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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이 글은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에 대해 일정한 개념틀을 가지고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북한 경제체제에
관한 북한경제 전문가 설문결과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활용한다.
북한의 현재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공통점과 상이점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전문가 평가에서도 북한
경제개혁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특수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갈
렸다. 전자의 경우, 개혁의 내용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하다는 점, 특
히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계획 위주에서 계획/시장 병행으로 전환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후자의 경우, 북한의 특수성은 예컨대 3대 세습과 같이 정
치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며, 경제적으로는 가격/소유권 등 부문별 개혁의 불
균등성, 현실 변화의 사후적 승인으로서의 성격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계획/시장 병존의 체제가 형성된 데는 경제난, 재정난이라
는 배경이 중요하지만 북한 특유의 ‘자력갱생’ 방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 요인이다. 특히 ‘자력갱생’ 방침으로 인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개
인, 기관, 지방이 경제의 핵심 5주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들이 시장화의
진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권력층, 돈
주(錢主)가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현재와 같은 경제체
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을 형성하게 되는 등 현재 경제체제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성격, 나아가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핵심주제어: 북한, 경제체제, 개혁, 소유권, 가격
JEL Classification: O17, O38, P1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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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경제난 이후 북한경제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발생했다. 오늘날의 북한경제는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른바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
로부터 크게 이탈한 상태이다. 전통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은 상당 정도 와해된 반면
시장화는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체제는 아직 형성되지 않
은,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으며, 특히 김정은 시
대 들어서는 종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경제개혁적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또한 분야
에 따라서는 체제이행기 국가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권위주의 체제의 개도국에서 관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의 북한 경제체제는 얼핏 보면 그 내부에 상이한 성격과 다양한 요소를 보유하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혼종경제의 인상도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특히 오늘날 북한
경제의 성격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북한경제 연구자
들에게는 핵심적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경제난 이후 북한경제 체제
의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성과는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북한 경제체제 문제를 정면에서 다
루어보고자 한다. 즉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를 일정한 개념틀을 가지고 설명을 제시
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경제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특히 경제난 이후의
추세와 현재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되, 경제개혁에 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 경험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경제의 작동원리와 작동 구조의 문제도 포함된다.
둘째, 이러한 북한의 경제체제가 형성된 배경, 유지되는 원인 등 현 경제체제의
전반적인 동력은 무엇일까. 달리 보면 현 경제체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체제인가
구조적으로 형성된 체제인가, 나아가 현 경제체제는 가역적인가 불가역적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질문이 주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보조적 질문이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량
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을 병행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성적 접근만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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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다만 현재의 북한경제는 2021년이 아니라 2019년까지로 국한시킨다. 2020년부터
의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체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문제는 지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다루지 않는다.
한편 이 글에서는 경제체제에 관한 새로운 개념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중국, 구
소련, 동유럽 등 기존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 및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활
용해 간단한 개념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또한 북한 경제체제라는 주제의 방
대함에 비해 지면은 크게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북한 경제주체들의 행
동양식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북한 경제체제 및 북한
경제개혁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해 북한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실
시해 그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하 이 글의 2장에서 북한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분석을
위한 개념틀을 정립하며 3장에서는 경제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의 변화를 개관한다. 이어 4장과 5장에서는 기관, 지방, 기업 등 북한경제를 구성하
는 주체들의 행동양식과 상호작용을 2장에서 정립한 개념틀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
이다. 6장에서 이러한 분석결과와 함께 북한경제의 개혁에 관한 북한경제 전문가 설
문결과를 활용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뒤, 7장에서는 이 글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예비적 논의
2.1 선행연구 검토
이 글의 주제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다소 제한적이다.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성과들까지 포함해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검토하기로 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보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의 작동과
관련된 간단한 개념틀을 통해 경제난 이후의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경
제체제의 현상 및 특성을 정리한 연구, 둘째, 북한 시장화에 관한 연구 중 정량적 연
구, 셋째,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중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넷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단계의 공통적인 경험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의 단계론에
관한 개념틀을 가지고 북한 경제체제의 단계를 평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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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 규명 및 특성 파악에 관한 연구
경제난 이후 북한경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틀로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었던
것이 이중경제론, 특히 계획과 시장의 이중경제론이었다. 실제로 경제난 이후 북한
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크게 위축･약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화
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계획경제를 대체해 나갔다. 물론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여전
히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경제가
되었고, 따라서 북한경제를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 특히 개혁개방기의 중국에서 나
타났던 것처럼 계획과 시장의 이중경제로 설명하는 연구가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했
다(이영훈, 2005; 양문수, 2005; 임수호, 2008 등).
그런데 이러한 계획과 시장의 이중경제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의 이중경제론을 제시하는 흐름도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인 김석진(2010), 김석
진 외(2014)는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적 특성은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아니라 소유관
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경제를 설명하는 틀로서의 계획과 시장의 이중경
제론은 한계가 많다고 주장했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개혁/체제전환 경험에 입각한
비공식화 가설의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한 김병연(2012) 등도 크게 보아 이
범주에 속한다.
또 다른 형태의 이중경제론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특권경제와 일반경제의 이
중경제론이다. 김광진(2007)의 경우, 북한 경제를 인민경제와 궁정경제로 구분해 파
악했다. 인민경제는 일반적인 계획경제로서 내각이 관할하고 책임지는 경제영역을
말하고, 궁정경제는 당경제와 군사경제를 포괄하는 범주인데 최근에는 특권경제, 특
수경제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특권경제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이어 이른바 3중경제론, 4중경제론 등의 가설들
도 잇따라 제시했다. 차문석(2009)의 경우, 인민경제, 특권경제, 시장경제의 3중경
제론을 제시했다. 최봉대(2008)는 북한의 국가경제는 최고지도자의 ‘혁명자금’ 경제
(통치자금 경제), 특수단위들의 ‘특수단위’ 경제, 그리고 내각의 ‘인민경제’라는 3개
의 경제블록의 위계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타마키 모토이(玉城素,
1999)는 인민경제, 군사경제, 당경제, 비공식경제 등 4중경제론을 제시했으며, 성채
기 외(2003)도 유사한 주장을 폈다.
이런 3중경제론, 4중경제론은 이른바 구획경제론, 분할경제론(박형중 2009, 이정
철 2010)으로 이어졌다. 이는 북한경제가 내부적으로 보면 상이한 독립적인 경제단
위들로 구획이 정해져 있다는, 혹은 분할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경제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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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가 일반적인 의미의 순환구조를 가진 국민경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즉
북한 사회경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의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경제난 이후의 북한경제를 설명하는 데 일정 수준의 유용성은 분
명히 존재하지만 그 설명력에 뚜렷한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계획과 시장의 이중경제론의 경우, 현재 북한경제에서 계획은 존재하지만 범위와
기능은 크게 축소되고 시장은 범위와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이제 계획은 과
거의 계획과 전혀 다르다. 사전적인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계획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가 이를 대체했다. 아울러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의 일부는 계획체계 내부에 공식 편입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경제를 계획과
시장의 이중경제론으로 설명하는 데는 그 한계성이 꽤 크다.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이중경제론도 유사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시장
거래 활동 중 상당부분이 비공식적 성격을 띠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공식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북한경제를 공식/비공식경제로 구분하는
유용성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특권/일반의 이중경제론, 3중경제론, 4중경제론, 나아가 분할경제론, 구획경제론
은 북한경제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개념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경제
의 총체적인 작동원리와 작동방식에 대한 분석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즉 북한경제
를 구성하는 각 영역들이 대체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완전
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내각경제이든 당경제, 군경제 등 특권경제이
든 모두 다 공적경제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 사실 특권/일반경제의
이중경제론이든, 3중/4중경제론이든, 분할/구획경제론이든 북한경제체제의 성격규
명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북한경제의 특성, 더욱이 특징적 현상에 관한 논의에 가
깝다.
한편 계획/시장의 이중경제론이든 공식/비공식의 이중경제론이든, 비록 한계가
있다고 해도, 2010년대 들어서는 논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아우르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연구/논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계에 적지 않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1) 즉 내각경제만 공적경제로 파악하고, 특권경제는 그와는 상관없는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파악해서
는 곤란하다. 특권경제의 경우, 일반경제보다 ‘특권’이 많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기능
은 당, 군과 같은 국가조직의 유지에 있다는 점을 시야에 넣어야 한다. 즉 공적인 역할의 수행이 우
선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일반경제와 특권경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북한의 공적경제가 작동하는
특수한 방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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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북한 시장화의 규모/비중 추정에 관한 정량적 연구
북한의 시장화 혹은 비공식경제, 사경제에 관해서는 방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 글의 주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시장화
규모와 비중에 관한 정량적 연구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시장화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보아 북한의 거시통계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법과 탈북민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석(2009), 정형곤
외(2012) 등은 전자의 범주에 속하고 이 석(2009), 김병연･양문수(2011), Haggard
& Noland(2010) 등은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신뢰 가능한 북
한의 거시경제 통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후자의 경우, 탈북민 조사가
가지는 대표성/신뢰성 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연구자체가 정체 상태이
며, 특히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추세 및 김정
은 시대의 시장화 규모/수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이종규 (2014)는 북한의 시장화 추세/규모를 추정한 정량적 연구들을 한데모
아 정리하면서 북한의 시장화 추세가 1990년대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에
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석진(2019)도 북한의 비공식경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1990년
대 위기의 시기에 일시에 급등했고, 그 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 혹은 시장화의
비중은 1990년대 위기의 시기에 상승했고, 이후 2000년대에도 상승세를 보였고, 더
욱이 2010년대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는 관찰 결과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1990년대 초 경제난 발생 이후 현재까지 30년 동안의 시장화의 추세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2.1.3 북한 경제개혁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여기서는 지
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 글의 주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해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을 간단히 검토한다.
김정일 시대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에 대해 ‘개혁적 성격’을 부여
한 학자들은 개혁･개방 초기 중국과의 비교연구에 적극 나섰다(이찬우, 2003; 권영
경, 2004; 홍익표 외, 2004 등). 이들은 북한의 7.1 조치에 대해 중국의 초기 개혁
조치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도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는데 특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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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개혁의 범위와 수준은 북한이 중국에 훨씬 뒤져 있다고 보았다.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개혁적 성격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중국과
의 비교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다만 중국과의 비교를 포함해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는 7.1 조치에 대한 연구보다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2003)가 7.1 조치가 중국의 1980년대 ‘전반’의 경험과 유사성을 보인
다고 주장했다면 박형중(2015)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1980년대 ‘후반’ 중국의
양상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7.1 조치
보다 개혁적 성격이 진척되었을 가능성을 국제비교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국과 비교한
김석진(2013), 박형중(2015)은 북한의 농업과 국유기업의 개혁뿐 아니라 사기업･사
경제라는 경제주체/범주에 큰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7.1 조치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다. 사기업은 북한의 신흥부유층인 이른바 ‘돈
주(錢主)’들이 운영하며, ‘사회주의 모자를 쓴 시장기업’으로서 활동중인데 이러한
형태의 기업은 중국에도 존재했으며, 특히 개혁･개방 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했다.
다만 북한의 개혁조치와 중국의 경험을 비교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농업개혁, 국
유기업개혁, 사기업과 같은 미시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정･금융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측면은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관한
북한의 공식문헌, 특히 2016년에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은 등 연구의 체계성과 실증성이 다소 부족하다.

2.1.4 북한 경제개혁의 단계 평가에 관한 연구
또 하나의 연구 흐름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단계적 진행에 관한 개념틀을 가지고
북한 경제체제를 평가한 연구이다. 특히 특정 시점의 북한 경제체제 혹은 경제개혁
이 사회주의 경제개혁 진행의 보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 연구는 박형중(2004)이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를 아
우르는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해체 단계론을 제시했는데 경제분야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성립부터 해체까지 다음의 단계를 밟아간다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
다.2) 즉 스탈린적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 → 부분 분권화된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
2) 박형중(2004), p.67-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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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혁체제) → 사회주의 상품경제3) →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의 순서를 밟아 해
체되어 간다는 것이다. 통상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에 대해서는 단일단계론 혹은 2개
단계론을 펴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한 단계를 추가해 3단계론을 폈다는 점에서 눈길
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2004년 시점에서의 북한경제가 부분개혁체제에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가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성
과를 내놓았고 그의 개혁 3단계론은 학계에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었지만 광범위하
게 수용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민준규･정승호(2014)도 북한 개혁의 진전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경험에 대해 단계구분적 접근법을 취한 사례이다. 이들은 김정은 시대
의 개혁조치에 대해 개혁의 수준을 중국, 구소련의 경험에 비추어 정량적으로 평가
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중국, 구소련의 경험에서 개혁과 체제전환을 연속적인 것으
로 간주하고 5개 부문에 대해 각각 4개 단계로 구분했다. 즉 가격자유화의 경우, 코
시긴 개혁과 중국 1단계, 페레스트로이카, 중국 2단계, 체제전환으로 구분하고, 금
융제도는 코시긴 개혁, 중국 1단계와 페레스트로이카, 중국 2단계, 체제전환으로 구
분하는 식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전문가 평점을 통해 김
정은 시대 개혁의 수준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들의 연
구성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이 국내에 입수되기 전이고, 따
라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내용이 외부세계에 덜 알려진 시점에서의 평가이기
때문에 개혁의 진전도가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접근방법
등의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 연구에서의 분석틀(후술)
형성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이행경제론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석기 외(2014), 이
일영(2009) 등은 북한을 이행기 경제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석
기 외(2014)는 자세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
주의경제보다는 이행경제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
러 이일영(2009)도 자세한 설명 없이 북한경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행기 경제
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기 경제로서의 북한경제는 현재 아이디어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경제의 단계론에 관한 개념틀을 가지고 북한 경제체제의 단계를 평

3) 공유제 기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면서 시장조절의 보조적 기능을 활용하는 “계획경제 위주, 시장
경제 보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표제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3년 전면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공식화하기 전까지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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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연구는 한계도 적지 않다. 이런 단계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보편적 경험이 존재하며, 더욱이 개혁은 상당 정도 단선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
제로 한 논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주의 개혁 경험에 공통점이 없다는 주장도
없지 않으며, 더욱이 개혁이 단선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비판의 여지도 많다. 따라
서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편적 경험과 함께 국가별 특수성을 동시에 논해야
오류를 다소 줄일 수 있다.

2.2 연구의 분석틀
2.2.1 경제체제의 분류기준
현대의 경제체제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포괄적인 분류/유형화는 경제체제
론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교과서적 견해인 Gregory and Stuart(2004)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들은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5가지 속성을 제시하고
이들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체제를 유형화 했다(표 1 참조).4)
<표 1> 경제체제의 분류: 순수한 체제
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

자본주의

의사결정 구조

주로 집권화됨

주로 분권화됨

주로 분권화됨

정보 제공 및
조정 메커니즘

주로 계획

주로 시장

주로 시장

재산권

주로 국가소유

국가 소유 그리고/ 또는
집단적 소유

주로 사적 소유

인센티브

물질적 및 도덕적

물질적 및 도덕적

물질적

공공선택

독재

-

민주주의

자료: Gregory, P. R. and R. C. Stuart(2004), pp.29-31.

즉 의사결정구조, 정보제공 및 조정의 메커니즘, 재산권, 인센티브, 공공선택 등
5가지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제공/조정 메커니즘과 재산권이다. 다
만 고전적 사회주의 및 개혁 단계에 대해서는 자원배분 메커니즘과 소유권이라 부르
는 경우가 많다.

4) Gregory, P. R. and R. C. Stuart(2004), p.2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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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경제개혁과 체제전환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코르나이(Kornai)의 개념 정
의에 따르면5) 첫째, ①공식적 지배 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 지배에 의한 권력구조,
②국가소유권, ③(관료적) 조정 메커니즘 등 3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에 변화가
발생하고, 둘째, 그 변화는 적어도 ‘적당히 급진적’ (moderately radical)이어야 하
는데 다만 시스템의 완전한 변혁까지는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 개혁의 유형화･단계
론으로 유명한 샤방스(Chavance)의 개혁 개념 정의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6) 즉 개
혁이란 국가소유제와 단일정당제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경
제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제도적 장치의 변경인데 가장 전형
적인 것은 경제에서 수직적 연계를 감축하고 수평적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혁과 체제전환은 구별되는 개념이면서도, 연속과 단절의 양 측면을 가진
다. 경제제도의 변경 중에서 종래의 사회주의의 틀을 넘어서는 정도의 대폭적인 변
경은 ‘개혁’보다는 ‘체제전환’ 또는 ‘체제이행’이라고 불리는 게 적절하다. 따라서 개
혁은 ‘체제내 개혁’ 또는 ‘체제의 개혁’으로 불리고, 체제전환은 말 그대로 ‘체제의
전환’ 또는 ‘체제전환적 개혁’으로 불린다. 한편 구소련, 동유럽과 같은 급진적 체제
전환 사례는 개혁과 체제전환이 시기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반면, 중국,
베트남과 같은 점진적 체제전환 사례는 개혁과 체제전환이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구
분되기 어렵다.
체제전환(transformation) 또는 체제이행(transition)의 개념 정의는 비교적 단순
명확하다. 즉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진행 또는 사회주의경제로부터 자본주
의경제로의 진행인데 체제이행은 제도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체제이행
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통상 전환 정책
혹은 전환 전략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자유화, 사유화,
금융개혁 등 구조개혁이고, 또 하나는 거시경제상의 불안요인에 대처하는 안정화정
책이다. 이처럼 체제이행은 다양한 요소와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적 부
문 활동의 확대에 있다. 사적 소유 기업은 시장경제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체제이행에서 사유화(privatization) 또는 재산권 문제(property rights)가 매
우 중요하다. 흔히들 개혁과 체제전환을 구별하는 핵심 요소로서 사유화 또는 재산
권문제를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Kornai(1992). p.388.
6) Chavance(1994), p.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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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개혁과 체제전환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구소련/동유럽의 경우, 개혁이 실패하여 공산당 지배체제가 붕괴하고, 이후 단계에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작했지만 중국/베트남의 경우, 개혁이 성공하여 공산당
지배체제가 유지되면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
서 중국/베트남의 경우를 상정하면서 개혁과 체제전환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되,
체제전환은 개혁의 마지막 단계 다음에 오는 것으로 설정한다.7)

2.2.3 경제개혁의 단계론적 관점에 의한 경제개혁 진전도 평가
① 단계론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앞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난 이후 30년간 경제체제의 추세와, 2019
년 현재 경제체제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 과제의 하나이다. 이 경우 사회주의
경제의 보편적 경험을 하나의 준거로 설정한다. 즉 개혁 사회주의 단계에서 사회주
의 국가들이 경험했던 개혁과정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 이를 사회주의 개혁의
보편성으로 설정해서 이것과 비교분석해 북한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수준에 있
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인 민준규･정승호(2014)와 구체적인 방법은 다소 차
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하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에 공통적
인 경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고, 공통점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한 편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개혁의 진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
주의 국가들의 개혁 경험이 단선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물론 이 문제도 논쟁
의 대상이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동시적 고찰을 통해 오류를 줄
이는 식으로 접근한다. 개혁이 단선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의 진행 단계를 설정한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방향이라는 측면에
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경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모든
국가들이 A → B → C → D 라는 경로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A →
B → D 라는 경로로, 또 다른 나라는 A → C → D 라는 경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수용한다.

