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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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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

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

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어 : 경제특구, 영역화, 분권화, 경제개발구, 중국식 개혁개방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SEZ) strategy 
since the early 1990s in terms of the shifts in both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nd geopolitical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shifts in North Korea’s SEZ policy in three different 
aspects—North Korea’s unique territorial logic, stress on decentralization, and comparison with Chinese 
reform and opening-up. Based upon this analysis, this paper criticizes a linear approach to understand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from isolation to opening-up, and explores the dynamics of 
North Korea SEZ strategy in various dimensions. It contends that North Korea’s SEZ strategy is neither 
an inevitable choice from economic difficulty nor an adoption of Chinese model of reform and opening 
up. Rather this paper focuses on the geopolitical logic and local development imperatives underlying SEZ 
strategy.

Key Words :  Special Economic Zone (SEZ), Territorialization, Decentr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Zone, Chinese-Style Reform and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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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특구전략의 개괄

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

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북

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

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

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

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김정은 체

제 출범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하에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

로 이해하는 단선적(linear) 사고를 비판하고, 북

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

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또는 개발구)의 확대를 

개혁·개방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해석하는 낙관

적이거나 목적론적(teleological) 접근뿐만 아니라, 

기존의 개혁·개방 모델에 비추어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는 접근 모두를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북

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

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 것으

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

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또한 2010년대 이후 북한 전역의 개발구 설치

를 개방의 전면화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제도, 법

률, 거버넌스에서의 예외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다.1) 북

한 정부는 1991년 라진·선봉 경제특구 설치를 시

작으로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정책추

진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를 통해 북

한은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위치한 함경북도

의 라진시와 선봉군 일대 621㎢를 ‘라진선봉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뒤이어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를 통해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의 제정을 통해 

경제특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최수영, 

1994). ‘조선투자법안내’에서는 경제특구 도입배

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국가는 

주로 경제거래를 하던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

의나라들이 붕괴되고 세계 사회주의시장이 없어

진 조건에 맞게 자본주의나라들과의 경제거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벌려 국가적 리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정철원, 2007: 30). 즉 냉전체제의 붕

괴 이후 대외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

책으로 경제특구를 도입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라진-선봉지대를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 수

출 가공기지, 관광. 금융, 서비스기능 등을 복합적

으로 갖춘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고자 하

였다.2) 1993년 9월 라진-선봉 지역을 ‘라진-선봉

시’로 명칭을 바꾸고, 면적 또한 746km²로 확대하

였으며, 1995년에는 라진-선봉시를 직할시로 승

격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초기 라

선경제특구에 대한 해외투자는 저조하였고 큰 진

전을 이루지 못하였다.3) 그 결과 1998년 기존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자유’를 제외한 ‘라진·선

봉경제무역지대’로 개칭하면서, 지대에 대한 정부

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4) 

두 번째 단계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전후

로 악화된 경제난, 식량난을 어느 정도 극복한 이

후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새로운 특구 

전략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과 뒤이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

여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이 추

진되었다. 이와 함께 2002년 9월 신의주를 특별

행정구로 지정하면서, 기존의 라선 경제특구와 함

께 북한 영토의 각 꼭지점을 경제특구로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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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9월 ‘신

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같은 해 11월 ‘개성공업

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면서 새로

운 특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홍콩을 모델로 하여 행정구에 입법, 행정, 사법권

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

며 추진되었던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북한 정부가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였던 네덜란드 국적 화

교 기업가인 양빈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현대그룹에 의해 

1998년부터 시작되었던 금강산관광은 2002년 11
월 금강산 관광특구의 지정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2005년 6월에는 누적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

어섰고 2008년 8월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

로 기대하였으나,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인에 의

해 남측 관광객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

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5) 북한은 2011년 4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에 대해 현대에게 부여한 독점권 조항

의 효력을 취소하는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정령 제1618호의 공포와 함께 ‘금강산 국제관

광특구’의 설치를 발표하였다(배종렬, 2014: 36). 

2014년 6월에는 강원도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특

구 등을 포함하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설치하였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 간에 ‘공업

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되었던 개

성공단 사업은 2003년 6월 1단계 100만평 단지개

발을 착공하였다. 2004년 15개의 기업이 시범단

지에 입주하여 같은 해 12월 첫 제품이 생산된 이

후, 개성공단은 120여개의 남측 기업체에서 5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공단으로 발전하

였다.6)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부침에 따라 개성공

단 역시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 2016년 초 북

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남측 정부

의 발표에 따라 전면 중단되었다.7)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은 2000년대 후반 북중관

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2009년 

10월 당시 중국 총리였던 원자바오의 방북을 계기

로 북중 간의 새로운 단계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축

하였으며(Yoon and Lee, 2013), 대표적인 사업으

로 2010년 12월 기존의 라선경제특구와 신의주 인

근의 황금평, 위화도에 북중 공동으로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년 6월 라선 경제특

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 착공식을 하였다. 금

강산 관광특구가 중단되고 개성공단 역시 북측이 

기대한 속도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북한 경제특

구 정책의 초점은 북한의 남측 접경지역에서 중국

과의 변경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2000
년대 초반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북중경협

의 새로운 16자 원칙,“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

운영, 호혜공영(政府引导. 企业为主, 市场运作, 

互利共赢),” 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중앙정

부 주도의 계획경제시스템이 여전히 지배적인 북

한경제체제에서는 기업, 지방정부 등을 위주로 한 

경제발전 구상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

였다. 2010년 8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김

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16자 

원칙 중 ‘정부인도(政府引导)’를 ‘정부주도(政府主

导)’로 바꾸면서 북중경제협력에 있어 중앙정부

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경제

특구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가 추진되었다(Lee, 
2014a: 183). 즉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시

