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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북한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변화뿐만 아

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내부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가속화

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미처 예

상치 못하 던 정책을 발표하 고 9월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역법’, 

11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차례로 발표하

다. 2003년 들어서서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전환하는 유통개

혁도 단행하 다. 2004년에는 분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더욱 확

대되고 일부 협동농장에서는 개인 농제와 유사한 형태의 포전담당

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꺼려했던 ‘개혁’이라는 단어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변화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앞으로 한

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진전되어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은 당연히 북한 당국

이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나아갈 경

우 과거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 던 북한으로서는 이 일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먼저 경

험한 동족으로서 북한의 실정, 선행 국가들의 경험, 우리의 농업개

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한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농업부문

의 개혁․개방 방향과 전략을 제시코자 한다. 이 연구는 2003년과 

2004년의 2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첫해는 북한의 농업 현황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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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향, 외국의 개혁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

혁․개방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해는 

지난해의 연구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구체적인 개혁․개방 방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향후 남북한 농업협력 방안을 

검토하 다.

  이 연구에는 국내외 학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알찬 연구

가 되도록 노력하 다. 해외에서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독일 중동

부유럽농업개발연구소(IAMO)의 루드게르(Hinners-Tobrägel Ludger) 

박사와 볼츠(Axel Wolz) 박사, 중국 베이징스미경제연구소의 장치

(張琦) 박사,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의 구엔 티 히엔

(Nguyen Thi Hien) 연구원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전체 경제 분야의 

개혁․개방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통일연구원의 김 윤 

박사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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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변화뿐

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내부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가

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앞으로 한층 가

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진전되어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

혁․개방을 추구할 경우 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효

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주된 수요자

는 북한 당국과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남한 당국이다. 이 

연구는 2003년과 2004년의 2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첫해는 북한의 

농업 현황과 최근의 동향, 외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경제의 개혁․개방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중점

을 두었다. 2년차에는 전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구

체적인 개혁․개방 방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향

후의 남북한 농업협력 방안과 우리의 농업부문의 대응책을 검토하

다.

2. 연구개발 내용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의 개혁․개

방 추이와 정책 동향을 정리한다.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정

책의 흐름을 정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전망한다.

  체제전환에 성공한 국가 중에서 북한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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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혁․개방 과정과 농업개발 전

략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통독 후 동독의 농업

부문 개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하여 그 시사

점을 얻으려고 한다.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은 전체 경제체제의 변화 가운데 추

진될 것이므로 우선 북한의 바람직한 경제개혁 방향을 제시하되 현

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1단계 개

혁과 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2단계 개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농업부문의 개혁을 농업제도, 농산물 시장과 유통, 농업금융 및 

재정, 농업투융자, 인력 및 기술개발 분야로 나누어 개혁 방향과 이

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도 개혁의 선도 역할

을 하는 농업제도는 소유 및 이용제도, 농업관리체계, 농장관리방식

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한다.  

  북한이 농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정책 전환, 남북한 

협력,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자금조달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향후 북한의 농업개혁을 위해서는 남

북한 사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 남북한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남북한 협력은 국내 농업정책

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협력에 대응한 국내농업정책의 추

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북정책과 국내 농업정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중국, 베트남, 동독의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몇 가지 공통

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업

개혁은 토지의 소유 및 경 에 관한 개편이 최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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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혁은 그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

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업개혁은 

개별 농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제도적 

기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농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이들이 개혁

에 동참할 수 있다. 넷째, 체제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은 개혁의 수단

에 불과하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개혁

의 목표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북한은 경제개발에 관한 기존의 노선에서 탈피하여 점차 사회주

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개발 전략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소유주체와 소유권의 범위 확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계획경제의 부분적 분권화, 독립채산제의 강

화, 인센티브의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가

격체계를 개선하고 유통개혁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특구의 확대, 환율제

도 개선, 대외무역의 강화, 국제경제체제의 참여를 통해 점진적 개

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본격적인 체

제전환의 과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북한이 변화하려는 

의지는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까

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나 이미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향후 북한이 경제 개혁․개방을 추구한다면 적어도 두 단계의 과

정을 거쳐 체제전환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단계는 본격적인 

개혁의 전 단계로써 경제개발을 위한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을 확대

하는 단계이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대내개혁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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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결정의 분권화를 시도하면

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경 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소유 제

도를 다양화하고 특히 농업부분에서는 책임생산제와 가족청부제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자유처분권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수매와 배급에 의해 식량을 공급하는 중

앙관리체계에서 점차 탈피하여 시장을 통해 물자가 거래되고 가격

이 결정되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외개방을 확대하되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특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 개방으로 인

한 충격을 흡수하며 국제경제기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본격적인 변화이다. 대내

개혁으로 광범위한 가격자유화를 추진하고 생산부문의 사적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을 보장해

야 한다. 금융과 재정을 서로 분리하고 연성예산제약을 완화함으로

써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 이원적 은행제도를 확립하여 금융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 체를 육성한다. 국 기업의 소

유권과 경 권을 분리하며 기업의 책임경 을 강화한다. 개인 농

체제를 확립하고 사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개별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북한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

과 함께 태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부문은 개혁 과정에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경제개혁 초기의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성장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개혁의 관건이다. 농업

부문은 제도의 개편만으로도 상당한 생산성 증대를 가져와 식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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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국민생활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의 선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부문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의 소유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동농장, 국 농장, 농업기업소의 책임

경 제와 의사결정의 권한을 확대하는 분권화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협동농장 내 분조 규모를 점차 축소하여 가족 중심의 

농이 가능하도록 농가 생산책임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책임경 제

로 전환하고 주요 생산수단의 사용권을 확대하는 탈집단화 과정이 

후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산요소의 일괄 분배와 농

산물의 국가수매를 지양하고 생산요소와 농산물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요소 및 상품시장의 유통을 활성화하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화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만 개혁이 탄력을 받

을 수 있다. 넷째, 개인에 의한 생산물의 자유처분권을 확대하고 주

요 생산수단에 대해 개인의 사용권을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사유화

가 확립되어야만 농업부문의 개혁이 완성된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개혁 전략을 부문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농업제도의 개혁이다. 농업제도에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제

도, 농업관리체계, 농장관리방식, 농산물 가격 및 유통체계, 농업금

융제도 등이 포함된다.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본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임금과 물가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 핵심적인 농업생산수단인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더라

도 우선 개인에게 장기 이용권을 인정하고 점차 임대차, 양도, 상속

을 인정한 후 최종적으로 사유화하는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 협동

농장 중심의 생산체계를 개별 농가 중심의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다

양한 경 주체를 육성한다. 국 농장은 기업농 형태의 전문화된 농

장으로 개편하되 효율이 낮은 농장은 해체한다. 협동농장이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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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각종 생산수단 및 복지시설은 개인에 분배, 임대, 불하하거

나 그 기능을 행정기관에 이양한다. 농업관리체계를 개편하여 효율

을 높인다. 중앙집권적 농업관리체계를 자율적 운 체계로 전환하고 

점차 개별 농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책임경 을 실현한다. 

협동농장의 경  목표를 생산량 달성이 아니라 수익의 창출로 전환

하고 수익의 크기에 따라 경  성과를 평가하도록 농장의 관리방식

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의 관리방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

다. 지배인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경 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

다. 협동농장에 작물선택권을 부여하고 수익극대화를 경 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분배방식도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서 수익에 따

른 성과 분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협동농장의 급속한 해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단

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의 분조관리제를 유지하면서 점

차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유처분권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음 단계로 개별 농가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농가

의 책임 하에 농을 하는 도급제 또는 생산책임제를 실시한다. 마

지막 단계로 개별 농가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경

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농가생산청부제를 실시한다. 

즉, 협동농장의 농업생산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개인에게 넘기고 협

동농장은 농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인에게 주요 생산수단의 사용권을 부여함에 따라 농업생산이 

증대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한 유통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에 의한 상업관리체계는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한 유통체

계로 전환됨으로써 유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국가가 관장하는 

배급 제도를 축소, 폐지하고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중앙에서 공급하던 농기구나 농자재도 기

업 간 거래 또는 자재 상사를 통한 상업적 공급체계로 전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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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유통 개혁과 함께 가격결정 제도의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

어야 한다. 통제가격을 자율가격으로 전환하고 이중가격과 왜곡된 

상대가격제를 단일가격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혁 초

기의 혼란을 줄이고 급격한 가격 등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결정

가격, 국가지도가격, 협의가격, 시장가격, 상한가격 등 다양한 형태

의 가격제도를 병행 운용하면서 점차 가격자율화를 추진한다.

  개혁 초기에 발생하는 재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인플레이션 압

력을 줄이며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금융정책

의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분권화로 재정의 

안정과 경 효율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기업의 자율성

과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재

정과 금융을 분리시켜 연성예산제약을 해소한다. 개혁 초기에는 심

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므로 재정수지 적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

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세입확보를 위한 소득정책을 강구한다. 중

앙은행에 의한 일원적 금융체계를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이원적 

금융체계로 전환하되 초기에는 정책금융 중심으로 운 하다가 점차 

상업금융을 확대한다.

  협동농장이 개인 농제로 개편됨에 따라 협동농장이 안고 있는 

부채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농업금융 전담기구를 설립하되 협

동농장이 안고 있는 이월누적부채와 이로 인한 신용제한 문제를 해

결하는데 농업금융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협동농장이 

안고 있는 부채를 정부채무로 전환하고 일부는 신용보증 또는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시킨다. 개인 농제의 확립에 따라 개별 농가의 농자금 수요

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설령 융자가 가능하다고 해도 농가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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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 능력이 없으므로 무담보 대출 등 신용보증제도를 보완하고 

농업정책금융을 통해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

문의 높은 금융비용과 이자율 인상에 따라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대출이자 보전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부문의 개혁 과제로써 농업제도 개편과 함께 투융자 대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개혁초기의 실업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소득정책 효과가 큰 농업부문의 기반 조성사업과 농촌 지역 

개발이 효과적이다.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대규모 투자는 피하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식량

난 해소를 위한 농업용수시설 복구, 농경지 복구, 경사지 환원, 간척

지 제방 복구 등 농업기반 복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는 한해상습지구 지하수 개발, 노후양수장 복구, 제방 및 방조제 복

구, 온실 개보수, 자연재해 피해지 복구에 주력하고, 중기적으로는 

지표수 보강 개발, 중력식 용수공급체계 사업으로 사업 역을 확대

한다. 농자재의 안정 공급을 위해서는 비료공장 개보수, 종자공급체

계의 재편과 국가종자공급체계의 확충, 소형농기계 생산 및 수리시

설 건설, 농약합성 시설 및 비닐제도시설 건설 등 농자재 생산시설

의 확충도 요구된다. 식량배급제의 확대와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따

라 유통하부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대화된 도매시

설과 물류시설은 유통의 효율화와 시장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부

분이다. 농촌 지역의 농외수입 증대를 위한 공예단지, 농산물 가공

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도 효과적인 사업이다.

  셋째, 농업부문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 개발도 중

요하다. 집단농장의 경 목표 전환과 함께 관리자와 농장원이 새로

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  및 기술교육을 추진한다. 개인

농제의 전환에 대응하여 개별 농가에 대한 경  및 기술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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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농업복구 및 개발을 담당하기 위한 기획, 관리 전문 인

력의 육성도 필요하고 농업부문 통계 정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무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개인 농제의 도입과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농작물이 도입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

술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써 북한 내

부의 정책 전환, 남북협력의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과 협력, 개

발자금의 조달이 필요하다. 북한 내부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개혁․개방 의지와 함께 중간관리층의 참여가 필요하다. 

중간관리층이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개혁․개방에 대한 일관

성이 유지되어야만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확신을 할 수 있

기 때문에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을 위해서는 대외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의 핵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핵 문제의 해

결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남북협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 

사회를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며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

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

활을 안정시키며 교역을 통해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에서 유엔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다. 본격적인 개혁에 대비하여 북한 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연수,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술 교육이 필요

하다. 이러한 전문기술교육은 해외파견, 해외전문가 초청을 통한 훈

련, 해외 유학, 단기 기술교육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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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을 위해서는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연평

균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동안 매년 

2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농

업부문에 대한 투자자금 소요액은 전체 투자액의 15~20%로 추정되

므로 연간 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며 북한의 농업 현실을 감

안한다면 경제개발 초기에는 더 많은 자금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

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

기구의 차입, 양자간 공적원조, 외국인 직접투자, 남북협력 등 다양

한 창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만 한다. 가장 큰 자금원인 국제금

융기구로부터 차입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금(IMF)의 가입이 선행

되어야 하고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개발연합(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가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구에 가입하여 북한이 자력으로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5~7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만일 북한이 긴급하게 개혁을 추진할 

경우 세계은행에 북한신탁기금을 조성한 후 국제사회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초기의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남북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

한은 경협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2000년에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

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에 관한 4대 합의서에 대해 합의한 바 있

고 2003년부터 발효하기로 하 으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북한은 남한과의 농산물 교역을 통해 상당한 교역 흑자를 보

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수수료 인하, 반입승인 및 통관 절차의 

합리적 조정, 물류비 절감을 위한 대책, 남북한 은행을 통한 직접 대

금결제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그 동안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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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경협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남한 기업이 어려움을 겪

다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경험하 다. 남한 기업가

는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

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기업 상황, 정책의 불확

실성, 그리고 열악한 인프라시설도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이

다. 앞으로 남북한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과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북한 내의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체제

의 구축, 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손실보전제도가 보완

될 필요가 있다. 현재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를 통한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인한 불

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개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북 지원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대북 식량 및 농업지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다. 농업지원의 범위에 대해 최소

한 식량지원에 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31%인 반면 식량지원을 포

함하여 농자재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 농업기반

정비 지원까지 지원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34% 다. 대

북 지원의 주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역할분담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응답자 중에서 대북 지원

을 위해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83.5% 으며 16.5%는 지불 의

사가 없다고 답변하 다. 응답자의 대북 지원을 위한 연간 최대 지

불의사는 평균 17,584원이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수 2,292만 명을 

곱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대북 지원의사는 4,000억원으로 추정

된다. 이 금액은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의 2배 정도

로 현재 차관으로 제공하는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지불액의 크기와 사회적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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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북 식량 차관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무상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식량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재 차관으로 제공하는 40만 톤의 쌀 중 20만 톤은 국내산 쌀을 이용

하여 북한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쌀을 포함한 콩이나 다

른 식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구입하여 지원할 수도 

있지만 연해주 등지에서 해외농장을 개발하여 남북한 협력을 통해 

함께 생산한 후 이를 북한에 제공한다면 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

하지만 남북한 협력을 강화하고 장차 한반도의 식량안보를 확보한

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식량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회 

이상 분할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는 식량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대북 지원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대북 반출은 문제가 되지 않

으나 반입을 할 때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대북정책과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려는 농림수산 정책 

사이에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농어민의 이익을 희생시

키면서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

는 과거의 반입실적과 국내외 시장가격을 토대로 품목별 쿼터와 승

인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여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을 허용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원산지가 북한산인 경우 민족내부거

래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반입업자의 초과수익이 발생

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대북 농자재 지원에 

있어서도 비싼 국내산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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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있으므로 농자재의 국제입찰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입찰 과

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북 지원에서 있어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 하고 지원된 물자의 분배 투

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지원의 효과

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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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es for Agricultural Reform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strategies to help 
the North Korean agriculture to make a soft landing for reform 
and open-policy. North Korea, which has a closed economy with 
centralized administration, has started opening the market as part 
of the economic reform on July 1, 2002. North Korea has 
reduced the food distribution and readjusted the price of various 
supplies and services to a realistic level based on the 
cost-concept, so that they are not provided at extremely low 
price. Workers’ wage had a sharp raise. Companies are introducing 
the cost-concept, therefore broadening the management’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utonomy. As a follow-up measure, it granted 
privileges to some areas and reorganized the farmer's market into 
a general market. In 2004, it introduced individual farming 
system to some collective farms. Considering the recent 
developments, it seems that North Korea will widen the reform 
and opening in every field of the economy.

Based on such assump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set up 
a basic direction for reform such as decentralization, 
decollectivization,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and to present  
the agricultural strategy. To begin with, the reform of the 
agriculture can take place in three sectors including agricultural 
system, investment and financing, haman power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 system reform can be also divided into land 
ownership and utilization, farm management system and methods, 
agricultural marketing and pricing mechanism. Agricultural 
investment and finance can be divided into agricultural finance, 
financing system, and investment. Finally haman pow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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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development can be divided into human power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When presenting the 
reform strategies, two types of changes should be considered: 
change within the system and fundamental change. Change within 
the system does not accompany structural change in system. 
However, fundamental change accompanies change in the system. 
The way to minimize the impact of reform is to use the case 
examples of the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system 
transformation. Based on such examples,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should be enhanced first through system reform, and 
then the reform should be completed by changing the distribution 
and price system.

For North Korea to carry forward the reform, there are 
several conditions in need, but the most important matter i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Some 25 billion dollars need to be 
annually invested for North Korea to have a 7% of annual 
economic growth. It is impossible for the North to secure this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on its own, so that borrowing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ganizations 
is inevitable. To this end, North Korea should resolve the nuclear 
problem in advance and restore the trus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More than anything, the robust inter-Korean cooperation 
will help North Korea jo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ganizations, as well as develop its economy.

To speed up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in the 
agricultural field, the type of assistance needs to be changed from 
humanitarian aid to development assistance. Moreover, trade of 
farm products and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expanded. For 
this, getting rid of any institutional obstacles is the most 
important. It is essential to keep the agricultural policy of South 
Korea in harmony with its policy toward the North, while 
facilitating the trad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Researchers: Tae-Jin Kwon et al.
E-mail Address: kwont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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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북한은 1980년대 말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동맹국가의 붕괴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 다. 북한은 경제적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1991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

정하고 1994년에는 이 지역을 경제무역지대로 개편한 다음 ‘외국인

투자법’을 정비하 다. 1996년에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농업부문에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농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 다. 1998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당 조직과 경제운  주체를 분리하고 독립채산제와 원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하 다.

  2000년에는 연합기업소를 해체하고 전문 역에 따라 내각이 직

접 관리할 수 있는 총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운 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지배인의 책임경  권한을 강화하 다. 종전의 연합기업소는 

지역의 관련 부문 공장들을 연합하고 지역의 당 위원회가 행정 및 

경 을 대행함으로써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 다. 전국 단위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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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업들을 총회사 산하에 소속시키고 내각의 성이나 하부 관리

국이 총회사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공장 지배인의 책임과 권한을 강

화하 다. 2001년부터 생산부문의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 기업소나 생필품 공장이 생산계획을 직접 수

립하는 계획의 분권화를 실시하 다. 종전의 노력일수에 의한 평가

제도에서 수입에 의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이윤에 따라 임금

을 결정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 다. 

