기도 한다고 한다. 일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책결정을 두고 상·하

위 정부 사이의 정치적 과정(inter-scalar politics)

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Lee, 2014). 그러나 지

방정부의 의사결정이 중앙 정부의 이해와 충돌하

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전략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

의 상·하위 정부 사이 정치적 과정이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접경지역의 개발과 개방

은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핵심 변경전략, 변경의 안

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추진이 이뤄진다

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변경의 지방정부에게는 ‘제

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 정도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의 변경지역에 대한 전략이 

변경의 안정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개발과 개

방은 변경의 안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접근한다

면, 국경정책도 투과성을 어느 정도 높이려 하지만

(porous), 결코 초국경(trans-border) 상태를 지

향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국경의 성격을 분리 

기능이 강조되는 경계(filter)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Jessop(2002)은 월경적 상호작용이 고

도로 발달한 접경지역의 경우 그 지방의 이해와 국

가의 이해가 서로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나아

가 국가통제가 미치지 않는 초국적 정치기제가 직

접 접경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하였다8). 위에서 논의한 중국의 변경전략을 보면, 

중국정부는 이러한 초국경적 현상들을 결코 허용하

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 절에서 논의한 접경지역 개발정책, 그리고 단

둥에서 확인되는 접경도시적 발전성과는 이러한 한

계 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국경

의 성격(border regime)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

는 채 이루어지는 정책추진이고 발전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발과 개방은 낙후된 변경지역

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지역불안 요소를 완화하고

자 하는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

구나 북한의 폐쇄성, 북중 교류에 대한 UN제재의 

영향이 더해져 북중 국경은 매우 통제된 투과성 수

준에 머물고 있다. 뒷장에서 살펴볼 단둥에서 이루

어지는 월경적 상호작용에는 이러한 북중 국경의 

성격, 또 이 국경의 성격으로부터 연유되는 단둥의 

위치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접경도시 

단둥의 독특한 장소성 해석도 이 북중 국경의 성격

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월경적 상호작용의 특징

월경적 상호작용은 무역 거래, 임가공, 노동력 이

동, 인적 교류 등이 있지만, 본 장에서는 단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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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역상과 기업체의 무역 거래 및 생산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연계의 구체적 양상

을 살펴보고 그 이면에 단둥의 위치성이 어떻게 작

용을 하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접경도시로서의 

단둥의 특성을 포착하고 그 성격을 논의한다. 

1) 상품 교역의 특징

본 연구를 위해 단둥의 대북 거래 무역상들을 대

상으로 연간 거래 규모, 취급하는 대북거래 품목 종

류, 대표적인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 각각 2종류의 

거래 상대방-현지에서는 ‘대방’이라고 부른다. 이

하 ‘대방’으로 표현한다.-의 소속 및 소재지 등을 조

사하였다. 조사 무역상 숫자는 50개에 이르나, 분

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응답 업체 수는 38개에 불과하

였다. 이 38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대북 상품 교역의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 

었다. 

첫째, 예상한대로 조사 대상 대북 무역상들의 북

한 거래 대방의 소재지는 평양인 경우가 전체 거래 

건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신의주인 경우가 많았다(표 2 참조). 이상

과 같은 북한 거래 대방의 소재지 패턴은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무역의 공간적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9) 

평양은 인구 숫자나 경제력 수준에 비춰볼 때 북

한 내에서 가장 구매력과 공급능력이 높은 도시이

다. 그리고 평양에는 가장 많은 숫자의, 그것도 영향

력이 큰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평양은 외국상품

이 북한 내로 공급되는 유통망의 시작점이며 동시

에 북한산 물품들이 집중되는 유통망의 정점 역할

을 한다. 이러한 평양 경제의 특징이 단둥 대북 무역

상의 거래 패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편 신의

주 역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남부지역 이외의 지

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망의 기점이면서 종점 기

능을 하는 도시이다. <표 2>에서 단둥과 신의주간 

거래를 보면, 즉 수출거래 건수의 비중이 수입 거래

의 비중보다 다소 높음을 볼 수 있다. 단둥 무역상의 

수출거래는 중국 상품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거래이

다. 반대로 단둥 무역상의 수입거래는 북한산 제품

이 신의주로 공급된 후 중국으로 반입되는 거래이

다. 따라서 이 양 거래 건수에 있어서 차이는 신의주

가 북한 유통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다. 실

제로 응답결과를 보면 신의주 대방을 대상으로 한 

단둥 무역상의 수입거래에는 순수한 상품교역이 아

니라 임가공 형태의 교역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단둥 대북 거래의 공간적 패턴은 북

한 경제의 공간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겠다. 