7) 물론 중국, 베트남의 경우, 현실의 세계에서는 어디까지가 개혁이고 어디부터가 체제전환인지 명
확하게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개념화를 위해 이 문제는 도외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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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주의 개혁에 관한 단계론적 논의들
한편 경제체제에 대한 Gregory and Stuart(2004)의 유형화는 사회주의가 시장사
회주의를 거쳐 자본주의로 이행한다는 단계론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개혁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단일단계 개혁론의 범주에 속한다.
개혁에 대해서는 단일단계가 아니라 2개의 단계를 제시하는 이른바 2단계 개혁론
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논의의 하나가 샤방스(Chavance 1994)의
논의이다. 그의 논의는 원래 사회주의 개혁에 관한 유형론(typology)이지만 학계에
서는 개혁의 단계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는 주로 구소련, 동유럽의 개혁의
역사를 관찰한 뒤 이를 토대로 개혁의 진행을 포함해 사회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전통적 시스템(traditional system)의 형성에서부
터 시작해 최후에 시스템의 해체에 도달하기 전의 중간 과정에 있는 개혁에 대해 시
스템의 개선(system adjustment)과 급진적인 개혁(radical reform)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8)
여기서 ‘전통적인 시스템’은 복합체 시스템과 그 이외의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그
리고 복합체 시스템은 제도적 기반(국가소유와 단일정당)과 중앙계획화(관리의 위계
제, 계획목표의 분해, 행정에 의한 원자재할당, 행정에 의한 가격결정, 이윤의 재분
배, 임금기금의 거시적 통제, 단일은행제도)로 구성되며 복합체 시스템 이외의 요인
이란 농업의 집단화, 대외무역의 국가독점, 사적 부문의 제한 등을 가리킨다(양문
수, 2003:35).
이어 ‘시스템의 개선’은 1956-79년 폴란드의 개혁, 1957-85년 구소련의 개혁,
1963-89년 동독의 개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복합체 시스템의 제도적 틀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복합체 시스템 이외의 요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를 가리킨다
(양문수, 2003:35). ‘급진적인 개혁’은 1966-6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 1968-79
년 헝가리의 신경제메커니즘, 1979-89년 중국의 개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도
적 기반은 그대로 둔 채 중앙계획화 또는 복합체 시스템 내의 요인을 대폭 수정하는
개혁이다.
따라서 개혁과정에 관한 연대기적 고찰의 결과도 그러하지만 특히 두 가지 개혁
유형의 논리성으로 보면 ‘급진적인 개혁’이 ‘시스템의 개선’보다 개혁성이 더 높은,
보다 진전된 개혁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고, 따라서 그의 개혁 유형론은 개혁 단계
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9)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나라들이 ‘시스템의 개선’
8) Chavance(1994), p.3-5, 35, 59, 195-196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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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급진적인 개혁’ 두 가지 모두를, 더욱이 순차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시스템 해체
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 중의 하나만 거치고 시스템 해체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한편 브루스(Brus 1989)도 사회주의 개혁의 유형론 및 단계론을 폈다. 그는 체제
전환 이전의 현실사회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경제체제를 전시공산주의 모델, 중앙집
권적 명령경제 모델, 규제된 시장 메커니즘(regulated market mechanism)을 수반
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모델(분권화 모델), 시장사회주의 모델 등 4가지 모델로
구분했다.10)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브루스의 사회주의 단계론보다는 샤방스의 사회주의 단계
론을 많이 수용했고,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 이론을 수용하기로 한다. 즉 사회주의
가 (고전적) 사회주의 → 시스템의 개선 → 급진적인 개혁 → 시스템의 해체의 과정
/단계를 밟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글에서도 샤방스의 사회주의 경제개혁론을 차용
하되, 필자가 나름대로 재정리하고 보완해서 활용하기로 한다.
시스템의 개선은 시스템의 조정, 계획개선형 계혁, 부분개혁 등으로 불리기도 한
다. 이는 계획체계의 개선을 통한 부분적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는 시스템의 조정
또는 전통적 시스템의 완벽화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 개혁의 목표는 국가, 기업,
개별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중앙계획의 틀
안에서 관리기술의 향상, 특히 기업관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다른 자극의 제
공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방과 기업의 의사결정 및 재정상의 단계적 분권화를 실시한다. 농업 부문
에 있어 집단농장체제를 부분적으로 완화 혹은 해체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는 가격
자유화나 사유화 등 시장경제 요소 도입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 하
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중국에서는 향진기업, 개체기업(후술) 등 비국
유기업이 개혁초기부터 등장했다.
급진적인 개혁은 사회주의 상품경제, 시장사회주의적 개혁 등으로 불리기도 한
다. 이는 전통적 계획경제의 결함을 인정하고, 계획기능을 장기성장 방향과 투자정
책에 한정하며, 미시경제적 결정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김연철,
2002:12). 여기서 핵심 과제는 시장기능의 도입을 통한 계획과 시장의 조화 추구라
할 수 있다.

9) 샤방스의 개혁유형론에 대한 개혁단계론적 해석 및 활용으로는 예컨대 박찬억(1997), p.748-749를
참조.
10) Brus(1989), pp.264-26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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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계획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이 또 다른 핵심 요소이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목표 달성해야 하는 지령성 계획이 대폭 축소 또는 아예 폐지된다. 가격자유화가 대
폭 확대되거나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국가와 기업의 경영상의 분리가 추진되는데 기
업재정이 국가재정으로부터 분리되며 기업은 완전한 독립채산 단위로 변화한다. 소
유의 측면에서도 다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소규모의 사기업을 공식적
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11) 국영기업이 근간을 이루지만, 비국영기업, 중소 사기업
등이 발전하여 국영기업과 경쟁하게 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상업은행이 등장, 초보
적인 이원적 금융체제가 형성된다. 농업 부문에 있어 집단농장의 완전 해체가 이루
어지며, 장기 토지임대 혹은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게 된다.

③ 국유기업 소유권 문제에 대한 재산권적 접근
한편 개혁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국유기업 소유권 문제를 재산권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사유화과정을 분석한 Walder and Oi(1999)12)
의 개념틀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
개혁은 재산권의 재할당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재산권의 광범위한 재할
당은 전면적 사유화 없이도 경제 내의 소유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센티브
와 조직 내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따라서 경제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험을 보면 재산권의 재할당의 특징(방향)은 첫째, 상
위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하위의 정부기관으로 재할당, 둘째,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업,
관리자, 가족, 개인으로의 재할당이다.
Walder and Oi(1999)는 국유기업으로부터 사유기업으로의 변화를 재산권13)이 재
할당되는 과정으로 보고 그 중 5개의 재할당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사회의 전통적인 국유기업 또는 집단적 소유 기업이다. 다섯 번째는 완전히
사유화된 기업이다. 국유기업과 사유기업의 가운데에 있는 세 개의 유형은 ‘개혁형
공공기업(reformed public firm)’, ‘계약형 공공기업(contracted public firm)’ 및

11) 중국의 경우, 1982년에 고용인원 7명 이하의 ‘개체기업’을 공식 허용하고, 1987년에 고용인원 8명
이상의 ‘사영기업’(개인소유기업)을 공식 허용했다. 사영기업은 ‘임노동자 고용’을 기반으로 한다
는 점에서 ‘자기 혹은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개체기업과 명확히 구분된다. 베트남은 1990년에 ‘회
사법’과 ‘사기업법’을 제정해 사기업에 대한 합법화에 나섰다.
12) Walder and Oi(1999), p.6-10을 참조.
13) Walder and Oi(1999)가 말하는 재산권은 Demsetz(1967)가 정의한 ‘권리의 묶음(bundle of rights)’으
로서의 재산권 즉 통제권, 소득권, 양도권을 말하는데 이는 Kornai(1992)의 정의와 거의 같은 개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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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공공기업(leased public firm)’이다.
이 중 개혁형은 ‘경영 인센티브 계약형’으로도 불린다. 소득권과 통제권의 일부가
기업과 관리자에게 할당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국유기업과 구별된다. 새로운 소득
권도 일부 부여된다. 이윤 분배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원칙은 이윤의 처
분 방식은 ‘사전적으로’ 정부와 기업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이 합의에 기초해 관
리자는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이다. 기업 자체 보유자금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
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적인 재산권의 재할당은, 기업의 성과를 충분히 향상시키기에
는 너무도 제한적이었다. 이윤 분배 비율에 관한 지속적인 조정과 보유자금의 지출
에 관한 제약은 관리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연성예산제약’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계약형은 ‘정부-관리 파트너쉽(government-management partnerships)’으로도
불린다. ‘계약형 국영기업’은 ‘개혁형 국영기업’보다 관리자에게 보다 확대된 통제권
과 소득권이 할당된다. 또한 소득권도 확대되어 잔여소득의 비율도 높아지며, 획득
이윤의 처분에 대한 제약도 상당히 완화된다.
이 범주 내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계약형의 보다 보수적인 형태는
개혁형의 다소 진보적인 형태와 유사하고, 계약형의 보다 진보적인 형태는 다음 단
계, 즉 임대형과 유사하다.
중국의 점진적/단계적인 개혁 및 사유화 과정은 ‘개혁형’ → ‘계약형’ → ‘임대형’
→ ‘사유화’의 점진적/단계적 진행으로 파악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이러
한 변화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들 유형이 완전히 분리
/독립된 것은 아니고, 같은 시기에 여러 유형들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경험에 기초해 계획개선형 개혁의 한 요소로서 개혁형 공공기
업을, 시장사회주의형 개혁의 한 요소로서 계약형 공공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④ 개혁의 단계론적 논의와 유의점
경제개혁의 단계 구분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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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주의 개혁의 단계 구분
분야/부문

고전적 사회주의

자원배분 메커니즘 ◦주로 계획
(가격)
◦고정가격
사적
소유

소유권

◦국유

계획개선형 개혁

◦주로 국유
◦국유가 다수
◦사적소유 전면 허
◦극히 일부 소규모 ◦일부 중소규모 비
용
비국유허용
국유, 사유 허용

◦일원적 금융제도 ◦일원적 금융제도

사 례

시스템의 해체
≒ 체제전환 개시

◦주로 계획
◦계획과 시장 병행
◦주로 시장
◦주로 고정가격 일 ◦부분적 혹은 전면
◦가격자유화
부 가격 조정
적 가격자유화

국유기업
◦전통적 국유기업 ◦개혁형 공공기업
재산권
금융

시장사회주의형
개혁

◦계약형 공공기업
◦이원적
등

금융제도

◦금융제도 발전

◦구소련(1957~85) ◦체코(1966~69)
◦폴란드(1956~79) ◦헝가리(1968~79)
◦동독(1963~89)
◦중국(1979~89)

자료: 필자 작성

한편 앞에서 제시한 단계론은 일종의 원형 또는 모델이다. 역사적으로 어느 특정
국가의 체제도 이들 모델 중 하나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역사적으
로 실현된 사회주의에 대한 추상적 차원의 일반화일 따름이다. 실제 역사의 진행과
정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들 유형/단계 중 어느 하나도 순수한 형태로서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국가에 존
재한 적은 없다. 어떤 유형/단계가 지배적일 수는 있지만, 다른 유형/단계의 속성들
이 그것에 엉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형은 내부갈등을 동반할 것이며,
대립하는 경향들을 동시에 표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경험을 분석할 때는 개혁/체제전환의 보편성과 해당 개별 국
가의 특수성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개혁/체제전환에서의 보편
성이란 개혁/체제전환의 핵심 요소를 대상으로 각국의 공통적인 혹은 유사한 경험을
추출해 이를 추상적인 차원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세계에서는 개별국가
의 고유한 배경 및 경험에 토대를 둔 특성, 흔히들 개별 국가의 특수성이라 부르는
요인도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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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경제이론 및 경제정책 변화 개관
3.1 경제체제 관련 경제이론의 변화
1990년대 경제난 발생 이후 북한의 경제구조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고, 이에 따
라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했으며, 정책적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 차원의
노력도 필요했다. 물론 북한 체제의 속성상 현실과 제도의 괴리는 항상 컸고, 양자
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장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변화로 인한 이론적 변화는 큰 흐름으로 보아 어느 정도 진행
되었다. 여기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분야 잡지인 『경제연구』, 관련 공식문헌,
그리고 법령에 대한 관찰을 통해 북한의 경제이론의 변화를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다만 지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논의는 이 글의 주제인 경제체제와 관계가 깊
은 화폐, 가격, 시장, 소유권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를 크게
보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14)

3.1.1 화폐에 관한 이론의 변화
우선 화폐의 성격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7.1 조치를 실시하고 종합시장을 도입
한 2000년대에는 기존의 개념 규정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화폐
개혁 다음 해인 2010년 들어 화폐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개념 규정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 이론적 변경에 대해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
장 좋은 방법은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는 근로인민대중이 재정의 주인”이라는 김정일의 발언을 차용했다. 그리고 재정은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화폐자금의 마련, 분배, 이용과 관련된 경제관계라는 기존
의 개념규정과 연결했다. 이렇게 삼단논법을 활용해 “근로인민대중이 곧 화폐의 주
인”이라는 새로운 정식화를 만들어냈다.15)
이에 따라 북한에서 화폐에 관한 이론은 혁명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화
폐의 역할이 확대되면 ‘물신숭배성’이 살아나 자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14) 물론 이 중에 2000년대는 엄밀히 따지면 전반기(개혁기)와 후반기(개혁 후퇴기)로 구분해야 하지
만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또 후술할 여러 분야에서 두 기간의 변화가 선명하게 관찰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0년대를 하나의 시기로 파악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5) 한영철(2010),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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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배했다. 화폐는 자본가를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농락’하는 존재였고, 따라서 국
가는 화폐의 기능을 제한하고 계획적으로 통제하려고 했으며, “언젠가는 사라질 존
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인민이 화폐의 주인이며 화
폐는 사람의 경제활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경제적 공간”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이
를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어 화폐의 기능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자. 북한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화폐는 교환과 지불수단으로만 기능했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시장가격
과 국정가격이 엄청난 괴리를 보이게 되었고, 이런 이중가격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
키자 7.1 조치를 통해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와 관
련, 북한이 7.1 조치 이후 실시한 내부 강연자료에는 “돈은 모든 생산물과 상품의
가치를 표시해 주는 자막대기”라는 문구가 나온다.16)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을 인정
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2004년에 발간된 경제연구의 한 논문은 기업들이 생산에
서 ‘돈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폐가 “가치척도나 지불수단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계산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17) 이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이 공식적으로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욱이 2010년대 들어서는 화폐의 ‘축재’기능까지 포함한 ‘모든 기능의 수행’을 보
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등장했다. 2014년에 발간된 경제연구의 한 논문은 “류통수
단, 지불수단, 축재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라고 밝혔고18), 같은 해 발간된 또
다른 논문은 “저금 그 자체는 주민들이 자체의 현금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
용”된다며19) 화폐의 가치저장 기능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3.1.2 가격에 관한 이론의 변화
다음에는 가격의 문제를 살펴보자. 북한에서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노동가치설을 받아들여 가격은 생산물에 투입된 사회적 필요노동의 양에 기초해 결
정된다고 보았으며, 이런 이론은 199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16) 간부 강연자료, “새로운 경제적조치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2003.4); 한기범(2009), p.234에서 재인용.
17) 리창하(2004), p.23.
18) 리창혁(2014), p.43.
19) 김영남(2014),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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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격결정에 있어서 수요 공급의 요인을 중시하는 ‘수요공급론’을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부정했다.20) 하지만 북한은 7.1 조치를 통해 국정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가격결정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역할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종
합시장에서는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한 시장가격에 맞추어 한도가격을 고지하고, 이
에 맞추어 상인들이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어 2010년대에는 가격 결정요인으로서 기존의 사회적 필요노동과 수요공급에
더해 ‘화폐가치’도 포함시켰다. 이는 물가등귀, 즉 인플레이션을 공식 인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21) 이 시기부터 북한은 가격에 대해 더욱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
작했다. 특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조절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22)
실제로 김정은 시대 들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시행하면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또다시 국정가격을 인상했다. 나아가 수요자와 생산자의 합의에 의해 가격을 결정
하고, 이는 상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23)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서 가격은 전통적으로 ‘가격의 일원화 원칙’에 따라 국가에 의해 결정
되었다. 이른바 국정가격 또는 고정가격이다. 물론 계획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사
실상의 시장가격이 적용되었지만 이는 경제에서 매우 제한적/주변적 존재에 불과했
다. 거의 모든 가격은 국가가 일원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7.1 조치가 취해진 2000년
대에도 공식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계획외 경제활동 자체가 종전보다 다소 확대되
었을 뿐, 가격 결정 주체와 방식은 불변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에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기업소지표
와 농장지표에 대해서는 생산단위가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
들 지표는 원자재를 기업이나 농장 스스로 확보/조달해서 생산한 제품이다. 이 런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과 농장이 원가를 보상하고 적절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허용되었는데 사실상의 시장가격이 공식 허용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문계약의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해서 가격을 정하도
록 한 논의들과 맥을 같이 한다.

20) 예컨대 김순철(1995) 참조.
21) 북한은 당초 이론적으로 화폐가치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지속적으로 인
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실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화폐가치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화폐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즉 인플레이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22) 예컨대 두광익(2013) 참조.
23) 예컨대 리정택(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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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시장에 관한 이론의 변화
시장의 경우, 합법화 범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농민
시장 이외의 시장은 일체 불법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종합시장, 사회주의물자교류
시장 등 일부 시장이 합법화되었다. 2010년대에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실시와 함
께 국영기업의 시장경제활동이 상당 정도 합법화되는 등 시장의 합법화 범위가 확대
되었다.
시장과 계획경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
가 7.1 조치로 시장을 계획경제 밖의 존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2010년대
에는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실시와 함께 시장을 계획경제 안의 존재
로 규정했다. 기업소지표, 농장지표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시장은 계획경제 체계
내로 편입되었다. 북한은 이런 방법을 통해 계획경제와 시장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이론적으로 정리했다.