  2002년 7월 1일에는 가격 및 임금 인상,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환

율현실화, 기업소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 확대, 지방경제의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 다. 북한의 이와 

같은 개혁 조치는 화폐화(monitization)를 통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1 과거 사회

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과정에 비추어 이러한 조치는 경제개혁

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집단 농의 틀을 유지하면서 분조 또는 개별 농

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

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조관리제의 발전적인 형태인 ‘포전담당

제’를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텃밭 규모를 400평까지 확대함으로써 개

인 농제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많은 협동농장은 분조에

게 일정 면적의 농지를 할당하고 목표 생산량만 달성하면 나머지 농

산물에 대해서는 분조에게 자유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장의 수익

을 높이고 있다. 이는 지배인의 권한을 확대하고 농장운 의 자율권

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는 협동농장이 지나치게 수익

 1윤덕룡,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거시경제 관리,” ｢수은 북한경제｣

2004 가을호, 한국수출입은행,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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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2년 9월 12일 ‘신의주특별행

정구 기본법’을 채택하고 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입법권, 행정권, 사

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2002년 11월 20에는 ‘개성공업지구

법’, 2002년 11월 25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여 양 지역

을 특구로 지정하 다. 개성공업지구는 남한을 주된 협력 상대로 인

식하고 철도, 전기,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여 남한의 자본을 유치하여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사업을 활성

화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조성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강산관광

지구는 금강산지역의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써 육로관광의 

확대와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로 관광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외화를 조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북한은 ‘농민시장’을 식량을 포함하여 농산물과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시장’ 또는 ‘지역시장’으로 개편함으

로써 유통개혁을 시도하 다. 이제 북한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

라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공식적으로 가지게 됨으로써 시

장 지향적 경제개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3월에는 ‘회

계법’을 채택하여 기업의 독립채산제 확대에 따라 경제주체들 사이

에 발생할 회계처리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호주나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 히 하

고 자본주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파견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방에 대

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료들의 해외시찰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1년 해외에 경제연구를 위해 파견한 관료와 학자, 무역관계자의 

수는 총 480명에 이르며 대상 지역도 중국, 호주, 이탈리아, 미국, 스

 2 ｢경제연구｣ 2004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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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덴, 국제기구 등 다변화되고 있다. 연구내용도 국제경제, 금융, 무

역, 회계실무 등 개방화에 대비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후 외

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통상, 외환, 경  등 시장경제 실무교

육을 위한 연수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각 부문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

니라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할 경우 사회주의 시장경

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취하

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농업부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북 관계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될 것

이고 우리는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이를 경험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북한 농업부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일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대

응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도 필요한 일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향후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코자 할 때 농업부

문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둔

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 추이와 전망을 정리한다. 북한의 개혁․

개방 추이와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전망을 제

시코자 한다. 특히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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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며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도 전망한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혁․개방 선

행 국가들의 농업개발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미 경

제체제를 전환한 많은 국가가 있지만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북한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과 베트

남의 경제개혁과 농업변화 과정을 정리한다. 또한 독일은 동서독이 

통합함으로써 향후 남북한의 통일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독일의 통합 과정에서 동독의 농업이 어떻게 변모되었

으며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코자 한다.

  셋째, 북한의 경제 부문 개혁 방향과 기본전략을 제시한다. 농업

부문의 개혁은 경제개혁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개혁의 방

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경제부분의 개혁 방향과 경제발전을 위한 기

본전략을 제시한다.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단계로 나누어 개혁․개방의 속도와 수준에 따른 경제

개발 방향과 기본 전략을 제시한다.

  넷째,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농업

부문의 기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혁, 투자, 인력 및 기술 개

발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개혁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다섯째, 북한의 농업부문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대북 

농업정책과  국내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향후 북한이 개혁․개

방할 때 남북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남북한 농업부문 협

력방향과 협력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어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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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연구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3.1.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연구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이후 이 조치를 경제개혁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향후 북한의 경제 개혁에 관한 

전망이 제시되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 이후의 정책 변화에 

대해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이나마 도입한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경제 개혁이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혁․개방이란 일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써 대부분의 전문가들

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강일천(2003)

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북한의 새로운 국가전략의 한 고리로 보

고 추진 1년 동안 노동의욕을 증대시키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 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경일(2003)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격을 사회주의계획경제하의 구조조정이라고 평가하면

서 북한의 변화는 여전히 계획경제와 집단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본격적인 개혁이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최근 변

화는 중국의 초기개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중국도 시간

이 흐르면서 개혁이 가속화되고 어느 순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

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북한의 최근 변화가 본격적인 개혁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찬우(2003)는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개

혁조치와 유사하지만 집단주의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7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처럼 시장 메커니즘을 전면적

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커다란 차이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본격적인 개방으로 보는 것은 무리

가 있다는 평가이다. 신지호(2003)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장 

지향적 개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면서 7･1조치 

이후 1년간의 경제정책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개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

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이 개혁․개방의 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

치하고 있다. 조동호(2004)는 북한이 이미 시장을 인정하고 분권화

를 허용하 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이지만 시장이 계획을 

압도할 만큼 개혁이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 배종렬(2004)은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하 던 경제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확산은 

대세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이미 개혁․개방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고 전제하고 농업 부문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전략에 따라 추진

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3.2.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연구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과정에 대한 연구로써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조명철, 홍익표 2000), ｢베

트남의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함의｣(김성철 2000),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정여천 2000), ｢사

회주의 농업개혁의 북한 적용가능성 분석｣(심의섭 등 200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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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함의｣(오승렬 

2001), ｢중국의 개혁전략과 성과｣(한국산업은행 2001), ｢구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의 농업부문 비교분석을 통한 북한농업체계의 발전모

형 연구｣(김경량 등 2002), Agricultural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essons for the Korean Peninsula (Brem and Kim 

2002) 등 다수의 문헌이 있다. ｢북한 협동농장 개편 방향에 관한 연

구｣(김 윤 2002)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의 핵심인 협동농장 

개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향후 북한의 협동농장 개편 방향

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방향을 연

구하고 북한이 어떤 모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의

견을 제시하 으나 일치된 견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초기조건,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중심으로 정리하여 북한이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

제 하에 북한의 개혁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고자 

한다.

3.3. 북한의 경제 및 농업 발전 연구

  북한의 경제 발전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최근 정부출연연

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KDI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북한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조동호 등 2002)이 있다. 이 연구는 각 경제 분야를 망

라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가능한 북한의 입장에서 접근코

자 했다는 점에서 타 연구에 비해 현실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윤덕룡․박순찬(2001)의 연구에서는 북한이 경제 회복을 하기 위

해 필요한 재원규모를 추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제시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

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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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농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농업생산능력 평

가｣(김운근 등 1983)을 비롯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몇 

차례의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통일대비 북한지역 농작물의 적정배치

와 농업생산량 예측｣(농촌진흥청 1996), Prospects of Gra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in North Korea(Nam Sung-Wook 1998) 등의 

연구가 있으나 성장가능성에 대한 치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북한 농업개발 전략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우리나라의 입

장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관련 연구로서는 ｢통일대비 북한 농림업 

부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김운근 등 1998), ｢북한 농업개발을 위

한 협력방안 모색｣(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북한의 농업개발 전

략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김운근 등 2000) 등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북한농업부문 발전연구는 통일 이후를 

가정하거나 경제개발과의 연계성을 무시하고 농업부문만을 대상으

로 일방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성이 낮고 부문별로 구

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 다는 비판이 있다. 이 연구는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북한의 변화 전망과 수

용 가능성을 감안한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충족되어

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코자 한다. 특히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농업부문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향

이 있으나 경제발전 단계별로 농업부분의 역할이 달라야 한다는 점

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3.4. 남북 농업협력 연구

  남북한 사이의 대화가 활성화되면서 농업분야 협력에 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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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시도 되었다. 권태진 등(1999)은 농업기자재 분야, 정정길 등

(2000)은 시범농장, 정정길 등(2001)은 종자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남

북한 농업협력 방안을 제시하 다. 김운근 등(1998)은 남북한 농업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하 다. 지금까지 추진된 대부분의 연구는 특

별 분야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박래경 등(2000)은 주요 농업 분야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협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재현 등(1999), 김 훈 등(2001)은 교역을 통한 남북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 다. 김 훈 등(1999)은 남북 농업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권봉상 등(2002)은 남북한 경

제협력에 관한 부문별 과제를 도출하고 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

시하 다. 전반전인 경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농업 분야의 협력과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협력의 우선순위와 협력 추진 방법을 구체적

으로 제시코자 한다. 또한 남북한 협력이 우리 농업에 미칠 향까

지 고려하여 우리 농업의 대응책을 제시코자 한다.3

 3북한은 “개혁”이나 “개방”이란 용어에 대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다. 

문호가 “폐쇄”된 적이 없으며 대외경제관계를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

에 의해 열어놓고 있는데 더 이상 “개방”할 것이 없고 이미 주체사상

의 원리에 의하여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끊임없

이 “개선”해오고 있으므로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2002

년 7월 1일 단행된 “경제관리개선조치”도 “개혁”이 아닌 “개선”이라

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부상인 김용술은 200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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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과 범위

◦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와 전망3

  - 북한의 개혁․개방 추이와 정책 동향

  - 북한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 전망

    ․국제 관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

    ․남북한 관계: 정치관계, 경제교류협력

    ․국내 정치 문제: 계층간, 지역간 갈등

    ․국내 경제 문제: 산업생산, 물가 및 소득 변화 

  -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가상 시나리오

  -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 농업부문의 파급 향

◦ 개혁․개방 선행 국가들의 농업개발 전략 분석과 시사점(공동연구)

  - 중국의 농업부문 개혁 사례(베이징스미경제연구소와 공동연구)

  - 통독 후 동독의 농업부문 개혁 사례(독일 중동부유럽농업개발연

구소와 공동연구)

  - 베트남의 농업부문 개혁 사례(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와 공

동 연구)

 3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경제개혁”이란 용어를 사용하 으며 조선

중앙통신도 2003년 6월 10일 논평에서 종합시장의 운 , 임금 인상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경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다. 이 연

구에서 사용하는 개혁이란 엄 하게는 “시장 지향적 개혁(market- 

oriented reform)”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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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제개발 방향과 기본전략

  - 경제개발 방향에 관한 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

    ․본격적인 개혁․개방 이전 단계(현재의 체제 유지)

    ․본격적인 개혁․개방 단계(체제의 변화를 수반)

  -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시나리오별 기본 전략

    ․본격적인 개혁․개방 이전 단계(현재의 체제 유지)

    ․본격적인 개혁․개방 단계(체제의 변화를 수반)

◦ 향후의 개혁․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개발 방향과 추진 전략

  - 농업부문 개혁 기본 방향

  - 부문별 농업개혁 추진 전략

    ․농업 제도: 토지의 소유와 이용, 농업관리체계, 농장관리방식, 

농업금융 및 재정, 농산물 유통 및 물자조달

    ․농업 투자: 농업생산기반, 농자재 공급, 유통 하부구조, 농업

기술

    ․인력 및 기술 개발: 인력개발 및 훈련,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 북한이 농업개발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남북협력

  - 농업개발을 위한 필수 조건 : 개발자금, 인적자원, 농업기반, 제도

  - 필수조건 충족을 위한 방안(재원조달 포함)

  -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방안

    ․정부의 대북 농업지원: 식량 공여, 농업기반, 농자재, 시설 지원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인력교류, 기술협력, 시범농장 개발, 

해외시장 개척,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민간기업의 투자와 교역: 합  또는 합작, 위탁가공, 농림산물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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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식량지원, 농자재지원, 농업개발지원사업

◦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을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과 국내 농업정책

  - 남북한 농림산물 교역

  -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의 설정

  - 농업정책과 대북정책의 조화

5. 연구 방법

◦ 문헌, 북한 방문자 면담을 통한 최근의 북한 개혁․개방 동향 파악

◦ 해외조사출장을 통한 중국과 베트남의 농업개혁 자료 수집

◦ 면접조사를 통한 우리 국민의 대북농업지원 의향조사  

◦ 국내외 북한전문가의 네트워크와 자문회의를 통한 북한 농업부

문의 변화 전망

◦ 국내의 북한경제 전문가와 공동연구

  - 통일연구원: 북한의 개혁․개방 전략 - 경제부문

◦ 독일, 중국, 베트남 전문가와 공동연구

  - 독일: 통일 전후의 독일 농업구조 변화와 대응책

    ․독일 중동부유럽농업개발연구소(IAMO)

  - 중국: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농업부문의 변화와 대응 전략

    ․중국 베이징스미경제연구소

  - 베트남: 베트남의 농업부문 개혁과 개방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 국제워크숍 개최

  - 중국, 베트남, 동독의 농업개혁 및 전환 경험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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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와 전망

1.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

1.1.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과정

  사회주의 경제체제 국가들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

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정책상의 변화로서는 군사 중시 노선 대신 경

제 중시 노선으로 전환하고 경공업 우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물질

적 자극의 증대 등 인민생활 중시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경제관리

체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분권화와 채산성을 중시하는 경

제관리체제의 수립 또는 시장사회주의 제도로 이행하기 위하여 서

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게 된다.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전제조건으로서 대내 경제정책에 부담을 주

는 고도의 군비 지출 필요성이 감소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가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경우 대내외 안보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대외적

으로는 서방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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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취하는 경제개혁 조치는 

크게 은행제도 개편,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보장제도 폐지, 가격 

및 임금 자유화, 조세제도 개편, 무역 및 외환제도 개편, 기업․토

지․주택의 사유화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신탁은행’을 설립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기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은행을 정점으로 

환거래 및 대외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6개 특수은행(조선무역은행, 

조선금강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창강신용은행, 조선금성은행, 고려

은행)과 2개의 저축기관(체신저금, 협동농장신용부)으로 구성되는 단

일은행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2년 상업금융을 담당하는 ‘신

탁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하 다. 국가가 기

업에 대해 자금보장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소가 과거 국가의 예산

으로 조달하던 경 자금을 은행대출 등 금융자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의 설립 등 금융제도 기반을 미리 구축하고 있다. 

중국(1984), 러시아(1987), 헝가리(1986), 동독(1990), 체코(1990) 등 

모든 체제전환국들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이

전에 은행제도를 먼저 개편하 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1984년 工商銀行을 설립하여 인민은행의 상업금융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단일 은행제도를 해체하고 이원적 은행제도를 채택하

다. 러시아는 1987년 이원적 은행제도를 채택하고 1992년부터 가

격자유화 및 사유화 등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 다. 헝가리는 1986

년 이원적 은행제도를 채택한 후 1988년부터 경제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 다. 폴란드는 1989년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고 1989-91

년에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 다. 체코는 1990년 이원적 은행

제도를 채택한 후 1991년부터 전면적인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체제전환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은행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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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이후 어떤 개혁조치를 먼저 취하느냐에 따라 개혁 속도에 차이

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제도 폐지’와 ‘가격 

및 임금자유화’는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제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조치로써 이 두 조치 중 

어느 조치를 먼저 실행하느냐에 따라 체제전환의 속도가 결정된다. 

‘가격 및 임금자유화’가 ‘국가의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제도 폐지’보

다 먼저 단행되면 체제 전환은 급진적인 경향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체제 전환이 점진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가격 및 임금자유화’가 ‘국가의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제도 폐지’

보다 먼저 단행되는 경우 급진적인 개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한 준비 단계로써 ① 은행제도 개편 → ② 가격 및 임금자유

화 → ③ 가격 및 임금체계 변화 → ④ 가격 및 임금 상승 → ⑤ 국

가예산에 의한 자금보장제도 유지 불능으로 국가의 기업에 대한 자

금보장제도 폐지 → ⑥ 재정자금을 금융자금으로 전환 → ⑦ 소규

모 국가재정 유지를 위한 기업 세제 정비의 과정을 밟게 된다. 가격 

및 임금자유화를 추진한 후 후속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제개

혁의 방향이 실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 및 임금자유화’ 조

치가 단행되면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급진적인 경

제개혁이 추진된다.

  ‘국가의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제도 폐지’가 ‘가격 및 임금자유화’

보다 선행하는 경우 점진적인 경제개혁의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한 준비 단계로써 ① 은행제도 개편 → ② 국가의 기

업에 대한 자금보장제도 폐지 → ③ 재정자금을 금융자금으로 전환 

→ ④ 소규모 국가재정의 유지를 위한 세제 정비 후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대책 강구 → ⑤ 가격 및 임금자유화 → ⑥ 가격 및 임금체

계 변화 → ⑦ 가격 및 임금 상승이라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 경우

에는 국가가 기업에 대해 자금보장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가격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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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곧바로 단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국의 개혁 속도는 정치체제의 성격 변화도 중요

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전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제적 

측면 중에서도 체제전환비용의 조달 여하에 따라 이행 속도는 차이

가 있기 마련이다. 중국처럼 초기 개혁 과정에서 국내 저축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굳이 급진적 개혁으로 해외자본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으나 베트남이나 동구 국가처럼 국내에서 재원

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자본 유입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제개혁을 급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체제전환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역사

적인 경제발전 과정과 대외의존도가 체제전환의 유형과 성격을 결

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중국처럼 개혁 이전에 강력한 계획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농업국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낮았던 국가는 점

진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동구처럼 계획경제체제이지만 공

업국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 다. 

1.2.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이 개방을 시도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대 초 북한은 일본과 유럽 국가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을 도입하여 중

화학 프로젝트를 추진하 으나 남북한간 정치적 긴장과 군비경쟁 

때문에 실패하 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소련과의 대외관계를 개

선하면서 합 법의 제정, 소비재 생산의 증대, 분권화와 채산성을 

중시하는 경제개혁을 시도하 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 이후 1990년

대 초 나진선봉자유무역경제지대의 지정, 남북 경제협력과 일본과의 

수교 협상에 관심을 가졌으나 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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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개혁 노력으로서 1998년 최

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기존의 헌법을 수정하여 생산수단

의 소유 주체 범위와 개인소유제를 확대하 다. 경제관리에서 독립

채산제를 명문화하고 수익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 다. 대외무

역에서는 국가 감독권을 폐지하고 특수경제지대를 장려하 다. 주민

에 대한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확대하 다.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요소의 하나로 강조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경제부흥을 역설하 다.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지

역별 예산 수납체제’에서 ‘부문별 수납체제’로 국가예산 수납체제를 

개편하여 내각은 산하 기업소에서 수익금을 거두어 일부는 자체적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국가에 납부케 하 다.

  다음으로는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 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 다. 이어 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하여 개혁․개방을 시도하

다. 이후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여 유

통개혁을 단행하 다.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

서 회계법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재무회계 분석을 명시함으로써 

수익 중심의 경제운  의지와 지방 및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

한 분권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 것은 가격 및 

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화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완전한 

임금 및 가격 자유화는 아니지만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은 경제개

혁의 추진 속도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개혁

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물자부족 등 더 많은 어려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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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안게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식량을 비롯하여 기초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 부족하

여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 현

재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아직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계속해

서 많은 군비를 지출하는 것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단기간에 확대할 경우 내부적 갈등과 국내의 정

치적 불안정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럽 등과 외교적 관계

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핵문제 등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남북한간에는 경제적 협력을 위한 분위기가 고

조되어 있다.

2. 북한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

2.1. 대내적 여건의 변화

  이미 개혁․개방을 경험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초기 조건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점차 개혁

을 위한 조건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1999년 이후 5년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199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

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아직은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

지 않지만 적어도 북한이 경제회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

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가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

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자체 노력보다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

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하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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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시장 기능을 강화하 다. 국가의 

보조금으로 싸게 공급하던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인상하

고 생산원가, 국제시장가격, 국내 수급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되 중

앙이나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공장에 대해서도 가격 결정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 다. 물가의 지표가 되는 쌀의 경우 과거 kg당 

80전에 수매하여 8전에 판매하던 것을 40원에 수매하여 44원에 판

매하고, 옥수수는 60전에 수매하여 6전에 판매하던 것을 20원에 수

매하여 24원에 판매한다. 일반 근로자의 임금은 과거 1개월 110원에

서 2,000원으로 인상하 다.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얻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기업의 자율성 강화, 계획수립의 분권화, 근로자에 대

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자

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른 차등분배를 공식화하 다. 주

요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장이나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실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상당부분 하부로 위임되었다. 독립채산제를 

확대하여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발생된 수익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나 기술개발 등 자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 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많이 일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하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

다. 과거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비농업부문의 노동력을 동

원하 으나 이제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협동농장에서는 협동 체제를 유지하면서 작업분조 규모를 축소하

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1996년부터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

입하여 분조의 규모를 과거 25명에서 10명 내외로 축소하고 초과 생

산물을 분조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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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 다. 특정 지역에서는 가족 농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텃밭의 규모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은 실험적인 수준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

된다면 농장관리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물자 공급체계는 국 유통망과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으

나 국 유통망을 통한 물자의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시장의 기

능이 중시되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여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량, 공산품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하

여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한 형태

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국 유통망을 통한 물자의 공급가

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나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물자 공급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식량이나 생활필수품, 경공업 제품 등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국가세무국’을 신설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금이 없었으나 도로세, 주택사용료, 전기

세, 토지세 등을 부과하고 농지 사용에 대해서는 15%의 토지사용료

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내각은 2002년 7월 31일 ‘토지 사용

료 납부 규정’을 승인하 다(내각결정 제53호). 이 규정에서 토지사

용료란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업생산물의 일부를 돈으로 국가

에 납부하는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 토지사용료를 적용하는 토지

는 1, 2, 3 부류로 나누고, 다시 지목에 따라 논은 9개 등급, 밭은 8

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다.