동유럽의 전환경제 국가들도 전환 이후 상당한 기

간 동안 구 사회주의 체제 당시의 왜곡된 공간구

조가 해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

려 전환 이후 사회주의 체제 당시의 불균등한 공간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Krätke, 1998; Tadeuz, 1998). 이는 월경적 연계

를 추구하는 서유럽의 기업들은 시장 확대 동기에 

치중하여 상품교역 위주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유럽 기업의 

투자 역시 시장 확보를 위한 분공장 설립 위주로 이

루어졌다. 이와 같은 동기 때문에 월경적 상호작용

의 공간적 패턴은 전환경제 국가의 기존 대도시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국경과 인접한 접경지역들은 

서유럽의 주민들이 전환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저렴

한 상품을 구매하는 장터 경제(bazzar economy)

만이 성행하였다.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유럽기업들의 월경적 생산네트워크

도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에 의한 낮은 수준의 생

산네트워크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거래의 공간적 패턴은 

동유럽의 전환경제 국가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하면

서도 다른 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대북 거래의 공간

적 패턴을 보면, 인접한 신의주와의 거래 빈도도 높

지만 이보다 월등히 많은 빈도가 평양에 집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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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점은 동유럽국가의 사례와 다를 바 없다. 그

런데 수입거래 조차도 평양과 맺는 비율이 훨씬 높

다. 즉 단둥과 북한 기업 사이의 월경적 연계에 있어

서 지리적 근접성이 가지는 의미는 동유럽 사례에 

비해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술하게 될 임

가공 무역 거래조차도 평양 비중이 더 높다. 신의주

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임가공,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기회를 얻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장터 경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된 중국 측의 변경도시, 즉 

단둥이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의 성격,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북

중 접경지역은 동유럽 전환경제 국가의 전환 초기

에 이들 국가의 접경지역 발달 패턴과 사뭇 다른 양

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나아가 북한의 제한적 혹

은 형식적 개방경제 정책 때문에 이상과 같은 월경

적 상호작용은 오히려 북한의 왜곡된 공간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단둥의 무역상들은 북중 국경의 폐쇄성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통제 수준에 따른 이점을 적극 활

용하고 있었다. 위치적 장점은 단둥의 대북 거래 기

업의 연계 패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먼저 단둥에는 북한 무역회사 상주 대표부가 집중

되어 있고 무역을 위해 단기 왕래하는 북한 기업 관

계자가 몰려들어 오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의 첫 단

추는 ‘대방’의 확보이다. 그런데 단둥에는 다양한 지

역에서 오는 다양한 유형의 북한 측 기업관계자를 

접촉할 기회가 있다. <표 3>는 그 단면을 보여준다. 

즉 다양한 규모의 무역상들이 다양한 유형의 대방

들을 상대로 다양한 품목들을 거래하고 있다10). 이

는 단둥의 무역상들에게 중요한 사업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북한 거래 상대방이 군이나 당 소속

일 경우 규모가 큰 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당이나 군 소속 대방의 숫

자가 적다. 이는 소개를 받아 설문대상자를 확보한 

즉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에 따른 왜곡

일 뿐 단둥에는 당, 군 소속 대방들을 확보할 기회가 

결코 적지 않다. 단둥의 무역상의 북한측 거래 대방

을 조사한 김병연·정승호의 연구(2015)에 따르면 

당, 지방행정기관, 군, 내각, 개인기업 소속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단둥

은 다양한 유형의 대방으로부터 다양한 품목의 교

역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둥의 무역상들은 

취급하는 품목들의 종류가 매우 많은 특징을 나타

내고 있다. 이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거래 품목을 변

경할 수 있고 또 대방의 요구에 따라 다른 품목 거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무역상들이 취급하는 품목

의 다양성은 다양한 유형의 대방을 접촉할 수 있고, 

또 이미 확보한 대방과도 다양한 거래를 틀 수 있는 

단둥의 위치적 장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무역상들은 동일한 대방을 대상으

로 수입거래와 수출거래를 동시에 맺고 있었다. 이 

경우에 수입거래 결제와 수출거래 결제를 전부 혹

은 부분적으로 상계하는 거래 형태가 흔히 이루어

표 2. 대북거래 무역상의 거래지역주1)

구분
거래 지역

비고
평양주주2) 신의주 나선 평북 기타

수출 32 16 1 7 복수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 11개 기업

수입 17 9 6 5 1 복수지역으로 수입하는 기업 11개 기업 

주: 1)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대표적인 거래선 2곳의 소재지에 대한 응답결과에 의해 거래지역 패턴을 정리하였음

   2) 평안남도 거래(수출거래 3건, 수입거래 1건) 포함

출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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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상들은 취급품목을 다양

화할 수 있고, 또 양 거래 각각에서 차익획득 기회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거래형태는 신뢰할 만한 대방을 확보해서 오랫동

안 거래 관계를 지속할 경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신뢰할 만한 거래 대방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정보 탐문을 거쳐 진위 여부가 분명해졌을 때 확보

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보된 거래 대방은 무역상의 

중요한 경영 자산이 된다.11) 단둥은 대방에 대한 정

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신뢰할 만

한 거래 대방 확보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장점은 거래비용 

절감 이외에 위에서 언급한 수출거래와 수입거래 

상계에 따른 거래 차익의 동시 추구라는 수익 구조

로도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단둥의 무역 거래에서 편법적 거래가 적지 

않았다. 이 역시 단둥이 가진 위치적 장점과 무관하

지 않다. 단둥은 변경무역이라는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변경무역은 소액 무역거래에 대

해서 엄격한 세관 검사를 생략해주고 있다. 과거에

는 관세와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세) 감면 혜택도 

동시에 부여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변경 무역이 

적용되는 한도를 넘는 무역 거래가 변경무역 형태

를 적용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세 혜택이 폐지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편법적 거

래가 성행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검역 절차를 밟을 

경우 통관에 따른 시간 비용과 창고 비용 등으로 무

역 거래 비용이 늘어나고, 또 중국 세관의 검역 서비

스 부실로 납기 미 준수, 제품 품질 저하 등 여러 가

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세관 공

무원과 관계를 가진 무역대리상을 활용할 경우 변

경무역 승인을 받아 이러한 검역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변경무역은 사실상 밀