3.1.4 소유권에 관한 이론의 변화
북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론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매우 경직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소유 분야에 대한 공식적 논
의는 단호함을 넘어서서 비장함마저 느끼게 한다.24)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을 비
롯해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적소유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
한 비판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회주의의 근간인 소
유제의 변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석진 외 2011:90).
이런 인식은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개혁 조치를 진전시키는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
지된다. 즉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해 나가는 데서 기본요구는 무엇보다 사회주
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소유를
옹호 고수한다는 것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25)
다만 소유권 문제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임대 문제이다. 1990
년대 중반 시점에는 소유 다양화의 한가지 방식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한

24) 예컨대 전성일(1993), 석두관(1997) 참조.
25) 예컨대 조경희(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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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는 생산수단 임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나26), 이후에는 임대에 대한 비
판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특히 7･1 조치 이
후 당국이 공장, 상점 등을 사실상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양문수 2014:72).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소유권을 재산권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과 유사한 논
의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2015년에 나온 북한의 교육용 내부자료에 따르면 소유
권을 ‘재산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점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법적권리’로 규정한
뒤 이를 재산을 실제로 차지할 수 있는 점유권, 재산의 유용한 성질을 사회적 생산
이나 개인적 수요 충족에 쓸 수 있는 이용권, 재산의 법률적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
는 처분권에 관한 문제라고 서술한 대목이 나온다. 더욱이 이런 서술 바로 뒤에 “소
유권이 없어도 물건을 점유, 이용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고 밝힌 문장이 등
장한다.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논의는 앞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세 가지 범주, 즉 (잔여)소득권, 통제권, 처분권을
연상시킨다. 특히 법적 소유권이 없더라도 재산에 대한 점유권, 이용권은 가질 수
있고, 처분권은 가질 수 없다는 논의와 매우 유사하다.
물론 “기업체들이 실제적인 경영권을 준다고 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
권이 갈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
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인 동시에 경영관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혁개방과 관
련된 북한의 공식 언술이 대개 그러하듯 이러한 강한 부정은 실질적인 긍정/인정인
경우가 많다. 즉 사회주의책임관리제에서 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경영권 부여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6) 일부 국가에서는 임대방식을 소유 확산의 중요 공간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 임대방식은 자본주의적 경리방식이라는 것이다(전성일, 1993:46).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다치지 않고 그 관리권만을 넘겨준다는 간판 밑에 사회적소유의 생산수단을 개별적인 기업체나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사회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며 자본주의적 관리에로의 지향이라고 비판
하곤 했다(박인덕, 1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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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제난 이후 북한의 경제이론 변화: 화폐, 가격, 시장, 소유권
1990년대
화폐의
성격

◦물신숭배성,
◦화폐는 노동자를
농락
◦종국적으로 소멸

화폐의
기능

2000년대

2010년대

◦좌동

◦근로대중인민이 화폐의주인
◦화폐는 사람의 경제활동 추동

◦교환‧지불기능

◦교환‧지불기능,
◦가치척도 기능

◦교환‧지불기능,
◦가치척도 기능,
◦축재 기능

가격 결정
요인

◦사회적필요노동

◦사회적필요노동+수요‧공급+
화폐가치
◦사회적필요노동+수요‧공급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조절
필요성 강조

가격 결정
주체 및
방식

◦계획외 경제활동 이외의 ◦계획외 경제활동과 극히
◦기업소지표, 농장지표 등은
일반 경제활동에 대해서 일부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기업, 농장이 자율적으로 가
는 국가에 의한 일원적 국가에 의한 일원적 가격
격 결정
가격 결정
결정

시장의
합법화범위

◦농민시장 이외의 시장은
일체 불법

◦종합시장, 사회주의물 자교
류시장 등 일부 시장을 합 ◦시장의 합법화 범위 확대
법화

시장과
계획경제의
관계

◦언급 없음

◦시장을 계획경제 밖의 존 ◦시장을 계획경제 내의 존재로
재로 규정
규정(기업소지표, 농장지표)

소유권

착취,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를 강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를
하게 주장
를 강하게 주장
강하게 주장
◦소유권에 대한 초보적 재해석,
◦생산수단의 임대를 강하 ◦생산수단 임대 비판 논의의
즉 재산에 대한 점유, 이용,
실종
게 비판
처분권으로 구분

자료: 김보라(2016), 양문수(2009), 양문수(2017),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 대한 북한의 내부 교육용 자료
(2015)를 종합하여 필자 작성.

3.2 경제체제 관련 경제정책의 변화
3.2.1 7.1 조치
김정일 위원장은 1998년 공식 취임을 한 이후에, 그동안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경제･사회 질서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체제와 제도의 정비를 시도했
다. 특히 2002년에는 7.1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몇 가지 후속 조치가 취해지면서
제도의 정비는 일단락되었다.
7.1 조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가격과 임금, 환율의 대폭적인 인
상, 기업의 경영 자율권과 노동 인센티브 확대, 독립채산제 본격 실시 등을 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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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당시 거의 모든 재화의 국정가격을 대폭 인상해 쌀 공급가격(판매가격)
을 kg당 0.08원에서 44원으로 550배 인상한 것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를 평균 25
배 인상했다. 또한 임금을 평균 18배, 환율을 70배 인상하는 등 국정 가격/환율을
시장 가격/환율에 근접시킨 점이 눈에 띈다(<표 4 참조>).
<표 4> 2002년 7･1 조치를 통한 가격 및 임금 인상 주요 내용
구분

가격

임금

(단위: 원)

품목/ 계층

단위

인상전(A)

인상후(B)

인상폭(B/A, 배)

쌀

kg

0.08

44

550

옥수수

kg

0.06

20

330

돼지고기

kg

7

170

24

세수비누

개

2

20

10

버스･지하철 요금

회

0.1

2

20

전기료

kWh

0.035

2.1

60

주택사용료

월 5~10원
(한 채당)

월7~15원
(평당)

일반노동자

110

2,000

16

중노동자

240~300

6,000

20~25

자료: 양문수(2010).

또한 기업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번 수입 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기업
에 대해 ‘계획 외(外) 생산과 유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시장경제활동을 허용했
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도입, 최초로 생산재시장을 공식 허용했으며, ‘종합
시장’을 도입, 최초로 소비재시장을 공식 허용했다. 특히 종합시장에서는 국정가격
이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한도가격’을 허용했는데 이는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
는 사실상의 시장가격이다. 게다가 개인뿐 아니라 국영기업도 종합시장에서 일부 상
품을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기존의 국영상점들을 무역회사가 인수해서 수입상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시에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
를 빌려 상점, 식당, 목욕탕 등의 개인서비스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소규모 사
기업에 대하여 특정 기관이나 기업소의 산하 기업인 것처럼 국가에 등록을 하는 조
건으로 사실상의 사유화를 허용한 것이다(양문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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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우리식경제관리방법
① 개관
김정은시대의 대표적인 경제개혁 조치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여러 차례 연구
와 실험을 거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2012년에 상업부문부터 가장
먼저 실시했고, 농업부문은 몇 차례 시범 실시 이후 2013년부터 시행을 확대했으며,
기업(공업)부문도 몇 차례 시범 실시 이후 2014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 그 하위범주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의 최고권력기관인 당대회(2016년)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공식성과 권위의
측면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을 부여받았다. 더욱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2019
년 4월 헌법 개정시, 김일성시대부터 오랫동안 북한 사회주의 경제운영방식의 핵심
축의 하나였던 ‘대안의 사업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운영방식으로 격상되어 주
목을 받았다. 또한 북한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집중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단행해, 경제개혁적 조치의 시행을 법률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② 계획지표 체계의 개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계획경제의
핵심요소인 계획화 체계를 개편했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개별 생산 단위간
계획지표27)의 분담체계를 공식 개편했다. 이제 국가지표는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
업소지표로 나누어졌는데 이 중에 기업소지표는 국가가 장악하는 중앙지표와는 달
리 기업 스스로 ‘계획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가 대폭 축소됨을, 따라서 기업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현물

과제(계획지표)의 가짓수가 대폭 축소됨을 의미한다.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집권적
성격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특히 이 기업소지표는 기업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를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다. 즉 기업이 스스로의 힘으로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
하면 판매가격과 판매처도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장가격으
27) ‘계획지표’란 기업이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수행해야 할 현물 과제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가
리킨다. 일종의 품목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24

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시장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다. 더욱이 이를 국가계획을 수행한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경제활동을 합법화하면서 동시에 계획체계 내에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시행과 관련된 북한의 교육용 내부문건은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 계획과 시장의 상대적 지위와 비중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계획화하는 중앙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
과 기업소가 직접 계획화하는 지방지표와 기업소지표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28)
중앙지표는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지표로
구성되는데 전자의 경우, 전력과 석탄, 지하자원과 강철, 시멘트와 식량을 비롯한
36개 지표가 있으며, 국가적으로 반드시 장악해야 할 중요한 지표로는 총 17만개 지
표 중에서 1,100개 지표로 축소/정리되었다고 한다. 나머지는 지방지표와 시･군지
표, 그리고 기업소지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종전보다 70% 정도 증가했다(이상 교
육용 내부문건, 2015년).
따라서 현재(2015년 시점 기준) 지방지표와 기업소지표는 지표의 개수로는 전체
(중요) 지표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용 내부문건,
2015: 이영훈, 2020). 전체 지표(17만 개) 가운데 중앙이 직접 계획화하는 것, 즉
‘계획’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1,136개)이 전체의 1% 미만이고, 지표 가운데
중앙이 원자재를 공급해 주지 못해서 지방과 기업이 직접 계획화하는 것, 즉 ‘시장’
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16만 8,864개)이 전체의 99% 이상이라는 것이다. 다
만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수치는 지표의 개수 기준이다. 즉 지표(제품)의 생산량 기준
도 아니고 가격 기준도 아니다. 그리고 중앙지표, 즉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지표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지표의 속성상 지표의 생산량이나 가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표의 개수 기준의 비중(1% 미만)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계획의 비중이 종전보다 크게 줄고, 시장의 비중은 크게 늘었을 가능
성은 충분하다. 해당 문건은 지방 지표와 기업소 지표의 개수가 종전보다 무려 70%
정도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28) 일본 ERINA의 미무라 박사는 중앙정부가 작성하고 통제･관리하는 지표가 과거에는 10개였다고
하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1~2개의 중요 지표만 중앙정부가 작성 및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三村光弘,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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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의 권한/자율성 확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으로 북한 국영기업의 권한은 종전과는 완전히 차
원이 달라졌다.29) 과거에 국영기업은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인 경영권’은 국가가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영기업이 국가로부터 ‘실제
적(인) 경영권’을 부여받았다.30) 북한의 교육용 내부문건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에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이전보다 비할 바 없이 큰 책임과 실제적인 권한
을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예산납부 이후의 기업 소득, 즉 기업 가처분 소득의 배분에서 국가의 간
섭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었다.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고 원가를 절감해 기업 가처분 소득을 확대할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받는다
(양문수, 2017:103~106).31)

④ 국정 가격 및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아울러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던 2013년에도 국정가격의 대폭
적인 인상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체로 보아 종전보다 3배에서 33배
까지 올랐다(<표 5> 참조). 2002년과 2013년의 국정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에서 공통
적인 것은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북한의 교육용 내부문건에서는 일종의 최저임금목표를 제시해
주면서 각 기업들은 이 기준보다 더 높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그런 최저임금목표(‘월 최저로동보수목표’)는 다음과 같
다. 예컨대 석탄공업부문은 18만 5천500원, 금속공업부문은 16만 1천250원, 화학공
업부문은 15만 5천500원, 전력공업부문은 14만 8천750원, 철도운수부문 12만 7천
500원, 체신 및 경공업부문 9만 7천500원, 상업 및 급양부문은 8만원 등이다. 이들
임금수준은 당시 국가가 정한 임금 일반 노동자 2천원, 중노동자 6천원보다 대략
30~40배 인상된 수준이다. 즉 국가는 인력이 국영부문에서 시장경제 부문으로 유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영부문의 임금을 시장임금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함과
29) 조총련계 경제학자 강일천은 이에 대해 “단적으로 말한다면 실제적인 경영권이 부여된다면 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국영기업’이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강일천(2016). p.29.
30) 송정남(2015), p.14-16 및 계춘봉(2016), p.12-13 참조.
31) 후술하겠지만 기업의 이러한 권한의 확대, 인센티브의 확대로 인해 재산권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통제권, 잔여소득권이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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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일종의 업종별 최저임금목표보다 더 높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5> 북한의 2013년 국정가격 인상 내용
2015년
시장가격

(단위: 원)

종전국정가격(A)

2013년
국정가격(B)

밥그릇

45

650

14.4

국그릇

38

750

19.7

접시

19

500

26.3

남자장화

4,600

14,500

3.2

여자장화

4,800

15,000

3.1

여자 가슴띠

600

9,000

15.0

여성용 하의

300

4,500

15.0

대동강맥주

130

3,300

(중국산) 3,050

25.4

평양소주

82

2,400

2,708

29.3

이발

85

500

5.9

염색

80

500

5.9

명태

150

5,000

고등어

240

6,400

26.7

대구

150

4,700

31.3

문어

800

21,000

26.3

인상폭(B/A, 배)

공산품

주류

서비스 요금

수산물
(동태) 6,867

33.3

주: 2015년 시장가격은 한국은행의 비공개 자료(2015년 1/4분기 기준)를 인용한 것임.
자료: 이석기 외(2018), p.83을 수정보완

3.2.3 자력갱생
북한의 경제체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정책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력갱생’
방침이다. 북한의 자력갱생은 크게 보아 대외적 차원과 대내적 차원이 있다. 전자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타국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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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 내에서 지방, 기관, 기업, 개인 등 개별경제주체들이 국가(중앙)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후자인데 이는 종전에 국가가 지방, 기관, 기업, 개인 등 개별경제주체들에게 제공
해주던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면서 이들에게 경제생활에 필요
한 자원의 획득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강요한다는 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북한에서
자력갱생은 경제난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경제난 이후 강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대
북제재 강화 국면에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로 중앙공급체계가 와해되는 속에서 중앙이 기관, 기업소와 지
방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자력갱생을 강요했던 것은 아니다. 1991년에
등장한 ‘새로운 무역체계’를 통해 대외무역이라는 공간을 열어주었는데, 이는 바로
무역의 분권화를 의미한다. 무역을 국가가 독점했던 과거와는 달리 생산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내각 산하의 부(部)･위원회와 지역 행정을 관할하는 도(道)에 대외무역권
한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 및 지방의 입장에서는 수출원천을 스스로 발굴해
외화를 벌어들여 해당 기관 및 지방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와 자금을 확보할 것을 요
구받았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자력갱생 방침은 북한당국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북한에서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Ⅳ. 북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
4.1 기관의 행동양식
4.1.1 기관의 경제활동과 행동양식
이제부터는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 파악 및 특성 추출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양식을 분석하기로 한다. 통상적인 경우, 국민경제에서 핵심적인 경제
주체, 즉 3주체는 정부, 기업, 개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이런 3주체
에 추가해서 지방, 기관도 포함시켜야 한다.
당이나 군부의 기관이든, 행정 분야의 기관이든 기관은 원래 경제주체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난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재정부족과 소비재 부족은 북한 특유의 자력갱
생 방침을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각급 기관들은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각 기관의 운영은 물론, 구성원들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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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필요한 각종 소비재와 현금을 확보해야 했다. 더욱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
금 및 각종 준조세(후술)의 재원 마련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기관은 원래 경제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각종 기계설비는 말할 것도 없고, 원자재도 없었고, 심지어는 생산활
동을 위한 별도의 인력도 보유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 수단을 국가(중
앙)이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기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의 경제활동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범주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직접 공식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 또는 권리
를 기관의 구성원 또는 기관 외부의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수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관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는 해당 사업에 일
정 수준의 법적 지위(반합법성)를 부여하는 공식적인 행위의 반대급부인데다 해당
사업의 성과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법인세에 가깝다(조한범 외
2016:127-128). 따라서 기관은 중앙정부의 허락 하에 개별경제주체에 대해 일종의
과세권을 부여받은 셈이다. 이것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또 하나는 자신이 기업
을 신규 설립해서 직접 공식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때 기관의 구성원이 직접 무역회사의 직원으로 근
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의 개인사업자를 유치해 무역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시켜
기업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도 많다.
기관들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금을 획득하는 데는 합법적
인 공간이 존재한다. ‘8.3(노동자),’ ‘더벌이,’ ‘외화벌이’ 와 같은 것이다. ‘8.3’은 기
관･기업소의 소속 구성원이 해당 기관･기업소의 자산은 이용하지 않고, 단지 자유시
간(활동시간)만을 허용받고 그 대가를 소속 기관･기업소에 납부하는 종업원 또는 그
활동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더벌이’는 시간은 물론 기관･기업소의 자산도 일부 이
용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납부하는 개인기업 활동이다. 특히 기관･기업소는 개인기
업에 대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32)해 주기도 하며, 자신의 자동차나 건물, 설비를 임
대해 주기도 한다. ‘더벌이’는 2002년 7.1조치 이후 그 후속조치로 시행된, 기관･기
업소가 수행 가능한 합법적 시장경제활동의 한 가지 이름이다. 그 이전에는 ‘8.3(노
동자)’만 존재했다. ‘외화벌이’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 한편 사적 자본을
가진 개인이 국가 무역회사의 명의를 빌려 활동하면 ‘외화벌이’로 분류되고 기타의
국가 기관･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쓰면 ‘더벌이’로 분류된다.33)
32) 기관･기업소가 개인기업에 대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흔히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준다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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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기업소들이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하 조직으로 편
입시킨 개인기업, 즉 외화벌이 및 더벌이에 의존해야 한다. 산하 개인기업이 창출하
는 이윤의 일부를 자신의 예산으로 흡수하기 위해 해당 기관･기업소들은 개인기업과
협력하며, 때로는 이런 개인기업의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김석진･양문
수, 2014:66-67).