 4연합뉴스(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body?14200412060

...), 200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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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관리에 있어서 태환권을 폐지하고 고정환율제를 도입하 으

나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7･1경제관

리개선조치 이전 태환지폐인 ‘외화와 바꾼돈표’가 폐지되고 인민 지

폐로 일원화되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미국 1달러의 공식 

환율은 북한 돈 150원이었지만 유로화를 공식 외환으로 채택한 후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미국 1달러가 140원

으로 고시되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1,600∼1,800원에 교환된다. 중

국 인민폐 1원의 공식 환율은 북한 돈 35원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북한 돈 230원에 거래됨으로써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사이에 커다

란 차이가 있다.5

  북한은 2003년 국가예산의 수입 및 지출 규모를 2002년 대비 각

각 13.6%, 14.4% 증가시킨다고 발표하 으며 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15.4%로 편성하 다. 예산 수입의 기본 원천인 국가기업이득수입을 

지난해보다 5%, 협동단체이득금을 3.3%, 사회보험료수입을 6.7%, 토

지사용료수입을 3.7% 증가시킬 계획이다. 국가예산은 선군 시대의 

요구를 반 하여 국방공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경공업과 농업부

문 예산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표 2-1>. 

  북한은 외부로부터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

하여 2003년 3월 복권 형식의 ‘인민생활공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5월부터 판매를 개시하 다. 인민생활공채는 2003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말까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500원, 1,000원, 2,000

원 권을 발행하며 추첨에 의해 당첨금과 원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

로 상환하게 된다. 북한은 내부문건을 통하여 “솔직히 말하여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 예산액이 넘는 돈

 5필자가 2004. 10. 14-21일 중국의 연변과 단동 방문을 통해 현지에서 

확인한 환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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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깔려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은 상당한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

후 물가가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

황이다. 노동신문에서 공채 판매로 생긴 여유자금을 경제건설에 집

중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과 인민 생

활 향상을 위한 자금을 동원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

민생활공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농업상, 인민보안상, 개성시 인민위원장 등을 잇달아 

교체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기용한 것은 신진 기술관료를 확충하여 

개혁․개방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상의 경우 농업과학원 원장을 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그 

동안의 농업부문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과학기술

표 2-1.  북한의 재정수입 구성
단위: 100만 북한 원, %

항  목
1991 1996 2000 2002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구성비

총세입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1)

 기타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협동농장 납부금)

  (사회보험료)

  (국유재산판매․기타수입)

37,121

17,252

14,259

5,610

(2,512)

(41)

(77)

(2,706)

100.0

46.5

39.1

15.0

(6.8)

(0.1)

(0.2)

(7.3)

20,320

8,080

6,290

5,950

(2,250)

(180)

(90)

(3,340)

100.0

39.8

31.0

29.2

(11.1)

(0.9)

(0.4)

(16.9)

20,903

9,030

6,877

4,996

-

-

-

-

100.0

43.2

32.9

23.9

-

-

-

-

100.0

-

7.6

-

-

-

-

-

주 1) 2002년부터 국가기업리득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종전의 국가기업

이익금에 거래수입금 항목이 추가되었음.

자료:고일동, “북한 재정위기의 본질과 세입관리체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

리뷰｣ 제6권 제9호,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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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어 주목

된다.6 

  지난 1990년대 초의 제1차 핵위기 때는 북한 당국이 ‘준전시상태’

를 선포하여 내부적 긴장상태를 조성하 으나 이번의 제2차 핵위기 

상황에서는 외부세계와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내부적인 정치 및 

경제변화를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변화이다. 

2.2. 대외적 여건의 변화

  북한은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정

상화를 통하여 외부자본의 유입을 추진하 으나 북미 관계, 북일 관

계가 경색되면서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

하고 있다. 북한은 유럽과의 외교적 관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협

력도 원만히 추진하 으나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협력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 그러나 유럽은 민간지원단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핵위기 상황을 맞아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강조하면서도 

체제보장을 담보할 경우 다자회담의 수용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든

가 경제회복을 위한 외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태도이며 개혁․개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다. 핵문제로 인한 대외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비교적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한 장관급 회담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각종 협력사업이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

으로는 ①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 ② 개성공단 건

설 ③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④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⑤ 금강산 

 6 최근 리광수 전 농업과학원장이 농업상으로 임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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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 ⑥ 비료 지원 및 식량 차관 등이 있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북한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계

획 수립에 착수한 것은 새로운 변화라고 파악된다. 북한은 세계은행

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은행은 북한의 경제개발

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향후 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되면 북

한의 경제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은행이 북한의 농촌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은 다양하다. 국내 전문가

들은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에 관심이 있으나 주변국의 입장은 전망

보다도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실행 가능성은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개혁

을 하더라도 과연 주변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개혁은 북한의 개혁 의지

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은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해서 앞으로의 경제개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피터 헤이스(Peter Hayes)는 현재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국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며 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만 

북한의 경제재건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핵화와 갈등

이라는 두 축을 설정하고 핵화와 갈등완화 (Green Flash), 핵화와 갈

등고조 (Boom Boom), 비핵화와 갈등고조 (Eagles Stans Alone), 비핵

화와 갈등완화 (Embrace Tiger, Retreat to Mountain)의 네 가지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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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비핵화와 갈등완

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

제지원이 가장 중요한 전략임을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도로건설, 

상하수도 관리, 병원 등 기존의 사회간접시설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제

도를 변화시키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

국은 북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북한의 경제개혁이 급속히 추

진되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 사

태의 평화적 해결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는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며 북한의 경제적 위

기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Yizhou Wang 2003). 중기적으로는 북한이 세계 각국과 정상적인 외

교관계를 수립하여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장기적

으로는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번 을 달성하여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을 희망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화를 중단, 또는 비

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보장, 경제적․기술적 지원, 

민간 차원의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군사력에 의한 급진적 통

일, 북한의 정권교체, 이라크식 해결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급진적 경제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자국의 

안보를 지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Nodari Simoniya 2003).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인도

적․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이 두 가지 전략은 동시에 추

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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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주변

국은 남북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러시아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

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경제개발 및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경

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Mitsuhiro Mimura 2003). 

북한은 국내 경제개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 경

제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과 함

께 무역을 증대하고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

적한다. 일본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현 정권을 교체하기보다는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도록 정치,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면 일본이 북한의 경제

개혁에 기여할 의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북일 관계가 정

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

야만 앞으로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할 때 무상자금 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민간경제활동을 통한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일본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북한 관계는 핵심적인 사항

이다. 그 동안 추진된 북한의 변화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적

지 않았다. 남북한 관계 그 자체만이 아니라 북한과 다른 주변국과

의 상대적인 협력관계도 중요하다.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북

한이 다른 주변국과 갈등을 빚게 될 경우 북한은 남북한 관계를 더

욱 긴 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 갈등 

상황에서는 남북한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단계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남북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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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북한

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단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3.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

  북한은 과거 1970-80년대의 자연개조운동을 통하여 무리하게 산

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자

연재해를 입게 된 것을 계기로 농지의 외연적 확대 대신 농지이용률

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 다. 농업생산 측면에서 당면하고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분간 북한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사업, 감자농사혁명, 작물다양화사업, 초식가축 

사육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유엔이나 민간지원단체와의 협력, 남북한 협

력을 강조할 것이다.

  북한 당국이 옥수수 재배 면적을 축소하고 그 대신 감자나 채소 

재배를 확대한 것이나, 농지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대신 이모작 확대 

등 토지이용률을 높여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은 새로운 농

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은 식량 증산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수의 

생산 확대에도 정책의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 문제가 어

느 정도 해결되면 채소와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수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모작이나 간작 형태로 채소와 과

일 재배를 확대함으로써 토지생산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최근 북

한은 채소의 온실 재배와 왜성 대목을 통한 과수의 식 재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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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이기 시작하 다.

  무리하게 추진하던 주체농법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토지생산성 증

대에 농정의 중점을 두면서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생력화 기

술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양단지재배를 직파재배로 

전환한 것은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7

  축산분야에서는 초식가축 사육을 통한 단백질 공급을 확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사료 효율이 높은 닭을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북한은 닭공장이나 염소목장 건설

을 서두르고 있지만 축산의 근간으로 자리 잡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집약적인 축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사육시설과 

곡물 사료가 필요한데 아직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다만 최근에는 사료공장 건설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면

서 민간지원단체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토지정리사업과 대규모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농업기반을 계속적

으로 확충코자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홍수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농업구조물에 대한 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8 북한

은 1998년부터 강원도(3만 정보)를 비롯하여 평안북도(5만 정보), 황

해남도(10만 정보)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정리

사업은 농업기반을 확충한다는 의미 이외에 농지 소유에 관한 봉건

적 잔재를 청산하고 전인민적소유를 강화한다는 정치적 의미도 있

 7 양단지 재배란 포트 재배와 동일한 북한식 표현으로 생육기간을 충

분하게 확보하고 토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파 대신 이식 재배를 

택하는 농법임.

 8토지정리사업이란 우리의 경지정리사업을 북한식으로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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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두 과 밭두 을 허물어 필지를 통합함으로써 물리적인 방법

으로나마 개인 소유에 대한 의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

한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차관사업으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에 자연유하식의 대규모 물길공사(용수개발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단되고 있는 간척사업을 재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를 입은 간척지 방조제의 복구는 서두를 것으

로 예상된다.

  분조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작물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

어 대규모 트랙터보다는 40∼50마력 규모의 중규모 트랙터를 중심

으로 하고 경운기와 같은 소형 동력기계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는 

농업기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만성적인 농업노동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농번기에 비농업부문

의 무상 노력 지원에 의해 해결하 지만 앞으로는 무상 노력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업기계화와 생력기술 개

발에 많은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된 농산물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송 및 보관시설 확충에 정

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의 수확 후 농산물 

손실률은 15%에 달한다고 한다.9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나 세계식

량계획 등 국제기구는 북한의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부터 협동농장에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분조에 대

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과거 

 9 FAO/WFP, Special Report: FAP/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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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명 내외로 구성되던 분조를 5∼10명으로 조정하되 가족이나 

친척으로 구성한다. 과거에는 국가 전체의 생산 목표에 따라 생산 

계획치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나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는 최근 3

년간의 평균수확고와 그 이전 10년간의 평균수확고의 평균치로 바

꿈으로써 목표치를 현실에 접근하도록 조정하 다. 과거에는 목표치

를 초과한 생산물을 국가에 수매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

가 적었으나 새로운 분조관리제 하에서는 분조가 목표생산량을 초

과 달성한 농산물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인

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성과분배 지표가 되는 노력공수의 산정 방식을 과거

의 평균주의에서 점차 실적을 중시하는 차등제로 전환함으로써 공

업부문의 성과주의 원칙과 부합하도록 개선하 다. 최근 일부 협동

농장에서는 일종의 ‘가족 농제’와 유사한 고정포전 제도가 도입되

고 있으나 이는 지역적 또는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은 이러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다만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도입 이후 분조의 규모를 축

소하는 농장이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분조

의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경우 실질적인 ‘가족 농제’가 도입되는 결

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과거 중국에서 도입한 책임경 제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강력한 중

앙집권적 권력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농제를 도입하더라도 중국과는 채용 방

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중국과 같은 제도를 북한이 도입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지역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실험적으로 실

시한 다음, 그 성과가 확인되고 제도의 파급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당분간 현재의 분조관리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인센티브의 폭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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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일부 지역에서 개인 텃밭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는 매우 지엽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며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되면 뙈기밭 경작을 강력히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 수단으로

서 경작 자체를 막는 대신 토지등급에 따라 일정 면적 당 토지 이용

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비탈밭은 생산성이 

낮아 이용료를 낼만큼의 생산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

사가 완만한 곳이나 하천부지의 자투리땅인 경우 비탈밭에 비해 토

지생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토지 이용료를 납부하더라도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 개인 경작이 가능할 것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토지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향후 농업부문에서는 제도

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의 현실화와 함께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협동농장의 책임경

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는 농산물 및 농업투입물의 

가격과 토지세만 조정하고 각 협동농장은 농업경 과 관리방식에 

관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일부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포전담당제’는 농가 단위의 책임경 제를 위한 사전 단계

인 것으로 보인다.10

10 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2004년 12월 11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

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같은 노력을 가지고 같은 땅에서 

알곡이 더 많이 난다면 바로 그것이 실리주의에 맞는 것이다. 우리는 

실리주의 원칙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을 늘릴 수 있는가를 여러 방

면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말하 음. 그는 또한 “분조를 더 작은 단위

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협동농장에) 주어졌다.”고 하면서 “그런 (분위

기) 속에서 더 적은 인원으로 포전을 담당하는 포전담당제가 나온 것”

이라고 말함으로써 포전담당제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 음.



33

국가에서 공급하는 각종 농자재 가격도 원가 개념에 따라 현실 가격

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매가를 

원가개념과 시장가격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시장과의 가격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가격의 인

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수매가 인상으로 연계될 것이다.

  협농농장 농민들의 일과 시간 외 활동을 보장하고 작업분조에서 

초과 생산한 농산물과 개별 농가가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판

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함으로써 

개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개인의 농활동이 확산됨

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이 증가되고 이는 시장에서의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11 그러나 아직은 농

산물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시장가

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

의 농활동이 개별 농가의 소득으로 바로 연결된다. 개인의 농활

동이 확대됨에 따라 농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농자재 가격 상

승을 유도하여 농자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농자

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무역을 통한 농자재 반입을 

증가시키거나 국내 농자재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당분간은 외부로부터의 농자재 도입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2004년도 북한의 비료 사용량은 전년에 비해 6% 가량 감소

한 230,173톤(성분함량 기준)이었다(FAO/WFP 2004). 전체 사용량의 

11 2004년의 경우 가을 수확철의 농산물 시장가격은 직전에 비해 3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농활동에 의한 효과라

기보다는 농산물 가격의 계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향후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개인의 농활동이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

음을 보여 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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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인 165,810톤은 한국(137,220톤), 유럽연합(21,362톤), 유엔식량농

업기구 및 민간지원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의해 공급된 것이다. 북한

이 자체 생산한 비료는 56,524 톤으로 전년에 비해 75% 증가하 다. 

상업적으로 수입한 비료는 전년의 37,706톤에서 8,161톤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향후 협동농장, 분조, 개별농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게 

되면 농업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생산

요소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농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요소

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요소 시장의 활성화는 다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는 농업생

산성 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4.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북한이 2002년에 시도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기본적으로 사회

주의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2003년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함으로써 자율적 경 권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최근 1년 동안의 북한 경제관리제도 변화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변화보다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총5장 48조로 이루어진 ‘회계법’을 채택하여 수익 

중심의 경제운 , 지방과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분권화 의지를 

보여 준다. 북한이 이번에 채택한 회계법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

을 실시한 이후인 1985년 제정한 회계법과 유사점이 많다. 회계법 

제8조에서 “국가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

류 및 협력을 발전시킨다”고 명시하여 향후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겠

다는 의지를 보인다. 회계법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법적,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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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업의 독립채산제 확대에 따른 경

제주체간의 회계처리와 보고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계법에서는 회계감사를 명시하되 지방에 상당한 

감사권을 이관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제를 분권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개혁 단계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시스템의 개선 단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샤방스(Chavance)의 개념을 빌린다면 사회

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은 전통적 시스템 → 시스템의 개선 → 급진적

인 개혁 → 시스템의 해체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양문수 2003). 

전통적 시스템이란 국가소유와 단일정당, 중앙계획, 행정에 의한 자

원의 할당과 가격결정, 이윤의 재분배, 단일은행제도, 농업의 집단

화, 대외무역의 국가독점, 사적 부문의 제한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현재 전통적 시스템을 유지한 체 시스템의 개

선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시스템의 개

선이란 경제개혁의 첫 단계로 기업의 자율성 확대, 경제운 의 분권

화, 대외무역의 국가독점 완화를 의미한다. 북한이 아직 본격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개선을 위한 발걸음

을 옮겨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 정도를 다른 나라와 직

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는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조건이 다

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북한은 아직 ‘시장

지향형 경제개혁정책’을 취하지 않고 ‘명령형 계획경제’를 ‘지도형 

계획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이다. 현물 중심의 배급경제를 화폐

경제로 전환하는 개혁도 ‘지도형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단계인 

1980년대 전반의 개혁 조치와 유사하지만 협동농장과 기업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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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중국과 다른 ‘우리식 집단주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협동농장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농장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은 도입하 으나 토지소

유권 제도의 변화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향후 북한이 경제개혁을 지속할 것인가? 북한의 언론 매체는 지금

까지 북한이 취해 온 조치들이 잠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한번 취한 개혁 조치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경제개혁 조치가 탄력을 받을수록 과거

로의 회기는 더욱 어렵다. 앞으로 북한 당국은 국내외 정세를 고려

하여 개혁의 속도를 조절할지언정 개혁을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국내적으로는 개혁과 반개혁적 세력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

미, 대일, 대남 관계의 속도와 폭에 따라 경제개혁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핵 문제의 핵심에 있는 북미관계가 북

한의 경제개혁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결국 속

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북한이 경제개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데 

대해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는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커다란 

향을 받게 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우리

식 지도형 계획경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개혁 

초기단계에서도 ‘지도형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면서 ‘시장조절 기능’

을 첨가하는 형태를 취하 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향하는 방향과 유

사성이 있다. 중국이 1987년부터 실시한 이른바 “정부는 시장을 조

절하고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형태”의 시장메카니즘이 북한에서

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경제특구에서만 시장메카니즘을 인정하여 

실리를 취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의 실효성이 바로 



37

나타나도록 조치를 취하 으나 북한은 실패를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형태의 개혁․개방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많

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관계의 개선 없이 혼자의 힘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방 시 자금조달 방식과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전혀 다른 방식

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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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 국가의 농업개발 전략과 시사점

1. 중국의 농업 개혁과 개방

1.1. 개  황

  중국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체제 전환을 시도한 사회주의 국가 가

운데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의 경제 

개혁은 초기에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이들 국가들에게 

교훈이 될 정도로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낙후성 

탈피가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의 건국 이후 1978년의 개

혁․개방 이전까지 30년간 나름대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농업의 저생산성과 저소득 그리고 농촌의 빈곤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

지 못하 다. 경지에 비해 농촌인구가 과다하여 경 규모가 세하고 

노동력의 질이 낮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 으며, 정책적으로 식량과 면

화의 생산을 강조하고 경제작물을 등한시하는 체제 하에서는 농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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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농가 소득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중국은 수차례의 정치적인 시련기를 거친 후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등샤오핑(鄧小平) 정

권이 탄생하면서,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

혁․개방을 단행하기에 이르 다. 이후 약 20년 동안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

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인하, 농업 생산 책임제의 도입과 인

민공사의 해체 등의 개혁 조치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높아

지고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농산물의 수출 잠

재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중국의 농업개혁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 고, 특히 농업 생산성

이 크게 증가하여 주요 농산물의 공급 부족이라는 역사를 마감하

다. 또한 농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의 산업구조를 적극

적으로 조정하여 농촌경제를 단순한 농산물 재배로부터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으로 분화시키고, 나아가 2․3차 산업화를 촉진시키

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 다.