장경제논리를 적용시키려는 노력에서 정부 주도

의 특구 개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합의를 기반으로 북한의 평안북

도인민위원회와 중국의 랴오닝성정부는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을, 북한의 라선시인민

위원회와 중국의 지린성정부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더디지만 이미 1990년
대 초반부터 개발이 진행되었던 라선경제무역지

대는 2009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뒤

이어 2010년 1월 라선특별시로의 승격과 함께 ‘라

선경제무역지대법’의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

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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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 중이다. 반

면에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의 경우 황금평을 

우선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경제특구정책은 2011년 12월 김정

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집권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발구 정책으로, 이전의 경제특구와 여러 측면에

서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3년 3월 조

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노선’을 채택하였

고, 경제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정은 제1위원

장은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

를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

였다(배종렬, 2013). 이에 따라 북한 정부는 각 도

에 1~2개의 경제개발구를 설립하고 경제발전의 

다양화 원칙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개발할 것을 천

명하였다(Jo, 2013). 뒤이어 2013년 5월 ‘경제개발

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전까지의 경제특구의 경

우 각각의 특구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였

는데 반하여, ‘경제개발구법’의 경우 북한 전역의 

경제개발구를 포괄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중요

한 의의가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제개발구를 

총괄 지도하는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으로 국가경

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하였으

며, 경제특구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간급 단

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발족하였다. 뒤이어 11
월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등 북한 전역에 걸

쳐 13개의 경제개발구와 함께 신의주시의 일부 지

역에 특수경제지대 설치를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

된 경제개발구는 모두 지방급 경제개발구이며, 송

림수출가공구와 신평관광개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그림 1.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운영주체 및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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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의 개발구는 모두 중국과의 접경지역 또는 해

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경제개발협회 윤용

석 국장은 “지방에는 잠재력이 있다. 북부국경지

대는 중국, 로씨야와 접해있고 동해와 서해를 끼

고 있는 지방들은 세계 여러 나라와 련계될수 있

는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방의 

우점, 특성을 적극 내세우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대담하게 밀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주장하였

다(김지영, 2013a). 즉 외부세계로부터의 투자와 

교류를 통하여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려는 계획임

을 밝히고 있다. 

북한 정부는 2014년 6월 대외경제 관련 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였다. 기존의 대외

무역, 외국자본 유치, 경제특구사업 등 대외경제

관계 관련 업무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어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무역성, 합

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대외경제

성 산하로 통합됨으로써 대외경제사업과 관련하

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김

리영, 2014). 뒤이어 7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

령에 근거하여 6곳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

하였다. 이 가운데 청수관광개발구는 평안북도 북

중 접경지역에,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 황해남도 

해안가에 입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의 개발

구는 모두 평양시와 평안남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진도수출가공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

령국제녹색시범구는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나머

지는 지방급 개발구로 지정되었다. 2015년 이후에

는 북중 접경지대에 무봉국제관광특구와 경원경

제개발구가 새롭게 설치되었고, 2015년 4월에는 1
차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총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상의 흐름을 정리하면 2013년 3월 

경제개발구 정책 발표 이후 관련 법률 제정, 조직 

재편 및 정비, 개발계획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북한 정부가 경제특구에 대하여 경제

발전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만을 인정하였다면,8) 

김정은 체제에서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정책을 통

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에서는 기존의 접근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9월 개최

된 제8차 동북아포럼에서 북한 측 학자들은 경제

특구와 개발구 건설에 대하여 “글로벌시대 북한

의 경제강성 국가 건설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

고, 또한 북한 1~2대 지도자들의 유훈이다”라고 

강조하였고(현동일, 2015), 조선경제개발협회 윤

용석 국장은 “조선의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와 대

외경제관계확대는 력사의 필연이다”라고까지 주

장하였다(김지영, 2013a). 즉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외경제관계확대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

고 있으며, 여기서 경제특구와 개발구 정책이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 Scott 
Snyder 역시 13개의 지방급 개발구에 대하여 그 입

지와 구체적인 개발초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경

제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경제특구 정책을 보다 효

과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하였

다(2013: 24-5).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기존의 경제

특구와 비교하여 경제개발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에서 로명성은 경제개발

구를 “국내법규와 다른 법률구조를 가지고 있으

면서 하부구조시설들과 봉사활동에서 우대적이

며 특혜적인 우대가 적용되고 있는 특수경제지대

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고, 이

를 통해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와 지방경제의 발전

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2015: 39). 강정남은 경

제개발구를 특수경제지대와 동일시하면서 그 작

동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경제개발구라

고 할 때 그것은 특수경제지대를 가리키는 말이

다. 특수경제지대는 경제무역활동질서가 국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설정된 지역이다 … 특수경제지

대는 해당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서도 법률

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일정하게 독자성을 가지

고 있고 생산과 소비, 류통의 모든 재생산고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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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경제법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 외국

투자기업을 위주로 하여 경제가 운영된다는 측면

에서 공통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14: 117).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국가의 주권이 작동하는 공

간이지만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예외성이 작동하

는 공간인 동시에, 외국자본을 중심으로 시장논리

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경제특구의 확대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

까?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이를 향후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위한 전진기지라고 볼 수 있