무역이다’라는 한 무역상의 증언이 편법적 거래의 

실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편법적 무역

관행은 무역대리상과 세관 공무원 그리고 무역업

자 3자 사이의 오랜 유대관계를 통해 상당한 면식이 

있을 경우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대관계는 단둥이라는 장소에 착근되어 있다

고 하겠다. 이처럼 긴밀한 유대관계 위에서 이루어

지는 이 편법적 거래의 활용은 단둥의 위치적 이점

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Dutt, 

P. and D. Traca(2010)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

은 접경지역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적 허점과 이를 

활용하는 세관원의 부패 행동은 변경무역의 발전

을 억제하는 효과(extortion effect)를 발휘하는 것

이 아니라 무역 장벽을 낮추는 회피기능(evasion 

effect)을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중국 여러 변경지

역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도 제도적 허점, 세관원의 

부패 행위가 변경무역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Ying et al., 2014).

표 3. 응답 무역상들의 연간 거래액 규모와 주요 거래 북한 대방의 유형

(단위: 위안화, 업체수, 거래 대방 수)

2016년 기준 연간 거래액 규모별 무역상 분포  단둥 무역상들의 북한 대방 유형주) 

100만 미만 100만~500만 500만~1,000만 1,000만 이상 당 또는 군 소속 내각 소속 지방기관 소속 개인

4 10 16 12 4 24 28 41

주: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대표적인 거래선 2개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이때 두개의 거래선이 동일

할 경우 1건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거래선이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케이스로 처리하였음. 

출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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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가공 거래의 특징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경제교류에서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는 가공무역의 증가이다. 2010년 북한

과 중국간 가공무역 규모는 약 1.8억 달러였는데, 

2014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6.1억 달러로 5년 동안 

가공무역 규모는 약 3.4배 증가하였다(최장호 외, 

2015, 149).12)

중국 세관통계에서는 가공무역 형태를 래료가공

(來料加工) 진료가공(進料加工) 두 형태로 구분한

다. 두 방식의 차이는 원자재 제공과 완제품 판매의 

주체가 중국기업인지 여부에 있다. 래료가공의 경

우 가공제품을 납품받을 때 관세가 면세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북 가공무역 수출에서 래료 가공은 

중국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한 뒤 북한 기업에 무상

으로 제공하고 가공 후 완제품을 납품받는 형태이

다. 원자재 및 완제품의 소유권은 중국기업이 갖고 

북한 기업은 임가공비만을 수취한다. 반대로 중국

의 대북 수출에서 진료가공은 임가공을 하는 북한 

기업이 원자재와 가공제품의 소유권을 가지는 무역

형태이다. 이 경우의 북한 업체는 중국 기업이 단독 

혹은 합작투자를 하여 설립된 회사인 경우가 많다. 

한편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 래료가공은 북한 소재 

업체가 원자재 및 완성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중국 

업체는 임가공비만을 수취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도 북한에 투자한 중국 업체가 마무리 공정만을 중

국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북수입에서 진료가공은 중국 소재 업체

가 북한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혹은 반제품을 구입

한 뒤 가공을 거쳐 내수 혹은 수출을 하는 무역형태

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대북 수출에 있어서 진료

가공 거래,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 래료 가공 거래 형

태를 거쳐 생산된 제품은 북한산이 된다. 중국의 대

북 수출에 있어서 진료가공, 중국의 대북 수입에 있

어서 래료가공 거래규모가 정체되거나 최근에 올수

록 감소하는 것은 북한산 체품에 대한 국제적인 제

재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중국 소재 업체와 

북한 소재 중국투자기업 간 가공무역 거래 후 제품

을 수입한 뒤 중국 업체가 형식적인 가공공정을 하

거나 혹은 이를 위장하고 이를 다시 보세무역 방식

으로 제3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가공품의 수입단

계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에 중국 업체와 북한 업체 간 래료가공 거래와 진료

가공 거래의 구분은 세관 신고 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관세 부담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단둥의 무역거래 실적이 포함된 다롄 세관의 대북 

가공무역 규모도 <표 4>의 수치와 같은 양상을 보인

다.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

하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쓰이는 원재료 품목, 북

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의류, 신발, 가죽제품 등의 완

표 4. 북한과 중국의 가공무역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중국의 대북 수출 중국의 대북 수입

래료 가공 진료 가공 래료 가공 진료 가공

2010  45.8 49.0  42.9  46.8

2011  50.5 83.2 134.4  99.5

2012  71.7 83.6 115.0 137.1

2013  88.1 62.3 137.1 152.1

2014 122.6 82.4 118.0 283.4

출처: 최장호 외(2015)의 보고서 150쪽 표 4-8를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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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다(최장호 외, 2015, 161~166). 단둥 현지 

조사에서는 의류 이외에 미용제품, 수예품, 전기부

품, 간단한 생활용품 등의 북한 임가공 무역이 상당

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자의 품목들

은 무역액수는 적을지 모르나, 다수의 소규모 업체

들이 이 거래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서는 

<표 5>에 같이 매우 제한된 사례들만이 포착되었다
13). 따라서 이 조사결과는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북