1.2.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농업정책

  중국의 농업정책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통상 1949년 정부 수립

부터 52년까지의 제도 정비의 시기 그리고 1953년 이후의 국가발

전계획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즉,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곧 이어 실시한 토지개혁,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정비라는 

조정기를 거쳐 1953년부터 착수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의 시기 구

분이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주요 농업정책 내용과 식량생산 

동향 파악을 통해 중국의 농업과 농촌 개혁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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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회주의 제도 정비기, 1949-52

  이 시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1950년 6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을 

제정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1952년

까지 소수 민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개혁을 완성하 다.

  토지개혁 이후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최초의 농업 생산조직으로 호조조(互助組)를 장려하 다. 호조조는 

노동력, 축력, 동력 등을 협동화하는 조직으로서, 연중 활동하는 상

년조(常年組)와 농기에만 조직하는 계절조(季節組)로 구분된다. 

1952년의 호조조 수는 802만 개소이고, 그 중 상년조는 175만 개소

이고 계절조는 627만 개소이며, 여기에 참여한 농가수는 각각 4,536

만 4천호, 1,144만 8천호, 3391만 6천호로서, 전농가의 40%가 호조조

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농가가 토지를 지분 형태로 입사하는 합작사를 장려하 는

데, 1952년 생산 합작사의 수는 3,644개소이고, 그 중 초급 합작사는 

3,634개소, 고급 합작사는 10개소이었다. 합작사에 참여한 농가 수는 

5만 9천호로서 참여율은 전농가의 0.1% 정도 다. 합작사의 평균 참

여농가 수는 초급 합작사가 15.7호, 고급 합작사가 18.4호로서, 합작

사의 규모가 호조조보다 컸다. 

  여기서 초급 합작사와 고급 합작사의 기본적 차이는, 초급 합작사

가 현물 농업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투자 기금으로서 일정액을 공제

한 순생산액을 각 농가에 토지 배당과 노동력 배당으로 분배하는 방

식이지만, 고급 합작사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 농가에 

대하여 노동력 배당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통과 신용 부문에서는 

소비 합작사와 신용 합작사가 조직되었는데, 이러한 합작사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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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기초가 되었다.12

1.2.2. 제1차 5개년 계획기, 1953-57

  중국은 국가 건설과 인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53년부터 중

기계획에 착수하 으며, 제1차 5개년 계획은 구소련 경제로부터 배

운 중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표방하 다. 농업부문에서는 합작사의 

조직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1955년 전반까지는 초급 합작사가 중심

을 이루었으나, 1955년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고급 합작

사를 주체로 하는 조직화가 진전되어 1957년에 고급 합작사에 가입

한 농가가 전농가의 65%에 달하 다.

  농업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식량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여 l953년 

1억 6,683만 톤에서 1957년에 1억 9,505만 톤으로 동기간 동안 17%

의 성장을 보 다. 재배 면적은 1억 2,664만ha에서 1억 3,363만ha로 

5.5% 증가하 으나 1ha당 수량은 1,317kg에서 1,460kg으로 10.9% 증

가하 다.

1.2.3. 제2차 5개년 계획기, 1958-62

  제2차 5개년 계획은 이른바 ｢대약진(大躍進)｣과 그에 이어 1959년

부터 3년 연속된 한해로 인해 사실상 실시가 곤란하게 되어 조정 국

면에 진입한다.13 대약진기(1957년말-59년)에는 구소련형 경제계획으

로 인한 불균형 성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농공병진 정

12 초급합작사와 고급합작사는 초기에는 뚜렷한 구분이 없었으나, 1958

년 제1차 전국인민대표회의 3차 전체회의에서 ｢고급농업합작사 시범

방법｣이 통과되면서 고급합작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설정되었음.

13 1958년부터 60년까지 전개한 대규모 수리시설, 공업시설 등의 초고속 

건설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으로,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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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채용되었으며, 농촌의 하부구조 건설을 위한 대규모 수리 관개 

공사가 추진되었다.

  특히 1958년은 인민공사화 운동이 시작되어 중국 농업이 고도의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중국 정부는 1958년 8월부터 

고급 합작사를 통합하여 인민공사화로 전환하는 운동을 착수하 다. 

인민공사는 이전의 합작사와는 달리 구성원의 자작지를 완전히 취

소하고 가정 부업을 최소화하며 생산 자재를 인민공사 소유로 하고, 

아울러 이익과 손실을 책임지고 분배하는 이른바 공산주의로 전환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산화를 반대하는 운동도 나타났다.14

  한편, 이 기간의 식량 생산량은 1958년에 2억톤에 달하 으며, 

1ha당 수량도 1,567kg으로 최고를 기록하 다. 그런데 1959-61년은 

한해로 인해 식량 생산량은 급감하여 1959년에는 1억 7,000만톤, 60

년에는 1억 4,350만톤, 61년에는 1억 4,750만톤으로 감소하 다. 한

편 수확 면적은 1959년에 1억 1,602만ha으로 감소하 으나, 60년 1

억 2,243만ha, 61년 1억 2,144만ha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 다.

1.2.4. 경제조정기, 1960-65

  1960년까지 추진된 대약진 정책은 천재․인재․외재라는 3재의 

향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천재란 1959년부터 3년간 

계속된 한발을 말하며, 인재란 대약진정책과 인민공사 정책의 무리

한 추진을 말하고, 외재란 1960년 7월에 소련이 경제․기술 원조를 

중단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조정정책, 

즉 리우사오치(劉少奇) 노선이 채택되기에 이르 다.

14 인민공사화를 통한 공산화 조치는 평균주의를 범람하게 함으로써 농

민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으로, 1957년부터 反右波 투쟁으로 발

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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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9월의 제8기 10중 전체 회의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공업

을 이끌어간다”는 경제발전 전략이 채택되고, 투자 배분의 우선 순

위도 농업, 경공업, 중공업 등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농업 생산 증대

를 위하여 인민공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그 수는 

2만 4천 개소에서 10만 개소로 증가하 으며, 인민공사의 규모가 축

소됨으로써 毛澤東(1983-1976)의 ‘일대이공(一大二公; 인민공사는 첫

째로 규모가 크고 둘째로 공적 소유여야 한다)’ 사상이 수정되기에 

이르 다.

  또 하나의 변화는 생산대(生産隊)의 출현과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

입이다. 중국 정부는 1961년 5월 ｢농촌인민공사작업조례｣를 제정하

고 1962년 1월에는 경 의 기본 단위를 생산대대(生産大隊)로부터 

생산대로 전환하면서 생산의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하 다. 한편 자

경지를 많이 경작하도록 ‘삼자일포(三自一包)’, 그리고 이른바 개인

적 농을 도모하려고 하는 ‘단간풍(單幹風)’을 인정함으로써 인민

공사가 외형적으로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15 또한 이 때부터 농업 

기계화 보급을 강화하여 소비에트 방식의 ‘국  농업기계회사’(트랙

터 회사)가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1,500개소에 달하 다.

  이렇게 자본주의적 풍조를 표방한 리우사오치(劉少奇) 노선에 대

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은 1962년 9월부터 인민공사의 재생을 도모하

기 위해 ｢농촌사회주의 교육운동｣을 시작하 다. 이 운동은 ‘사청운

동’(四淸運動; 인민공사의 회계, 창고, 금품, 임금을 정리하는 운동)으

로 발전하여 나아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 조정기에는 식량 생산이 계속 증가하여 1965년에는 1억 

15 三自一包란 자기 책임하의 경작지를 많이 부여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

임지는 경  방식으로 농하는 것을 말하며, 單乾風이란 합작사나 인

민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경 을 하는 풍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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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5만톤으로 회복하 고, 1ha당 수량도 1,626kg을 기록하 다. 식

량 작물의 재배 면적은 1억 1,963만ha로 농작물 총재배면적의 83.5%

를 점유하게 되었다. 즉 상업적 농작물 재배 면적은 1960년 1,291만

ha에서 65년 1,221만ha로 감소한 것이다.

1.2.5. 문화대혁명기, 1966-75

  1966년에 시작된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은 제3차 5개년 계획(1966- 

70년)과 제4차 5개년 계획(1971-75년)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다

만, 4차 계획은 문화혁명이 진정됨에 따라 다소의 성과를 올렸다. 특

히 농촌에 널리 행해지고 있던 가정 부업이나 집무시장(集貿市場)16

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 의욕과 경제 활동을 위축시

켰다.

  이 기간의 식량 생산은 1966년에 2억 1,400만톤을 기록하여 2억톤

을 돌파하 고, 71년에는 2억 5,014만톤에 달하 으며, 72년에는 약

간 하락하 지만, 73년에는 2억 8,452만톤을 달성하 다. 1ha당 수량

도 순조롭게 증가하여 1975년에는 2,348kg에 달하여 66년에 비해 

32.6% 증가하 다. 한편, 재배면적은 1975년에 1억 2,106만ha로서 66

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1.2.6. 경제발전 10개년 계획의 좌절과 경제 재조정

  1976년부터 제5차․제6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1월

의 저우은라이(周恩來) 사망, 4월의 천안문사건과 등샤오핑(鄧小平)

의 실각과 화꿔펑(華國鋒)의 수상 취임, 9월의 마오쩌뚱의 사망, 10

월 정변에 의한 4인조의 체포, 등샤오핑의 부활, 화꿔펑․등샤오핑 

16 자기책임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거래하는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의 정

기시장이며, 이러한 시장거래를 集市貿易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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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확립이라고 하는 정국의 대변동 때문에 경제 5개년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 다.

  이러한 배경으로 1977년 3월에 ｢국민경제 발전 10개년 계획｣

(1976-85년)이 결정되었으며, 식량 생산 목표를 4억 톤으로 한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 과

열, 자재 공급․전력․수송 측면에서의 한계, 국제수지 적자의 증가 

등을 이유로 ‘서양식 약진’이라는 내부적인 비판을 받게 되면서 

1978년 12월의 3중 전체 회의에서 조정 정책이 채용되기에 이르 다.

  이 10개년 계획은 농업부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다. 

(1)농업 총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4~5%로 하고, 식량 생산은 연

평균 4% 증가시켜 1985년에 4억톤을 목표로 한다. (2)농업 기계화율

을 1980년에 70%, 85년에 85%의 수준으로 실현한다. (3)화학비료 공

급량을 1980년에 600kg/ha, 85년에 1,200kg/ha로 추진한다. (4)전국에

서 2억 무(인민공사 1억 무, 국  농장 1억 무, 약 1,300만ha)의 경지

를 조성하고, 농촌 인구 1인당 10무(6.6a)의 안정 다수확 농지를 정

비한다. (5)전국에 12개소의 상품 농작물 기지를 건설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조정․개혁․정돈․향상｣이라는 조정 정책(1979-81년)

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이 기간 중의 식량 생산은 1976년의 2억 8,631만 톤에서 78년에는 

3억 477만 톤으로 증가하 으며, 79년에는 사상 최고인 3억 3,212만 

톤에 달했다. 그리고 1ha당 수량은 1978년 이후의 생산 책임제의 보

급에 따른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의 감소, 즉 상품 농작물로 이동에도 

불구하고 2,500kg 수준으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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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국 농업의 개혁 과정

1.3.1. 중국의 농업제도 개혁

가. 농촌토지제도의 개혁

  (1) 농촌토지제도 개혁의 추진과정

  중국의 개혁은 1978년 이후 농촌토지경 에서의 생산연계보수계

산 등 각종 책임제 방식으로 시작하여 단계적 발전을 거쳐 최종적으

로 농가청부경 을 핵심으로 하는 농촌토지기본경 제도를 확립하

다. 농촌개혁의 의의는 단순한 농업생산방식의 변혁을 뛰어넘어 

생산, 분배, 소비 등 여러 방면에서 농촌경제체제와 생산의 관계 조

정을 실현하 다.

  제1단계(1979-1983년): 이 단계는 인민공사 시기의 집체소유와 집

체경 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토지의 집체소유와 농가경 의 기

본형태를 확립하 다.

  제2단계(1984-1993년): 농가청부경 의 기본구조를 확립하고 토지

청부경 기한을 15년 불변 연장하 다.

  제3단계(1993-현재): 토지청부기간을 30년 불변으로 하고 이론적 

실제적 법률적으로 농가가 토지사용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갖도

록 하 다.

  (2) 농촌토지제도 개혁 내용

  □ 1979-1983년

  이 시기는 농가생산책임제의 기본제도를 확립한 시기로 토지에 

대한 농가생산청부경 책임제를 도입하 다. 농가생산청부경 책임

제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세 단계로 나눈다.

  제1단계(1978년 가을-1979년 겨울)는 농가생산청부경 책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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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과 초기 시행단계로, 인민공사가 어떻게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

分配)원칙을 실행하고 사원(社員)의 노동 적극성 문제를 조정하느냐 

하는 것과 생산대의 자주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

추어졌다. 농촌의 토지제도에 대해 결국 어떤 양식을 채택할지는 정

론이 없었으나 1978년 안휘성에 100년만의 가뭄이 발생하여 일부 

사대(社隊)에서 포산도조(包産到組, 조별 생산청부제)을 실현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인민공사제도의 변혁이 시작되었다.17 포산도조를 시

범적으로 실시한 생산대의 식량생산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안휘성과 

사천성 일부지역에 보급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979년 말 안휘성은 

단지 3만 7,900개의 생산대가 포산도호(包産到戶, 호별 생산청부제)

과 포간도호(包干到戶, 호별 경 책임제)을 하 는데, 그 결과 그 해 

10개 가난한 현 식량총생산량이 36.1%증가하여 성 60개현의 생산증

가량에 근접했다.18 그중 일부 현은 30년 이래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 으며 경제적 소득도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 

매우 중요하고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17 생산책임제란 생산대의 생산과정을 분할하여 작업조(到組), 개별 농가

(到戶), 개인노동(到勞) 등에 청부하는 제도를 일컫음. 청부란 기능적

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행해지는 임대와 유사한 의미이지만 사적 소유

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와 구분됨. 포산도조(包産到組)란 

생산책임제 중에서 작업조에 생산을 청부하고 실적에 따라 작업조는 일

정 노동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분배를 받는 제도를 말함.

18 포산도호(包産到戶)와 포간도호(包干到戶)는 생산책임제의 일종으로 

생산대가 개별 가구에 토지를 분배하고 쌍방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

라 개별 농가는 일정 생산비 범위 내에서 생산임무를 달성하고 성과

에 따라 분배받는 제도임. 두 제도는 노동성과를 분배받는 방법에 있

어서 차이가 있는데 포산도호(包産到戶)는 노동점수를 계산하여 점수

에 따라 성과를 분배받지만 포간도호(包干到戶)는 노동점수를 계산하

지 않고 국가 및 집체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 후의 잉여는 모두 자신의 

몫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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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1980년 봄-1981년 말)는 농가생산청부경 책임제 방식에 

대한 탐색과 점진적 보급단계로 포산도조(包産到組), 생산연계보수

계산(聯産計酬)은 생산대가 각 생산소조에 생산임무를 청부배급한 

후 생산량 초과 및 감소의 백분비에 근거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단위를 대(隊)에서 조(組)로 축소하 다는 것

이 특징이다.

  이것은 만약 경 관리가 완전하지 못하면 여전히 평균주의(平均

主義)의 폐단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포산도호(包産

到戶), 생산연계보수산정(聯産計酬)은 생산대가 직접 농가에 생산임

무를 청부한 후 생산량 초과 및 감소의 백분비에 근거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임금은 보수산정의 형식이며, 일

부 작업 혹은 경 항목은 생산대가 통일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

므로 생산대는 여전히 통일경 , 통일결산, 통일분배의 단위이며, 농

가 소득의 다과는 농가가 청부한 생산임무 완성 상황과 집체경 성

과의 제약을 받는다. 포간도호(包幹到戶)는 노동임금의 분배형식을 

취하지 않고 농가가 청부한 생산자료의 다과에 근거하여 국가에 농

업세를 납부하며, 각 농부산품을 판매하고 생산대에 상납하는 공적

금(公積金) 및 공익금(公益金) 등은 남기며 기타 산품은 모두 사원소

유로 한다. 1981년 10월 통계에 의하면 전 중국농촌기본결산단위 중 

각종 형식의 책임제를 건립한 곳은 이미 97.8%에 달하 다.

  제3단계(1982년 초-1983년 말)농가생산청부경 책임제가 총괄적, 

안정적, 완결적,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이다. 농가생산청부경 책

임제의 다양한 탐색과 실천은 포간도호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토지경

방식으로 농민의 수용과 보편적 환 을 받았다. 포간도조는 분배의 

주도권이 생산대에 있으나 포간도호는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진

정으로 분리되었으며 따라서 농가청부경 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

련된 셈이다. 농촌의 포간도호에 대한 선택은 농민가정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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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경 의 기본단위가 되도록 하 다.

  농촌토지제도 변혁의 과정에서 보면 최초로 실행하는 것은 포공

도조(包工到組)와 포산도조(包産到組) 두 가지 형식이다. 전자는 생

산대가 작업조의 작업시간에 따라 보수를 계산하고 후자는 생산대

가 작업조가 청부한 생산량에 따라 보수를 계산한다. 새로운 제도는 

신속하게 확장되어 1979년 말 전국 절반이상의 생산대가 포공도조

(包工到組)를 시행했으며, 1/4이 포산도조(包産到組)를 실현하 다. 

이런 생산연계보수계산의 이익분배방식은 현재로서는 별로 특이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당시는 인민공사제도에 대한 분배방식에 결정

적인 충격을 가져왔다.

  □ 1984-1993년

  농촌 농가생산청부경 책임제가 완전히 확립되고 청부경 기한이 

명확히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첫째, 토지청부기한을 안정시키고 제도혁신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완비한다. 둘째, 토지집체소유, 농가경 의 기본제도 구조 하에서 각

종 유형의 토지사용권 이전 방식을 혁신하며 토지생산성을 높여 자

원의 최적배분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실현한다. 1990년 12월 중국정

부는 몇몇 문건에서 다음 내용을 채택하 다. 첫째, 토지청부제 기

한은 15년 내로 할 수 있다. 둘째, 생산주기가 길고 개발가치가 있는 

항목, 가령 과수, 수목, 황무지(산, 들) 등 청부기간이 더 길다. 셋째, 

청부기간을 연장하기 이전 군중은 토지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대 

안정, 소 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집체가 통일

적으로 조정한다. 넷째, 토지는 점진적으로 농사에 익숙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장려한다.

  이상의 정책을 채택하는 목적은 농가의 토지청부관계를 안정시

켜 토지농가경 에 대한 안정된 예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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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청부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제와 통일적 분배를 결합하는 이중 

경 체제를 향촌집체경제조직의 기본제도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시

키고,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부단히 토지청부기간이 지나치게 짧

고 농민의 안정감이 결여되고 청부계약이 불건전하며 농민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 등 문제를 완비하고 해결한다.

  □ 1993년-현재

  이 시기의 농촌토지제도는 전 단계의 연장이며 제도 완비를 목표

로 현재도 지속중이며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가의 토지청부관계를 안정시킨다는 기초 하에 농가토지경 에 

대한 청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를 완비한다. 