을까? 이상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북한 경제특구 정책을 ‘안보 우선, 경제 차선’의 영

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 중국 개혁개방 모델과

의 비교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북한 경제특구의 영역화 논리: 

“안보 우선, 경제 차선”9)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논리는 경제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이수혁, 2011; French, 2014). 즉 

북한의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체

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경제특구를 통한 제한적 개

방전략은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된 현실에서 체제수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Paul French (2014)는 2000
년대 초반 북한의 경제개선관리 조치 등에 대하여 

북한이 체제붕괴에 임박한 시점에서야 경제를 되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그림 2.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설립시기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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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논리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북

한의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대외개방 시도

와 북한고유의 영역화 논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에서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지리학자 Jean Gottmann
의 영토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특구 개발을 통

해 드러난 북한 특유의 영역화 논리를 “안보 우선, 

경제 차선(security first, economy next)”이라고 주

장한다. Gottmann(1973)은 영토의 두 가지 주요

한 기능을 안보(security)를 목적으로 하는 대피

처(shelter)의 기능과 경제적 기회를 위한 도약대

(springboard)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기능 가

운데 안보가 영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

에, 영토의 대피처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때, 즉 안보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때, 경

제적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도약대로서의 영토의 

기능에 주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Gottmann, 

1980: 437). 그동안 Gottmann의 영토에 관련한 

이론은 지리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토에 대한 이론화는 북

한의 영역화 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북한은 극단적인 국제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주변 4대 강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이해의 교차지점

에 자리하여, 북한은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훨씬 

긴장된 상황에서 존립하였다. 오늘날에도 북한

은 여전히 동일한 구조적인 지위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행위가 지정학

적 갈등의 최전선과는 거리가 먼 “정상적인” 국

가들과 다르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D. 

Kang, 1998: 236). 

David Kang이 지적하였듯이, 북한이 처한 지

정학적 현실은 북한이 가지는 안보불안의 근본적

인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체제수호와 안

보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나 영토에 대한 북한 고

유의 시각과 전략의 기저에 자리잡았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전 국토를 불가침의 요새로 만들 것

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는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국토의 요새화’ 전략으로 이어졌다. 그

러나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해체와 사회주의권

의 붕괴 등 외부환경의 변화와 함께 김일성 사망,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심화 등의 내부문제가 

겹치면서 북한체제 전반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 

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외부에서는 북한 붕

괴론이 팽배하였다. 북한이 빠르면 3일 안에, 아

니면 3달, 늦어도 3년 안에는 붕괴할 것이라는 소

위 3-3-3 붕괴설의 확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정영철, 2010). 뒤를 이은 김정일은 국방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가(체제)의 안보를 최우선

으로 하여 국방력의 증진에 초점을 둔 선군정치를 

표방하였다. 선군정치 하의 경제건설 원칙에 대해 

북한의 한 연구자는 “조국보위를 위한 물질적 수

요를 선차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한 조건에서만 

인민생활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 … 사회

주의기본경제법칙은 사회주의 조국의 안전과 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수요를 선차적으로 

보장하는 기초 우에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일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하였다(박

명혁, 2003: 8). 이와 같이 체제위기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안보 우선, 경제 차선’의 논리가 이

전보다 더욱 강조되었고 이는 북한의 영역화 전략

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에서 

국토를 요새 또는 대피처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

어나 처음으로 라진, 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도

입하였으나, 뒤이은 체제의 위기는 다시금 기존의 

지정학적 비전과 실천의 강화로 이어졌다. 이때부

터 북한의 영역화 전략은 안보와 경제발전의 논리 

사이에 역동성을 보여 주었다. 

북한이 선군정치 체제하 안보 중심의 영역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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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체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대외관계를 회복한 2000년대 들

어서였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1999년 10월 페리보고서 발표 이후 빠르게 해소되

었고, 2000년 10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평양 방문과 함께 북미공동코뮈니

케의 체결도 이루어졌다. 2000년 5월 김정일 위원

장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새로

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김

정일은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를 방문하였다. 이후 2002년 북한에서는 최초의 

경제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7.1 경제개선관리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및 신의주 특별행정구 등 새로운 경제

특구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사회

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담론에 따

른 조치들이었다. 즉 도약대(springboard)로써의 

영역화 전략이라 할 수 있는 대외관계의 적극적

인 개선 및 경제개혁, 개방조치 도입 등은 체제위

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이후의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미국의회보고서는 북한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

는 총과 버터 즉 핵무기와 식량 수입 사이의 양자

택일의 문제(“whether to retain the ‘guns’(nuclear 
weapons) or give them up in order to obtain ‘butter’
(food imports)” (Nanto and Chanlett-Avery, 2009: 
7))이기 때문에, 식량난 또는 경제문제를 레버리

지로 이용하여 북의 핵무기를 포기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나 단순

히 경제난으로 경제특구를 도입하였다는 논리는 

‘안보 우선, 경제 차선’이라는 북한 고유의 영역화 

논리를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Scott Snyder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개선은 고

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의 안정화 및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과 함께 이루어진 정치안정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보았다(2009: 124).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서 안보와 경제발전은 결코 

교환가능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은 

영역화 전략에 그대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의 이러한 흐름은 클린턴의 뒤를 

이은 부시 행정부의 북한 악마화 전략과 함께 단

절되었다. 9·11 테러 이후 2002년 초 부시 대통

령은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로 규정하였고, 부시독트린을 구체화한 미

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2)에서

는 이러한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한 선제공격방침

을 명시하였다. 한반도에서의 북미갈등은 다시 첨

예화되었고,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피처(shelter)
로써의 영역화 전략을 다시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

졌다. 이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핵실

험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경제지

원을 얻어내기 위한 협박으로 보거나 또는 체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

만, 이와 함께 2000년대 이후 북미관계 악화에 따

른 안보환경의 변화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핵무기를 포기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

은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보장수단으로 핵

무기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리비아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

였다.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넘

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

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지구상에 강

권과 전횡이 존재하는 한 자기 힘이 있어야 평화

를 수호할 수 있다는 진리가 다시금 확증됐다. 