4.1.2 특권경제 소속 기관의 행동양식
한편 경제주체로서의 기관이라고 해도 당･군부의 기관과 행정분야(내각)의 기관은
그 존재양식 및 행동양식에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 당과 군의 기관은 이른바 특권
경제라는 영역에 속해 있어 경제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특혜를 누리지만 내각의 기관
은 일반경제의 영역에 속해 별다른 특혜를 향유하지 못한다.
특권경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내각으로부터 독립하여 수령 직속의 독자적인 부
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권경제는 당경제와 군경제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핵심
기관을 정점으로 해서 그 산하에 각각 농장, 공장, 기업소, 광산, 무역회사, 은행까
지 존재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연합체로서 내부 완결된 경제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독립경제권인 셈이다(양문수, 2013).
당경제의 경우, 1970년대 중반에 대성총국(대성무역총회사), 당39호실의 출현으
로 막이 올랐고, 이어 대성은행이라는 별도의 은행이 설립되었다. 39호실이라는 당
지도부서와 대성총국이라는 생산 및 무역기관, 대성은행이라는 대외결제은행의 결
합으로 경제연합체가 탄생한 셈이다(임강택 외, 2011:88). 이들은 내각의 통제를 받
지 않고, 오로지 당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
군경제의 경우, 1979년 제2경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내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동안 정무원(내각)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군수품 생산 관련 부서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계획에서부터, 생산, 관리, 공급까지 모두 자체로 진행하도록 했
으며, 현재는 무기수출입까지 총괄하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의 통제에서 벗
어나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의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되었다(임강택 외, 2011:88).
또한 당경제 및 군경제는 경제난 발생 이후 자신들의 산하에 무역회사를 잇따라
설립했는데, 그 이유는 내각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당 및 군의 기관들도 국가예산위
기 속에서 일정 정도 자력갱생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양문수, 2013:45). 그런데 당
경제 및 군경제 산하 무역회사들은 경제난 이후 기존의 내각 소속 광산, 공장, 농장
33) 림근오(2010), p.48-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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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출기지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의 산하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당/군 기관 및 산하 무역회사들은 정치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화의 진전과
북중무역의 확대를 배경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무역회사 및 산하 기업들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특권기관들은 시장화의 진전과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
었다. 개별 기관, 또한 개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집단 전체적으로 보아
서는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던 시절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또한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4.2 지방의 행동양식
4.2.1 지방의 경제활동과 행동양식
북한에서 지방경제는 중앙경제에 대비되는 범주로서 “지방의 국가경제기관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며 주로 지방의 원료원천과 지방적 수요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하
는 경제”로 정의되며,34) 여기에는 지방공업과 농촌경리, 수산업, 지방적인 건설과
상업 등의 경제부문이 속한다. 그리고 이런 지방경제 운영의 기본원리는 지방의 자
립성 제고, 특히 자력갱생이다.
북한에서 지방경제의 기본 단위는 시･군이다. 물론 도 단위에서도 느슨한 형태로
지방경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경제운영에서 중앙과 시･군의 관계를 조정
하고 지방경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양문수,
2010).
북한에서 자력갱생의 주체로서 ‘지방’을 논할 때는 좁게는 지방 당기관 및 행정기
관을 가리킨다. 넓게 보면 지방 당기관 및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무역회사 및 외화벌
이사업소, 지방산업공장, 지방의 상업유통 및 서비스시설 등도 포함되며, 실질적으
로는 지역 내 중앙공업 관련 시설 및 인력, 건설관련 기관, 재정 및 금융관련 기관,
협동농장, 수산기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포함된다. 즉 매우 광범위하다.
북한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주민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정권
기관, 특히 지방당위원회를 인민생활을 직접 책임진 호주(戶主)로 규정하게 되었다.
공식문헌에서 “지방정권기관은 인민생활을 직접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리춘원, 1997:10; 오선희, 2002:44)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1990년대 초 경제난의 발생으로 식량배급제 및 소비품 중앙공급체계의 기능이 사
34) 조선대백과사전 19(2000), p.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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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마비되면서 중앙은 지방에 대해 식량과 살림집 등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지방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지방산업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와 설비에 대해서도 자체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욱이 지방의 각종 건설 사업에서도 자력갱생이 요구되었다.
또한 중앙에 대한 의무 강화가 수반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보다 강화된
형태의 ‘지방예산제’가 등장했다. 종전에는 지방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
하고 남은 돈의 일부를 중앙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중앙에 납부하는 몫을
먼저 정하고, 납부의 의무를 법적 의무화한 것이다. 이 역시 중앙에 대해 보다 강화
된 의무를 우선시하는 전제하에서의 지방의 자력갱생인 것이다.

4.2.2 자력갱생과 지방의 행동양식
그럼 지방은 어떤 방식으로 자력갱생을 해야 할까. 우선 앞에서 보았던 기관의 행
동양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지방의 당기관 및 행정기관도 기본적으로는 기관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 또는 권리를 기관
의 구성원 또는 기관 외부의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신이 무역회사 또는 외화벌이사업소와 같은 기업을 신규 설립
해서 직접 공식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다. 이 경우 기관의 구성원이 직
접 무역회사의 직원으로 활동할 수도, 외부의 개인사업자를 유치해 대가를 수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의 당･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서비스 시설에 대한 합법
적인 조세 부과 권한,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준조세 부과 권한을 부여받
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중앙의 당･군･정 기관이나 기업도 외부의 개인기
업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조세 및 준조세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 당･행정기관은 보다 폭넓은 과세권한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에 종합시장이 합법화되면서 각 시･군 인민위원회
시장관리소가 종합시장 상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각종 납부금과 사용료(속칭 ‘장
세’)가 해당 지방의 인민위원회의 예산으로 귀속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민간
의 상점, 식당, 운수업을 비롯해 각종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납부금/사용료도
지방예산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당･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의 종합시
장 및 개인서비스 사업체가 양적으로 확대될수록 자신들의 조세수입도 늘어나는 식
으로 시장화의 진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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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의 자력갱생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하나가 대외무역인데 중
앙의 부･위원회가 하는 무역은 국가무역, 지방의 도가 하는 무역은 지방무역으로 구
분되었다. 지방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국가무역과 구별되는 중소
규모 무역이다. 둘째, 지방의 수출예비를 동원한다. 셋째, 지방주민의 생활상 수요,
즉 지방산업공장용 원자재 및 주민용 식량, 소비품을 보장한다. 넷째, 관리운영을
지역단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35)

4.3 기업의 행동양식
오늘날의 북한경제에서 기업은 동일한 경영여건과 행동양식을 가지지 않는다. 기
업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유형을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업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계획 수
행과의 관계 속에서 유형을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4.3.1 전면적 계획형
이 유형은 기업의 운영이 대부분 전통적 방식에 의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
통적인 계획경제 시대의 국영기업 운영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시장을 활용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활용에 그친다.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대부분 국가(중앙)에 있고, 기업의 자율성이 전혀 없지
는 않지만 다소 제한적이다.
기업의 기본적 임무는 ‘지표별 계획’(즉 현물계획)의 달성이다. 따라서 ‘지표별 계
획’이 ‘액상계획’(현금계획)보다 훨씬 중요하다. 원자재는 대부분 국정가격으로 해당
기업에게 공급되며,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이 국정가격으로 타기업에게 공급된다. 주
요 투자는 국가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윤의 대부분은 국가에게 이전된다. 생산
된 제품을 국정가격으로 타기업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판매가격(공급가격)
보다 높아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는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으
로 이들 기업을 지원해 준다.
35) 수출의 경우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도 무역관리국-시･군 무역과-시･군 외화벌이사업소로 되어 있
다. 여기서 시･군 무역과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핵심은 도 무역관리국과 시･군 외화벌이사
업소이다. 즉, 시･군 외화벌이사업소가 수출원천을 동원해오면 도 무역관리국이 이를 한데 모아 직
접 중국 등지로 수출을 하고 그 대가로 식량, 소비품 등을 수입해 각 시･군에 나누어주는 형태이다
(양문수, 2008:11). 다만 7.1 조치 이후 및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후 도를 거치고 않고 직접 무역을
하는 시･군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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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지만 시장경제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생산비와 판매가격의 차이 중
에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기업의 경
상적 운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때, 혹은 중앙이나 지방으로부터의 준조세 납부 요
구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 때 제한적이지만 직접 시장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개인기업에 대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현물이나 현금을 획득해 생산을 지속한다. 내
각 소속의 대규모 국영기업 중 발전소 등 인프라 부문 기업, 금속, 화학 등 소재 부
문 기업, 대규모 기계공장, 제2경제36) 소속 기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석기 외,
2018:132-136). 이 범주의 기업의 생산제품은 중앙이 직접 계획화하는 ‘중앙지표’로
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제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품’이 여기에 속한다.

4.3.2 부분적 계획형
이 유형은 기업 운영이 부분적으로만 국가계획에 의해 규정된다. 대신 상당 정도
시장을 활용한다. 즉 기업 운영에서 계획과 시장이 병존, 혼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계획과 시장의 상대적 비중은 기업(혹은 기업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
한다(양문수 2010). 예컨대 어떤 기업은 계획의 비중이 시장의 비중보다 높을 것이
고, 다른 기업은 양자의 비중이 비슷할 것이고, 또다른 기업은 시장의 비중이 계획
의 비중보다 높을 것이다. 즉 이 유형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북한에 있는
국영기업 중 많은 기업이 이 범주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에서는 국영기업이 중앙이 직접 계획화하는 ‘중앙지표’와 기업이 직접 계
획화하는 ‘기업소지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기업은 일부는 ‘지표별
계획’(현물계획 혹은 중앙지표)에 의해 국가로부터 하달된 제품을 생산해 국정가격
으로 공급하고, 또 일부는 상기의 계획과 동일한 제품 혹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한 다른 제품을 생산해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식으로 ‘액상계획’(현금계획 혹은 기
업소지표)을 달성한다. 제품 판매수입 중 일부는 국가납부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는 임금, 생산비 등을 충당하고 생산을 위한 원자재 조달, 그리고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설비투자에서는 중앙의 재정을 통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고, 기업 자체의 재원을 통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무역회사 중에서도 일부가 이 유형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이 직접 계획화
하는 ‘국가적인 전략지표’ 및 ‘제한지표’와, 무역회사가 직접 계획화하는 ‘기타 지표’
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범주에 해당된다. 또한 ‘국가적인 전략지표’ 및 ‘제한
36) 제2경제는 군수경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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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만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라고 해도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대외무
역 특성상 일정 수준의 자율성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전면적 계획형에 속하기는 어
렵다. 특히 특권기관 소속의 무역회사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데다 내각의 통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수출입품목과 가격이 포함된 무역계획에 따
라 수출입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외화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납부한다. 이
유형의 기업들은 3가지 세부 유형에 따라 기업의 존재방식 및 행동양식에 약간의 차
이가 있다.

① 부분적 계획 A형 : 중간규모의 국영기업, 무역회사
우선 통상적인 내각 소속 국영기업 중에 주로 중간 규모의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국가계획과는 사실상 무관하고 생산활동 자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재 생산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최
근에 국가가 투자하거나 설비를 현대화한 소비재 생산기업. 국가로부터 원자재가 일
부만 공급되는 중간재/자본재 생산기업 중 주로 중소규모 금속가공 및 기계공장, 중
소규모 조선소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이석기 외, 2018: 153-156). 아울러 내각소속
무역회사 및 특권기관(혹은 북한 용어로 ‘특수단위’) 소속 무역회사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 기업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국가와 기업이 적절히 나누어 가진다.
국영기업의 경우, ‘중앙지표’의 비중이 낮고 ‘기업소지표’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 운
영에서 계획의 비중이 낮고 시장의 비중이 크며, 국가의 의사결정권한이 기업의 그
것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무역회사의 경우, ‘국가적인 전략지표’ 및 ‘제한지표’의 비
중이 낮고 ‘기타 지표’의 비중이 높을수록 무역회사 운영에서 계획의 비중이 낮고 시
장의 비중이 크며, 국가의 의사결정권한이 무역회사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② 부분적 계획 B형: 특권경제 직할기업, 기업집단 소속기업, 무역회사 산하기업
특권경제 직할기업, 기업집단 소속기업, 무역회사 산하기업 등이 여기에 속한
다.37) 혼합형 기업38)의 일부 생산라인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바로 앞에서 보았던

37) 이석기 외(2018)에서는 이 범주의 기업을 ‘위계조직형’이라고 명명했고, 그리고 이 범주의 기업은
국가계획화 체계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좀 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38) 혼합형 기업이란 기업의 관할권이 복수의 조직에게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북한의 경우, 일부 생산
라인은 내각이 관할하고, 일부 생산라인은 당(또는 군)이 관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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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규모의 국영기업 및 무역회사와 행동양식이 약간 다르다.
기업설립이나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은 기업의 상부기관이 주도하고, 생산,
판매 등 기업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도 기업의 상부기관이 주로 하고, 이윤의 처
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기업에 따라서는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개인자본(민간자
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상부기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수행한다. 하지만 국가계
획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특권기관 무역회사 산하 생산기업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도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 전력을 공급받
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 다만 특권기관의 권력의 정도에 따
라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현인애, 2017).39)
특권경제 소속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기업의 상
급기관이다. 다만 이들 기업은 내각 소속 기업보다는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보인다. 특권경제 소속 기업은 생산제품 결정, 노동력 채용, 판매가격 결정 등
기업경영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국가(중앙)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특히 상부기관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계획(현물계획)의 수행이 아니라 기업운영의 이윤을 획득해서 일부는 최고
지도자와 국가에 상납하고, 일부는 자신들 기관의 운영 재원으로 활용한다. 특권기
관 기업의 이윤 처분을 비롯해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현인애, 2017).

③ 부분적 계획 C형 : 합영/합작 기업
이는 국영기업이나 각급 기관이 중심이 되어 외국기업 및 자본과 계약을 맺고 설
립,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런 합영/합작 기업은 특권기관에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인애, 2017). 이 유형의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북한정부와 상부 기관,
그리고 외국기업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물론 그 권한의 상대적 크기는 기업의 여건
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39) 현인애(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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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형식적 계획형
이 유형의 기업은 국가의 계획화체계에 형식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업
운영에 있어 계획의 규정력은 거의 없다. 기업의 실제 운영은 대부분 시장경제활동
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은 기업운영결과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사실상의 세금으로
서 국가재정으로 흡수하기 위한 경로 혹은 명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이석기 외,
2018:145-149).
대부분의 지방산업공장이 여기에 속하고, 중소규모의 국영상점이나 편의봉사사업
소 등도 여기에 속한다. 국가로부터의 계획은 지표별계획(현물계획 혹은 중앙지표)
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액상계획(혹은 기업소지표)으로만 주어진다. 기업이 국가로부
터 공급받는 것은 전력 이외에는 거의 없으며, 원부자재와 운영자금, 설비투자자금
은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원자재 조달과 제품판매는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이 시장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더벌이, 8.3 노동자,
기업의 건물 및 설비 대여, 개인에 대한 임가공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거나 원자
재를 확보해 공장을 운영한다.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권한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에게
있다.
기업의 임무는 국가가 정해주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지 않다. 대신 국가예산납
부금을 납부하는 것, 기업에게 부과되는 사회적과제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과제의 일부로서 기업의 노동력을 국가건설현장 등에 동원하는 것 등이 주된 임무이
다.

4.3.4 무계획형
① 개인기업-반합법
북한의 개인기업(사기업)은 반합법의 유형과 불법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
자, 즉 반합법의 개인기업은 사실상의 개인기업, 즉 사기업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각
급 기관/기업소의 명의를 대여해 해당 기관/기업소에 등록된 산하 기업이라는 지위
를 가진다.
탈북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와 외부세계로 전해지는
소식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런 사기업은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
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초창기에는 식당, 상점, 도소매업 등 서비
스업 중심에서 점차 수출업, 제조업, 농업, 수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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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고 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른바 생계형 기업가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형 기업
가(혹은 부의 축적형 기업가)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에는 본
인 또는 가족만으로 사업을 영위했지만, 즉 수공업 혹은 자영업 수준이었지만 점차
타인을 고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신흥
부유층인 돈주(錢主)이다.
각급 기관/기업소는 개인기업에게 자신의 명의 또는 명의와 생산수단(건물, 기계
설비, 혹은 전력)등을 제공하고 해당 개인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다. 이른바
사회주의 모자를 쓴 기업이다. 개인기업과 해당 기관/기업소가 문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문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기업소의
책임자, 중간관리자 개인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들 기업은 중앙의 당･군･정의 각급 기관, 또는 지방의 당･정 기관 소속의 운수
회사, 식당, 상점 등의 개인 서비스기업이나 소규모 공장 등이다. 일반경제 소속이
든 특권경제 소속이든 소규모 무역회사나 외화벌이사업소(대부분은 무역회사의 □
□지사 또는 △△기지) 중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김
석진･양문수, 2014; 양문수･윤인주, 2016).
이 유형의 기업은 국가의 계획화 체계의 외부에 존재한다. 개인이 대부분 자신의
자금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대부분 자신의 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인력을 고용하기도 한다. 제품의 선택, 투자, 원부자재의 조달, 생산물의 판
매 등 일체의 경영활동은 개인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부분 시장가격으로 거
래가 이루어진다.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의 일부를 명의를 대여해 준 기관
/기업소에게 납부할 따름이며, 국가(중앙)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준 기관/기업소도
이들 개인기업의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중앙정부 재정에는 직접 기여하지
않지만 명의 대여 기관/기업소의 재정에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부 재정에 기
여한다.

② 개인기업-불법
이는 문자 그대로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개인기업이다. 개인기업의 운영자는 종종
단속을 나온 단속원들에게는 뇌물을 주고 무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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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업의 유형별 행동양식
구분
전면적
계획형

해당 기업
핵심물자 생산 대규모 기업(내각 소속)

자원배분
메커니즘

의사결정
권한

합법여부

계획

국가

합법

국가/기업

합법

국가/해당기관/
기업

합법

A형: 일반물자 생산 중간규모기업, 무역
회사(내각, 특권)
부분적
계획형

B형: 특권경제 직할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무역회사 산하기업

계획+시장

C형: 합영/합작 기업
형식적
계획형

무계획형

합법

지방산업공장

시장

기업

합법

- 사실상의 개인기업(사회주의 모자)
- 명의대여. 생산수단/명의대여 제조업,
서비스업, 소규모 외화벌이/무역회사

시장

기업

반합법

순수 민간 기업

시장

기업

불법

자료: 필자 작성

예컨대 미등록 개인탄광 같은 것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는 사회주의 모자를 쓴
기업으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다고 느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뇌물로 주고
차라리 불법적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기업의 운영은
모두 시장경제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은 모두 기업에게 있다.
한편 지금까지 각 유형별로 살펴본 기업들의 행동양식은 다음의 <표 6>와 같이 간
단히 요약할 수 있다.

Ⅴ. 북한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
5.1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은 국민경제의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오늘날의 북한 경제에서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계획과 시장에 의해 병행적으로 수행
된다.
그런데 ‘계획’이라고 해도 과거 경제난 이전의 ‘계획’과는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
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의 계획은 국가(중앙)가 국민경제 내 모든 물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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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 주는,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적으로 자원
을 배분하고 균형을 맞추어주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이 일부 핵심적 물
자에 대해서만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 주는 계획에 불과하다. 나머지 물자의 수요공
급은 민간을 포함한 개별경제주체들에게 사실상 맡기는 방식, 즉 시장에 맡기는 방
식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아직 시장은 충분히 발달된 상태가 아니고, 더욱이 수요에 상응
하는 공급능력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
룬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국가가 계획에 의해 생산과 유통을 보장하는 재화는 이른바 ‘중앙지표’의 작성 및
실행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제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
품’으로 이루어진다. 국가 입장에서 최우선순위를 두는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은 국가의 지휘 감독 하에 국영 대기업, 특히 앞에서 보았던 ‘전면적 계
획형’ 기업 및 일부 ‘부분적 계획형’ 기업들에 의해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진다. 국가
는 이들 기업에 대해 원자재, 설비, 자금, 노동력의 제공에서부터 이들 제품의 생산,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장악･관리한다. 이 경우 경제난 이전에 구축된 전통적인
계획 수행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경제난 이후 적지 않은 기업들의 가동이 중단
되고 산업연관도 파괴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획 수행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도 많다. 즉 중앙의 계획당국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 기업에 대
해 원자재, 기계설비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들, 심지어는 재정기관까지 장악해 이들
에 대한 직접적 명령과 통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이러한 중앙지표가 아닌 ‘지방지표, 기업소지표’에 속하는 제품, 그리고 기
타제품의 생산과 유통은 이른바 시장에 일임한다. 특히 개인기업, 국영기업을 비롯
한 민간 및 공공의 경제주체들의 자율에 맡긴다. 이들은 소비재가 대다수지만, 일부
중간･자본재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북한 최대의 소비
재 시장이며, 시장경제활동의 중심적 존재이다. 종합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의
한 배급/공급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소비재에 대한 시장 수요
가 구체화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제품 공급자들은 종합시장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자
신의 제품에 대한 공급계획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김정은 시대 들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실시와 시장화의 진전 등을 배경
으로 평양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영부문에서 현대적 유통시설(특히 대규모 쇼
핑센터)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계획에 입각해 국정가격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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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는 다소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시장가격에 제
품을 판매하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현대적
유통시설도 종합시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의한 배급/공급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소비재에 대한 시장 수요가 구체화된다. 따라서
제품 공급자들은 이들 유통시설에서의 제품 판매 동향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제품에
대한 공급계획을 구체화한다.
종합시장 및 국영 유통시설에서 제품의 수요자는 일반 주민들이고, 제품의 공급자
는 농민, 개인수공업자, 국영기업, 중국산 제품의 수입업자 및 중국산 제품의 도소
매 상인 등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시장화의 진전과 당국의 국산화정책 등으로
개인수공업자, 중국산 제품 수입업자 및 도소매상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국영기업의
비중이 늘고 있다.
생산재, 즉 중간/자본재도 계획에 의한 생산/유통과 시장에 의한 생산/유통이 병
존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소비재시장은 크게 발달되어 있지만 생산재시장은 그렇
지 못해 생산재의 생산/유통은 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시장에 의한 중간/
자본재의 생산/유통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
지는 않지만 종합시장에서도 소규모 중간/자본재가 거래되고 있다.