1993년에 이르러 제도가 규정한 15년의 청부기간이 계속 근접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농가생산청부경 책임제는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여 일차적으로 규정한 청부기한과 연계하여 토지청부기

한을 다시 30년 연장하는 정책을 정하 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이제는 토지 이용권의 확대보다는 토지의 사유화에 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토지 사유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 농업관리체계의 개혁과정

  (1) 농업행정관리체계

  중국농업관리체계는 단계상 중앙정부(농업부), 성, 현과 향, 진(개

혁 전 인민공사), 촌(개혁 전 생산대대), 촌민소조(개혁 전 생산대) 

등 몇 단계로 나눈다. 농업부, 성, 현 단계는 기본적으로 중대한 변

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혁의 초점은 향, 진, 촌, 촌민소조의 단계

에 두어졌다.

  중국의 농업행정관리체계는 인민공사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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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으로 인민공사제도가 정식으로 확립된 것은 1975년이지만 실제 

인민공사제도는 1958년에 시작되어 30년간 이어져왔으며, 1985년에 

이르러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중국 농업행정관리체계, 즉 향, 진급 

이하의 촌 및 촌민소조의 개혁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 1979년 3월 사천성 광한현향양공사(廣漢縣向陽公社)가 

행정과 인민공사(政社)를 분리하기 시작하 으며, 1982년에는 헌법으

로 반포되었다.

  제2단계: 1982년 헌법이 반포된 이후 1983년 10월까지 중국정부는 

“정사분리를 실행하고 향 정부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

하 다. 이 단계에서는 티벳자치구 이외에 전국 각 성, 시, 구가 모

두 광범위하게 시행했으며 967공사가 관여하 다.

  제3단계: 1983년 10월부터 1985년 봄까지 향 건설 업무는 모두 완

성되었다. 인민공사는 향으로 개정되고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

형을 채택하 다. 첫째, 일사일향제(一社一鄕制)로 원 인민공사의 구

획범위 내에 향을 건립하는 것이며, 원 생산대대와 생산대는 각각 

촌민위원회와 촌민소조로 개정하 다. 둘째, 대구소향제(大區小鄕

制)로 원 인민공사는 사구(社區), 원 생산대대는 향으로 바꾸며, 향

의 규모(면적, 인구, 호수)는 해방초기와 비슷하며, 원 생산대대(혹은 

자연촌)는 촌민위원회로 변경하 다. 셋째, 대구중향제(大區中鄕制)

인데, 원 인민공사는 구(區)로 바꾸고 원 인민공사 산하의 관리구는 

향으로 바꾸며, 원 생산대대는 촌으로 변경하 다.

  1978년에 시범 시행하고 1983년에 정식으로 시행한 후 1985년까지 

6년간 추진하여 향 및 향 이하 농촌을 모두 완성한 것이 농업행정관

리 개혁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관리체계 모형을 이어오고 있다.

  (2) 농업경제관리체계의 개혁과정

  중국의 농촌개혁은 사실상 농업관리제도에 대한 개혁이며, 농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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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부경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개혁도 사실상 농업경 제

도의 개혁이다.

  □ 1978-1983년: 농업경제관리체계의 시범 탐색 단계

  □ 1984-1990년: 농업경제관리체계의 탐색 및 대 발전 시기

  이 단계는 농촌에 대한 사회화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의 지도, 협조 및 서비스 직능을 강화하 다. 1984년 식량 대풍작 이

후 대량의 잉여식량이 발생하여 농민의 식량판매가 곤란해져 농산

물유통체제 개혁과 함께 농민의 서비스지도와 산업구조조정을 다시 

강화하 다.

  □ 1990년-현재: 농업관리체계의 완비 단계

  1985년 농업성장이 정체되고 도농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

며, 농촌의 산업구조 및 농산물의 가격 파동이 나타나고, 농업생산

자재의 공급 부족 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농촌경제관

리체제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농촌합작기금회에 대한 관리, 

농촌전문합작경제조직의 건립, 농촌집체경제에 대한 지원, 농촌신용

합작사에 대한 개혁, 농촌구매판매사에 대한 개혁, 향진기업에 대한 

지도 관리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 농장관리체제와 방식의 개혁과정

 (1) 농장관리체제의 개혁과정 

  중국은 체제상 국 농장이 줄곧 농지개간 체계 하에서 농장관리

의 주체 으며, 그 개혁 과정은 대체로 두 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

(1978-1988년)는 ‘통일지도, 분급관리’ 체제를 실행하 다. 1978년 2

월 국가농지개간총국을 농림부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운 토록 

하 고, 1979년에는 농지개간부를 복원하 으며, 1982년 4월에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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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간부, 농업부 및 수산총국을 합병하여 농목어부(農牧漁部)로 개

정하 다.

  2단계(1988-현재)는 몇 차례의 기구개혁을 거치는 동안 체제변화

는 크지 않았으나 직능에 큰 변화가 발생하 다. 1995년 중국농업부

는 개간지관리체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함을 명시하고, 각 개간지에 

대해 점진적으로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경제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 다. 1998년 말 까지 전국에 총 15개 개간지구를 기업집단, 

모자기업(母子公司)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전환시켰다.

  (2) 농장관리방식의 개혁

  □ 거시관리방식의 개혁탐색과 실천

  1979년 이래 농지개간계통의 개혁은 주로 관리체제, 경 메커니즘, 

산업구조 등이 관련된 생산관계와 생산력 제 요소와 관련된 분야에

서 진행되었으며, 총체적인 방향은 재무청부를 실행하는 것이다. 관

련규정에 1979~1985년 농지개간기업에 대해 독립채산, 손익자기부

담, 손실분보상, 이윤 발생시 자기 생산 발전, 자금부족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청부규정(財務包干辦法)을 시행하 다. 재무청부 

시행은 국가와 기업의 분배관계를 순조롭게 하 으며, 이익메커니즘

을 조정하고 기업의 생산발전의 적극성을 조정하 다.

  □ 미시관리의 개혁탐색과 실천

  토지제도의 개혁 및 가정농장 육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3단계를 

거쳐 개혁이 진행되었다. 첫째, 1979-1983년 기간에는 농촌개혁의 경

험에 비추어 다양한 생산책임제를 실행하는데, 주로 확정포상책임

제, 손익자기부담, 순이익분배, 전문청부, 생산연계노동 등 형식의 

책임제를 실행하고 조별임무, 개인책임, 작업량에 따른 계산, 점수에 

따른 포상 계산 방법을 실시한다. 둘째, 1984-1990년 기간에는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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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농가농장을 일으키며, 통일과 분리를 결합한 이중경  체제

를 구축하 다. 그 후 1984년 11월-1990년간에는 국 농장에 농가생

산청부경 책임제를 도입하 으며, 개별농가농장 100만여 개를 만들

었다. 셋째, 1991년 이후 개혁이 더 깊은 단계로 발전하고 이중경

체제가 안정되고 정비되어 갔다. 1991년 8월 중국은 국유농장의 통

일과 분리를 결합한 이중경  체제를 제기하 으며, 생산경 관리로

서의 기본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하 다. 토지제도개혁으로 

국유농장의 경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 다.

1.3.2. 중국 농업기반의 변화와 개혁

가. 농업생산기반의 변화 과정

  (1) 기반건설투자 변화

  농업기초건설투자가 국가기본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1

차 5개년계획 기간이 7.1%,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11.3%，3년 조정 

시기(1963-1965년) 17.6%, 제3차 5개년계획 기간 10.7%, 제4차 5개년

계획 기간 9.8%,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10.4%, 제6차 5개년계획 기

간에는 5.0%로 급격히 하락하 다. 그 후 제7차 5개년계획 기간 

3.3%, 제8차 5개년계획 기간 3%∼4%를 유지하다가 제9차 5개년계

획 기간에는 약간 상승하여 1999년에는 최고 6.7%에 달하 다<그림 

3-1>.

  제1단계(1978-1984): 국가 전체 기초건설투자 가운데 농업에 대한 

기초건설투자 비중은 매년 하락하여 농업생산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는 못했다. 이는 주로 농업집체경제조직에 의존하는 노동축적과 자

금축적 기능이 농가생산청부경 책임제 실행 후 점차 약해졌기 때

문이다.

  제2단계(1985-1988): 농업건설투자 비중이 계속 감소하 다(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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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의 농업기초건설투자 비중 변화 추이, 1976-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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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88년 3.0%). 이는 주로 수년간 농작물이 대풍작을 이루어 

특히 1984년에 “식량판매난”과 “면화판매난” 발생으로 정책결정 부

문이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측을 함으로써 농업기본

건설투자를 대폭 감축시켰다. 게다가 민간부문의 농지기본건설도 미

미하여 농지수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

연재해에 저항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

  제3단계(1989-1992): 농업기본건설투자가 차츰 증가하는 단계이다. 

국무원이 1988년 말경에 농업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한 농업투자 증

대, 수리시설 개선, 토지개량 강화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1989년 농

업기본건설투자의 총 기본건설투자 내 비중이 3.3%로 제고되었으며, 

이 때부터 중국정부의 농업기본건설투자는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 다.

  제4단계(1992년 이후): 정책적으로 농업과 농촌기초시설 건설의 

새로운 중점사항인 수리(水利)를 중점으로 하는 농업기초시설건설, 

생태환경건설, 농업종합개발의 지속적 추진, 절수농업과 생태농업 

발전 등을 시행하 다. 이로 인해 중국농업기초건설의 강조점은 지

속가능한 농업과 생태농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농

업투자구조의 합리화를 촉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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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업기계 발전의 단계적 변화

  1980-1994년 중국의 다양한 농업기계 경 형태가 병존하는 발전

시기이다. 경제체제개혁이 심화되고 시장의 농업기계화 발전에서의 

역할이 점차 증강됨에 따라 농기계 관리에 대한 개혁을 통해, 농민

이 자주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으며, 다양한 주체(국가, 집체, 개별농가)에 의한 연합경 , 합작경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기계경 이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의 기술

과 구조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중국특색의 콤바인, 

농용운반기계, 벼 이앙기, 이동식 절수관개기계 등 소형농업기계 위

주의 농기계 제품이 등장하 다.

  1994년 이후는 중국의 농업기계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1994년 하반기이래 중국에서는 새로운 농기계 붐이 나타나 1995년 

최고조에 달하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농업기계화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8년 기준 중국의 경운, 파종, 

수확 작업에서 기계화 수준은 각각 63%, 24.7%, 15.1%에 달한다.

  (3) 농업수리 건설 발전 변화

  1978년 농촌개혁 이후 농가생산청부제나 경 책임제가 시행되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업시설인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졌다. 

또한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 으며 특히 수리시설 건설

이 부진하 다. 이로 인하여 유효 관개면적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게 

되었다. 중국의 유효관개면적은 1978년 총경지면적의 29.95%에서 

1990년 31.9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중국정부는 수리시설 건설 강화에 착수

하 다. 중국 수리부는 1990년에 100개의 수리시설을 지원하 으며, 

현, 향, 촌 3급 과학기술보급센터를 설치하여 유상서비스의 형식으

로 절수관개, 소하천지역관리, 염해지역개조 등 항목의 수리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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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추진하고 ‘효율중시, 관리중시’의 메커니즘을 형성하 다. 그 

결과 유효관개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총토지면적의 

41.39%에 달하 다.

  (4) 농촌 에너지 발전 변화

  개혁을 통해 중국의 농촌에너지산업과 에너지서비스체계 건설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중국은 에너지개발과 수자원절약 병

행의 원칙을 견지하여 농촌자원을 개발하며, 태양에너지, 풍력에너

지, 지열자원개발 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가 부족

한 광대한 농촌에서는 메탄가스를 적극 발전시키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나. 농자재의 생산과 사용

  (1) 화학비료의 생산과 사용 상황

  중국의 화학비료 생산의 발전은 1983년부터 본격화되어 1980년대 

말에는 이미 상당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 다. 그러나 화학비료 생산

량은 여전히 중국의 거대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 으며, 제

품구조가 불합리하고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이 낮아 매년 외국으로

부터 일부 화학비료를 수입해야 했는데, 연간 수입량은 국내화학비

료총량의 10∼20％ 정도 다.

  1990년대 이후는 중국의 화학비료공업이 가일층 완비되는 단계이

다. 중국은 화학비료업종을 기초비료생산과 화학비료의 2차 가공 두 

부분으로 세분화하 으며, 기초비료생산에는 주로 질소, 인산, 칼리 

등이 포함되고, 화학비료의 2차 가공에는 주로 복합비료, 혼합배합

비료 등이 포함된다.

  1980-1998년 화학비료 총생산량은 1,232만 톤에서 2,871만 톤으로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4.8%증가하 으며, 화학비료업종 발전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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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표 3-1>. 중국의 화학비료 총생산량은 세

계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한다. 1998년 현재 중국은 모두 1,348개

의 화학비료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비록 화학비료의 생산구조가 

변하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질소비료 위주이고 인산과 칼

리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농용화학비료 사용량은 1952년 7.8만 톤에서 

1980년 1,269만 톤, 2000년에는 4,146만 톤으로 증가하 다<표 3-2>.

  관련 연구에 의하면 20여 년간 중국의 연간 식량총생산량은 2억 

톤 증가하 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화학비료사용량의 증가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  중국의 화학비료 생산량 추이
단위: 만 톤(성분량)

연  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화학비료

생 산 량
1,322 1,980 1,975 2,039 1,957 2,188 2,497 2,718 2,744 2,872

표 3-2.  중국의 화학비료 사용량 추이
단위: 만 톤(성분량)

연  도 1980 1985 1990 1995 200 2002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934

 273

  35

  27

1,205

 311

  80

 180

1,638

 462

 148

 342

2,022

 632

 269

 671

2,162

 690

 376

 918

2,157

 712

 422

1,040

계 1,269 1,776 2,590 3,594 4,146 4,440

자료: ｢중국농촌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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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국의 화학비료 사용량과 식량 총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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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국의 농약 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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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약의 생산과 사용

  중국의 농약 생산은 1983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 다. 

각종 살충제가 급속히 발전하 는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까지 많은 신제품 농약이 농업 생산에 투입되었으며, 1992년에는 생

산되는 농약제품의 종류가 130여 종에 달하 다. 농약의 품목 구조

도 일련의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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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점유율이 하락하고 살균제와 제초제 비율이 점차 증가하

다. 중국의 농약생산량은 1985년 21만 톤에서 2002년 93만 톤으로 

증가하 다. 한편 농약사용량은 1991년 76만 톤에서 2002년 131만 

톤으로 증가하 다. 농약생산구조도 변화하여 살균제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제초제의 생산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농

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3) 농업용 비닐의 생산과 사용

  중국은 1979년 일본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

써 비닐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 다. 1983년에는 농용비닐 사용 면

적이 62.9만 ha가 되었으며, 1999년에는 면적이 933.3만 ha를 돌파하

다. 비닐사용량은 1982년 1만여 톤에서 2002년 154만 톤으로 증가

하 다. 현재 비닐생산능력은 120만 톤으로 세계 1위이며, 연생산량 

5,000톤 이상의 기업이 50여 개에 이른다. 비닐하우스 재배는 1984

년 이후 신속한 발전단계에 진입하 으며, 비닐하우스 재배면적은 

1985년 68,000 ha에서 1998년 933,000 ha로 증가하 다.

  (4) 종자 시장

  중국은 세계최대의 종자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종자산업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표 3-3.  중국의 비닐사용량
단위: 만 톤

연도 1990 1995 2000 2001 2002

농용비닐 사용량 48.2 91.5 133.5 144.9 153.9

자료: ｢중국농촌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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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유종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비교적 큰 종자생산

과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2200여 개의 현급 종자회사, 500여 

개 지역 종자회사, 31개의 성급회사 및 전국 종자 총회사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여러 급의 종자회사는 서로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둘째, 종자산업은 상업화와 기업화 방향으로 발전하 다. 종자업

종 상업화와 기업화의 최초형식은 정부와 기업의 분리이며, 행정관

리에서 벗어나 독립채산의 경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기분리

(정부와 기업의 분리)원칙에 의거 1985년부터 성급 및 현급 종자회

사는 기업화를 추진하여 경 과 관리에서 차츰 정부의 간섭에서 벗

어나고 있다.

  셋째, 교잡종 이외의 대다수 종자시장을 개방하 다. 종자시장의 

개방은 현재 주로 ‘대내개방’에 한정된다. 현재 국유기업이 독점하는 

품종은 주로 교잡종 벼와 옥수수이다. 

1.3.3. 중국의 농산물 및 농업생산자재 유통개혁과정

가. 농산물 유통개혁

  (1) 제1단계(1978-1984) : 농산품 유통시장시장화 개혁 초기단계

  주요 개혁 내용은 농산품수매가격 조정 및 방법 개선과 농산물 계

획수매의 범위 축소 및 시장조절 비중 확대이다. 국가수매 비중을 

1978년 84.7%에서 1984년 39.4%로 낮추었다. 국 상업과 공급판매

사(供銷社)가 국가를 대신하여 경 하는 농산품의 시장점유율도 

1978년 82%에서 1984년 73%로 하락하 다. 또한 농산품구매 중 계

획관리를 품종은 주로 식량, 식용유, 면화, 면빌로도(棉短絨), 생돼

지, 차, 황마, 면양모(綿羊毛), 우피 등 9종 품종이며, 나머지 절대 다

수품종은 이미 개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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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단계(1985-1992): 전통적인 농산품일괄구매 일괄판매제도

를 폐지하고 점차 농산물 시장조절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단계

  수매예정 식량 이외에는 농민이 자유로이 시장에 판매하며, 만약 

시장 식량가격이 정부의 일괄구매가격보다 낮으면 국가가 일괄구매

가격에 따라 구매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러나 1985년 식량

생산이 대폭 감소하고 시장식량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초과구매가

격에 따라 구매하는 것으로 전환하 다.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30여 년간 시행해오던 계획수매제도

를 폐지하 다. 이로써 농민은 생산경 자주권과 상품처분자주권을 

취득하여 독립된 상품생산자가 되었으며, 농촌은 자급경제에서 상품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 다. 농산물의 계획수매제도의 폐지는 중국

농업 및 농촌의 제2단계개혁 전략목표의 중요한 상징이며, 중국의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에 거대한 추진력이 되었다.

  (3) 제3단계(1992년 이후): 농산품유통체계 개혁의 완비단계

  이 단계에서는 일련의 농촌시장경제 구축과 완비 조치로 경제관

리 수단을 직접관여에서 간접조절로 전환, 즉 식량의 구매 및 판매 

방식을 시장구매 및 판매 중심으로 전환하고 계약구매를 보완수단

으로 사용하 다.

  농부산물 구매 가운데 국가가 구매가격을 규정하고 국가에서 지

정하는 국 상업회사가 통일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대체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며, 4분의 3은 시장을 통해 거래되었다. 그리고 국가

가 가격을 정한 것은 10%에 불과하고, 국제지도성가격에 속한 것이 

20%, 그 나머지인 70%는 시장수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나. 농업생산자재 유통개혁

  농업․농촌경제체제의 시장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농자재 유통



63

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계로 전환하 다.

  제1단계(1978-1984): 이 시기의 농자재정책은 계획관리를 기본으

로 하 으나, 농자재의 가격정책 조정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에 

일부 품목에 대해 유동가격을 실시하고 기업에게 부분적인 가격결

정권을 부여하 다. 그리고 가격특혜정책을 축소하 다. 1982년 농

업용 중유에 대한 우대가격을 취소하 으며, 1984년 농자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 다.

  제2단계(1985년 이후): 농자재에 대해 통제와 자율화를 반복하

다. 최근에는 농자재 경 형태는 다양화하고 유통경로는 축소되었으

며, 농자재 관리도 시장화 단계에 진입하 다.

1.3.4. 농업금융과 재정개혁

가. 농업금융체제의 개혁

  중국의 농업금융제도는 1951년 중국농업은행을 시작으로 농업은

행, 농촌신용합작사, 농업발전은행 등으로 발전하 다.