우리가 선택한 선군의 길은 천만번 정당하고 그 

길에서 마련된 자위적 국방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더없이 소

중한 억제력으로 되고 있다(최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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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핵실험 이후 북한의 영역화 전략은 다시 

새로운 전환을 하였다. 지린성 사회과학원의 장위

산은 핵실험의 성공은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경제

건설로 다시 초점을 옮길 정도로 충분한 안보수단

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Su, 2011). 이와 유사

한 맥락에서 Delury and Moon (2011) 또한 김정일

이 북한을 위해 남긴 몇 안 되는 유산으로 핵억제

력을 들 수 있으며, 그 결과 김정은은 경제발전에

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정

책의 변화를 “안보 우선에서 안보+번영으로의 전

환(from security-first to security-plus-prosperity)”
이라고 보았다. Abrahamian(2015)이 지적하였듯

이,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김정일의 현지지도의 

대상은 경제 부문과 비교하여 군사부문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후계자

로 등장한 2010년의 경우 경제부문 현지조사는 58
곳으로 군사부문 33곳을 압도하였고 이러한 추세

는 2011년에도 이어졌다. 경제에 대한 중시는 대

외경제관계의 변화에도 반영되었다. 즉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라는 확실한 안보수

단을 확보하였다고 보았고, 다시금 대외경제와의 

접촉면 확대를 통한 새로운 영역화 전략을 추진하

였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같은 해 10
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평양을 방문하여 “해

방 후 가장 큰 규모의 대북 경협”에 합의하였다(김

준형, 2011). 또한 양국은 북중 접경지역에 황금

평과 라선경제특구의 공동개발, 관리에 합의하였

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

어져,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개발에 대한 강조와 함께 각 지방에 경제개

발구 지정 및 개발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

은 3차 핵실험 이후 개발구 정책이 새롭게 채택되

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화는 법률, 조직, 거

버넌스(지방급 경제개발구의 등장)의 다층적 변

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호열과 

김준영 (2015)에 따르면, 2012년 8월과 2014년 11

월 사이에 경제특구 및 개발구 관련 법규가 10개
에서 24개로 대폭 늘어났다. Abrahamian (2015)
은 이와 같은 북한의 최근 경제 관련 조치들은 냉

전 이후 가장 뚜렷하게 등장한 경제 중시 정책이

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북

한 내각 사무국장 김정하는 “막강한 국방력을 배

경으로 내각이 마음먹은대로 경제사업을 벌려나

갈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김지영, 2013b),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 우

리에게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로

력을 총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여

있다”라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리영남, 2013: 
6). 즉 안보 보장이야말로 경제발전을 위한 적극

적인 영역화 전략의 기반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신보 전문가 토론에서 김정은 

시대의 병진노선과 1960년대의 병진노선을 다음

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의 병진로선은 말그대로 경제를 희생하면서 국방

력강화에 힘을 집중하는 로선이였다. 그런데 2013
년에 제시된 새로운 병진로선은 확실히 경제발전

과 인민생활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핵억제력

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게 되면 그만큼 경제건설

에 큰 힘을 돌릴수 있게 된다는 론리다 … 핵무력

을 보유하고 새로운 병진로선이 제시되게 됨으로

써 비로소 경제적 합리성을 부단히 추구할수 있게 

된 것이다”(조선신보, 2013). 이는 과거의 병진노

선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

인 병진노선으로 볼 수 없고, 핵무기개발을 통해 

안보를 확보한 상황에서의 병진노선이 진정한 의

미의 병진노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과거 

전략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드러

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욱식(2016)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안보의 경제성’ 측면에서 설명하였

다. 그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안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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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해소하고 예산운영의 중심을 국방부문에

서 경제부문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하에서 추진 중인 개발구 정

책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살펴보면, 이상에서 살

펴본 경제특구 전략의 영역화 논리를 간과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없이는 체제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확고한 개혁개방 의

지를 바탕으로 장기개발 비전을 가지고 경제개발

구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임호열·김준영, 2015: 
12)과 같은 주장이나, 대북전문가인 조봉현(2015)
의 칼럼에서 “북한이 핵보다 경제 맛에 빠지도록 

경제개발구로 남북 경제의 맥을 잇자” 등의 주장

은 북한이 경제특구 전략을 추진한 이래 지속적으

로 작동하고 있는 ‘안보 우선, 경제 차선’이라는 북

한 경제특구의 영역화 논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

지 못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만,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런 극적인 변

화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위의 주장들과는 달리 북한의 특구 정책은 

우선 순위는 경제발전이 아니라 지정학적 안보 조

건의 마련에 있다는 시각에 계속 기반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의 차별성: 

분산화/분권화

김정은 체제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

발구 정책이 기존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가장 중

요한 차이점은 그 설립목적과 그에 따른 운영방

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
년 6월 28일에 발표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인 ‘우