한 임가공 실태에 있어서 부분적인 단면만을 보여

준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단둥 소재 북한 거래 업체의 임가공 연계는 

신의주와 평양 두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 물론 조사 결과는 신의주 소재 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더 많았고, 평양(평안남도 포함) 소재 기업

과의 임가공 거래를 하는 업체는 2곳만이 포착되었

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중국 업체와 임가

공 거래를 하는 북한 기업들은 평양과 그 주변도시

에 훨씬 많다고 한다(김병연·정승호, 2015; 최장호 

외, 2015 등). 본 연구에서 설문한 무역상들 중에 북

한의 평양 대방으로부터 수예품이나 의류를 수입한

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비록 이들 업체는 임가

공 거래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료와 디자인

을 북한 업체에 제공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거래

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단둥 소재 대북거래 

업체의 임가공 연계 중심지역은 평양과 신의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의주 업체와의 임가공 거래와 평양 업체

와의 임가공 거래 사이에는 임가공방식이나 거래 

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상당한 숙련기술을 요

하는 고가의 제품이거나 임가공 작업 시 설비와 에

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제품 그리고 같은 제품이

더라도 물량이 많을 경우 평양 소재 업체와 임가공 

거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를 들면 7번 업체

는 상당히 규모가 큰 대북거래업체로 알려지고 있

는데, 대규모 의류 임가공 물량 소화를 위해 평양 소

재 업체와 임가공 거래를 하였다. 편직물 임가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설비와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필

요하다. 이러한 설비를 가진 북한 기업은 평양, 평안

남도, 황해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의

류이더라도 편직물이나 기능성 의류들은 주로 평양 

인근의 업체에 임가공 주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이종원·홍이경, 2013, 69). 

셋째, 단둥소재 기업과 북한 기업 간의 임가공 거

래는 사실상 재하청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단적인 증거가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단

둥의 무역업체가 북한에 임가공 하청을 하는 경우

이다. 물론 수예품 임가공 거래를 하는 무역업체처

럼 그 중에는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만 다수의 무역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

아 북한 업체에게 재하청을 주는 역할만을 담당한

다. 이 업체들은 북한에 신뢰할 만한 무역거래 네트

워크를 갖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뿐이며, 이들의 

수익은 사실상 중개 수수료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

라 임가공 거래를 하는 제조업체라고 하더라도 명

목상 제조업체일 뿐 생산시설이 없거나, 생산시설

이 있더라도 사실상 창고 역할을 하는 경우도 관찰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표 5>의 2번 업체이

다. 이 업체는 코일을 이용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항조우 소재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공급

받고 이를 다시 신의주의 북한 업체에 재하청을 준

다. 따라서 이 업체는 공급받은 원재료를 북한 업체

에 넘겨주고 북한에서 가공한 제품을 검수하는 기

능만을 수행한다. 또 인터뷰를 한 의류업체 중의 한 

곳은 사실상 거의 완제품을 북한에서 임가공 생산

을 한 뒤 업체의 생산시설에서는 라벨 부착, 포장 등 

극히 부분적인 마무리 공정만을 하였다. 따라서 단

둥 소재 기업과 북한 기업 간의 하청 관계는 통상적

인 공정 분업이나 생산 분업 방식과 거리가 멀다. 그

저 저임 노동력 활용을 하고자 하는 저열한 수준의 

분업관계, 거의 약탈적, 기생적 분업관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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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넷째, 다른 한편으로 단둥 소재 대북 거래 기업 간 

위장된 생산네트워크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의 6번 기업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업체는 무역업체로 의류 생산과 관련

하여 국내 혹은 국제적 전방 연계망을 전혀 갖지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북한 기업에 의류 임가

공 하청을 주고 이를 단둥 내 의류업체에 납품을 한

다. 이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단둥의 의류생산업

체는 북한과의 거래 네트워크를 갖지 못하거나 또

는 무역 제재 때문에 직접 북한과의 임가공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비교적 탄

탄한 중국 내 혹은 국제적 전방 연계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전방 연계망을 갖춘 단둥 의류업체와 북