  (1) 1단계(1979-1984): “권한이양”을 통한 개혁

  이 시기 농업은행은 신용대출 개혁을 통해 “일괄예금 일괄대출”에

서 각급 은행의 신용대출자주권을 확대하고, 경 책임제 및 이윤유

보 추진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화경  내지 상업화경 으로 전

환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 다.

  (2) 2단계(1985-1988): 농업은행의 기업화경 과 다양한 농촌금

융기관 및 조직 구비

  이 기간 동안 금융체제가 “중앙은행+전문은행”이라는 궤도에 진

입하 다. 농업은행은 국가전문은행으로서 기업화경 과 새로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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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역 등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기록하 다. 또한 농촌금융기관 

및 조직은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및 보험회사 등

의 농촌지점 설립, 각종 재무회사와 펀드회사 등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하게 발전하 다.

  (3) 3단계(1989-1992):  농업금융체제의 조정과 관리 

  은행시스템에 대한 거시조절과 자기제약 강화, 경 관리 강화, 내

부적 종합관리 등을 통해 농촌금융체제가 규범적으로 운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 다.

  (4) 4단계(1993 이후): 3자간 균형대립의 농촌금융체제 형성

  중국금융체제개혁의 기본목표를 “정책성은행, 상업은행, 합작금융

조직이 상호 긴 한 조화를 이루는 금융체제 구축”에 두었다. 1996

년 농업발전은행의 지점이 현(시)급까지 확대되어 농촌정책성금융체

계를 완비하 다. 농업은행은 기업화 개혁을 바탕으로 국유상업은행

으로 전환하여 농촌금융체계 중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 다. 농촌신

용사는 1996년 중국농업은행과의 행정예속관계에서 벗어나고 1997

년에는 농민주주 및 사원관리의 합작금융 개혁을 단행하 다.

나. 농업재정제도의 변화

  (1) 농업세제의 개혁

  계획경제 시기 정부는 중공업우선전략에 따라 공업을 위해 농업

을 희생하는 정책을 시행하 으나 개혁․개방 이후 기존의 농업세

를 시장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하 다. 정부는 1994년 농업특산세를 

통일적으로 징수하고 1987년 경지점용세를 부과하 다. 또한 1994년 

분세제 시행이후 농업세가 지방수입으로 편입되면서, 농업세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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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업재정의 변화 

  국가재정 농업지원자금의 규모는 1978년 150.66억 위안에서 1997

년 938억 위안으로 6.23배 증가하 다. 그러나 농업지원자금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13.5%에서 1997년 10.4%로 3.16% 

포인트 감소하 다. 국가재정 중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로 중앙재정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농업재정투입 

절대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 지만 상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1.4. 농업․농촌개혁의 성과

  1978년의 개혁․개방을 전후로 한 중국 농업의 변화는 한마디로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의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

세히 검토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개혁․개방 이전과 비교

하여 농업의 생산요소나 생산량이 총량적으로 빠른 성장을 나타내

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림 3-4>는 농업총생산액, 경지면적, 농업노동력, 화학비료, 농

업동력 등에 대하여 1978년을 기점으로 변화의 정도를 나타낸 것인

데, 1978-99년간(1978=100)의 지수 변화를 보면, 농업총생산액(명목)

은 376, 경지면적은 102, 농업노동력은 118, 화학비료는 467, 농업동

력은 355 등이다. 이러한 농업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

이 필요하지만, 비료와 농기계 등의 투입 이 농업성장에 크게 기여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4.1. 농업․임업․목축․어업의 성장과 생산능력 제고

  먼저, 개별농가가 농업경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농산

물의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농민들의 생

산의욕이 적극적으로 촉발되어 중국농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

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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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요 농업지표의 변화 추이, 19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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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농업 성장률을 보면, 개혁․개방 20년 동안 중국 농업생산

의 연평균 성장률은 6.7%에 달하고 있으며, 1984년에는 12.3%까지 

성장함으로서 같은 기간 세계농업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

다. 특히 1997년 중국의 식량, 면화, 유지, 당료의 생산량은 1978년

에 비하여 각각 0.62배, 1.1배, 3.1배, 2.9배가 증가하는 기록을 남겼

다. 농업생산 증가에 따라 도시와 시골의 시장을 풍요롭게 하고, 농

민의 시장바구니를 풍요롭게 하 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 다. 이 기간, 식량 생산량 증가속도

는 2.7%로 인구증가 속도를 훨씬 상회하 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식량생산이 지속적으로 풍년이 들면서, 1996년 식량생산량이 

5억 톤을 돌파하 으며, 중국의 식량공급 부족 상황이 크게 개선되

었다.

  다음으로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검토하기로 한다. 1978년부터 2000

년까지 중국의 주요 농작물의 단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1단계 개혁

시기인 1978-1984년의 경우 식량작물 전체 평균이 6.1%이고 그 중 

, 쌀, 옥수수의 단수증가율은 5%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면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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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유지작물은 8.6%로 더욱 높다. 이 기간의 단수증가율을 개혁 

이전인 1970-1978년간의 단수증가율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단계 개혁은 농업생산 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농가단위의 생산책

임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밖에도 농산물 

가격 제고 및 농업생산기술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2단계 개혁기인 1985-1988년의 주요 농작물의 단수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되었다. 식량작물의 연평균 단수증가율은 1.0%로 

제1단계 개혁기에 비해 월등히 낮다. 더욱이 면화와 유지작물은 단

수가 오히려 감소하 다. 그 주요 원인은 국가 전체 경제의 구조와 

함께 농촌․농업의 구조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제3단계 개혁기인 1982-1992년간의 주요 농작물의 생산성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 다. 이는 농촌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식량공급체

제를 개혁하는 등 일련의 조치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4단

계 개혁기에는 면화를 제외한 모든 주요농작물의 단수증가율이 제3

단계 개혁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농업정책의 목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

환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표 3-4.  연도별 농업성장률
단위: %

연  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성장률 8.1 7.5 1.4 5.8 11.3 7.8 12.3 3.4 3.4 5.8 3.9 3.1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성장률 7.6 3.7 6.4 7.8 8.6 10.9 9.4 6.7 6.0 4.7 3.6 4.2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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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의 개혁의 성과를 주요 농작물 단위생산

량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제1단계와 제3단계 개혁시기는 전체 기간

(1978-2000년)의 평균 단수증가율에 비해 높지만 제2단계와 제4단계 

개혁시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에 농산물생산의 기

록적인 증가는 농민들의 식생활의 해결뿐만 아니라 농업내부의 구

조적인 조정 및 농산물의 수매 및 판매체계의 개혁을 초래하 고 도

시공업부문에 대한 개혁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다.

  둘째는 임업생산의 안정적 발전이다. 개혁․개방 이후의 20년 동

안 임산물 생산액은 1.9배가 증가하 으며,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5.9%에 달하 다. 주요 임산물 생산량은 90%가 증가하 는데, 이 가

운데 고무의 생산량이 3.4배가 증가하 다. 전국의 조림사업 누적면

적이 크게 증가하 는데, 1992-1997년 기간동안 약 3,100㏊가 증가

하 다. 1997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실시한 10대 중점 산림보호사

업은 그 생산효율이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중국의 녹화사업을 크

게 촉진시켰다. 

  셋째는 목축업 생산의 빠른 증가이다. 중국의 목축업 발전 속도는 

농업과 임업의 발전 속도에 비하여 훨씬 빨랐다. 1978년과 비교하여 

보면, 목축업 생산액은 약 5배가 증가하 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9.9%에 달하 다. 최근 몇 년 동안, 목축업 발전은 더욱 빨라졌는데, 

1992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1.6%의 속도로 증가하 다. 1997년 

전국의 돼지, 소, 양고기의 총생산량은 4,773만 톤으로 1978년에 비

하여 3,916만 톤, 약 4.6배가 증가하 다. 우유의 생산량은 629만 톤

으로, 약 6.1배, 541만 톤 증가하 다. 육류구조가 진일보하게 개선

되었는데, 돼지, 소, 양고기 가운데 소고기와 양고기의 비중이 비교

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 다. 육류 가운데 소고기와 양고기가 차지하

는 비율은 1980년 5.9%에서 1996년 15.4%로 상승하여 약 9.5% 포인

트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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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농산물의 연도별 단위당 생산량 변화
단위: %

식량작물 쌀 옥수수 콩 서류 면화 유지작물

1970-78 2.9 2.0 6.1 3.8 -0.3 1.0 0.5* -

1979 11.8 6.7 15.8 6.4 -2.8 -3.9 10.0 -

1980 -3.2 -2.7 -11.6 3.0 6.2 9.2 12.1 -

1981 3.3 4.7 11.5 -0.9 5.8 -4.8 2.7 15.2

1982 10.6 13.0 16.2 7.2 -7.8 7.2 7.9 13.2

1983 8.6 4.3 14.4 11.0 20.2 7.8 24.4 -0.6

1984 6.2 5.4 6.0 9.3 3.2 1.4 19.6 9.1

1978-84 6.1 5.1 8.3 5.9 3.8 2.7 12.6 8.6

1985 -3.7 -2.2 -1.1 -8.9 2.2 -4.3 -11.5 -2.5

1986 1.3 1.5 3.5 2.7 2.9 -4.0 1.9 -3.5

1987 2.6 1.5 0.2 5.8 5.5 9.3 5.5 5.8

1988 -0.8 -2.4 -2.6 0.2 -2.8 -6.1 -13.8 -9.0

1985-88 1.0 0.2 0.4 2.9 1.8 -0.5 -2.5 -2.4

1989 1.3 4.2 2.5 -1.3 -11.5 0.5 2.0 -0.8

1990 8.3 4.0 5.0 16.7 14.6 0.5 10.2 20.0

1991 -1.5 -1.5 -2.9 1.2 -27.2 -1.0 7.4 -4.0

1992 3.5 2.9 7.4 -1.0 8.2 5.2 -24.1 0.5

1989-92 3.3 1.8 3.1 5.3 -3.3 1.5 -3.5 5.0

1993 3.2 0.8 5.6 9.5 7.8 9.9 13.6 13.3

1994 -0.7 -0.3 -2.6 -5.4 -0.9 -5.4 4.7 1.7

1995 3.4 3.3 3.4 4.8 -1.9 5.0 12.0 4.3

1996 5.7 3.1 5.4 5.8 4.3 5.3 1.3 2.5

1997 -2.4 1.7 9.8 -15.7 na -9.6 15.2 -1.0

1998 2.9 0.7 -10.2 20.1 na 10.5 -1.6 2.8

1999 -0.2 -0.3 7.1 -6.1 na -2.5 1.9 4.4

1993-99 1.4 1.4 1.9 -0.1 0.51) 0.3 5.4 2.4

1978-99 2.9 2.4 3.9 2.9 1.02) 1.3 4.2 4.1

주 1)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2) 1978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 면화는 1965-78년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중국통계연감(각 연호)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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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어업 부문의 성장으로서, 20년 동안 어업의 실질생산

액은 8.2배가 증가하 다. 이는 농업생산액 증가율의 5.3배, 농업, 임

업, 목축업, 어업 총생산액 증가율의 3.5배이다. 1986-1997년 기간 동

안 어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4.4%에 달하 다. 1997년 전국의 수산

물 생산량은 3,602만 톤으로 1978년에 비하여 3,136만 톤, 약 6.7배

가 증가하 다. 어업의 빠른 성장은 주로 담수와 해수 양식업의 빠

른 발전에 따른 것이다. 

1.4.2. 농촌 산업구조와 취업구조의 개선

  농촌산업구조는 농촌의 전반적인 경제가 합리적으로 발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또한 농촌의 거시적인 경제가 조화

롭게 발전하는 기초이다. 20년 동안 중국 농촌산업구조는 점진적으

로 개선되었다.

  농촌 산업구조 가운데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1차 산업 가운데 농업의 비중이 현저

하게 낮아지고, 목축업과 어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경종부문 가운데 

경제 작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식량 작물의 비중이 낮아졌다. 비농

업 가운데, 2차 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높아졌

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비농업부문의 발전에 따른 농촌 산업구조의 변화이

다. 농촌의 산업구조에서 1차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하 다. 1998년 1차 산업의 비중은 22.3%로 1978년 대비 46.3%포인

트 하락하 다. 반면, 2․3차 산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2차 산업은 농촌 산업구조 가운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8년 농촌의 2차 산업 비중은 63.6%에 달하 으며, 1978

년의 26.1%에 비하면 2.4배로 증가하 다. 3차 산업도 지속적인 발

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농촌경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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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3%에서 1998년 14.1%로 상승하여 약 2.7배로 증가하 다.

  둘째, 농업 내부 경제구조의 합리화이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개선

되면서 소비자의 식품 소비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동물성 식

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목축업과 어업이 1차 산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농업의 비중은 지속적으

로 낮아졌다. 2000년 현재 농업이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7%로 1978년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으나 목축업과 어업은 각각 

29.7%와 10.9%로 비중이 대폭 증가하 다.

  또한 경종업 경작구조 또한 큰 변화가 발생하 다. 2000년 현재 

식량작물이 총 파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4%로 1978년의 

80.3% 대비 약 11%포인트 하락하 다. 또한 유지작물의 비중은 

9.9%로 1978년의 4.1%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 으며, 면화를 제외

한 기타 경제작물의 비중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 다.

표 3-6.  농촌산업구조의 변화
단위: %

1978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차산업 68.6 68.9 57.1 46.1 26.5 25.4 24.4 22.3

2차산업 26.1 25.9 35.7 46.3 62.5 62.6 62.2 63.6

3차산업  5.3  5.2  7.2  7.6 11.0 12.0 13.4 14.1

주:전체를 100으로 한 구성비임.

표 3-7.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의 연도별 생산액 비중
단위: %

1978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  업 80.0 75.6 69.2 64.7 58.4 60.6 58.2 58.0 57.5 55.7

임  업  3.4  4.2  5.2  4.3  3.5  3.5  3.4  3.5  3.6  3.7

목축업 15.0 18.4 22.1 25.7 29.7 26.9 28.7 28.6 28.5 29.7

어  업  1.6  1.7  3.5  5.4  8.4  9.0  9.6  9.9 10.3 10.9

자료:중국통계연감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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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농촌의 취업구조 개선이다. 농촌의 

취업구조와 경제구조는 상호간의 향을 미치며, 농업의 비중이 차

츰 낮아지면서 농업노동력 비중 또한 갈수록 낮아지며, 비 농업부문

의 취업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 이러

한 변화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농촌 노동력의 1차 

산업 취업비중은 70.4%로 1990년에 비하여 9% 포인트 감소한 반면 

2․3차 산업 취업비중은 높아졌다.

1.4.3. 농민소득의 증가

  개혁․개방 20년 동안, 중국 농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으

며, 농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민의 수입 현황을 보면, 

농민 1인당 연평균 순수입은 1978년 134위안에서 2000년 2,253위안

으로 상승하여 약 16배가 증가하 다. 이 기간 실질적인 연평균 소

득성장률은 8.1%로 동 기간 농업 성장률보다 더 높았다. 특히 1978

년부터 1984년까지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13.4%에 달하여 동기간 농

업생산 증가율 6.1%보다 훨씬 높았다. 

  농민생활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개혁이 가져온 실질적인 성과는 

농산물 공급의 전면적인 호전과 빠른 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식품공

급의 현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 결과 도시와 농촌 주민은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 으며, 식생활 구조와 질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90년대 초에 이르러, 중국인의 양섭취 수준

은 저개발국가보다 높았으며, 중등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접근하 다. 

1.4.4. 농촌경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세계농업에의 

기여

  농촌경제의 발전은 중국 농업과 농촌경제가 장기간 궁핍한 상황

에 처하여 있던 국면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급과 수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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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민경제의 빠른 성장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소득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농촌경제성장이 지대한 공헌을 

하 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78-1988년 동안, 국민경제는 

매년 9.22%로 증가하 다. 이 가운데, 농촌경제 성장의 기여도는 

5.87%로 국민경제성장 가운데 63.7%를 차지하 다. 1996년 농촌경

제 성장이 GDP에 대한 기여도는 10.7%에 달하 다. 농업의 발전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경제의 거시적인 조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유

리하다. 1995년부터 3년 동안 지속된 풍년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률

이 1994년 21.7%에서 1995년 14.8%, 1996년 6.1%, 1997년 0.8%로 

하락함으로써,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되었다. 

  또한 중국 농업의 빠른 발전은 세계농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990년대 이래 세계 농산물 성장 가운데, 중국이 3분의 1을 차지하

다. 1991년 이후, 세계 식량증산 가운데 중국이 32%를 차지하 으

며, 세계 육류 생산량 증가 가운데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하 다.

1.5. 농업․농촌 개혁의 당면과제와 대책

  중국의 농촌 및 농업 개혁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중국은 

인구의 80%가 농촌에 분포하고 있어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 다. 이들 중 일부는 제도개혁 자체가 완비되어야 하는 문제

표 3-8.  농촌주민 1인당 연평균 순수입
단위: 위안

연  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순수입 134 160 191 223  270  310  355  398  424  463  545  602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순수입 686 709 784 922 1,221 1,578 1,926 2,090 2,162 2,210 2,253 2,366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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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일부는 개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문제이며, 또 어떤 것은 경

제발전과정에서의 문제이며, 지역적인 문제와 전국적인 문제, 그리

고 일시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 공존한다. 

1.5.1. 경 규모와 토지이전 문제

  농촌토지제도로 가정생산청부책임제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토지

전환 문제와 규모경  문제는 중국의 농촌개혁 과정에서 직면한 난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가정생산청부제를 시행한 후 농민은 생산에 적

극 참여하 으며 생산 과정에서 창조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생산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농민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

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비농업 부문에 참여함으

로 농촌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노동력이 비농

업 부문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증가하 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규모화가 필요한데, 실제로 농

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별농가라 하더라도 특정 보상 없이는 토지사

용권과 경 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농촌 특히 

중국동남부 연해지역에는 이미 대량의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휴경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분산된 경

방식은 농업의 현대화된 경작, 수확 및 산업화 발전은 물론 산업

구조 개선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토지 이용기간을 늘림으로써 농가생산책

임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도입하 다. 토지청부기간을 1993년 15년 

불변으로, 그리고 2003년에 다시 30년 불변으로 법률에 규정하 으

며, 또한 토지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토지의 이전(양

도)을 가능토록 하 다. 이로 인해 토지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경작

능력이 우수한 자에게 토지가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경 규모가 확

대되고 부분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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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과정 중의 당면과제와 대책

  농산물 유통체제개혁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식량의 수매

와 판매에서 이중가격제를 실시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과중한데

에 있다. 1985-1990년까지 중국정부는 매년 재정지출의 13.5%를 식

량과 식용유(糧油)보조금으로 지급하 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 문제는 농촌․농업․농민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도시와 국민경제 발전 및 시장경제의 변동에도 관련이 있어 국

가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

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혁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식량유통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정

책 업무와 경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보조금을 대량으로 

착취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량유통 부문에 보조

금을 지급하는 대신 농민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중간단계를 축소하

는 정책을 시행하 다. 

1.5.3. 농촌 및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문제

  농촌개혁의 추진과 농촌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민의 자질과 과학

기술의 보급응용이 중국농업발전에 큰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기술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문제점

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과학기술에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농업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농업총생산액 

대비 0.25%정도이고, 국가과학기술부문 투입 중 농업과학기술 투입

이 차지하는 비중도 9%에 불과하다.