리식 경제관리방법(6·28 방침)’의 핵심은 협동농

장과 기업소에서의 자율성의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협

동농장에 규모가 축소된 분조를 중심으로 한 ‘분조

관리제’와 함께 영농방식 및 초과생산분에 대해 자

율성을 부여한 ‘포전담당제’를 도입하였으며, 공장 

및 기업소의 경우 계획수립, 생산, 판매, 수익 처

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해당 공장과 기업소

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에 대해 한마디로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양문수, 2014: 7). 2014
년 5월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담화( ‘5.30담화’)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

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

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

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

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

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

(김치관, 2015). 베이징대 진징이 교수는 ‘5.30 담

화’에 대해 “북한 전역 모든 공장과 기업, 회사, 상

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 생산권, 분배권

에 이어 무역권까지 원래 국가 몫이던 권력이 하

방돼 공장, 기업의 독자적인 자주경영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찌 보면 가장 획기적인 조처”라고 

주장하였다(진징이, 2014). 2012년 ‘6.28방침’과 

2014년 ‘5.30담화’에서 나타난 ‘우리식 경제관리방

법’의 핵심은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권한과 역할을 

하부단위로 이양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이는데 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구 정책의 도입 

역시 이러한 대내경제관리체제의 개편 또는 개혁

의 방향성을 대외경제정책 부문에서 실현한 것으

로, 경제특구정책에서 분산화 또는 분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구 정책의 도입에 있어 분권화와 관련

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 우선 경제개

발구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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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서기장은 이러한 구분이 가

지는 의의에 대해 “경제관리에 대한 중앙집권적 

원칙과 매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할 데 대한 사회

주의 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각 도들에서 자

기 지방의 개발구들을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조정훈, 2015). 
즉 기존의 경제특구의 운영과 관리는 중앙특수경

제지대지도기관 등 중앙정부의 소관이었으나, 지

방급 경제개발구의 도입은 경제특구 운영에서 분

권화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과거에는 북한과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

에서 경제협력사업을 합의해도 이후에 북한 중앙

정부에 의해 결정이 번복되면서 협력사업이 원

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Lee, 
2014a). 그러나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개발구 설치가 허용되면서 대외경제관계

를 확대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진징이 교수(2014) 또한 

경제무역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서 리일철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지역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경제개발구의 개발계

획과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개발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밝혔다(2015: 92). 이와 

더불어 각 도 및 직할시 인민위원회 산하에 경제

개발구를 관할하는 경제지대개발국을 새롭게 설

치하였다. 한편 유현정(2014)은 북한의 개발구는 

중앙기관의 개입 또는 관여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

에 중국의 개발구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을 중국의 개발구가 아니라 기존의 북한의 경

제특구로 한다면, 분권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

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 

단락의 경제개발구 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분명하

게 드러난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구 정책의 중요한 의의는 경

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제주체들

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개

발구법(이하 개발구법)에 따르면 개발구 창설 승

인,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계획의 승인 등 최

종 승인권한은 중앙정부기관에게 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하 라선법)

과 비교할 때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지

점이 있다. 우선 개발구법은 개발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담고 있는데 반하여, 라선법에서

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개발구법 제20
조(개발당사자)에 따르면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

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

발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

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즉 경제개발구 개발 주체가 지방기관, 

기업소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게까지 확대되었

다. 또한 개발구의 개방방식을 정하는데 개발기업

과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3
월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제4조(개발방식)에 따르면“경제개발구

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에 맞게 중

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

회가 합의하여 정한다. 경우에 따라 개발기업과

도 협의하여 개발방식을 정할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라선법의 경우 제12조에서 “경제

지대의 개발은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발구법 제22조에서는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은 지역국

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발기

업이 작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경제개발

구의 계획, 개발방식 선정,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

에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권한과 역할이 높아졌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경제연구 제157호에 발표된 논문 ‘경제특

구와 그 발전방향’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경제특

구 개발과 건설에서 직접방식과 간접방식을 취하

는데, 직접 방식은 정부가 경제특구의 개발에 직

접 관여하고 지도하는 방식인 반면에, 간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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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외기관 즉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대

학. 기업체들이 경제특구의 개발과 건설을 진행

하고 정부는 여러면에서 간접적인 지도와 지원만

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리승준, 2012: 55). 기존 

경제특구들은 직접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경제개발구의 경우 간접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에서 차별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런 흐름은 경제개발구 채택 이전부터 본격화되었

는데, 2009년 12월 라선 경제특구를 특별시로 승

격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연

변대학에서 개최된 두만강포럼에서 북한 조선사

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상학 연구원은 특별시 승

격을 통해 라선지대 개발과 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상당부분 라선시에 부여하였다고 설명하였다(박

종국, 2010). 이런 의미에서 개발구의 설치는 라선 

경제특구에만 부여된 자율성이 전국적인 차원에

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지방급 경제개발구 도입의 중요한 목적

의 하나로 지방경제의 발전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경제특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자본 유치

와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써의 성격

이 강하였다면, 경제개발구의 경우 주요한 초점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 리순

철 실장은 “도단위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지방경제

의 균형적발전과 도주민들의 생활향상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조선에서도 지방예산