5.2 경제주체간 경쟁의 발생과 기업집단의 등장
시장화의 진전, 특히 시장경제활동을 하는 국영기업의 증가에 따라 경제주체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격화된다. 예컨대 종합시장 내에서는 개인수공업자, 수입품 공급업
자, 국영기업간에 경쟁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개인수
공업자와 수입품 공급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국영기업의 시장지
배력은 강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에서는 경쟁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려운데 시장화 진전의
결과 경쟁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런데 기업 간 경쟁은 상품의 판매 가능 여
부, 수익성 유무에 대한 관심의 제고 등을 통해 기업 효율성의 증대를 강제하는 긍
정적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기업 간 격차의 확대를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양
문수, 2017:169). 예컨대 어떤 기업은 적자를 보고 도산하지만 어떤 기업은 흑자를
보면서 재투자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중무역의 증
가와 시장화의 진전은 정치적 특혜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보유자금을 배경으로 특권
경제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른바 북한판 기업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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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인데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무역회사이다.
우선 이들은 기존의 내각 소속 광산, 공장, 농장 등을 수출기지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의 산하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무역회사는 등록제가 아니라 허
가제인데 특권경제 소속 무역회사들은 내각의 기관, 따라서 일반경제 소속 무역회사
보다 속칭 ‘와크’(후술)라 불리는 무역권한을 국가로부터, 엄밀하게 따지면 최고지도
자로부터 획득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7.1 조치를 계기로 중국산 제품의 국내상업망 유입이 허용되면서 이들은
수출뿐 아니라 내수에서도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
규사업에도 적극 진출했다. 아울러 김정은 시대의 국산화정책에 힘입어 북한내에 직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에서 원부자재와 기계설비를
수입, 현대화하면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자본과 합영
/합작 기업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확대했다(조한범 외 2016: 118-119).
무역회사의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기업을 신규설립하는 경우도 있었
지만 돈주들이 시장수요의 확대에 반응하여 시장공급을 위해 기업을 신규설립하려
할 때는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를 고려하여 기존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도 기존의 특권경제 소속 무역회사의 산하기업으로 포장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집
단의 초보적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618 무역회사의 사례40)이다([그림 1] 참
조). 이 회사는 조선로동당 선전부 산하의 무역회사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무역회
사는 그 산하에 전국 각지에 다양한 업종의 자회사와 지사,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평양에는 합영공장과 외화상점을, 청진에는 탄광사업소와 수산기지를, 함흥
과 원산에는 수산기지를, 사리원에는 금정광사업소를, 신의주에는 무역지사를, 남포
에는 수출원천가공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업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거의 모든 도(道)소재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러한 자회사와 지사는 대부분이 수출원천의 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수
입한 제품의 국내판매와 관계가 있는 것도 있다.

40) 618 무역회사의 사례는 곽인옥(2016)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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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18 무역회사의 내부 구조

자료: 곽인옥(2016), p.20.

다음에는 능라888무역총회사의 사례41)이다. 이 회사는 조선로동당 금수산의사당
재정경리부 산하 무역회사이다. 산하에 농산물, 수산물, 금속, 의류 등을 중심으로
제1무역회사부터 제8무역회사까지 두고 있으며, 황해남도 옹진군, 평안남도 회창군
등과 같이 금광이 있는 지역과 주요 대도시 등에 지방 지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북한 최대의 탄광 수출 지역인 평안남도 순천에 지사를 설
치했다. 2012년에 순천지사에 수출피복공장의 설립을 필두로 마트, 종합식당, 주차
장, 주유소, 중고차판매 등 운수관련 서비스시설, 목욕탕, 미용실, 오락관 등 종합
서비스 시설 등을 잇따라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그림 2] 참조). 순천 지사 하나만
해도 산하 시설/업체가 10개를 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어떠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1) 능라888무역총회사의 사례는 최 설(2021)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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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능라 888무역총회사 순천지사의 내부 구조

자료: 최설(2021)

5.3 소득분배
5.3.1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보호세 및 사업권
북한의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입수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
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과 특징 파악을 위해
서는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분배 문제를 간단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소
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핵심 변수들에 대해 간단히 다루기로 한다.42)
첫째, 경제주체가 시장경제활동의 보호세 명목으로 관련 권력기관에게 바치는
뇌물로서 대표적인 것이 종합시장 매대 상인들이 납부하는 각종 뇌물이다([그림 3]
참조).

42)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각종 조세와 준조세인데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서 재정문제를 다룰 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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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종합시장에서의 보호세 관련 네트워크

자료: 강채연(2018)

둘째, 돈주를 비롯한 개인이 국가자산을 사용해 시장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
인 일종의 사업권 혹은 허가권을 얻기 위해 관련 (권력)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이다. 특히 이는 탄광, 광산, 수산기지 등에서 많이 발견된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함
께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본다.
평안남도 평성시에 거주했던 40대 남성의 경험으로서 탄광 및 무역업 분야에서
개인기업이 설립, 운영되었던 사례이다.43) 사실상 개인탄광이지만 ‘평안남도 인민
위원회 자체탄광기지’로 이름을 붙이면서 합법성을 획득한 것이다. 그는 2.8 직동
탄광에서 자신이 투자할 폐갱을 확보한 뒤 석탄공업성에서 광권을 발급받았다. 광
권은 국가(즉 석탄공업성)에서 발급하는 탄광 개발권이다. 폐갱을 개인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승인하는 광권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3,000달러를 사업비로
지불해야 했다.44) 일종의 면허료인데 1990년대부터 석탄 수출 사업의 고수익성에
43) 손혜민(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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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료된 개인들이 늘어나고, 따라서 개인탄광 사업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
권 발급의 사업비도 이른바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랐다고 한다(김석진･양문수,
2014:59-60).
또한 어느 탈북자는 2004년 경부터 국토관리부가 외화벌이 사업소에 광산개발권
을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해도에 20 여개의 광산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물이 차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광산이 꽤 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광산들에게
전기와 원자재를 공급해 줄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이런 광산들은 사실상 방치되는 것
이다. 대략 2004년부터인가? 국가가 광산을 외화벌이 사업소에게 떼어 주기 시작했
다. 물론 외화벌이 사업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이런 광산에 투자한다. 발전기, 양수기, 수송기재, 마광기 등을 갖추고 광물을 채취
해 수출한다. 국가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다. 어차피 운영하지 못하는 광산에서는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나오는 수입은 일정 부분 국가
에 귀속된다”는 것이다(김석진･양문수, 2014:68).45)
한편 조개 양식도 개인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이다. 물론 이 경우도 국가 무역
회사의 무역지도원이나 외화벌이 기지장으로 소속을 만든 뒤 사업을 벌인다. 그런데
양식을 하려면 일정 면적의 바다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도 광산과 마찬가지로 엄
청난 면허료(license fee)가 필요하다. 해주 출신 탈북자 K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다에서 조개 양식을 하려고 하면 보통 2백~3백 헥타르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쓸
모 없는 지역도 많은데 이를 딱 고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00헥타르(30만
평)당 1,200달러의 세금을 국토부에 내야 했다(2005년 기준). 이 밖에도 총참모부에
바다 출입 허가를 위해 약 2천 달러, 국가보위부에 바다출입증을 위해 500~600달
러, 4군단 경비국에 500달러 정도 바쳐야 했던 것 같다. 세금인지 뇌물인지 명확하
지 않지만 엄청난 돈이 사업비로 필요했다(김석진･양문수, 2014: 62).46)

5.3.2 ‘와크’(무역권)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와크’(또는 ‘와끄’)이다.
물론 와크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와크 없이는 대외무역을 전혀 수

44)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3000달러 가운데 일부는 석탄공업부를 거쳐 정식으로 국가 기관에 납부하
는 공식 수수료이고, 일부는 보위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뇌물일 것으로 추측된다(김석진･양문수,
2014:59).
45) 2014년 7월 필자 면담.
46) 2014년 7월 필자 면담.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46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와크를 모르는 무역업 종사자는 아무도 없다.
‘와크’는 무역회사가 특정 품목에 대해 특정 수량(quota)을 수출/수입할 수 있는
권한(license)을 가리킨다. 북한에서는 무역회사가 사전에 허가를 받은 품목과 수량
에 한해서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는 사전에 정해지는
무역계획에 의해 수출입을 수행하는데 무역계획이 연간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와
크는 매년 갱신되는 형태를 취한다.
와크는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물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
면 권리를 사는 것이지만 표현은 ‘빌린다’고 한다. 와크의 대여는 사전적 무역계획과
실제 현실, 즉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른 개별 품목의 무역 필요성과의
불일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역회사로서는 스스로 무역 실적을 쌓아야 하지만 와크를 빌려주고 수수료만 챙
겨도 엄청난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일단 와크를 한번 획득하기만 하면 엄청
난 특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와크는 북한에서 대표적인 지대(rent)가
되어 버렸다.
또한 무역회사의 사장 혹은 해당 무역회사의 상급기관의 간부들은 와크를 통해 국
가에 바쳐야 하는 외화는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와크라는 경제활동 권리를 가지고
개인적인 장사를 해서 사적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와
크를 활용하게 되는데, 와크 임대가 핵심 수단이 된다. 와크가 일종의 사유물처럼
취급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와크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변질했다. 무역회사는 정치 위계제 내 지
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와크(품목 및 수량)가 정해진다. 정치 위계제 내 상부에 있
는 무역회사(실은 해당 무역회사의 상급단위인 당/군/정 기관)는 수익성이 높은 품
목을 다량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와크를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위계제 내 하부에 있
는 단위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각 무역회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품목의 와크를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와크의 부여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중앙당 및 최고지도자가 한다.
와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경쟁과 함께 다양한 로비가 필요
하다고 한다.47)

47) 와크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예컨대 이석기 외(2018), pp.183-2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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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시장화의 위계적 구조와 권력층/돈주의 공생 관계
북한의 시장화는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그림 4] 참
조). 시장화의 피라미드 최상층에는 국가기관 소속 무역회사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큰 돈주들이 있으며, 그 밑의 피라미드 중간층에는 도당, 시･군당 등 지방 권력기관
과 당/정의 중간 관리자들이 일꾼이 있고, 그 밑의 몇 단계를 지나 피라미드 최하층
에는 수출원천 채취･생산자와 종합시장 매대 소매상인들이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시장화를 추동하는 주된 동력은 이런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있는 특권경제 내 ‘특수
단위’들이 외화벌이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다. 여기서 특수단위들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핵심적 주체는 국영 무역회사이다(홍 민 외 2018).
[그림 4] 북한 시장화의 위계적 구조

자료: 조한범 외(2016)

따라서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분배도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즉 피라미드의 최상층부, 즉 국영 무역회사가 시장화가 발생시킨
잉여를 가장 많이 획득하고, 그 다음이 돈주, 중간관리자 등의 순이고 가장 적게 획
득하는 층이 피라미드의 최하층부인 수출원천 채취･생산자와 종합시장 매대 소매상
인이다.
그런데 돈주들이 시장경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일종의
사업권을 획득해야 한다. 대외무역의 경우, ‘와크’를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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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지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경우,
특정 기관･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해당
무역회사, 기관･기업소에 각종 납부금/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무역회사, 기
관･기업소 입장에서는 단지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수취하
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이권 추구(rent seeking) 활동이다.
따라서 돈주들과 각종 무역회사, 기관･기업소들은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제도화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의 관계라기보
다는 돈주라는 개인과 조직 내 개인의 사적 관계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돈주와 권력층의 긴밀한 협력･공생 관계가 발생, 확대되는 것이다. 앞
에서 본 618무역회사의 전국 기지 중 상당수는 돈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능
라 888무역회사의 순천지사도 돈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이처럼 돈주와 권력층
은 공생관계이지만 크게 보아 돈주는 앞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무역회사(및 상부의
기관 간부)의 하부에 있는 존재이다. 다만 일부 돈주는 예컨대 국가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여 등을 통해 최고지도자로부터 표창장, 상장을 받으면서 강력한 보호막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동시에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배경으로 시
장화 자체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돈주들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부인
하기 어렵다.

5.4 재정: 국가재정과 준 국가재정
경제난 이후 북한의 국가재정은 공식 재정과 비공식 재정 혹은 국가재정과 준(準)
국가재정으로 구성된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재정은 통상적인 예산수입 및
예산지출48)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예산수입의 최대
항목은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다. 준 국가재정은 예산수입과 예산지출 양
측면에서 그 특성이 드러난다. 예산수입은 조세와 준조세로 구성된다. 그리고 예산
지출은 예산수입, 비예산수입, 새로운 준조세수입을 합친 자금에 의한 지출로 구성
된다.
[그림 5]에도 나타나 있듯이 조세수입과 준조세수입(이를 준조세 1이라고 부른다)
이 합쳐져서 예산수입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독립적으로 비예산수입을 형
성한다. 비예산수입은 최고지도자의 예산수입을 비롯해 특권경제 및 일반경제 각 기
48)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이라는 표현 대신 예산수입 예산지
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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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자체적인 예산수입을 가리킨다. 그런데 통상적인 예산수입만을 가지고 예산지
출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수입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비예산수입
이 보태지고, 여기에 또 한번의 준조세(이를 준조세 2라고 부른다)가 보태져서 이들
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지출(엄밀히 따지면 재정지출)이 행해진다.49)
[그림 5] 국가 예산 수입･지출 구조

자료: 필자 작성

따라서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조세뿐만 아니라 준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준조세도 예산수입 형성 단계뿐 아니라 예산지출단계에서도, 즉 두 차
49) 이런 형태의 재정지출은 대규모 건설 투자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내각 산하 어느 출판사 소속
소규모 무역회사 사장 출신 탈북자 A씨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시사적이다. “북한에서는 내각을 보
고 ‘나누기를 잘하는 내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여명거리 건설의 경우, 김정은이 여명거리 건설
을 발기하면 내각은 그 과업을 분할한다. 중앙의 각 성에 분할하고, 각 무역단위에 분할한다. 이걸
보고 ‘나누기를 잘한다’고 한다. 예컨대 출판부문은 여기에 100만달러 내라, 다른 부문은 여기에
얼마 내라 하는 식이다. 그러면 출판부문은 100만달러 받았으니까 산하 기관 및 무역회사들에 대
해 예컨대 10만달러씩 분배한다. 즉, 무역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하부 단위들에 대해 단순 배분,
즉 분배･할당한다. 남한에서 말하는 1/n이다. 요컨대 계획 외로 떨어지는 과제, 사회적 과제나 정책
과제 같은 것들이다. 대체로 보아 각종 건설사업인데 김정은 시대 들어 건설을 많이 했다. 김정은
이 제기한 세포동판건설, 여명거리 건설, 순안비행장 건설, 중앙동물원 현대화, 김일성 경기장 현
대화 같은 것들이다. 우리 무역회사는 각종 사회적 과제 자금으로 여명거리의 경우 4천달러, 세포
동판 건설은 1만 2천달러, 중앙동물원은 2천달러 등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양문수, 2017). 2017년
8월 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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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나 납부하는 것이다.50)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준 국가재정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다음과 같다(박
형중･최사현, 2013:3-5). 첫째, 당경제와 제2경제는 내각이 관할하는 계획경제와
분리되어 존재한다. 즉 최고지도자의 예산수입을 비롯해 특권경제의 예산수입은 국
가계획위원회가 관장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승인, 발표하는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예
산수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의 거의 모든 당･군･정 기관이 시장경제활
동을 통해 예산 일부를 자체 조달한다. 셋째, 북한은 기관, 기업소, 개인에 대해 화
폐조세 이외에도 노동력지원과 물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일종의 현물 준
조세인 셈이다.
이제는 개별 경제주체들에 초점을 맞추어 조세 준조세의 납부 수취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그림 6] 참조).
[그림 6] 조세 준조세의 납부 수취 체계

자료: 필자 작성

50) 경제주체들이 준조세를 두 차례 납부하는 것은 개념의 세계에서이다. 현실 세계에서 준조세는 수
시로 납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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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북한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이는 경제의 최상부(내각)와 최하부(기업,
개인)의 중간에 있는 지방(지방의 당･정 기관) 및 기관(즉 중앙의 당･군･정 기관)은
조세 및 준조세의 납부자이면서 동시에 조세 및 준조세의 수취자라는 점이다. 특히
지방과 각 기관은 자신의 산하 지방공장, 무역회사 또는 그 산하기업, 특히 개인기
업(사기업) 등에게 각종 조세와 준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묵인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5.5 금융: 금융제도와 금융개혁
5.5.1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여기서는 북한의 금융 전반을 다루지는 않고, 이 글의 주제인 북한 경제체제의 성
격과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현재의 금융제도 분석에 초점에 맞춘다.
다만 현재의 금융제도는 김정은 시대에 취해진 금융개혁 조치, 특히 여타 분야의 개
혁과 맞물려 추진된 금융개혁 조치의 결과, 형성된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개혁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이원적 은행제도로 대표되는 금융개혁을 실시했다. 다만
김정일 시대에 법적 토대를 갖추었으나 실제 시행하지 못했던 교훈 탓인지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금융 분야뿐 아니라 관련된 여타 분야의 개혁조치도 동시에 실
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은행 분야이다. 우선 중앙은행의 지방 지점 조직 일부를 분리해 이를 상업
은행으로 개편, 운영하기 시작했다.51) 즉 조선중앙은행 ○○도(道) 총지점에서 상업
은행 조직을 분리해 ‘○○도 은행’으로 이름 붙였는데 남은 중앙은행 조직은 ‘○○지
점’이 되었다. 도 단위에서는 ‘○○도 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총괄하고, 아래 단위
인 시･군･구역 단위에서는 해당 지역의 저금소를 ‘○○ 시･군･구역 상업은행’으로
이름 붙여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정부는 ‘지방’을 단위로 하는 ‘북한식’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상업은행의 운영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채산제’를 도입
했다. 이는 상업은행들이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자체의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활동방식을 가리킨다.
둘째, 기업 분야이다. 국영기업에 대해 개인의 자금 차입을 허용했다. 북한은 개