한 네트워크를 가진 무역업체 그리고 저임 노동력

을 활용할 수 있는 북한 업체가 연결된 생산네트워

크이다. 문제는 단둥의 무역업체와 단둥의 의류업

체 간의 연계이다. 6번 무역업체는 주문받은 가공품

을 보세구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한다고 응답하였

다. 이렇게 볼 때, 북한 가공 후 6번 무역업체와 이를 

납품받는 단둥의 의류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계 

과정은 서류상의 과정일 뿐 상품의 이동은 전혀 이

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말하자면 위장된 

생산네트워크인 것이다. 이외에도 7번의 사례도 이

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단둥 소재 기업 간 생산네트워크는 그 

일방이 외국기업일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데 대북제

재가 이루어진 5.24조치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생

산네트워크 형태이다. 그래서 강주원(2013)은 단둥

을 중국, 북한, 제3국의 무역거래가 서로 연계된 삼

국무역의 교차점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삼국 

무역관계로 맺어진 이 생산네트워크는 생산 분업도 

공정분업도 아니다. 오히려 접경지역이 가진 위치

적 성격만이 활용되는 기형적 생산네트워크에 불과

하다. 따라서 삼국무역의 교차점이라는 단둥의 장

점 그 자체는 단둥의 접경지역적 발전에 그다지 긍

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5. 임가공 거래 기업 사례

번호 품목  유형 임가공지역 비고

1 속눈썹 제조업  신의주 
부분가공(북한), 최종공정(해당기업)후 내수 혹은 수출

청도소재 기업으로부터의 위탁가공 

2 전기부품 제조업 신의주
전체 가공을 북한에서 함

해당 기업은 검수 후 중국내 업체에 납품

3 식품 제조업 신의주 -

4 식품(김치) 제조업 평안남도
북한내에서 대부분 가공 후 해당기업에 의한 포장

내수, 혹은 제3국 수출

5 금속가공 제조업 기타
북한내에서 부분가공 후 해당기업 최종가공

중국 혹은 제3국 기업으로부터의 위탁생산

6 의류, 수예품 무역업 신의주
단둥시 의류업체로부터 하청

북한생산후 보세구를 통해 제3국 수출

7 의류 무역업 평양 북한생산 후 보세구를 통해 제3국 수출

8 수예품(자수) 무역업 ? 북한생산 후 보세구를 통해 제3국 수출

자료: 설문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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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경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 변경도시 단둥의 성격

이 장은 앞의 장에서 정리한 월경적 상호작용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단둥의 접경도시로서의 성격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즉 단둥시에서 이루어지는 월

경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실태를 기반으로 한 단계 

추상화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단둥은 경제발전 수준, 자원조건, 노동시장 구조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북한과 중국 

두 국가가 만나는 변경도시이다. 상호 연계만 된다

면 보완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두 국가가 접하는 지

점이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 자원수요가 

폭증하였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의 석

탄, 철광석 등은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매력적인 요소

이다. 실제로 북한의 광산물 대중 수출액은 최근에 

다소 줄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중 수출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이종운, 2017). 그리고 단

둥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랴오닝성 전체가 산

업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풍부한 그리

고 양질의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실

제로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도시들에는 다양한 산

업에 걸쳐 북한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이종운, 

2017, 16~19). 한편 북한은 산업기반의 붕괴로 민

생품 공급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

한 외화 결제를 위해 무역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계획경제 체제가 붕괴되어 

경제전반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김병연·

양문수, 2012). 이처럼 북한과 중국 두 접경 상대방

은 상호보완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중 국경은 최근에 와서 개방 수준이 다소 높아졌

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장벽(barrier)적 성격이 

강하다(Freeman and Thompson, 2011, 22~44). 

이처럼 단둥은 인접 국가 간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월경적 연계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엄

격히 관리하는 국경 체제(border regime) 하에 있

는 접경도시이다. 이 위치적 속성 때문에 월경적 

상호작용에 관한 조사결과는 이른바 아비트라지

(arbitrage) 경제적 특징과 단둥 무역상들의 지대추

구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아비트라지란 상거래에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

를 말한다. 국경통제가 심한 가운데, 국경을 마주한 

두 국가간 수요-공급의 불균형, 가격 차이, 이자율 

및 환율 차이가 존재할 때 이 차이를 활용하고자 하

는 거래가 발생한다(Altvator, 1998). 이 차익거래 

행위는 생산 보다는 상품교역에 집중적으로 나타

나며 일시적 거래, 단발적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고 또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다(김원배, 

2002, 16). 아비트라지 경제활동이 한 도시에서 지

배적으로 나타날 때 그 도시경제의 속성은 아비트

라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단둥의 아비트라지 경제적 속성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소규모 무역상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앞의 표 3 참조)14). 이들은 전문품목이 없

이 수요가 있다면 어떠한 물품도 취급을 하고 있었

다. 거래액 규모가 비교적 큰 업체들 중에 설문지에

서 분류한 10개 상품 품목 중 수출거래로 8종, 수입

거래로 6종을 취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매 거래는 

비교적 소액 단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소규

모 거래, 그것도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 

실적만으로도 무역상들은 생활을 영위하고 때로는 

자본 축적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북한과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알

려지기로는 북한의 무역거래자는 상품가격, 시장동

향에 대한 정보 수준은 매우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종운·홍이경, 2013, 64~65). 그러나 소규모 무

역거래를 하는 북한의 무역상들은 제한된 체류 기

간, 이에 따른 장거리 이동의 제약 때문에 거래 시점

의 시장가격을 충분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

한의 무역종사자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성

과를 내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다. 그래서 실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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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아니지만 기대한 가격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

하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15). 이 불리한 거래가 이

루어질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만성적인 상품부족, 외

화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거래에 따른 불

이익을 북한의 기업, 생산자 그리고 상품구매자에

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아비트라지 경제는 단둥이 갖는 위치적 속성을 활

용하려는 무역상과 기업체들의 지대추구적 행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차익 거래 이면에는 지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양한 행위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경

제, 북한 시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신뢰할만한 대방의 확보를 위한 노력들, 이 대방

을 통해 전문적 상품 없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면

서 수입 거래와 수출거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행

동, 거래 대금의 상계 처리, 외상거래, 현금결제, 거

래내역의 비공개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들은 단

둥의 특수한 성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방식

들이다.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한 사실상 밀무역 행

위의 성행, 수수료 수취에 불과한 생산네트워크의 

발달, 심지어 위장된 생산네트워크의 존재 등 편법

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Haggard, 

et.al,(2011)은 북중 거래를 ‘제도 공백 하의 월경적 

거래’라고 묘사하였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비제도적 관행들은 단둥이라는 위치