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나라가 국가적 시책으로 실

시하는 것 이외에 도, 시, 군이 자기 예산을 가지

고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도록 되여 

있다. 경제개발구의 성과적 운영은 지방산업의 발

전과 더불어 주민생활에 환원되는 지방예산의 확

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김지영, 

2013c). 즉 경제개발구 사업을 통해 지방의 다양

한 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방 예산의 확충

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에 대해 싱가포르 대북교류 비정부기구인 조선 익

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과 같이 긍정적

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각 도에 지방급 경제개발구 

설립이 허용되면서 지방간 경쟁의 확산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북한 전역에 경제개발구가 건설되면

서 서로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북

한 관료들 머리 속에 자리잡았다”(민경락, 2015). 
이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지방간의 지나친 경쟁

이나 지방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발구 

정책에 있어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는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로명성은 “[우선 중

요한 것은] 각 도의 경제개발구들이 전국적인 경

제발전전략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각 도들에 경제

개발구들을 내오는 것만큼 매 지역들이 자기 지역

의 경제발전만을 추구하면서 국가적인 경제발전

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2015: 40)라
고 주장하였고, 조선경제개발협회 윤용석 국장 또

한 다른 국가의 경제특구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급

하면서 “우리는 경제개발구의 운영에서 지방경제

를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특수경제지

대들을 너무 많이 내와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관리가 힘들어져 결과적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하

게 나타나는 폐단도 있다. 유리한 지역에 창설된 

개발구는 빨리 발전하는데 그러지 않은 지역은 성

과를 거두지 못한다”(김지영, 2013a)는 점을 강조

하였다. 경제개발구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

르지 못했음에도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경제개발구 정책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방증한다

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차원에서 경제개발구를 허용한 것

은 중앙정부가 재정 제약 등의 문제로 지방경제

발전의 과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에 이를 전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경제

연구’에서 로명성은 경제개발구의 발전을 통해 수

출을 촉진하고 지방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국가의 부담 없이 각 도

들이 자체의 힘으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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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개발구의 개발

을 위해 지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을 유

치하여 “대외채무를 동반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큰 부담없이 자체로 해당 지역들의 하부구조를 개

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로명성, 2015: 
40). 즉 인프라 낙후, 미비 등이 심각한 북한의 지

방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아니라 경제개발구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논의한 지방경제발전과 관

련지어 경제개발구 설치를 북한에서 심화되고 있

는 지방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중의 하나로 평양에 대한 집중 개발을 들 수 

있다. 평양국제공항,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평양

민속공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청춘

거리 체육촌 등 다양한 건설사업이 평양을 중심

으로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은 정부

의 투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그 결

과 평양과 지방간의 경제불균형 문제는 점차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경락, 2015; 자
유아시아방송, 2016).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설치

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해

하는 시각도 있다. 임을출은 “북한 내부에서도 평

양중심으로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평의 목소리가 반영되니까 김정은도 지방주민

들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발

구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개발구는 지역균형 발

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보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국민통일방송, 

2015). 평양은 일종의 체제선전을 위한 ‘전시 도시’

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어 대규모 자본의 집중 투자

를 통한 도시미화사업과 체육위락시설 건설을 추

진하는 반면에, 지방경제발전의 문제는 경제개발

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즉 지방에 대한 자

율권의 부여와 함께 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인 개방전략을 통해 지방경제의 회생을 꾀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모든 경제개발

구의 설립 목적을 이런 관점에서 일반화하여 해석

할 수는 없다. 2014년 7월 발표된 은정첨단기술개

발구 등 평양 인근의 개발구들의 경우 북한이 현

재 중시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산업 중

심의 지식경제 육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이춘근·김종선, 2015). 

4. 북한 경제개발구의 확대:  

중국식 개혁개방?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논의들은 일반적

으로 북한 개혁개방의 가능성, 한계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특히 개혁개방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

장 널리 사용되는 비교모델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다. 단지 학문적 차원의 비교만이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은 북한에게 적합하고 바람직한 견

본(template)이자 미래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

시 말해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은 북한이 따라야 

할 규범적 모델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

는 국내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덩사오핑 이후 중

국 지도부에서도 이런 의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내

었다(Gray and Lee, 2015; Chanlett-Avery et al., 

2016). 특히 2000년대 이후 북중경제협력의 확대

를 통해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학습하도

록 유도하였다. 중국의 학자들은 기존의 경제지

원 일변도에서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에 대해 “수

혈(輸血)에서 조혈(造血)(from a blood transfusion 
to blood making)”(Chen, 2006: 25)이라고 표현하

거나,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에서 낚시하는 방법

을 가르치는 것”(Wang, 2011: 20)이라고 평가하였

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중국

의 의지를 좌절시켰지만, 2009년말 이후 북중관

계의 급진전과 북한 접경지역에 북중 공동 경제특

구 설치는 기대감을 다시 증폭시켰다. 특히 북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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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이수혁(2011)을 비롯하여 많

은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는 중국

의 모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6.28방침 등을 통한 경

제개혁의 확대와 함께 경제개발구의 전국적 확산

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외부의 기대감을 더

욱 높였다. 김정은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

을까라는 질문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이를 보여준다(남문희, 2012; 박현, 2012; 
김치관, 2015; 정욱식, 2016). 이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북한의 경제부문의 변화에 대해 대체로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백학순은 김정은 정권에서 새롭게 설치된 

경제개발구를 근거로 북한의 정치와 경제개혁은 

1970년대와 80년대 중국과 베트남을 연상시키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

이고 이제는 돌아갈 길도 없다고 단언하였다(Phil-
lips, 2015). 중국 내 대북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최