51) 조선중앙은행 조직은 평양에 위치한 본점과 11개의 도총지점(9개 도 소재지, 나선특별시, 개성직
할시), 210개의 지점(시･군･구역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김광진, 2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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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기업소법(2014)과 농장법(2014)을 통해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이 주민(주로 돈
주)들의 유휴화폐자금을 직접 동원/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금융을 제도권으
로 편입시키고자 한 것이다. 종전에는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는 빈번했지만 이는 불법이었다. 그리고 국영기업이 주민의 유휴화폐
를 동원할 때 양자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 은행이 중간에 개입, 중개관리하는 간접적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은행(상업은행)을 중간에 개입시킴으로써 기업소의
주민 유휴화폐 동원을 원활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변동 문
제를 우회하고자 했다.
셋째, 지방 분야이다. 북한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별 예산수납체계’52)를
실시하고 있다. 이 체계에 따르면,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기업으로부터 국가 납
부금을 징수해서 중앙에 납부한다. 지방정부가 납부금을 중앙에 보내고 나면, 남는
금액은 지방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상업은행은 국고업무를 대리53)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는 일단 해당지역의 상업은행에 머무른 뒤 중
앙은행으로 넘어간다. 또한 북한은 기존의 지방예산제를 2012년에 법제화해서 ‘지방
예산법’을 제정했다. 지방예산의 수입 원천은 지방공업, ‘편의봉사업’(소규모 개인서
비스업) 등인데 2002년 이후 시장의 합법화에 따라 시장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잉
여를 사실상의 조세를 통해 국가재정으로 흡수하려는 조치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시장 관련 세금이고. 식당, 상점 등 사실상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
스업 관련 세금이다. 이들 세금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에 귀속된다.
아울러 김정일 시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별 현금유통제’도 시야에 넣어야 한
다. 이는 북한 내 모든 지방과 지역에서 자체의 현금수입으로 현금지출을 보장, 즉
현금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자체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은행의 금융
기관 채산제와 사실상 원세트이다. 즉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란 각 지방의 상업은
행이 현금유통의 균형을 맞추면, 국가 전체적으로 현금유통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각 지방이 필요한 현금을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의미한다(정재호,
2019; 황수민･양문수, 2020).
넷째, 일반 주민 분야이다. 북한은 상업은행 제도의 실시와 함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금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간 송금서비스도 실시하는 등 사금융에
맞서 공금융(은행)의 경쟁력과 신뢰를 회복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52) ‘부문별 예산수납체계’는 개별 기업이 속한 부(성), 위원회 등 부문(중앙부처)를 통해 조세를 납부
하는 체계이고, ‘지역별 예산수납체계’는 개별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행정기관을 통해 납부하
는 체계이다.
53) 상업은행법 40조에는 “국고업무 대리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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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의 발급 및 이용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은행카드는 크게 보아 선불카드
와 직불카드의 두 가지가 있다. 2010년 조선무역은행이 발급하기 시작한 ‘나래카드’
가 북한 최초의 카드인데 이는 외화카드이며, 이후 여러 은행들이 카드를 발급했다.
이는 이른바 충전식 카드, 선불카드로서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신의 은행계좌
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보유 현금 규모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선
호한다. 아울러 2015년에는 조선중앙은행이 ‘전성카드’를 발급했다. 이는 일종의 직
불카드로서 이는 북한 최초의 북한 원화 카드이다. 이는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동되
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정부는 유선전화 요금 납부, 무선전화 요금
납부 등에 카드 이용을 권장/의무화하고 있다. 당국이 은행 카드 제도를 도입한 목
적은 시중의 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 이른바 화폐환수가 가장 크다. 나아가
붕괴된 화폐순환구조의 복원도 중요한 목적이다.
다섯째, 국영상업망 분야이다. 즉 시장화를 통한 국영상업망의 복원54)이다. 북한
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부터 상업부문의 개혁을 실시했다. 특히 수입품, 그리고
국영기업에서 시장가격으로 생산한 제품을 국영상점 등에 유입시키는 등 시장가격
의 허용을 통한 국영상점 등 국영유통망의 재건에 노력하고 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유휴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5.5.2 새로운 금융제도의 특징과 목적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의 특징으로 재정과 금융의 연계 강화를 꼽을 수 있다. 통상
경제개혁 과정에서 금융은 재정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독립성을 획득한다. 북한도 경
제난 이후 시장화 진전에 따라 그런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금융제도
개편을 통해 오히려 재정과 금융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통상 상업은행의 대출 재원은 주민들의 예금이지만 북한의 경우, 은행의 신뢰 상실
로 인해 주민들의 은행 예금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이 중요한 대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중앙은행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머무르
는 국가납부금(일종의 국세), 지방행정기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일종의
지방세, 지방행정기관 은행계좌에 머무르는 자금 등이다(정재호, 2019).
한편 이러한 금융개혁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금융제도의 의도, 즉 금융개혁의 목
54) 이에 대해 북한 문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주민들의 수중에서 ...조성된 화폐자금은 국
가상업류통망을 통한 소비품의 류통을 통하여 국가은행으로 집중될 수 있다. 국가은행에로의 화
폐자금의 집중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화폐자금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리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박춘광, 20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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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것이 [그림 7]이다.
즉 앞에서 보았던 5개 분야의 조치를 통해 우선 경제난 이후 파괴된 화폐순환구조
를 복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면서 공적 금융기관(특히
은행)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기능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
로 당장은 기업의 자금수요 및 주민들의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전가함
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축소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결국
이러한 중간 목표의 달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국내자금 동원을 극대화하고, 특히
국가의 최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자금 투입을 극대화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
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7] 금융개혁의 목적

자료: 황수민･양문수(2020)을 다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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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 전문가 평가결과의 활용
6.1 조사 개요
이하에서는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에 대해 다각도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는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활용해서 북한 경제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
해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총 12명55)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북한 경제개혁
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나아가 이행(체제전환)의 문제까지 설문을 제시했다. 물
론 이런 접근방법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정 주제, 심지어는 특정 개념까지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다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경제 연구의 특성상 전
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설문 대상 전문가들을 몇 명
으로 하고, 이들을 어떻게 조합/구성하느냐에 따라 설문결과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특히 북한 경제개혁의 추세에 대해서는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경제개혁
의 절대 수준에 대해서는 오류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하의 전문
가 평가 결과는 매우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편성의 경우, 앞의 2장의 <표 2>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개혁의 단계 구분의
틀을 가지고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경제난 이후 및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에 대해 ‘개혁의 진전도’라는 기준을 통해 평가해본 뒤, 북한 경제체제
가 보편적인 사회주의개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했는지 판
단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분야를 크게 보아 세 분야로 구분한다. 즉 자원배분 메커니즘, 소유권, 금융
이다. 이를 가지고 해당 분야의 개혁 진전도를 평가/측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자원배분 메커니즘 분야와 금융 분야는 각각 단일 부문 개혁으로 평가하지만 소유
권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하나는 생산수단의 소유권개혁으로서 생
산수단 사적소유의 허용 범위/수준에 대한 평가이고, 또 하나는 재산권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소유권 개혁으로서 주로 전통적인 국유기업 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산권의
허용 범위/수준에 대한 평가이다. 전자를 줄여서 사적소유 개혁, 후자를 국유기업
재산권개혁으로 부르기로 한다. 아울러 자원배분 메커니즘 분야에서의 개혁은 계획
메커니즘에서 시장 메커니즘으로의 점진적 이행이고,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적 요소
55) 설문조사에 응한 북한경제 전문가 12명 중 3명은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9명은 공공 및 민간의 연
구소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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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격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자원배분 메커니즘 분야의 개혁은 가격개혁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3개 분야의 4대 부문 개혁은 가격개혁, 사적소유 개혁, 국유기업 재
산권개혁, 금융개혁으로 부르기로 한다.

6.2 북한 경제개혁의 추세와 수준
6.2.1 부문별 및 종합적 경제개혁 추세와 수준
① 전문가 평가 결과 개관
이제부터는 전문가 평가를 활용해서 북한 경제개혁에 대해 부문별 및 종합적 추세
와 수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전문가 평가 결과는 이하의 <표 7>과 <표 8>, 그
리고 [그림 8] ~ [그림 16]에 정리되어 있다.56)
<표 7> 전문가 평가에 의한 북한의 경제개혁: 추세와 수준
구분
자원배분
메커니즘(가격)
사적소유
소유제
국유기업
재산권
금융

종합(1)

종합(2)

(단위: 점)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0.28

1.17

1.98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1.14

1.81

2.38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0.17

0.47

0.78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0.64

1.16

1.59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0.26

0.82

1.42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0.45

1.18

1.71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0.21

0.86

1.43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0.40

0.93

1.57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0.23

0.89

1.50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0.70

1.30

1.87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0.24

0.90

1.51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0.76

1.38

1.93

주: 종합(1)은 가격, 소유제, 금융에 모두 동일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값을, 종합(2)는 가격과 소유제에
동일가중치를, 금융에는 그 절반을 부여(즉 40:40:20)하여 산출된 값을 나타낸다.

56) 평가 기준은 고전적 사회주의 = 0점, 개혁 1단계(계획개선형 개혁) = 1점, 개혁 2단계(시장사회주
의형 개혁) = 2점, 시스템의 해체(≒ 체제전환 개시) = 3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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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문가 평가에 의한 북한 경제개혁: 개혁 진전도의 증가율과 현실/공식제도의 갭
구분

자원배분
메커니즘(가격)

사적
소유

소유제

국유
기업
재산권

금융

종합(1)

종합(2)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X)
(Y)
(Z)

증가율
{(Y-X)X}

증가율
{(Z-Y)Y}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A)

0.28

1.17

1.98

324.4%

69.2%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B)

1.14

1.81

2.38

58.3%

31.8%

실질과 공식제도의 갭
{(B-A)/B}

75.9%

35.5%

17.1%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C)

0.17

0.47

0.78

179.6%

66.0%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D)

0.64

1.16

1.59

80.4%

37.5%

실질과 공식제도의 갭
{(D-C)/D}

74.0%

59.7%

51.3%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E)

0.26

0.82

1.42

216.7%

73.4%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F)

0.45

1.18

1.71

162.9%

44.4%

실질과 공식제도의 갭
{(F-E)/F}

42.7%

30.9%

17.0%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G)

0.21

0.86

1.43

312.5%

66.1%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H)

0.40

0.93

1.57

133.3%

68.0%

실질과 공식제도의 갭
{(H-G)/G}

48.0%

8.0%

9.1%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I)

0.23

0.89

1.50

283.5%

68.6%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J)

0.70

1.30

1.87

87.3%

43.2%

실질과 공식제도의 갭
{(J-I)/J}

66.7%

31.8%

19.7%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K)

0.24

0.90

1.51

278.4%

69.1%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L)

0.76

1.38

1.93

82.5%

39.8%

실질과 공식제도의 갭
{(L-K)/L}

68.7%

35.0%

21.4%

주: 종합(1)은 가격, 소유제, 금융에 모두 동일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값을, 종합(2)는 가격과 소유제에
동일가중치를, 금융에는 그 절반을 부여(즉 40:40:20)하여 산출된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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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개혁의 추세
우선 경제개혁의 추세부터 살펴보자. <표 7>, <표 8>과 [그림 8]을 통해 연대별
가격개혁 진전도를 보면, 공식제도상의 개혁진전도의 경우, 1990년대에는 0.28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에는 1.17로 증가(증가율 324.5%)했고, 2010년대에는 1.99로
증가(증가율 69.2%)했다. 또한 실질적인 개혁진전도의 경우, 1990년대의 1.14에서
2000년대에는 1.81로, 2010년대에는 2.38로 계속 증가했다.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전 연대 대비 증가율은 각각 58.3%, 31.8%였다.
또한 사적소유 개혁의 진전도를 보면, 공식제도상의 개혁진전도의 경우, 같은 기
간 0.17 → 0.47 → 0.78로, 실질적인 개혁진전도의 경우, 0.64 → 1.16 → 1.59로
계속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국유기업 재산권개혁, 금융개혁 등 여타 부문의 개혁에
서도 발견된다.
이처럼 개혁의 진전도는 4개 부문 개혁 모두 10년 단위로 보았을 때,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즉 2000년대는 1990년대보
다 높아졌고, 2010년대는 2000년대보다 다시 높아졌다. 이는 공식제도상의 개혁진
전도이든 실질적인 개혁진전도이든 마찬가지이다. 또한 개혁 진전도의 증가율은
2000년대가 2010년대보다는 높았다.

[그림 8] 연대별 가격개혁 진전도

[그림 9] 연대별 사적소유 개혁 진전도

이어 이들 3대 분야, 4개 부문을 다 합한 종합적인 개혁의 추이를 살펴보자. 여기
서는 3대 분야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를 종합(1), 전체 개혁(1)로 부르
고, 3대 분야에 대해 가격과 소유권은 동일한 가중치를, 금융에 대해서는 이들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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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가중치만 부여한 경우를 종합(2), 전체 개혁(2)로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두 경
우 모두 소유권 분야 내에서 사적소유 개혁과 국유기업 재산권개혁에 대해서는 동일
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림 10] 연대별 국유기업 재산권개혁 진전도

[그림 11] 연대별 금융개혁 진전도

전체 개혁은 각 부문별 개혁과 마찬가지로, 부문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든, 또
한 공식제도상의 개혁이냐 실질적인 개혁이냐에 상관없이 연대별로 뚜렷한 상승세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그림 12], [그림 13], <표 8> 참조).

[그림 12] 연대별 전체개혁(1) 진전도

[그림 13] 연대별 전체개혁(2) 진전도

주: 전체개혁(1)은 가격, 소유제, 금융에 모두 동일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값을, 전체개혁(2)는 가격과 소
유제에 동일가중치를, 금융에는 그 절반을 부여(즉 40:40:20)하여 산출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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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체 개혁(1)의 경우, 공식제도상의 개혁 진전도는 1990년대에 0.23에서 2000
년대에 0.86으로, 2010년대에 1.43으로 증가했고,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는 같은 기
간 0.70 → 1.30 → 1.87로 상승했다. 그리고 각 연대의 전 연대 대비 증가율은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의 경우,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각각 283.5%, 68.6%를 보였
고,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의 경우, 같은 기간 87.3%, 43.2%를 나타냈다. 아울러 전
체 개혁(2)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③ 경제개혁의 수준
다음에는 개혁의 수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0년대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 진전
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그림 14]에도 나타나 있듯
이 공식제도상의 개혁 진전도를 보면 4개 부문 중에서는 가격개혁이 1.98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금융개혁(1.43)과 국유기업 재산권개혁(1.42)이 거의 비슷했으며,
사적소유 개혁(0.78)이 가장 낮았다. 특히 가격개혁은 2에 근접했고, 국유기업 재산
권개혁과 금융개혁은 1.5를 약간 밑돌았고, 사적소유 개혁은 1에 훨씬 미치지 못했
다. 즉 가격개혁이 유일하게 여타 개혁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고, 반면 사적소유 개
혁은 여타 부문에 크게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2010년대 부문별 공식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그림 15] 2010년대 부문별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

그런데 [그림 15]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를 보면 공식제도상의 개혁 진전도
와 유사한 모습도 있지만 사뭇 다른 양상도 발견된다. 4개 부문 중에서는 가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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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유기업 재산권개혁(1.71)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사적소유 개혁(1.59)과 금융개혁(1.57)이 거의 비슷했다. 가격개혁이 유일하게
2를 초과했으며, 나머지 3개 개혁은 모두 1을 웃돌았으며, 특히 1.5도 상회했다. 또
한 1을 하회한 부문은 하나도 없었다. 즉 가격개혁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은 공식제
도나 실질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사적소유 개혁은 공식제도상으로는 여타
분야에 크게 뒤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유기업 재산권개혁, 금융개혁과 비교해
그다지 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④ 경제개혁의 진전 상황
한편 북한에서 경제난 이후 시장화는, 다소 굴곡은 있었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 계
속 진전되어 왔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생산재 시장 및 자본금융시장, 노동
시장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뒤져 있지만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 중심으로 크게 확산
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민간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국영부문에서도 시장화가 확
산되고 있다.
시장에 대해 처음에는 억제와 묵인의 반복으로 대응하던 북한정부도 김정일 시대
및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적 조치를 통해 점차적으로 시장을 허용하고, 제도권 내
로 편입시켰다. 우선 김정일 시대에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라는 생산재시장, 그
리고 종합시장이라는 소비재시장을 공식 허용했다.
이어 김정은 시대에는 시장을 계획체계 내로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해 눈길을 끌
었다. 7.1 조치 때는 ‘번 수입 지표’를 신설해 ‘계획외 경제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시
장경제활동을 허용했다. 다만 이 때는 계획경제 밖의 합법적 존재라는 지위를 부여
하면서 시장을 허용했다. 그러다가 ‘우리식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
제’ 때는 ‘기업소 지표,’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활동을 허용했다. 이 때
는 시장을 계획경제 내의 존재로 편입시키면서 허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또한 1960년대부터 북한 계획경제의 핵심적인 두 기둥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와 ‘대안의 사업체계’였는데 경제난으로 중앙의 원자재/자금 공급 기능이 크게 약화
되면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러
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19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의 계획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를 반영해 공식제도상에서 시
장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 차원의 개혁적 조치가 취해짐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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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격 차원의 개혁 조치도 취해졌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가격개혁을 단행, 거
의 모든 제품의 국정가격과 국정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게 현실화했
다. 아울러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제품의 국정가격을 인
상하는 조치를 취했고, 특히 시장상황을 반영해 국정임금을 대폭 인상한 일종의 최
저임금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사적소유 부문의 상황은 매우 대조적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식
당, 상점 등의 개인 서비스업이나 운수업, 소규모 공장, 그리고 외화벌이(무역업) 다
양한 분야에서 사적자본을 투자하는 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공식
제도상의 사적소유 개혁조치는 매우 느리게 진전되었다. 특정 기관･기업소의 산하
기업으로 등록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는 반합법 조치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에 기관･기업소에 대해 ‘외화벌이’ 및 ‘더벌
이’로 알려진 부업활동을 허용하면서 사기업에 대해 이른바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
주는 조건으로, 즉 특정 기관･기업소의 산하 기업으로 등록하는 조건 하에 허용했
다. 이 경우 사기업은 명의를 대여해 주는 기관･기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
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관･기업소들이 이 수수료를 통해 부족한 재정
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받았다.
국영기업 재산권 부문 개혁은 가격개혁 정도는 아니지만 사적소유 개혁보다는 상
당히 진전되었다. 현실세계에서 국영기업은 시장화의 진전과 7.1 조치를 배경으로
적지 않은 국영기업(즉 국유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잔여소득권 등을 획득했
다. 이에 대해 북한정부는 김정은 시대 들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행과 함께
기업소법, 재정법 등을 개정해 기업에 대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고, 기업 가
처분 소득의 배분에서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주었다. 이
렇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고 원가를 절감해 기업 가처분 소득을
확대할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받는다(양문수, 2017:103). 재산권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소득권, 잔여소득권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6.2.2 공식제도 개혁과 실질 개혁의 격차 추이: 제도화 진전 여부
이어 [그림 16]은 각 부문별 개혁 및 전체 개혁에서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와 공식
제도상의 개혁 진전도의 격차, 즉 갭을 계산57)해서 그려본 것인데 매우 흥미로운 점
57) 이 갭은 당해연대의 실질적인 개혁진전도에서 공식제도상의 개혁진전도를 뺀 값을 실질적인 개
혁진전도로 나누어서 산출했다. 즉 실질과 공식제도의 갭 = (실질적인 개혁진전도 – 공식제도상의
개혁진전도)/(실질적인 개혁진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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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즉 거의 모든 부문의 개혁에서, 그리고 전체 개혁에서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와 공식제도상의 개혁 진전도의 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이미 <표 7>과 <표 8>에서 각 시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공식제도상의
개혁진전도의 증가율이 실질적인 개혁진전도의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점에서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그림 16] 개혁에서 실질과 공식제도의 갭

(단위: %)

주: 종합(1)은 가격, 소유제, 금융에 모두 동일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값을, 종합(2)는 가격과 소유제에
동일가중치를, 금융에는 그 절반을 부여(즉 40:40:20)하여 산출된 값을 나타낸다.