적 성격에서 배태된 관행이고 비록 겉으로 드러나

지는 않았지만 소수에게만 알려진 내밀한 관행은 

아니다. 그곳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대북 거래에 참

여할 경우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공개된 관행이라

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공식화는 되지 않았지만, 

장소의 문법으로는 나름의 제도화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행은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을 하기도 한다. 이처

럼 위치적 속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지대

추구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둥의 무역상들

은 대북 거래를 계속 하려고 하였다. 설문을 한 무역

상 중에 남한 당국의 대북 무역 제제(5.24조치), UN 

제재 이후 주 취급품목이나 거래규모는 변화하였지

만, 주거래 대방은 유지하여 왔고 향후에도 대북 무

역을 계속하려는 응답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표 6 

참고). 이 응답결과는 단둥이 가진 위치성이 가진 매

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 매력을 활용한 지대추구

행위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호

작용이 보여주는 아비트라지 경제적 속성, 그 안에

서 이루어지는 무역상과 기업체의 지대추구적 행위

의 성행은 단둥 내부의 발전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즉 접경지역적 특성은 단둥시의 전싱구, 위안바오

구 일부분 그리고 시 중심에서 남쪽으로 다소 떨어

져 있는 동강시 일부에서만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

된다. 단둥시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약 30분 거

리에 있는 펑청시는 단둥시에 속한 현급시(縣級市)

인데, 이곳에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입지

해 있다. 이곳의 기업들은 공정 분업, 생산 분업을 

통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중국 국내 생산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국제생산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인터뷰에서 이곳의 기업들 역시 노동력확보 문제를 

표 6. 5.24 조치, 최근의 UN의 대북 제재에 따른 영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무역상들의 의견

전체 응답자
주 취급품목의 

변화가 있었음

거래규모가 

줄어들었음

주거래 대방이 

바뀌었음

향후 업종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38 23 32 12 13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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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었지만, 북한과의 월경적 연계는 전혀 감지

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북중 교역이 집중적으로 이

루어지는 단둥시 중심지구와의 기능적 연계도 거의 

미약한 듯하였다. 결국 접경지역적 특성은 압록강

과 면한 단둥시 시구의 일부 그것도 국지적으로 발

현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북 무역 관계자가 아

니면 단둥 경제에서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필자는 약간의 비약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정

도의 접경도시 특성은 마치 셍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 의해 국경통제가 엄격한 모로코 북

부에 있는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Ceuta)의 특성과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세우타는 스페인 본토에서 

지중해를 건너 모로코 북부에 있는 고립된 스페인 

도시이다. Buoli(2014)와 Castan-Pinos(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이곳은 셍겐조약 때문에 사람의 이

동에 대한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가운데 다양한 

불법적 교역활동들이 오래전부터 성행되었다고 한

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상업적 거래 목적의 물자 및 

사람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면서 과거의 불

법적 교역은 약화되고 공식적 교역활동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로 인해 국경 세관 

시설 양쪽으로 좁은 지구의 상업지구가 발달하고, 

여기에는 다양한 월경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집

중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내외 북중 교역 연구자, 북

중 관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은 각각 북중 교역

의 확대,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의 발전 측면을 

강조하면서 의도치 않게 그 중심 현장이 되는 단둥

시는 접경도시적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지역으로 

비춰지고 있는 듯하다. 학자들의 연구와 이를 전하

는 언론의 영향으로 대중의 인식도 그러한 듯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여전히 통제적 성격이 강한 국

경, 이를 활용한 arbitrage 경제적 특성, 또 위치성

에 기생하는 대북 거래 경제주체들의 지대추구행위

의 성행 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그만큼 가변적

이어서 단둥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파급

력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

경적 상호작용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활동의 특성 때문에 그 파급효과

는 압록강에 면한 단둥시 중심지구와 같이 매우 국

지적인 범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요컨대 필자는 현

재의 단둥을 Wu(1998)의 접경지역 유형 가운데 월

경적 상호작용 지역(cross-border region)에 미치

지 못하고, 단순히 국경에 접해 있는 위치적 성격만

을 가지는 변경지역(border region)의 도시, 즉 변

경도시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미주 1 참고). 

5. 결론

본 연구는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을 대상으로 

월경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접경

도시로서의 단둥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단둥의 접경도시적 특성에 대해 ‘폐쇄적 접경지역’ 

혹은 ‘낮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접

경지역’이라는 진단이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러한 진단이 거의 직관적 진단에 불과하고 그러한 

성격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고 그것이 구체적 월

경적 상호작용에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거

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

호작용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둥

의 접경도시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단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

책들을 살펴보고 그 정책들이 국경의 성격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검토하였다. 이는 월경적 상호작

용의 특징, 나아가 접경도시적 특징을 갖게 된 배경

을 이해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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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문

헌들을 검토하는 한편, 세 차례 현지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중국 정부의 변경지역 전략은 변경의 안정

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개발과 개방은 변경의 안

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변방 안

정을 통한 국가 통일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우

는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변방정책, ‘흥변부민행동

규획’은 이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기본 전략 때문에 북중 국경의 성격(border 

regime)은 과거에 비해 투과성은 높아졌지만, 개방

화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둥은 

접경도시적 인프라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통제력이 높은 국경의 성격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

는 접경도시로 판단된다. 