근 상황을 1980년대 중반 중국의 경제개혁과 유사

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경제개발구

는 “북한의 개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보았

다(이기현, 2015: 13). Gray and Lee(2015)는 1990
년대 초반 라진·선봉 특구는 중국의 경제특구를 

따른 최초의 시도로,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은 지

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성공 경험을 모방하

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김정

은 체제에서의 구체적인 경제개혁 관련 조치들이 

1970년대말, 1980년대 초 중국 개혁경험을 면밀

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서, 북한의 경제관리체제

와 경제활동은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 이미 많이 

벗어났다고 단언하였다. 북한의 개혁을 단선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의 확산은 개혁의 비

가역성을 보여준다고 보았다(Gray and Lee, 2015: 
10; 17). 중국의 대표적인 대북전문가 진창이 연변

대 교수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이미 북한 

사회의 변화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 상황을 넘어섰

다”고 주장하였다(김보근, 2015).10)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AP통신

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포

함한 다른 나라와의 경제개혁(economic reforms)
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조정훈, 2012). 

세계수출가공구 연합 사무총장인 Jean-Paul 
Gauthier는 경제특구에 대하여 국가, 지역, 세계

적 차원에서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개혁

을 위한 시험장(testing ground)으로써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Gauthier, n.d). 다시 말해 경제특구는 

일정 공간에서의 개혁 실험을 통하여 향후 전국적 

차원의 경제자유화를 이루는 전초기지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Beattie and Fifield, 2005). 이러

한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특구 역시 새롭고 혁신적

인 정책과 조치들을 실험하는 실험실이자 외부세

계를 향한 창문의 역할을 하였고, 초기 경제특구 

실험이 성공하면서 관련 정책들과 특혜들이 1992
년까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Yeung et al., 

2009: 235).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를 북한에도 그

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중

국의 경험을 빗대어 북한 역시 경제특구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개혁과 개방으

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조봉현, 

2014). 장용훈은 “북한의 개방이 과거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점에 머물렀다면 경제개발구까지 가

세하면서 접경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선과 면으

로 확대되는 양상”(2013: no page)이라고 주장하

였다. 즉 중국의 경제개방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점-선-면’의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북한 역시 중국과 동일한 개방 경로를 따르는 것

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현정(2014)은 중국의 경제특구와 개

발구를 구분지어 설명하면서, 북한 개발구의 의

의에 대해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하였다. 즉 중국

의 초기 경제특구들이 격리와 폐쇄성의 특성을 가

지고 있는 반면에, 이후에 지정된 개발구의 경우 

경제특구의 성과를 중국 전역에 확산하는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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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의 개발구

는 경제특구와 중국 내지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

을 담당하는 특수한 경제지역으로서, 중국의 개

방정책을 점-선-면-전방위의 4단계 개방정책이

라고 한다면 점형 개방이 선·면형 개방으로 확대

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대라고 할 수 

있다”(유현정, 2014: 44).11) 그러나 북한의 개발구

는 여전히 격리와 폐쇄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는 점에서 유현정은 북한의 접근은 개발구 본연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의 개발구 정책이 지방정부의 창의적 개발사업을 

인정하고 경제발전의 성과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개발구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

고 개발구를 북한의 내지와 격리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bid., 54).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문제는 개발구 본연의 기능을 어떻

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수 있는 여지

가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개발구 역시 구획화

(zoning)의 한 형태일 뿐, 이를 개발구의 원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들이 중

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특구 정책의 변

화과정을 살펴본다면, 중국의 개혁개방과 유사하

지만 상이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경제개혁의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경제개혁 관련 조치들이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거쳐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의 초

기 개혁과정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분조제의 실험 등 북한의 6.28방침의 경우 그 구

체적 내용에 있어 중국의 초기 농촌개혁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방에 

있어서는 ‘점-선-면-전방위’와 같은 중국 경제개

방의 과정을 따르기보다는, 경제개발구의 북한 전

역의 설치는 오히려 ‘점의 확대’로만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규정하는 개발구는 중국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북한에

서 개발구는 경제특구, 북한 용어로 특수경제지대

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서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강정남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라고 할 때 그것은 특수경제지대

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수경제지대는 경제무역

활동질서가 국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설정된 지

역이다. 다시 말하여 해당 나라가 일정한 지역에 

구획을 갈라놓고 거기에만 적용되는 법과 규정

들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출입 및 경제무역활동 

등의 여러 측면에서 특혜와 편의가 보장되는 지

역을 특수경제지대라고 한다.…자유무역지대에

서의 경제무역활동은 물리적인 장벽으로 둘러

막힌 상태에서 진행된다(강정남, 2014: 117-8).

Yeung et al (2009)는 중국 경제특구의 의의에 대

하여 해외투자와 대외무역의 자유화를 통한 세계

와의 전방연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후방연계가 동시에 작동하였다고 소개하였

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특구는 “실험, 확산, 조

화(experimentation, propagation, and harmoniza-
tion)”의 단계로 중국 전역에 일반화되었다는 것

이다(Yeung et al., 2009: 226). 이들은 여기서 경

제특구와 개발구를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

서 논의한 유현정의 구분에 따르면, 경제특구는 

세계경제와의 전방연계 효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

는데 반하여, 개발구는 전후방 연계효과 모두 강

조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특구에서의 실험을 국가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북한은 경제특구와 개발구 모두 전방연계에

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개방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즉 Jo and Ducruet은 라선 경제특구