우선 가격개혁의 경우, 이 갭은 1990년대에 75.9%에 달했으나 2000년대에 35.5%
로 크게 줄었고, 2010년대에 17.1%로 더욱 감소했다. 또한 사적소유 개혁도 같은 기
간 74.0% → 59.7% → 51.3%로 감소세를 보였고, 국유기업 재산권개혁도 42.7% →
30.9% → 17.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금융개혁은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즉 1990년대의 48.0%에서 2000년대에 8.0%로 크게 줄었으나 2010년대에
9.1%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199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해 보면 역시 크게 감소한
상태로서 다른 부문의 개혁과 완전히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1990년대의 갭의 수준과 2010년대의 갭의 수준을 단순 비교해서 부문별
갭의 축소 폭을 보면 가격개혁이 58.8% 포인트로 가장 높고, 다음이 금융개혁
(38.9% 포인트), 국유기업 재산권개혁(25.7% 포인트)이었고, 사적소유 개혁이
22.8% 포인트로 가장 낮았다. 즉 공식 제도와 현실의 괴리 축소 속도가 가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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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국유기업 재산권개혁>사적소유 개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0
년대의 축소폭이 2010년대의 축소폭보다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대의 갭의 수준을 부문별로 보면 금융개혁이 9.1%로서 가장 적고, 다
음이 국유기업 재산권개혁(17.0%)과 가격개혁(17.1%)로 높았고, 사적소유 개혁이
51.3%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전체 개혁의 경우, 전체 개혁(1)은 66.7% → 31.8% → 19.7%로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전체 개혁(2)도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갭의 축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결국 북
한이 경제개혁을 일정 수준 공식제도를 통해서 시행해 왔음을, 즉 개혁의 제도화를
진전시켜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흔히들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경제
개혁의 제도화 수준 자체는 중국, 베트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훨씬 낮은 것은 분
명하다.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한 나름대로 개혁의 제도화를 진전시켜 왔던 것
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제도화는 2000년대에도, 2010년
대에도 진전되어 왔던 것인데, 특히 2000년대에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진전
되면서 공식제도와 현실의 갭을 메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런 제도화는 가격
개혁에서 가장 크게 진전되었고, 사적소유 개혁에서 가장 작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사유화 분야의 개혁에서는 국유기업 재산권 개혁이 사적소유 개혁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6.3 북한 경제개혁의 보편성과 특수성
6.3.1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
다음에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2명의 전문가들에게 북한 경제체제의 특수성, 즉 경제개혁 관
련 현상 중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경험과 구별되는 북한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여러 항목들을 제시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순서
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6개 항목 중 전문가들의 1순위, 2순위
평가가 집중되어 있는 4개 항목을 골라 <표 9>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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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1순위 선정

2순위 선정

종합
평가점수

가. 경제개혁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음.

2명

2명

6점

나. 분야별 경제개혁이 매우 불균등적으로 진행. 가격자유
화는 크게 진전되었지만 여타의 개혁, 즉 소유권･ 금
융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

4명

2명

10점

다. 일정한 목적을 가진 제도설계에 의한 경제개혁이라기
보다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의한 현실에서의 변화를
국가가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함.

2명

2명

6점

라. 개혁의 정치적 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특히 3대
세습이라는 조건하에서 경제개혁이 추진

4명

3명

11점

합 계

12명

9명

항 목

그리고 1순위 항목에는 가중치 2점, 2순위 항목에는 가중치 1점을 부여해 종합 평
가점수를 산출해서 전체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개혁의 정치적 여건 미성숙(라항, 11점)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분야별 개혁
의 불균등성(나항, 10점)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이들의 차이는 불과 1점에 불
과하고 더욱이 3순위까지 고려하고, 가중치를 변경하면 순위 자체는 바뀔 수 있는
등 라항과 나항은 종합평점이 비슷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뒤를 이어 개혁의 제도화
문제(가항), 현실변화의 사후적 승인(다항)이 종합평점(각각 6점)이 같았다. 다만 이
둘은 라항, 나항과는 종합평점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수성으로서의 우선순
위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개혁의 정치적 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특히 3대 세습이라는 조건 하에
서 경제개혁이 추진된다는 점(라항)과 분야별 경제개혁이 매우 불균등적으로 진행된
다는 것, 즉 가격자유화는 크게 진전되었지만 여타의 개혁, 즉 소유권･금융의 변화
는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나항) 두 가지가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 중 가장 핵심적
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자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경제개혁의 정치적 배경
내지 여건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경제적 요인으로서 경제개혁 자체의 현상에 관
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경제개혁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가항)
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제도설계에 의한 경제개혁이라기보다는 경제주체들의 행위
에 의한 현실에서의 변화를 국가가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다항)이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 중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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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특수성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원래 본격적인 경제개혁은 정권 및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한 제도･정책의 변경이기 때문에 경제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유례없는 3대 세습,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우려 등의 정치적 측면에
서 특수성이 강하다.
따라서 예컨대 개혁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개혁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정
치적 부담이 강하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의 원천이 세습에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책적 노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체제 불안 요인이
증대된다는 우려와 함께 사회주의에서 멀어지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아간
다면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작용한다(양문수,
2015:58~59).
또다른 대표적인 특수성이 부문간 개혁의 불균형성, 불균등성이다. 물론 개혁이나
체제전환은 그 속성상 부문간 개혁이 불균등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사
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의 공통적 경험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
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의 진전과, 가격자유화의 진전은 매우 앞서 있지만 소
유권의 변화, 특히 소규모 사적 소유의 합법화는 매우 더디다. 물론 중국과 베트남
은 동유럽과 달리 사유화의 진전이 늦었지만 북한의 경우, 중국/베트남보다도 더 느
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 또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에 대한 당국의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했
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화 및 공식제도상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물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개혁에 착수했지만 북한 정도로 경제가 극단적으로
추락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서는 계획경제의 물리적/기능적 토대가 와해되면서 그
공백을 시장화가 자연스럽게 메우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와 관련, 북한의
개혁은 의도적 개혁, 사전적 설계에 의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중국도 개
혁 초기 농업개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행위를 국가가 사후에
승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의한 현실에서의 변화를
국가가 사후에 승인한 측면이 중국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전문가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 중에서 제도화
의 문제와 사후승인적 성격은 3대세습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나 개혁의 불균등성 문
제보다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제도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정책도 없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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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북한 경제개혁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대적 크기
북한의 경제체제의 성격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북
한 경제개혁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 질문했다. 보편성, 즉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통된 경험으로서의 보편성,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
별되는 경험으로서의 특수성,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는지 물어보았
다. [그림 17]에 나타나 있듯이 보편성이 특수성보다 크다는 응답(5명, 41.7%)이 특
수성이 보편성보다 더 크다는 응답(4명, 33.3%)이 약간 많았다. 아울러 보편성과 특
수성이 비슷하다는 응답(3명, 25.0%)도 적지는 않았다. 종합해서 보면 보편성이 특
수성보다 크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지만 샘플의 크기(12명)을 고려하면 보편성과 특
수성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림 17] 북한경제개혁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대적 크기: 전문가 평가

(단위: 명)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을 주장한 전문가들은 핵심 포인트가 두 세 가지로 나뉘
었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에서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구분을 중시했
다(전문가 H, I, J). 이들은 개혁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보편성을 가지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강하다고 보았다. 즉 경제적으로는 개혁의 필
요성, 추진과정, 내용 등의 면에서 북한이 중국, 베트남 등과 유사한 면이 많지만
정치적으로는 유례없는 3대 세습, 부유한 남한의 존재(즉 흡수통일의 우려), 핵문제
로 인한 미국과의 대립 등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요소라고 지
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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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개혁은 말단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의한 현실에서의
변화를 당국이 사후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전문가 D, J, L). 물론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을 보면 제도화되지 않은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당국이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당국이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변화가 아래로부터 나타나고 당국이 이를 사후적,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
식으로 개혁이 진행된다는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는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은 비공식적･비합법적 자유화･사유화
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확대된 이후 자유화･사유화가 제도화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유화와 자유화의 수준이 괴리되고 있는 점이 사후적 제도화라는 특이한 형태
의 경제개혁을 낳는 원인이라고 보았다(전문가 K).
한편 북한 경제개혁의 특수성을 주장한 전문가들 중에서도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
대적 크기, 상대적 무게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G, J, K)
은 특수성이 보편성보다 크다고 응답했고, 또다른 전문가(D, I)들은 보편성과 특수
성이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6.4 북한의 경제개혁 및 체제이행 여부
현재의 북한경제를 경제개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행기 경제, 즉 체제전환 경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응답한 결과는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현재의 북한경제를 경제개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명(66.7%)이 그
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제개혁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은 1명(8.3%)에 그쳤다. 또
한 경제개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도 3명(25.0%)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행기 경제, 즉 체제전환 경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명(50.0%)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행기 경제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은 3
명(25.0%)이었고, 이행기 경제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
도 3명(25.0%)에 달했다.
즉 전문가들의 절대 다수(전체의 2/3)는 현재의 북한경제를 경제개혁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행기 경제로 볼 수 있다는 응답 비율(50.0%)은 경제개혁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는 낮았지만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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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행기 경제로 볼 수 없다는 응답 비율(25.0%)은 경제개혁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 비율(8.3%)보다는 높았다.
<표 10>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이행기 여부에 대한 전문가 평가
항 목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합계

현재의 북한경제를 경제개
혁으로 볼 수 있다.

8명
(66.7%)

1명
(8.3%)

3명
(25.0%)

12명
(100%)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행기
경제로 볼 수 있다

6명
(50.0%)

3명
(25.0%)

3명
(25.0%)

12명
(100%)

현재의 북한경제를 경제개혁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개혁
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북한 경제개혁의 보편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
장들이다. 예컨대 개혁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구분한다고 해도 경제적 측
면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기에 나타났던 현상들과 유사하다는 것, 즉 개
혁의 내용면에서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견해이다(전문가 A). 또한 개혁을 당국이 의
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불과하다고 해도 사회주
의 개혁이란 원래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전문가 D).
경제개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 중에는 다소 독특하지
만 눈길을 끄는 견해도 있었다(전문가 G). 북한당국의 당초 의도는 자생적으로 성장
한 비공식부문을 불가피하게 최대한 활용하여 공식부문으로 흡수해, 공식부문을 강
화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오히려 시
장메커니즘이 더 발전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제적 효율이 향상되는 양상이 나타나
는 등 궁극적으로는 경제개혁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행기 경제, 즉 체제전환기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전문
가들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자원배분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공식화･제도화하고 있
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전문가 K). 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하고 있음이 실증
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전문가 F).
반면 이행기 경제로 볼 수 없다고 응답한 어느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사유화 부문
에서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전문가 J). 또다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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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는 이행기 경제의 정의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현재는 경제개혁(reform), 체제내
개혁에 가깝고,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전환하는 관점에서의 이행기 경제
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중국이 시종일관 시장경제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체제전환의 의미가 아닌 경제개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 H).
또한 이행기 경제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약간 상이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어느 전문가는 경제적으로는 이행기 경제이나
정치적으로는 불확실하며, 북한의 정치권력은 경제정책을 되돌릴 능력을 갖고 있다
고 주장한다(전문가 I). 또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시장경제로 변화할지
는 불분명하고 주장한다(전문가 D).
여기서도 의도와 결과를 구분해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몇 명 있다. 북한당국의 의
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경제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기업가정신, 행동양식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
행기 경제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전문가 G). 또한 이행기 경제로 볼 수 있지만,
이행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전문가
L), 현재 수준은 전반적으로 체제이행 수준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
고 있다는 견해(전문가 A)도 유사한 범주에 속한다.

Ⅶ. 맺음말
이제는 머리말에서 제기한 이 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경제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경
제난 이후의 추세와 2019년 현재의 수준에 대해 평가하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사
회주의 개혁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창(窓)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
한경제의 작동원리와 작동 구조에 대한 고찰도 포함된다.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경제개혁의 추세는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된다. 경제개혁의
진전도는 자원배분 메커니즘 개혁(혹은 가격개혁), 사적소유 개혁, 국유기업 재산권
개혁, 금융개혁 등 4대 부문 모두가 10년 단위로 보았을 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또한 전체 개혁도 10년 단위로 보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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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대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의 수준과 단계를 살펴보자.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공식제도상으로는 계획개선형과 시장사회주의형의 한 가운데에 위치했고,
실질적으로는 양자의 가운데에 있지만 시장사회주의형에 보다 더 가까운 데 위치했
다. 물론 공식제도상이든 실질적이든 아직 시장사회주의형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개혁 수준을 살펴보면 공식제도상이든 실질적이든 가격개혁이 가장 앞서
있으며, 사적소유 개혁은 가장 뒤져 있는 상태이다.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종전의 계
획 위주에서 계획과 시장의 병행으로 바뀌고 있으며, 종전의 고정 가격 중심에서 상
당한 정도의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사적 소유 측면의 제도 변화는 아
주 더디게 진행되어 경제개혁이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아울러 각 부문별 개혁 및 전체 개혁에서 실질적인 개혁 진전도와 공식제도상의
개혁 진전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어 왔다. 이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일
정 정도 공식제도를 통해서 시행해 왔음을, 즉 개혁의 제도화 수준을 서서히 높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아 개혁의 제도화 수준은 중국, 베트남
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 경제개혁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서는 보편성이 상대적으
로 크다고 보는 전문가와,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는 전문가 중 어느 쪽이
많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대체로 보아 양쪽이 비슷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구분을 중시했다. 보편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개혁의 내용이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하다는 점,
특히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요소로 지적했다. 특수성을 주장한 전문가들은 우선
개혁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보편성을 가지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예컨대 3대 세습)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말단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의한 현실에서의 변화를 당국이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중시
했다.
한편 현재의 북한경제를 ‘경제개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현재의 북한경제를 체제이행기 경제로 볼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절반만 그렇다고 답했다. 즉 거칠게 보면 전문가들은 2010년대의 북
한경제를 ‘경제개혁’이라고 평가하는데 완전히는 아니라고 해도 대체로 합의를 보았
지만 ‘체제이행기’라고 평가하는 데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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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은 의도와 결과를 구분해 평가하는 견해들이다. 특히
결과적으로 이행기 경제로 볼 수 있지만, 당국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이행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 현재 수준은 전반적으로 체제이행 수준
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견해가 이 범주에 속한다.
사실 북한당국에게 경제개혁이든 체제이행이든 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
하다. 북한당국의 의도는, 최소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목적의식적 이행은 아
니다.
당국의 관점에서 경제의 작동원리와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 전체적으로는
분권화의 힘 또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은 엘리트층 및 일
반주민과 적절한 타협을 통해 일정 수준의 집권화의 힘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수단은 포괄적으로 보아 시장화/경제개혁이다. 다만 경제 전체가 창출한
잉여를 중앙정부가 수취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서의 각종 조세 및 준조세의 기능
은 유지/강화한다.
국민경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중구조전략을 편다. 여기서 이중구조는 얼핏 보아
서는 계획과 시장의 이중구조로 보이지만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국이 직접 장악하고
책임지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이중구조이다. 국민경제의 기본기능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분배에 있다고 하면 우선 당국의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는 당국이 직접 장악하고 책임
을 진다. 즉 핵심적인 물자(식량, 에너지, 일부 중화학공업 등)는 이른바 ‘중앙지표’
라 하여 중앙당국이 국가의 계획경제 틀 속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계획경제의 틀을
뛰어넘어 직접적인 명령과 강제를 통해 확실하게 장악･확보한다.
핵심적인 물자 이외의 물자의 생산, 유통, 소비는 포괄적으로 보아 시장에, 그리
고 민간과 일부 국영기업에게 맡긴다. 그러나 단순 방임은 아니라 제도화의 수준을
높여주어서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중앙은 원래 자신이
수행해야할 국민경제상의 책무 중 상당 부분을 ‘자력갱생’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을
제외한 경제의 4주체에게 전가한다(후술). 더욱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생산
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영기업은 세금 납부의 의무는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아무 의
미가 없는 ‘계획’이라도 공식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형식적이나마 계획을 부과하
는 이유이기도하다.
둘째, 이러한 북한의 경제체제가 형성된 배경, 유지되는 원인 등 현 체제의 전반
적인 동력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달리 보면 현 경제체제는 일시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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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체제인가 구조적으로 형성된 체제인가 하는 문제, 나아가 현 경제체제는 가역적
인가 불가역적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 시장화의 진전, 그리고 계획과 시장의 공존에 대해서는 경제난으로
계획경제의 물적/기능적 토대가 약화/와해된 상태에서 시장화가 진전되었다, 즉 계
획의 공백을 자연스럽게 시장이 메웠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충분한 설명은 아니다.
우선 국가 재정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시장화를
통해 민간이 창출한 각종 잉여를 정부가 광범위한 조세 및 준조세를 통해 수취하는
데 이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따라서 시장화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북한당국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통상적인 경우, 국민경제에서 경제의 핵심적인 3주체는 정부, 기업, 개인이지만
경제난 이후의 북한은 지방과 기관을 추가해 5주체로 구성된다. 당, 군부, 행정 분
야의 기관들은 각 기관들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와 자금은 물론, 구성원들의 생계 유
지에 필요한 식량, 소비재와 현금, 나아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조세 및 각종 준조세
의 재원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지방(즉 지방의 당 및 행정 기관)도 마찬
가지였다. 이를 위해 지방과 기관은 국가로부터 기존의 산하 경제주체 및 신규로 자
기 산하로 편입된 경제주체들에 대한 조세 및 준조세의 과세권한을 부여받았고, 동
시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무역회사를 비롯한 기업의 설립권한도 부여받았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경제난 및 재정난에 있다. 그리고 이런 재정난
을 배경으로 국가는 기관, 지방, 기업, 개인에 대해 강도 높은 ‘자력갱생’을 요구했
다. 기존에 국가가 이들에 대해 제공해주던 자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하고 이들
스스로 자원의 획득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력갱생은 당연히 국가가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경제의 영역 밖에서, 즉 시장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무역회사를 비
롯해 신규 설립한 기업도 그렇고, 이들이 새로이 자신의 산하로 편입시켜 조세 및
준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업도 ‘사회주의 모자’를 쓴 사기업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지방은 종합시장에 대한 과세권(이른바 ‘장세’)은 물론, 상점, 식당 등 사적자본 투하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한 과세권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과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과 기관들도 시장화의 진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들 중 경제활동의 목적이 ‘생계수단
확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의 축적’으로 진화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른바 ‘돈주(錢主)’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이고, 국영부문에서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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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특히 ‘특수단위’를 비롯한 특권경제 소속 특권층이다. 이들은 북한 시장화의 위
계적 구조에서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생관계이며, 동시에 북한 시장화를 견인하
는 쌍두마차이다. 초기에는 돈주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와크’나 각
종 사업허가권(license fee)와 같은 지대추구형 특권층의 성장세도 만만치 않다. 나
아가 북한판 기업집단의 형성에서 드러나듯 특권층 스스로가 혹은 돈주와 결탁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형성, 확장해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 의 이윤추구 경제활동은 이제 현 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체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을 두고 형성되었고, 이제 하나의 구조로서 자리잡게 된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
다. 동시에 권력층와 돈주라는 이른바 구체제적 지배세력과 신체제적 지배세력이 동
시에 지지하고 있는 현 경제체제는 불가역적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이들의 이런 동력도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으
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시장화를 확대하고 계획경제를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가 식량, 에너지, 철강 등 핵심 물자를 장악할 수
있는 한 그렇다. 더욱이 2020년 이후 3중고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국내 자원에 대한 중앙의 직접적 장악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는 국면에
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의
계획경제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계획경제로 회귀한다고 하면 일
반주민들도 그러하지만 권력층와 돈주와 같은 정권의 핵심지지 계층이 반대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 기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계획경제로 회귀하고 싶어도 수단(특히 자원)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현 경제체제는 불가역적이다.