  둘째, 농업과학기술기관의 분포와 구조가 불합리하며, 관리체제가 

미비하다. 농업연구, 교육, 보급이 상호 독립적이며 3자가 유기적으

로 연결되지 않으며, 중앙과 지방연구기관, 농업과 타 분야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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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조직협력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농업과학연구체계 중 

첨단기술 인력과 보조인원이 지나치게 적고 경종업의 전통학과와 

종합적․기초적 첨단학과의 전문인재 비율이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

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개혁과 정비

를 진행하 다. 가령 1993년 중공 중앙과 국무원이 각급재정을 농업

사업단위에 사용하는 경비가 매년 증가해야 한다고 제기하 다. ｢농

업법(農業法)｣에서도 국가가 집체경제조직, 국유기업사업단위, 기타 

사회역량을 농업과학기술이나 교육사업에 투입하도록 하 으며, 국

가의 빈농을 지원하여 사업을 보급하고 선진적 농업기술이 가능한 

빨리 농업생산에 사용되도록 추진하 다. 한편 농업기술보급기관, 

농업과학연구기관 및 유관학교가 일으키는 농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가 세제나 금융 방면에서 특혜를 준다. 1996년에 중국국무원은 ｢과

학기술체제개혁 심화 결정(深化科學技術體制改革的決定)｣을 발표하

여 농업과학기술 개혁에 대해 농업과학연구개발체계와 기술보급서

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 다.

1.5.4. 농민의 취업 및 소득문제

  중국 개혁․개방이래 농민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 으나 농민소득

의 시대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농민 소득 

증가 속도가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둘째, 도시와 농촌주민

간의 소득격차가 비교적 크며 부단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1978-1985

년 기간의 도농소득격차는 축소되었으나 1985년 이후 확대되기 시

작하여 비교적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도농 주

민 소득격차의 심각한 불균형은 이미 농촌의 경제와 사회 안정에 심

각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

화되었다. 중국 농촌경제는 국민경제와 마찬가지로 동부, 중부,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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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개혁․개방 후에도 근

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국면이 장기간 악화될 경우 중국의 

농업발전에 심각한 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개혁

초기부터 1990년까지 주로 토지제도와 농산품유통제도의 개혁, 향진

기업의 발전, 경제작물 발전 등을 통해 해결하 다. 1990년 이후 한

편으로 3고 농업을 발전시켜 농산품의 품질등급 향상, 향진기업의 

초급에서 고급단계로의 발전 추진, 농촌의 공업화 발전 속도를 가속

화하며, 농촌의 소도시건설을 추진하고 농촌노동력 이전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취업을 위한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 다. 가령 호적제도 개혁, 도농이원구조로 인한 일련의 제도

적 차별정책과 제도 및 노동자사용제도 개혁, 도시의 복지 교육 보

험 의료 등 방면에서 점차 도농간 평등대우 시행, 농민이 도시에 가

서 시간제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농민의 비농업소득 비율을 제고

하는 것 등의 정책을 실시하 다.

  또한 농촌의 교육과 기술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제품의 보급을 강

화한다. 인구의 자질과 전문기술력은 소득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요

소이다. 농민의 소득이 낮은 것은 결국 자신의 전문기술 부족과 과

학기술 파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0년 이후 이에 대

한 투입을 강화했으며, 특히 기술보급상의 새로운 고생산 신품종의 

훈련과 보급 측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농작물우

량종을 육성 보급하고 농민의 소득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다. 

그리고 빈곤자 지원에 투입을 확대했다. 빈곤문제는 개도국을 제약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은 빈곤자 지원의 농촌경제발전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국무원빈곤지원사무소와 각 성, 

시, 현에 빈곤지원사무소를 설립하고, 거액의 빈곤 지원자금을 투입

하여 빈곤지역에 상당한 빈곤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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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농민의 부담과 농촌의 세제개혁 문제

  중국은 개혁을 통해 경제가 발전한 농촌이 향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공업화를 달성함으로써 농촌의 교육, 농업기초시설 건설, 

농촌간부의 임금, 농촌사회화서비스 등은 모두 농촌의 집체경제가 

해결하도록 하 는데, 경제가 낙후한 중서부지역의 농촌은 집체경제

의 낙후로 인해 향진기업이 발전하지 못하여 필요한 비용이 대부분 

농민의 자금모집(集資), 농가에 대한 할당 및 심지어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여 해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농촌 주민 간, 농가와 촌․향․진간의 대

립관계를 조장하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부패도 많이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농민의 부담문제는 농촌경제 발전의 심각한 제약요인

이라고 판단하고, 농민의 과중한 부담 경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세제개혁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정하 다. 중국 농민이 부담하는 세

금의 종류는 농목업(農牧業)세, 경지점용세, 농업특산세, 계약세(契稅) 

등 매우 다양한데, 이 가운데 농업특산세 폐지를 우선 실시하 다.

1.5.6. 농촌의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

  중국 농촌의 지역간 발전 불균형은 전체 중국 경제발전의 지역불

균형과 마찬가지로 동남연해, 중부, 서부지역간 현저한 차이를 드러

내고 있다. 농촌의 경제발전 구조면에서 보면 동남연해지역의 농촌

산업구조는 이미 농촌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

되어 농업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농민의 취업과 소득구조 또

한 상품화와 향진기업을 주요 원천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중부와 

서부지역의 농촌산업구조에서 공업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으며 농민의 취업과 소득구조

도 농업과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역발전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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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구조는 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첫째, 중서부에 대한 투자비율 특히 철도 

도로 등 교통과 전력 공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농촌의 교육과 

기술 훈련을 강화하 다. 둘째, 서부와 동부지역의 간부(지도자) 교

류, 슬로건 제창 등으로 서부지역 간부의 사상관념, 시장의식, 지도

력 및 정책결정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 다. 셋째, 국가는 통일적으

로 동부와 서부지역 성간에 지원협력 방식의 조직을 통해 서부지역 

자원 및 노동력 우위와 동부지역의 자본, 기술 및 인재 우위를 서로 

결합하여 동부와 서부간 경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1999

년부터 서부대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서부의 자본, 기술, 인재에 대

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부의 기초환경 개선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 

서부 경제를 일으킨다. 다섯째, 서부 가스의 동부 운송, 서부 전기의 

동부 운송, 남부 수자원의 북부 배송 등 전략적인 국가 대형 장기 

투자항목의 시행을 통해 전체 서부 경제 산업의 전면적 발전을 유도

하고, 동서부경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여섯째, 국가는 농

경지를 삼림이나 초지로 전환하는 농민에게 재정보조금을 직접 지

불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농촌의 기초생활과 생

산 환경을 개선하며, 토지사막화 방지, 토지유실 및 기후조건을 개

선한다.

1.6. 중국 농업개혁의 시사점

  지난 25년 동안 추진된 중국의 농업개혁은 괄목상대할 성과를 거

두었으며, 그 추진 방법, 내용 및 성과에서 많은 유익한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중국과 유사한 제도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1) 농업개혁은 농민의 권익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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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 제고는 최우선 과제이다. 농민

의 권익과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는 개혁은 농민에게 수용될 수 

없다. 

  (2) 농업부문은 다른 부문의 개혁에 우선하여 추진한다. 농업은 국민

경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나 지역이라도 현대화를 실현

하지 못했을 경우 농업에 대한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소위 “농업 없이 

안정 없다”는 말은 농업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한다. 중국은 1978-1984

년간의 제도개혁으로 농산물 대풍작을 가져왔다. 반면에 농업투자가 미

미하 던 1985-1989년 기간은 4년 연속 농업 생산이 정체되었다가, 

1990년 투자를 확대하자 상황이 개선되었다.

  (3) 농업개혁은 쉬운 것부터 착수하여 차츰 어려운 것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어야 하며, 도약식의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농업개혁은 먼저 토지제도개혁에서 시작하여 농산물유통개혁을 추

진하고 더 나아가 농업의 산업화개혁과 농촌재정세제개혁 등을 실

시하 다. 새로운 경제관계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 낡은 생산관계를 

일시에 타파하게 되면 혼란과 불균형을 가져오므로 생산력을 심각

하게 훼손하는 급진적인 개혁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개혁

정책의 추진은 먼저 일부분에서 출발하여 시범시행을 확대하고, 완

비된 후 보급하며, 보급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조정․완비․혁신하

여, 최종적으로 법률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4) 농업개혁은 농민의 능동적 참여와 국가의 지도가 함께 어우러

져야 하지만 농민에게 충분한 주도권을 주어야 한다. 생산책임제는 

농민 스스로가 실천적으로 창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 으며, 이 과

정에서 국가는 단지 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정부의 

지도 기능을 추가하 을 뿐이다. 정부는 지역마다 다른 형식의 생산

책임제가 출현하는 것을 허용하 다. 

  (5) 농업개혁 과정에서 국가는 계획제도를 타파하는 것 이외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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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재정지원이 뒷받침하여야 한다. 중국은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산품의 구매가격을 제고하여 농민의 증산을 유도하고 동

시에 가격 상승 후 소득증대를 실현할 수 있었다. 중국은 농산품유

통제도 개혁 중 국가가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개혁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6) 농업개혁은 농촌의 과학기술과 교육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가

능하다. 농업 과학기술을 높이고 농민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고품

질, 고생산, 고효율의 3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은 국가와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지역

의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하는데 전적으로 필요

하다.

  (7) 농업개혁은 궁극적으로 도농의 이원화된 사회 및 경제구조 타

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건전하고 공평하며 평등한 도농사회, 경

제, 시장체계 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과 농업, 농민이 취업․교

육․보험․의료 등 각종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획득하도록 촉진해

야 한다.

  (8) 농업개혁은 순서상 농촌의 생산노동조직 개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먼저 생산대를 다시 몇 개의 생산소조로 구분하고, 생산소조

를 단위로 분배하거나 혹은 노동에 따라 분배하며, 더 나아가 생산

량에 따라 생산소조에 분배하도록 이행하며, 소조는 노동에 따라 분

배하고 최종적으로 농가로 이행하는 농가생산청부책임제로 이행된

다. 그 후에 다시 농산물의 구매 및 판매를 실시한다. 즉 개혁은 먼

저 미시적인 측면에서 시작하여 거시적인 측면으로 확대하며, 먼저 

기초부문에서 시작하여 개혁을 점차 확대하며, 먼저 표면적인 것에

서 시작하여 실질적인 것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발전의 순서이다. 

  (9) 농업개혁 과정에서 사회 서비스의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

다. 특히 농업의 기초건설, 농업용 기계, 농약, 종자, 농업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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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농업개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

는 것으로 중국은 최초의 개혁과정 중 일부지역의 농업기초시설, 농

업기계에 대한 인위적 파괴와 농촌집체기능의 약화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다.

2. 베트남의 농업부문 개혁과 개방

2.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2.1.1. 내부 사정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동안 계획경제모델이 베트남에 

도입되었다. 이는 전쟁 기간의 경제관리 모델로 알려져 있었다. 계

획경제체제 하에서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으며 중앙

에서 모든 생산을 조정하 다. 국유기업과 협동농장은 베트남 경제

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서 상부로부터 상품생산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부여받아 생산 활동을 하 으며 중앙의 물가제정 당

국이 정해주는 가격에 따라 국 상업회사의 유통망을 통해 상품을 

분배하 다.

  중요한 점은 계획경제모델이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에 

걸쳐 베트남 경제를 지배하 다는 점이다. 계획경제의 약점은 1970년

대 말에 나타나기 시작하 다. 특히 통일 이후 10년 이상 전체 베트

남에 사회주의가 구축되면서 계획경제모델의 약점이 눈에 띄게 드러

났다. 계획경제의 부작용으로 경제사정은 점차 악화되고 생활필수품

의 부족 현상은 일반화되었다. 생산양식은 변화되지 않았고 경제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으며 자원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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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던 농업과 농촌경제는 1986-87년에 하락으로 반전하 다. 

생산은 정체되고 농민들은 협동농장에 크게 실망함으로써 1987년의 

생산량은 1986년의 99.6% 수준으로 감소하 다. 곡물 생산량은 

1,753만 톤에서 1,737만 톤으로 감소하 다.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 다. 농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

산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이 제공

되지 않았던 셈이다. 협동농장의 비효율적인 생산으로 인해 1960년

대 하이퐁, 빈푸 등지에서는 협동농장과 개별 농가 사이의 불법적인 

계약생산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새로운 생산 형태는 농민

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에게 생산을 증대시키도

록 부추겼다. 이러한 불법적 계약생산은 공산당에 의해 조심스럽게 분

석되었으며 명령 100-CT-TW가 결정되기에 이르 다.

표 3-9.  주요 경제지표, 1982년 불변가격

단  위 1980 1986 1989

인구 백만 명 53.7 64.1 64.4

물질총생산(GMP)1) 10억 동 102.1 169.6 188.3

소비자 물가상승률 % 69.6 874.7 308.2

총투자 10억 동 16 20.6 16.3

1인당 소득 US $ - 100 -

1인당 곡물소비량 kg 301 333

식량 부족 인구
2)

100만 명 14.4 21.4 -

주 1) 물질총생산(GMP)은 비물질적 서비스, 감가상각, 및 기타 활동을 포함하

지 않음. 

2) 벼 조곡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65kg 이하로 식품을 소비하는 인구수를 

산출하 음. 

자료: SPM(MPI now),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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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개혁을 위한 초기 노력: 아래로부터의 개혁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

되었으며 개혁의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산계약제

  1970년대 후반 협동농장과 개인 사이의 불법적인 계약제도가 많

은 지역에서 일반화되었다. 1979-80년 베트남 공산당에서는 이와 같

은 상황 변화에 주목하고 연구를 개시하 으며 정치지도자, 경제학

자들 사이에는 농업생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강

구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81년 1월 13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명령 100-CT-TW를 발표하여 협동

농장에 소속된 수백만 명의 농민이 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 그들

의 의지대로 개별 가구 단위로 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이

로써 농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여 어디에 얼마를 받고 

팔 것인지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책임 하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즉, 농업에서 생산계약제가 제도화된 것이다. 

나. 1981-1982년의 가격 조정

  1981-82년 베트남 정부는 21개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통제가

격을 유지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

록 함으로써 가격보조를 폐지하기 위한 세 가지 가격조정을 단행하

다. 이 결과 이중가격 제도가 탄생하 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조

정은 국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을 뿐 농

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가격 조정으로 농가판매가격과 

소비자수입가격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농산물 생산과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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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에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 또한 가격 조정은 1985-86년 동

안 700~800%에 달하는 물가상승을 유발하 다. 이러한 심각한 인플

레이션은 정부로 하여금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 다시 가격보조를 

실시하게 하 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이어졌다<표 3-10>. 

다. 1985년의 가격 개혁

  1985년 후반 대폭적인 가격, 임금, 화폐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

한 조정의 주요 목적은 하루빨리 국가의 보조를 폐지하고 현재의 이

중가격체제에서 탈피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단일가격제도

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1985년 9월 정부는 전국적으로 

똑 같이 적용되는 새로운 벼 수매가격과 지역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벼 수매가격을 발표하 다. 벼 수매가격을 기초로 다른 상품의 가격

이 결정된다. 정부의 이러한 가격 개입으로 농산물과 공산물의 가격 

격차가 축소되었다. 임금과 화폐개혁으로 인한 충격으로 1985년 행

정부가 야심차게 단행했던 가격 조정은 바로 이듬해 전국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 1986년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가격, 임금, 

화폐 개혁은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

를 가져온 것이다.

표 3-10.  정부의 재정 적자 폭
단위: %

연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국내총생산 대비 4.9 2.06 0.93 0.94 5.5

국민소득 대비 6.8  3.7 1.67 1.45 9.9

자료: State Planning Commission, Report on the economy of Vietnam,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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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회경제 개혁: 주요 동향과 내용 

가. 1986년: 급진적 경제개혁 결정

  도이모이(Doi Moi)라고 알려진 사회경제개혁은 1986년 시작되었

다. 1986년에 개최된 제6차 베트남 공산당대회에서는 모든 사회, 경

제 분야에 대한 도이모이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 다. 이러한 

방향은 모든 경제 분야에 대해 도이모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적, 정책적 조치가 마련됨으로써 점차 제도화되었다. 도이모이의 주

요 내용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중앙계획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협동농장, 개인, 외국인 투자 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나. 1987-1990: 각종 개혁의 추진

  베트남공산당대회에서 제기된 ‘농업경제 및 경 체계의 개편’에 

관한 ‘정치국 결의 10호(Resolution 10)’가 1988년 발표되었다. 이 외

에도 ‘외국인 투자법’, ‘개인과 개별 가구의 개발 촉진에 관한 결의 

16호(1989)’, ‘회사법’(1990), ‘민간기업법’(1990) 등이 통과되거나 발

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베트남 경제에서 국내 민간부문의 개발

을 위한 법적 틀을 처음 마련하는 것이었다. 

다. 1989-1992: 고율의 인플레이션 극복

  초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 으며 긴축 

통화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 다. 

∙중소규모의 회생 불가능한 국유기업을 폐쇄, 통합, 임대를 통해 

개혁

∙비국  부문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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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제 분야에 가격결정권 부여

∙베트남 통화인 동(dong)을 평가절하하고 국가관리 하의 변동환

율제 도입

∙실질금리를 플러스 수준으로 인상

∙은행제도에 ‘예금과 대출’ 원리 적용

∙국가예산에 ‘지출을 위한 과세’ 원칙 적용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정부예산의 구조조정 등 국가의 

지출 삭감

  제7차공산당대회(1991)에서는 정부에 의해 운 되는 다부문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도록 결정하 다. 

공산당대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사회경제개발10개년계

획(1991-2000)을 수립하 다.  

∙거시경제 관리의 개선과 인플레이션 통제

∙상품과 서비스 시장 등 시장기구의 구축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둔 다부문경제 개발

- 국유기업의 관리방법 개선, 소유 형태의 전환, 회생불능의 

국유기업 폐쇄, 미래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유기

업의 민간기업 전환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개혁을 촉진

- 자발성, 민주주의, 평등성에 기초를 두고 협동농장의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협동농장을 개혁

- 민간부문이 모든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제8차공산당전당대회 (1996)

제6차 및 제7차 전당대회에서 지적한 개혁의 지속

∙베트남이 경제위기에서 탈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의 가속



88

∙국제경제 관계를 개선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국내자원의 동원

마. 제9차공산당전당대회 (2001) 

∙국유부분은 협동농장 부문과 함께 경제의 기초가 되도록 주도

적 역할

∙민간 부문 육성은 사회주의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자본, 노동, 부동산, 상품, 서비스 시장 등 사회주의 시장기구의 

지속적인 확립과 개선

∙지역 및 국제경제로의 지속적인 통합

∙제5차 총회의 결정사항

- 민간 부문의 육성

- 협동농장 부문의 개혁과 개선

- 2001-20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사업화와 현대화

2.1.4.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 : 성과와 특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 도모<그림 3-5>

∙국민의 실제 요구에 의해 경제개혁이 개시되었으며 공산당이 

이를 추진

∙제한적이지만 충격적인 요법과 점진적인 개혁이 결합된 형태로 

진전

∙경제개혁은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한 것이 아니라 경

제적 필요성에 따라 실질적인 위기-극복 과정을 통해 실용적 측

면에서 추진

∙개혁 수단은 연속적, 점진적, 시의적절 하 으며 당시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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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인플레이션 관리, 199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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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SO, MPI. 

∙개혁의 최종 목표를 국가 경제의 번 , 국민의 부 증진, 공평하

고 자유로운 시민사회 건설로 설정하고 단계적인 개혁 수단을 

선택

- 농업개혁을 시발로 단계적이고 점진으로 개혁을 추진

- 오늘날까지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향한 경제개혁을 지속적

으로 추진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거시경제 관리 개혁

∙다양한 경제 주체의 육성<표 3-11>

∙민간부분의 개발<표 3-12>

∙경제구조를 산업화, 근대화의 방향으로 전환

∙1인당 국내총생산의 증가, 빈곤 감소,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농업부문, 사회경제 하부구조, 전기, 정보, 통신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의 생산능력 향상

∙수출 증가, 무역수지 균형, 외부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 상황 

극복 국제경제로의 통합

1990       1995       1997       2000       2001       2002



90

그림 3-6.  GDP 성장률, 198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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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SO, MPI. 