둘째, 월경적 상호작용의 방식을 보면, 비공식적, 

비시장적 기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즉 인적 네트워

크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 거래차익을 얻기 위한 독

특한 거래방식 추구, 거래의 단발적 그리고 투기적 

성격, 편법적 거래의 성행, 재하청 성격의 임가공 거

래, 위장된 생산네트워크 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또 거래의 공간적 패턴을 보더라도 북한 측의 

변경도시보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지역에 더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요소가격

의 차이 활용만을 위한 월경적 거래의 발달, 분공장 

경제의 발달 등 이른바 ‘저차원의 월경적 상호작용 

방식들(low road paths)’이 지배하였던 전환초기

의 독일-폴란드의 접경지역 사례보다도 더 낮은 수

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김

상빈·이원호, 2004, 124).

셋째, 이상의 월경적 상호작용 상의 특징들은 접

경도시로서의 단둥이 차익거래만을 추구하는 아비

트라지 경제(arbitrage economy)적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아비트라지적 경제 속

성은 통제력이 높은 국경과 접해있는 단둥의 위치

성을 활용하려는 상호작용 주체들의 지대추구행위

의 산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 주체들

의 지대추구적 행동, 그로 인한 아비트라지 경제 속

성 때문에 접경도시적 기능을 뚜렷이 보여주는 장

소는 단둥 내에서 국지적으로만 존재하였다. 결국 

단둥은 단순히 국경에 접해 있는 위치성 성격만이 

활용되는, 그래서 접경지역 발전 단계에서 매우 낮

은 수준의 접경도시로 규정할 수 있다. 

단둥은 중국의 변방에 위치하면서 북한과 맞닿

아 있는 변경도시(border city)이다. 이 변경도시

가 주변적 위치를 극복하고 잠재력이 높은 접경도

시(cross-border city)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경

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월경적 상호작용을 촉진하

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서는 북한과 중국 모두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러나 안보 우선-경제 차선을 추구하는 북한의 폐쇄

적 태도뿐만 아니라 중국 측 역시 변방의 안정이라

는 영토전략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이승

욱, 2016). 그래서 중국 측도 국경의 통제 수준을 급

격하게 낮추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둥

의 월경적 상호작용 주체들은 단둥의 위치적 이점

을 활용하여 북한의 상품 수요와 요소가격 차를 추

구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경

의 개방수준을 높이고 월경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기능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유럽 전환국

가의 접경지역들과 대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현재 다수의 학자들은 북중 접경지역 발전 방안으

로 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

들이 참여하는 다자 공동개발 모델을 제안하고 있

다. 다자 공동개발은 단순히 복수 국가로부터의 투

자만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국경적 성격의 공간

을 지향한다. 이 방안을 추진하는데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소는 일차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

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필자는 과연 중국 측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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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적 접경지역 조성 방안을 수용할 지에 대해 의

문이 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역에 대한 중

국의 기본 전략은 개발 보다는 안정에 더 방점을 두

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전향

적 태도 변화, 즉 지경학적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북중접

경지역이 초국경적 공간으로 발전할 때 노후산업의 

문제, 노동력 수급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동북지역의 

낙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메우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접경지역 이론틀을 가지고 북중 접경

지역을 고찰함으로써 평면적 사실 전달에 그친 기

존 연구들을 보완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의 성격을 보다 정확

하게 이해하려면, 접경도시와 그 배후지역간의 연

계 측면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월경

적 상호활동 주체들과 글로벌생산네트워크 간의 관

계 측면도 접경도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

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 

이 측면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사사

필자가 연구팀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도 불구하고, 단독 논문을 작성하도록 허용해준 프

로젝트 책임자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의 일부를 이 논문에 활용하도록 해준 연구진에게

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논문의 구성상의 약점, 

논리적 오류, 표현상의 문제 등을 세심하게 짚어주

고 건설적 제안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사의

를 표한다.

주

1) 특히 Martinez(1994)와 Wu(1998)는 각각 접경지역을 유형화

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Martinez(1994)는 국경을 경계로 마

주보는 양 지역 간 상호작용의 성격에 따라, 소외적 접경지역

(alienated borderlands), 공존적 접경지역(co-existed bor-

dlands), 상호의존적 접경지역(interdependent borderlands) 

그리고 통합적 접경지역(integrated borderlands)로 구분하였

다. Wu(1998)는 양 지역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월경적 상호작

용의 주체와 방식, 제도적 환경과 월경적 협력 내용, 양 지역 간 

관계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접경지역을 말 그대로 국가의 중심

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에 접해 있는 변경적 성격(frontier)을 띠

는 접경지역(border region), 기업 간 월경적 연계가 전개되지만 

지역통합에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월경적 상호작용 지

역(cross-border region), 그리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바탕으

로 양 지역간 공생적 관계로까지 발전된 초국경적 지역(trans-

border region)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 물론 단둥에서는 북한노동력의 활용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

지만, 워낙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

다. 

3) 단둥시의 최근 대북무역액은 통계에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

서 이 추정액은 우회적 방법으로 추산한 것이다. 김병연·정승호

(2015, 17)에 따르면 2011년 단둥의 대북무역액은 18.6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해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액은 약 5.2

억 달러였다(이석 편, 2013, 226). 원유는 단둥에 있는 송유관으

로 북한으로 공급되나 사실 수출지는 흑룡강성이다. 따라서 

그 해 단둥의 순수 대북무역액은 약 13.4억 달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1년 단둥통계연감에서 제시된  총무역액은 38.8억 

달러이므로 결국 2011년 기준으로 단둥의 무역에서 대북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정도로 추산된다. 