75

BOK 경제연구 제2021-13호

참고문헌
1. 북한 문헌
계춘봉(2016), “실제적 경영권의 특징,” 『경제연구』, 2016년 제-2호.
김순철(1995), “<수요공급설>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1995년 제-1호.
김영남(2014), “현시기 유휴화폐자금과 그 동원리용,” 『경제연구』, 2014년 제-4호.
두광익(2013), “가격조절의 경제적 내용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
연구』, 2013년 제-3호.
리정택(2016), “상업부문에서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자극하
고 추동하기 위한 몇 가지 방도,” 『경제연구』, 2016년 제-1호.
리창하(2004), “회계에 대한 력사적리해,” 『경제연구』, 2004-3호.
리창혁(2014), “현시기 경제사업에서 화폐공간의 합리적리용,” 『경제연구』, 2014년
제-4호.
리춘원(199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히신 지방무역의 본질적 특성,” 『경
제연구』, 1997년 제-3호.
박인덕(1993),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고수와 발전의 본질적 내용,”
『경제연구』, 1993-3호.
박춘광(2012), “주민의 지불능력있는 수요에 따르는 상품적보장과 화폐류통 공고화,”
『경제연구』, 2012-3호
박홍규(2008), “경제전략, 기업전략에 대한 옳은 리해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8-3호.
서성철(2013), “국가경제발전계획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 『경제연구』, 2013-4호.
석두관(1997),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1997-4호.
송정남(2015), “전략적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2015-4호.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76

오선희(2002),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경제연구』,
2002-2호.
전성일(1993),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1993-1호.
조경희(2015),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
구』, 2015-2호.
한영철(201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화폐리론 발전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 『경제연구』, 2010-4호.
조선대백과사전 1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2. 한국 문헌
강채연(2018), “북한 선군정치와 시장경제의 모순적 융합: ‘관료적 시장경제’ 메커니
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인옥(2016), “평양의 시장경제 실태와 평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제65회 정책포럼 발표문. 2016.7.4.
권영경(2004), “북한의 국영기업 개혁 내용과 성공의 가능성 탐색: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김광진(2007), “북한의 달러화와 김정일 ‘궁정경제’,” 『통일연구』, 제11권 2호.
김석진(2008),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산업연구원.
김석진(2010),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개념적 검토,” 이석기 외,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실태와 작동방식』, 산업연구원.
김석진(2019),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집 1호.
김석진･양문수(2014),『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통일연구원.
김석진･이석기･양문수(2011),『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산업연구원.
김병연(2012), “신정부의 대북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10가지 제언,” 『KDI 북한경제리
뷰』, 12월호.

77

BOK 경제연구 제2021-13호

김병연･양문수(2011),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보라(2016), “화폐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1986년-2016년 『경제연구』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철(2002), “북한의 경제개혁 전략: 쿠바 사례의 적용가능성,”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림근오(2010), “조선의 시장화와 비정상화, 주민생활 변화,” 『임진강』, 8호.
민준규･정승호(2014),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14
박찬억(1997), “경제체제론의 회고와 전망,” 한국비교경제학회편, 『비교경제체제론』,
박영사.
박형중(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
와 미래』, 도서출판 해남.
박형중(2009),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 1990년대 이래 분권화
된 약탈 - ,”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통권 제51)호.
박형중(2015),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
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5.4.29.
박형중･최사현(2013),『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통일연
구원.
성채기 외(2003),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한국국방연구원.
손혜민(2013), “장사의 도가니, 석탄시장,” 『임진강』, 19호.
양문수(2003), “최근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
뷰』, 10월호.
양문수(2005),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
뷰』, 2월호.
양문수(2008),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78

양문수(2009),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12권 2호.
양문수(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한울.
양문수(2013),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통일부 통일교육원.
양문수(2014), “북한 국영기업의 관리･운영 실태와 평가,” 『캠코리뷰』, 제1권 제3
호.
양문수(2015),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
권, 2호.
양문수(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아세아연
구』, 59권 3호.
양문수(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
일정책연구』, 제 26권 2호.
양문수(2018),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시대의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제 104호.
양문수･윤인주(2016),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
석,” 『통일연구』, 제20권 제2호.
이 석(2009), 『북한의 시장: 구모 추정과 구조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이석기･양문수･정은이(2014), 『북한 시장 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이석기･권태진･민병기･양문수･이동현･임강택･정승호(2018),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개혁 연구: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이석기(2020), “(북한경제전문가<대화> 북한의 산업과 기업: 사실, 개념 그리고 추세,”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
이영훈(2005),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하반
기(통권 제44)호.
이영훈(2020),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제도 변화: 주요 내용, 특징 및 시사점,” 대외

79

BOK 경제연구 제2021-13호

경제정책연구원･민주평통 공동주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발표논문.
이일영(2009),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 경제』, 창비.
이정철(2010), “북한 구획경제의 한계와 가격제도 개혁,” 『통일경제』, 겨울호.
이종규 (2014), “시장 및 비공식부문,” 이 석 편,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분석과 대
북정책에 의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이찬우(2003),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1980년대 중국의 개혁 비교,”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세미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
망』, 2003.6.26.
임강택･양문수･이석기(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임수호(2008),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삼성경제
연구소.
정재호(2019), “‘북한식 상업은행’ 형성과 금융제도의 변화,” 미발표 논문.
조한범･임강택･양문수･이석기(2016),『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
치는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차문석(2009), “북한 경제의 동학과 잉여의 동선: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
연구』, 상반기호(통권 제51호).
최봉대(2008),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엮음, 『북한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한울.
최설(2021), “경제난 이후 북한 지방경제 네트워크 변화에 관한 연구: 평안남도 순천
시 사례,” 미발표논문.
타마키 모토이(玉城素)(1999), “4중경제란 무엇인가,” 타마키 모토이 외 지음, 김종우
옮김 『김정일 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청정원.
통일부･통일연구원(2005),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한기범(2009),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80

논문.
황수민･양문수(2020),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
제26권 제1호.
홍 민 외(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통일연구원.
홍익표 외(2004), 『최근 북한의 가격 유통 체제 변화와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인애(2017), “북한 특권기관 기업 운영실태,” 미발표 원고.

3. 해외 문헌
三村光弘(2016), 「北朝鮮經濟の最近の變化と今後の見通し」, ERINA REPORT, No.
130.
강일천(2016), “김정은 시대 경제강국 건설의 새 진전: 인민생활과 경제관리에서의
새로운 전개를 중심으로,” 『정경론집』, 14호.
Brus, Wlodzimierz(1989), “Evolution of the Communist Economic System: Scope and
Limits,” Victor Nee and David Stark ed.,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Chavance, B(1994).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Boulder: Westview Press.
Demsetz, H(1967).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No. 2.
Gregory, P. R. and R. C. Stuart(2004), Comparing Economic Systems in the Twenty-First
Century, 7th edition, Boston, New York: Houghton Mifflin.
Haggard, Stephan & Noland, Marcus(2010), "Reform from below: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change in North Korea,"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73.

81

BOK 경제연구 제2021-13호

Kornai, J(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lder, Andrew G. and Oi, Jean C.(1999),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economy:
Contours of the process of change.” in Jean C. Oi and Andrew Walder eds.,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A Study on North Korea’s Econonic System: Actual
Condition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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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try to explain the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using a
conceptual framework. To this end, we focus on the behavior patterns of North
Korean economic agents and their interactions, conduct a questionnaire survey of
North Korean economic experts about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and then
utilize the results.
In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ystem,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certain phenomena displayed at various stages of economic reform in socialist nations
were observed at the same time. Experts’ evaluations were divided. There were those
who emphasized the universality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s, and those who
emphasized its peculiarities. In the former case, it was emphasized that the content of
North Korean reforms is similar to that seen in other socialist countries, especially in
that the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was shifting from plan-oriented to plan and
market parallel. In the latter case, North Korea's peculiarity stands out because of its
political aspects, such as the third 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and they noted the
inequality of reforms by sector, such as price/ownership economically, and the nature
of post-mortem approval of chang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economic and financial difficulties is important for
the formation of these plans / market coexistence systems. However, the policy of
“self-rehabilitation” peculiar to North Korea is also a core factor that cannot be
ignored.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hat companies,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provinces, as well as the state, form the five core economic actors of the
“self-rehabilitation” policy, and that they share an interest i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Furthermore, the current economic system has a structural and
irreversible character, rather than a temporary character, as the power class and the
donju form a symbiotic relationship. Their economic activities form the core driving
force behind the current economic system.

Keywords: North Korea, Economic System, Reform, Ownership, Price
JEL Classification: O17, O38, P11, P14
*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 Tel: +82-2-3700-0746, E-mail: msyang@kyungnam.ac.kr
** Associate Research Fellow, North Korean Economy Team,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ank of Korea, Tel: +82-2-759-5468, E-mail: songlim@bok.or.kr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views of
Bank of Korea. When reporting or citing this paper, the authors’ names should always be explicitly
stated

BOK 경제연구 발간목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는 Working Paper인 『BOK 경제연구』를 수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BOK 경제연구』는 주요 경제 현상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직관적 설명 뿐 아니라 깊이 있는
이론 또는 실증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엄밀한 논증에 초점을 두는 학술논문 형태의 연구이며
한국은행 직원 및 한국은행 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물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BOK 경제연구』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imer.bok.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제2019 -1

Deciphering Monetary Policy Board
Minutes through Text Mining Approach:
The Case of Korea

Ki Young Park⋅
Youngjoon Lee⋅
Soohyon Kim

2

The Impacts of Macroeconomic News
Announcements on Intraday Implied
Volatility

Jieun Lee⋅
Doojin Ryu

3

Taking a Bigger Slice of the Global
Value Chain Pie: An Industry-level
Analysis

Chong-Sup Kim⋅
Seungho Lee⋅
Jihyun Eum

4

Trend Growth Shocks and Asset Prices

Nam Gang Lee

5

Uncertainty, Attention Allocation and
Monetary Policy Asymmetry

Kwangyong Park

6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Financial Stability

Young Sik Kim⋅
Ohik Kwon

7

은행의 수익 및 자산구조를 반영한 통화정
책 위험선호경로

김의진⋅정호성

8

혁신기업에 대한 산업금융 지원: 이론모형
분석

강경훈⋅양준구

9

가계부채 제약하의 통화정책: 2주체 거시모
형(TANK)에서의 정량적 분석

정용승⋅송승주

10

Alchemy of Financial Innovation:
Securitization, Liquidity and Optimal
Monetary Policy

Jungu Yang

11

Measuring Monetary Policy Surprises
Using Text Mining: The Case of Korea

Youngjoon Lee⋅
Soohyon Kim⋅
Ki Young Park

12

Tracking Uncertainty through the
Relative Sentiment Shift Series

Seohyun Lee⋅
Rickard Nyman

13

Intra-firm and Arm’s Length Trade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Firms

Moon Jung Choi⋅
Ji Hyun Eum

14

특허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분석

이지홍⋅남윤미

15

Overhead Labour a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The Role of
Product Diversification

Choong Hyun Nam

16

Does the Number of Countries in an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Model
Matter?

Myunghyun Kim

17

High-Frequency Credit Spread
Information and Macroeconomic
Forecast Revision

Bruno Deschamps⋅
Christos Ioannidis⋅
Kook Ka

18

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김수현⋅이영준⋅신진영⋅
박기영

19

Takeover, Distress, and Equity
Issuance: Evidence from Korea

Euna Cho

20

The Cash-Flow Channel of Monetary
Policy: Evidence from Mortgage
Borrowers

Sang-yoon Song

21

부의 효과의 분위 추정: 분위 정준 공적분
회귀를 중심으로

김기호

22

Identifying Government Spending
Shocks and Multipliers in Korea

Kwangyong Park⋅
Eun Kyung Lee

23

Systemic Risk of the Consumer Credit
Network across Financial Institutions

Hyun Hak Kim⋅
Hosung Jung

24

Impact of Chinese Renminbi on Korean
Exports: Does Quality Matter?

Jihyun Eum

25

Uncertainty, Credit and Investment:
Youngju Kim⋅
Evidence from Firm-Bank Matched Data Seohyun Lee⋅
Hyunjoon Lim

26

A Structural Change in the Trend and
Cycle in Korea

Nam Gang Lee⋅
Byoung Hoon Seok

제2020 -1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권오익⋅김명현

2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
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문성민⋅김병기

3

상태공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월별
GDP 추정: 깁스표본추출 접근

김기호

4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 및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

박준서⋅최경욱

5

Common Factor Augmented Forecasting
Models for the US Dollar-Korean Won
Exchange Rate

Hyeongwoo Kim⋅
Soohyon Kim

6

북한「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

김수현⋅손 욱

7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무역
을 중심으로

김병연⋅김민정⋅김다울

8

Network-Based Measures of Systemic
Risk in Korea

Jaewon Choi⋅
Jieun Lee

9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and Firm Kyoo il Kim⋅
Dynamics in Korean Manufacturing
Jin Ho Park
2007-2017

10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과
인적자본: 교육의 질적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유혜미

11

House Prices and Household
Consumption in Korea

Seungyoon Lee

12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김세완⋅최문정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후방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13

산업구조조정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병선⋅김태경

14

Cross-border Trade Credit and Trade
Moon Jung Choi⋅
Flow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angyeon Hwang⋅
Hyejoon Im

15

International Co-movements and
Determinants of Public Debt

Hasan Isomitdinov⋅
Vladimir Arčabić⋅
Junsoo Lee⋅
Youngjin Yun

16

북한 비공식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이주영⋅문성민

17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

조태형⋅김민정

18

Macro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Analyses and Predictions through Deep
Learning

Soohyon Kim

19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성 간 관계 분석: 사업 이윤수⋅김원혁⋅박진호
체 자료 이용

20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내수전환
결정요인 분석

남윤미⋅최문정

21

A Model of Satisficing Behaviour

Rajiv Sarin⋅
Hyun Chang Yi

22

Vulnerable Growth: A Revisit

Nam Gang Lee

23

Credit Market Frictions and
Coessentiality of Money and Credit

Ohik Kwon⋅
Manjong Lee

24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표학길⋅조태형⋅김민정

25

The Economic Costs of Diplomatic
Conflict

Hyejin Kim⋅
Jungmin Lee

26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ax
Ohik Kwon⋅
Evasion, Inflation Tax, and Central Bank Seungduck Lee⋅
Independence
Jaevin Park

27

Consumption Dynamics and a Home
Purchase

28

자본유입과 물가상승률 간의 동태적 상관관 최영준⋅손종칠
계 분석: 아시아의 8개국 소규모 개방경제를
중심으로

Dongjae Jung

29

The Excess Sensitivity of Long-term
Interest rates and Central Bank
Credibility

Kwangyong Park

30

Wage and Employment Effects of
Immigration: Evidence from Korea

Hyejin Kim

제2021 -1

외국인력 생산성 제고 방안―직업훈련 프로 김혜진⋅이철희
그램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2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석병훈⋅이남강

3

Financial Globalization: Effects on
Banks’ Information Acquisition and
Credit Risk

Christopher Paik

4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Consumption: Workers vs. Retirees

Myunghyun Kim⋅
Sang-yoon Song

5

북한지역 토지자산 추정에 관한 연구:
프레임워크 개발 및 탐색적 적용

임송

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민정⋅문성민

7

Chaebols and Firm Dynamics in Korea

Philippe Aghion⋅
Sergei Guriev⋅
Kangchul Jo

8

한국의 화폐환상에 관한 연구

권오익⋅김규식⋅황인도

9

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김소영⋅김용건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0

The Impact of Geopolitical Risk on Stock Seungho Jung⋅
Returns: Evidence from Inter-Korea
Jongmin Lee⋅
Geopolitics
Seohyun Lee

11

Real Business Cycles in Emerging
Countries: Are Asian Business Cycles
Different from Latin American Business
Cycles?

Seolwoong Hwang⋅
Soyoung Kim

12

우리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
분석

김경근

13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양문수⋅임송

BOK 경제연구 제 2021-13
2021년 8월 27일 인쇄
2021년 8월 27일 발행
발행인 이 주 열
편집인 박 양 수
발행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3가 110번지)
인쇄처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82길 3-4 센터플러스 1105호
Ⓒ 한국은행, 2021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or.kr

제2021-13호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2021.
2
2021. 2
8
2021.

양문수, 임송
202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