의 입지논리에 대하여 국가핵심지역으로부터의 

단절과 함께 외부경제와의 연계 강화라고 보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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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2007: 929), 이러한 논리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유현정(2014: 
55)은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하나의 섬(island)”으
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유사한 맥락

에서 임을출 역시 북한의 개발구를 ‘고립형’이라 

규정하면서 경제특구와 개발구 모두 외부와 연결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국민통일방송, 2015). 그
러나 아직까지 성공한 경제특구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중국의 모델

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

에 대한 성급한 규범화된 접근에 다름 아니다. 오

히려 신종호는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체제안정에 위협적인 요

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개혁개방의 폭과 범위를 ‘점’ 단계로 제한할 가능

성이 높다”(2015: 142-3)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주장처럼 김정은 체제에서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정책은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였다고 보

기보다는 지방 경제발전과 체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

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서 발표된 논문에

서 리일철은 다른 국가의 경제특구 개발목적과 북

한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체로 다른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일정한 

지역에 경제개발구라는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고 

여기에 다른 나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려고 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 하

나는 나라의 전지역에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경험을 쌓자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나라의 경제를 개혁, 개방하기 위한 길을 

열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각 도들에 경제개

발구를 내오고 여기에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목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우리 나라 각 도 경제

개발구들에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려는 주요목적

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진 오

늘의 실정에서 나라의 전반적인 지역들의 특성

에 맞게 경제를 하루빨리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선진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리일철, 2015: 

90).

이런 맥락에서 북한 정부에서 영문으로 발행하

는 “Foreign Trade” 저널에서 북한의 개발구에 대

해 “조선형 경제개발구(Korean-style economic de-
velopment zones)”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Jo, 2015: 5).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Yeung et al(2009)의 경제

특구 발전단계를 북한에 적용시킨다면, 북한의 경

제특구 정책은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경제특구, 개발구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점-선-면’과 같은 확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의 리일철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오히려 “합영, 합작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나

라의 여기저기에서 이것저것 합영, 합작기업을 벌

려놓지 말고 될수록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특수경

제지대에 외국투자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박

윤철, 2015)는 주장이나 경제개발구법에서 나타난 

지역선정원칙(제11조 3항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경제특구 공

간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확대된 보편공간으로 발

전하기보다는 여전히 예외공간으로 작동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김정은 체제에서 새롭게 채택된 

경제개발구 정책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특구 특유

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

고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 채택 여부 등을 살펴보

았다. 북한의 영역화 전략에는 ‘안보 우선, 경제 차

선’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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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채택된 경제개발구의 경우 지방정부를 비롯하

여 다양한 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채택하였다고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또는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중국의 

개혁개방모델을 규범화하여 이를 잣대로 북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르는 단선적이고 목

적론적인 경로로 가두어 설명하는 경향을 비판하

였다. 

이석기는 북한의 개발구 정책에 대하여 특수

한 지역에만 한정된 예외적 정책이 아니라 보편

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의 폐쇄적인 경제특구에서 개방적인 경제개발구

로의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이승현, 

2015).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

책은 오히려 예외성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지정학적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Kevin Gray(2015)
는 북한의 지정학적 조건이 개혁개방 초기 중국보

다 훨씬 불리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경제특구가 중국 션전 특구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역으로 향후 경제개발구 등 북한의 새

로운 경제특구가 북한의 경제와 체제에 어떤 역할

을 할 수 있을지는 북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 

등과도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기존의 폐쇄와 개방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가두

지 않고, 북한의 경제특구와 관련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북한의 경직된 경제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현재 경색된 한반도 지정

학적 질서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주

1) 한국 경제지리학계에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는 아

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련된 연구로 

체제전환에 대한 김부헌·이승철(2008)의 연구와 국내 경

제특구에 대한 문남철(2002), 김준우(2004), 김보라·최진

무(2014) 등이 있다. 

2) 남북경협정보센터, 북한의 경제특구: http://www.kita.net/

interkorea2/html/business/map_special1.jsp.

3) 1990년대 라선경제특구의 실패원인으로 인프라 미비, 중

앙의 지원부재와 행정관여, 투자유치 관련 서비스 및 정책

의 부실 등 내부적 요인과 함께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

가의 투자정책 및 여력 부족, 경제난과 안보불안에 따른 국

제사회의 불신 등을 들고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 

지식사전: 나진·선봉 경제특구: http://nkinfo.unikorea.

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k

oreanChrctr=%E3%84%B4&dicaryId=46). 

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 지식사전: 나진·선봉 경제특구: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

Dicary.do?pageIndex=1&koreanChrctr=%E3%84%B4&di

caryId=46.

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 지식사전: 금강산관광사업: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

cary.do?pageIndex=2&dicaryId=177&searchCnd=0&searc

hWrd=

6)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추진 경과: http://www.unikorea.

go.kr/content.do?cmsid=1451.

7) Doucette and Lee(2015)는 한반도 내외의 지정학적 현실에 

따른 개성공단의 부침에 대해 ‘실험적 영역성(Experimen-

tal territoria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8) 통일부 북한자료센터(2009)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경제부

문을 자립경제체제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았다.

9) 이 섹션의 논의는 Lee(2014b)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10) 물론 모든 이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

는 것은 아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Katherine Moon은 북

한의 변화를 중국식 개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였다. 그녀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경제관련 조치들은 시장

개방이나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기술의 학습을 통

해 경제를 발전시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다름 아

니라는 것이다(Kim, 2016). 

11) 중국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지리학에서의 대표적인 연

구로 안재섭(2002)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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