4) 중조우의교는 폭이 좁고 여러 군데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

서 매일 2시간씩 이동방향을 변경하면서 차량을 일방 통행시키

며 제한속도는 5km/h이다.

5) 출경가공 제도란 중국 내 기업이 원료와 부품, 설비를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 소재한 기업에 제공하고 그 가공품을 중국내

로 반입할 경우 국내 기업간 거래로 간주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개성공단에 적용했던 제도와 유사하다. 

통상적인 가공무역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

한다(海关总署公告, 2016년 제69호). 단둥시의 경우도 2014년

에 신풍복장유한공사(新豊服装有限公司)를 비롯한 5개 복장

가공무역기업이 이 제도 혜택을 받았다(中囯财经网, 2016.3. 

2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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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e(2014)은 중국의 대북전략의 기본 목표를 ‘안보와 안정의 

동시 추구(security-cum-stability goal)’에 두고 있으며 이 전

략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북중 경제특구 공동

개발이라고 보았다. Lee는 동북진흥정책의 일부 정책도 중국

의 대북전략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북진흥정책 그 자체

가 중국의 대북전략과 등치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일부 학자들은 동북진흥정책을 중국의 대북 전략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본다. 동북진흥정책은 낙후된 동북지방을 발

전시켜 지역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가통합을 달성하는 대내적

인 전략을 바탕에 둔 정책이다. 즉 동북진흥정책의 기본 원칙을 

보면 어디까지나 중국 국내를 대상으로 한 경제, 공간정책으로

서의 성격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新华网, 2007. 12.19 기사).

7) ‘십이오규획(十二五规划)’ 기간(2011-2015년) 동안에는 총 809

억 위안화가 투입되었다. 

8) 이 경우에 지방의 의사결정은 국가 단위의 의사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의 이해가 중앙 정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전통적인 정치적 위계의 파괴 현상(the relativitization of 

scale)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9) 대방의 소재지가 대북 거래의 공간적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대방의 소재지가 무역상

들이 공급한 대북 수출품의 공급지역 혹은 무역상들이 수입한 

대북 수입품의 생산지역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소 긴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대북 수출품은 일단 대방의 소재지로 보내진 뒤 대방의 관할 

하에 북한의 유통망으로 퍼져나가고, 반대로 대북 수입품은 대

방 주도 하에 북한의 생산물이 수집된 뒤 중국 측 거래 대방으

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일단 무역거래의 시·종점은 중국 단둥과 

북한 대방의 소재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문에 무역상들의 

북한 방문 지역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대체로 거래 대

방의 소재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문 목적도 대금결

제 등 기업활동을 위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공간

적 연계를 대방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

다. 또 무역상들은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대방의 안내 없이는 

북한 내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점 역시 대

방 소재지가 무역거래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10) 여기서 당, 군부, 내각 소속의 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분은 

반드시 당원, 군인, 공무원은 아니다. 조사대상 무역상들의 거

래 대방이 당, 군부, 내각, 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그 산하의 사

업소에 적을 둔 경우를 말한다. 북한의 당, 군부, 내각, 지방행정

기관들은 1990년대 이후 배급제 폐기, 계획경제체제의 붕괴로 

인해 각기 자생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 군부, 

내각 그리고 지방행정기관 산하 기업소들은 상업적 경제활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활동 중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이 무역활동이다(김병연·양문수, 2012).

11) 인터뷰를 한 60대 무역상들은 ‘대방 정보는 가족과도 공유하

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2) 최장호 외의 연구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가공무역이 증가하게 

된 중국 측 요인과 북한 측 요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5, 68~120). 중국 측 요인으로 먼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철

광석을 비롯한 광산물 수요가 줄어들자 새로운 사업분야로 임

가공에 주목하는 중국의 대북 거래업체들이 늘어난 점, 둘째 중

국의 인건비 상승과 저임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된 점, 셋째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들고 있다. 한편 북한 측 요인으로는 배급제 폐지에 따른 생계 

기반의 붕괴, 자체 생산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산업인프라, 외

화부족을 메꿀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적

극적 장려 등을 꼽고 있다. 

13) 우리 연구진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화되는 분위기였다. 또 사드(THADD) 배

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마찰이 극심한 시기였

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이 접촉한 기업들은 인터뷰 및 설문을 

꺼려하였고 또 응하더라도 우리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부정

확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14) 이종운·홍이경(2013, 58)의 연구에 따르면, 단둥시에는 2012년 

현재 약 2,200여개의 무역상과 무역대리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0년대 중반 900여개로 추정된 데에 비하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5) 소위 북한 무역일꾼들이 처한 궁박한 처지에 대한 간접적인 증

언에 의하면, 이들은 무역거래 이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납을 

해야 하고 또 무역을 하러 단둥에 나오는 것이 대단한 기회 포

착이므로 친지들로부터 귀국선물에 대한 압박도 받는다고 한

다. 그래서 성과달성이 불투명한 일부 무역일꾼들은 체류허용

기한을 남기고 귀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단둥 60대 조선

족 무역상). 

16) 한 무역상의 증언에 의하면, 무역제재가 심해지면서 무역기회

를 얻기가 어려워지자, 북한의 무역 종사자들 간에 경쟁도 심해

졌다고 한다. 그래서 상품가격, 공임비, 노동자 임금 등을 낮추

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북한 무역종사자들이 많아졌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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