표 3-11.  경제 부문별 국내총생산 구성, 2000-2002

2000 2001 2002

전체 100 100 100

국 부문 38.53 38.40 38.31

집단부문 8.58 8.06 7.98

개인부문 3.38 3.73 3.93

개인 및 개별가구 32.31 31.84 31.42

혼합 3.92 4.22 4.45

외국인 직접투자 13.28 13.75 13.91

자료: GSO(2003).

표 3-12.  경제 형태별 경제 주체수의 변화

경제주체 단위
12월 말 기준

2002. 7
1986 1991 1998

국유기업법에 의한 국유기업 천 개 10.8 9.8 5.7 5.9

기업법에 의한 기업 천 개 - 0.1 34.0 45.6

협동농장 개 - - 2.4 5.5

농촌가구  천 호 9.3 10.1 11.4 11.5

개인 및 소규모 개별가구 천 호 500 700 3,100 2,625

외국인 직접투자수 천 개 - 0.3 2.1 3.6

자료: 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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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베트남의 농업개혁: 주요 개혁 과정과 정책 

2.2.1. 배경

  농업집단화는 1960년대 북부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협동농장을 창설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

략으로 추진되었다. 1975년 베트남의 통일 이후 집단 부문을 강화하

기 위하여 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농업 집단화를 추진하 다. 그러나 

협동농장은 국민경제에서 2번째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실현하지 

못하 다. 이것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경제

적 위기에서 증명되었다. 이를 계기로 협동농장을 변화시켜야 한다

는 압력이 거세어졌다.

  협동농장의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노력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1985-87년의 정부 가격 개입, 임금 및 화폐개혁의 결과 인플

레이션이 심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인플레

이션으로 인하여 새로운 베트남 화폐가 평가 절하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 으며 재정정책이 왜곡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계약생산이 

성행하 으며 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 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

됨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은 추가적인 직업을 찾도록 압력을 받았으

며 농업부분에서는 포괄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국가 수준에서는 

경제상황과 새로운 제도의 단점에 대해 심각하게 분석하 으며 당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88년 4월 정치국 결의 10호: 1988년 4월 5일 정치국 결의 10호

(Resolution 10 of the Polit-bureau)가 확정되어 농민을 실질적으로 자

유롭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 다. 농업부문의 경 을 혁신하라는 베트

남공산당 특별위원회의 정치국 결의 10호가 마련됨으로써 농업부문

의 종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전환과정은 1988-93년과 1993년 이

후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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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단계는 농업경 에 대한 혁신에 관한 정치국 결의 10호로 대표

된다. 정치국 결의 10호는 4개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 다.

(1) 모든 경제 분야, 지역은 상업화 농업생산으로 전환하는 자유

화 조치

(2) 생산자인 농민의 이해관계를 올바로 표현

(3) 민주주의를 확대, 법적인 문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새로운 형

태의 농촌경제 개발을 추진

(4) 새로운 경제구조와 경 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사를 개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

다.

∙농업 생산 활동을 다양화하고 농업과 농촌을 산업화하는 방향

으로 농업 및 농촌경제 구조를 점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농업

을 자급자족에서 상업적 생산체제로 전환한다.

∙협동농장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조정, 농가

에게 토지 무상분배, 농업시설과 기술증서의 화폐화를 통해 과

거 비효율적 집단체제로 운 되던 협동농장을 한 단계 진전시

킨다. 농가는 독립적인 계약단위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협

동농장과 개별 농가와의 계약생산을 실시한다. 이로서 협동농장

은 개별 농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

다. 작업공수에 의한 분배방법을 폐지하고 개인 단위로 일의 종

류와 기여도에 따라 분배를 실시한다.

∙농업부문의 국유기업을 새로 조직하고 혁신한다.

∙농업경제에서 개인과 민간 부문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발전을 

도모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경 주체를 육성하고, 생산을 증대하

기 위한 계약생산과 지역 사이의 상품 교환을 촉진한다.

∙거시경제를 단일가격기구, 변동환율제, 투입재의 상업화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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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시키며 생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수출을 

장려한다.

  개혁의 주된 아이디어는 (1)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싼 가격으

로 정부에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그 대신 농민은 계약에 의해 취득

한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세를 납부한다.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2) 농

가의 가족수와 작업능력에 따라 토지를 분배한다. (3) 협동농장은 주

된 경제단위인 농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단계의 농업구조 전환에 의해 이룩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농가와 개인에 대한 경제적 자율성이 향상되었으며 농가는 기

본적인 경제활동 단위가 되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점차 단일화되었으며 균형 시장가격이 

생겨났다.

∙농업생산이 증가하여 식량의 자급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농산물 유통의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참여가 가능

해졌다.

  통일 이후 베트남이 추진하 던 주요 농업정책의 변화를 정리하

면 아래 <표 3-13>과 같다.

2.2.2. 토지정책

  두 번째 단계의 개혁은 토지정책의 개혁에 의해 시작되었다. 농업

취업자 1인당 평균 경작면적이 1.0~1.5 ha에 불과한 베트남의 경우 

토지정책은 특히 중요하다.19 홍해델타 지역에서는 인구 집중이 심

각하기 때문에 농업노동자 1인당 평균 농지면적이 590m
2
에 불과하

19 1989년의 1인당 토지면적은 1,073m
2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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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장기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

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협동농장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던 소나 농

구 등 주요 생산수단을 농민들에게 불하하 다. 이러한 조치는 농민

들이 농업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업 및 농촌경제의 핵

심이 되는 농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토지 문제에 대해 많은 정책 문서들이 공포되었다.20 그러나 그 중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법과 그 세칙이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농가의 토지 분배에 관한 정치국 결의 10호의 정책 방향을 집행하

표 3-13.  통일 이후 베트남의 농업정책 변화

계 획 연도 주요 농업 정책 주요 추진 내용

제2차5개년계획 1978
남부베트남의 농업 

집단화
협동농장 및 국 농장화 추진

제3차5개년계획

(신경제정책)
1981

농산물 생산계약제 

도입
잉여생산물의 자유처분

도이모이정책

1987 ｢토지법｣ 공포 토지이용의 권리와 의무 명시

1988
입찰방식 

생산계약제 도입

토지사용 계약기간 연장(5년 → 20년)

농산물유통 자유화

쌀 수출 허용

도이모이정책 

이 후

1993
｢농지이용법｣ 제정

｢토지법｣ 개정

토지사용기간 장기화(3ha내 50년까지)

토지사용권의 매매, 양도, 임대, 상속, 저장 등 

각종 권리행사 허용

농산물 수매의 합의제

자유판매 허용

1997 협동농장법 통과 농업의 산업화 현대화 촉진

20 법, 조례, 명령, 내부 문서 등 70개 이상의 문서가 중앙정부, 각급 부

처, 지방정부에서 발간되었으며 지방정부는 토지가격, 농가에 대한 토

지분배, 기타 토지 관련 문제에 대해 400여 개의 문서를 발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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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이다. 

  토지법은 1993년 처음 제정되어 1998년에 수정되었다. 이 법은 토

지의 분배와 경 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토지법

은 토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토지법과 

그 세칙은 농업부분의 2단계 전환을 대표하는 것이다. 

농지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세칙은 농 목적으로 농지를 장기

간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개인에 대한 농지의 분배를 규정한 법

령 64-CP(1993년 제정)과 산지의 분배를 규정한 법령 02-CP(1994년 

제정)이다. 이 정책은 농민에게 토지에 관해 다섯 가지의 권리, 금융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권리,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며 생산물을 

어디에 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에 대

한 농민의 권리를 인정케 하는 것이다.21

표 3-14.  지역별 농지규모
단위: m2/인 

지  역 1989 1991-93

전국 1590 1482.3

북부 산악지대 1613.7 1353.4

홍해델타지대 854 707.1

북부중앙해안지대 1225.1 961.6

남부중앙해안지대 1241.7 1090.3

중앙고원지대 2446.4 3129.3

남동부지대 2924.4 2826.9

메콩강델타지대 2069 2066

자료: GSO, Year Book, 1995, MPI.

21 토지에 대한 5가지의 권리란 (1) 토지 교환, (2) 토지의 양도, (3) 상속, 

(4) 융자를 위한 담보물 제공, (5) 토지사용권의 임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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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법령 64-CP는 농가나 개인에 대한 토지 분배의 구체적인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집단화

된 농지는 협동농장에 소속된 모든 회원 농가가 공평하게 토지를 분

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분배 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옥

도와 관계없이 면이나 부락에서 이용하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새로

운 토지 소유자는 토지이용증서를 발부 받아 분배받은 토지를 장기

간 사용할 수 있다.22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대신 농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틀은 농민들에게 농지의 반환, 보상, 농지사용 목적

의 변경, 농지의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농민들

이 농지에 대한 그들의 권리와 이용권을 인식하도록 하 다. 그리고 

분배된 농지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

하고 있다. 

  농지 및 주요 생산수단을 농민에게 분배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농

업 개혁 과정에서 목격한 변화의 중요한 요소 으며 이는 농민의 권

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농업

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요 문제점: 

∙토지를 전혀 가지지 못한 농가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농가는 충

분한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 다.

∙토지가 소규모 필지로 분할되었다. 전국적으로 2,700만 필지의 

농경지가 탄생하 으며, 한 농가가 0.5ha의 농지를 경작하기 위

하여 10필지 또는 그 이상의 필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

22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의 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년

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20년, 년생 과일을 재배할 경우 5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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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상업적 생산을 위한 농지의 집중을 어렵게 하고 나중 단

계에서 하부구조의 개선에 걸림돌이 되었다. 

2.2.3. 재정 및 투자 정책

  체제 전환 이후 재정정책과 농업개발을 위한 투자의 방향은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없었다. 1990년 이전의 총투

자에 대한 믿을만한 통계는 없다. 이 기간 민간, 협동농장, 가구 단

위의 투자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다. 정부 투자는 대부분 건설, 주로 

산업부문의 기계류 및 장비 구입에 지출되었다. 농업부문에 대한 투

자는 정부 총투자의 12~17%를 차지하 다<표 3-15>. 

  정부가 자본 건설을 위해 투자한 액수는 크지 않았고 개혁 초기에

는 서서히 증가하 다. 자본 건설 투자액은 1990년 4,019억 동에서 

1995년 2조 2,160억으로 증가하 다<표 3-16>.

표 3-15.  경제부문별 투자액, 1995-200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투자액 (10억 동) 72447 87394 108370 117134 131170 145333 163500

- 농업 (%) 13.3 13.0 13.1 12.8 14.1 14.4 14.7

- 공업 (%) 34.1 35.0 33.9 35.6 37.0 37.0 36.9

- 서비스 (%) 52.6 51.0 53.0 51.6 48.9 48.9 48.4

자료: GSO, MPI.

표 3-16.  농업부문에 대한 자본투자, 1986-2003
단위: 10억 동

1986 1987 1988 1989 1990 1995 1996-00 2001-03

농업부문 자본투자액 4.05 2.92 3.23  2.47
1)

401.9 2,216 - -

총투자액 중 비율(%) 19.7 18.2 19.2  15.2  17.3 13.3 11.4 12.7

주 1) 1986-89년 투자는 1982년 불변가격, 1990-95년은 1992년 불변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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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에 대한 직접투자는 개별 가구나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

어졌다. 민간부문과 농업부문의 개별 가구가 투자한 금액은 대략 정

부예산으로 투자한 금액의 2.2~3.0배 정도로 추정된다.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프로젝트 수나 투자액 모두 크

지 않다. 외국인들은 농업 생산 활동 보다는 주로 농업관련 분야에 관

심이 많았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정책방향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91년 6월 

28일 공포된 명령 202/CT는 농가에 대한 대출을 시범적으로 허용하

다. 1993년 3월 2일 정부는 법령 14/CP에 의해 처음으로 ‘농업 및 

농촌개발 은행(VBA)’이라는 국 상업은행을 통하여 농가에 대출을 

허용하 다.23 국 상업은행은 1988년 농업부문의 국유기업과 협동

농장에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명령 14/CP가 발효됨으

로써 국 상업은행은 농업부문, 특히 농가에 대한 중요한 자금 공급

처가 되었다. 

  국무총리 결정 390/TTg (1993), 국내투자법 (1994), 은행 및 금융기

관법은 농업개발 금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틀을 제공하 다. 농업

개발을 위해 금융 및 재정지원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많은 

국가단위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사회조직과 비정부조

직은 농가에 금융을 제공하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 다. 

정책 문제: 

∙복잡한 융자 절차

∙불충분한 중장기 금융

∙대출을 위한 농가의 담보부족

23 그 이전 국 상업은행은 국유기업과 협동농장에만 대출을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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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농업지도정책

  1993년 3월 3일 베트남 정부는 농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지도사업에 관한 명령 13/CP를 공포하 다. 이 명령에 따라 농

업지도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수많은 정책 문서가 나왔다. 이제 

베트남은 국가, 도, 군, 면 단위의 정형화된 농업지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농업지도망을 통해 생산자들 사이에 작물재배, 축산, 저장, 가공 

등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기술을 전파한다. 또한 이를  통해 

농민들에게 경 기술 훈련, 유통,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품종, 

묘목, 새로운 투입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농업 및 농촌개발부 (MARD)는 24개의 연구소, 10개의 센터, 수백 

개의 지도소를 가지고 있으며 총 5,000여 명의 인력이 이 분야에서 

일한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도시나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

으므로 산간지대나 오지에 대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 관련 

지도사업은 모두 정부의 예산으로 운 되며 극히 일부 활동만이 자

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농업 및 농촌개발부 내 농업지도과를 두고 있다. 도 단위에서는 

농어 및 농촌개발과에 하나의 계를 두어 운 한다. 군 단위에서는 

농업 및 농촌국 산하에 농촌지도소를 두고 있으며 면 단위에는 지도

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2.2.5. 유통 및 유통정책

  1997년 3월 10일 무역법이 발효되고 1998년 7월 31일 명령 57-CP가 

공포됨으로써 수출입 활동에 관한 무역법 관련 조항이 세부적으로 규

정되었다. 특히 1998년 1월 23일 정부는 쌀 수출과 비료 수입에 관한 

규정인 명령 12-CP를 발표하 다. 이 정책문서는 수출입업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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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의 수출입업자에게 중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베트남

에서 쌀은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의 하나이며 비료는 쌀 생산자에게 

가장 중요한 투입재의 하나이다.

  다부문경제 개발에 관한 정책은 모든 경제 부문에게 상품의 구입

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민에게는 농업투입재와 

농산물 유통에서 개인 무역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농산물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다.

표 3-17.  수출입 추이, 1990-2002
단위: 100만 US달러

연  도 199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2

(추정치)

수 출 2,404 2,087 2,985 5,449 9,185 11,541 15,027 16,530

수출성장률 (%) 23.5 -13.2 15.7 34.4 26.6 23.3 3.8 10.0

수  입 2,752 2,338 3,924 8,155 11,592 11,742 16,162 19,300

수입성장률 (%) 7.3 -15.1 54.4 40.0 4.0 2.1 3.4 19.4

자료: GSO.

표 3-18.  주요 농산물 수출 실적
단위: 백만 US 달러

품목 1998 1999 2001 2002

쌀 1,024 - 625 726

수산물 858 973.6 1,778 2,023

커피 594 - 391 322

고무 127 - 166 268

캐슈 117 - 152 209

차 50.5 - 79 83

채소 및 과일 - 106.6 344.1 201

자료: GSO, Year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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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의 분권화는 농산물 생산이나 농업투입재 사용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제

도는 농업의 효율을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 제도는 농업

투입재의 조달을 원활하게 해 주지만 농민들은 아직도 살충제나 살

균제와 같은 중요한 농용 화학물질을 충분하게 구입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비록 민간 무역업자가 농산물이나 농업투입재의 유통에 적극 개

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국 무역상이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일하고 있다. 국유기업을 통한 대 농민 유통 서비

스는 주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 되고 있다. 국 유통 서비스는 민간

의 6~35배 정도로 크며 자본 면에서는 협동농장의 250배나 된다. 국

농자재회사의 자본 중 정부 예산으로 운 되는 비율은 95%이지만 

국 중앙식품회사I은 자체 자금이 84%로 국유기업 사이에도 자본 

조달 방식이 다르다. 유통에 있어서 협동농장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

지 않다.

2.2.6. 농업경제부문 개발정책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국  부문과 집단부문(협동농장 및 생산집

단)이 베트남 경제를 좌우했으며 다른 경제 부문은 장려되지 못하

다. 베트남 농민의 90% 이상은 협동농장이나 생산집단의 구성원이

었다. 이 결과 개별 농가경제는 인정을 받지 못하 고 민간경제는 

무시되었다.

  경제체제 전환 이후 국  부문과 집단 부문은 가계, 민간, 개인을 

포함한 다른 경제 부문과 통합되고 새로이 혁신되었으며 외국과의 

합작회사 설립이 장려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부문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농업부문의 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국 결의 10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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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HDBT 등이 농업 국유회사를 점차 개편하고 그 역할을 재정립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틀을 제공하 다. 정치국 결의 10호에서 

농업 국유회사는 내부 구조를 재조직하고 경 을 혁신할 필요가 있

음을 언급하고 있다. 농업 국유회사의 새로운 개편 방향은 소속 근

로자 가구나 개별 근로자와 생산계약을 도입하고 정부 예산에 의한 

모든 종류의 직접 투자를 축소 내지 철폐하고 필요한 자금은 융자를 

통해 조달하고 자체 회계의 틀을 적용하는 것이다. 

  1993년 3월에 공포된 정부의 명령 12/CP은 농업 국유회사의 개혁

에 관해 더욱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는 농업 국유회사가 국가 

및 지역 경제를 위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살아남지 못하는 

국유회사는 농업부문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가공 또는 유통을 담당

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

  1993년 6월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 제5차 특별위원회의 결정에서

는 농산물 가공산업에서 국유회사가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농업 국유회사에 관한 명령 12/CP의 내용을 재확인하 다. 

  이러한 정책 틀에 따라 농업 국유회사는 통합되고 재조직되었다. 

그 결과 457개의 국유회사가 120만 ha의 국유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 중 90만 ha는 농지이다. 농업 국유회사는 주로 고무, 커피, 차, 과

일 등 특수 작물 재배를 담당한다. 일부 국유회사는 벼나 식량작물

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 외 임업부문에서는 422개의 임업국유회사가 

470만 ha의 삼림지를 운 하고 있다. 수산 부문은 현재 115개의 국

유회사가 수산 및 양식사업을 맡고 있다.

가. 농업국유회사 

∙국유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조건과 앞으로의 경  계획

에 따라 농지면적을 조정한다. 이 결과 국유회사가 가진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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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3%와 농지의 30%를 지역 당국에 이전하 다. 그러나 비효

율적인 국유회사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국유회사 근로자나 개별 농가와 산지, 소 등을 임대차 계약한

다. 이 결과 농업국유회사의 조직과 경 을 기본적으로 변화시

켰다. 이제 모든 농지와 산지는 실질적인 소유자에 의해 효과적

으로 경 되고 있다. 농업국유회사의 70~80%는 개별 농가와 계

약을 하여 이들에게 경 을 맡기고 있다. 

  계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괄계약, 하나 또는 여러 가

지 일에 대한 계약, 운 계약, 서비스계약 등이 있다. 일부 농업국유

회사는 그들이 가진 시설이나 장비, 기계를 농가에게 빌려주는 경우

도 있다. 

나. 집단 부문

  집단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이 주요한 경 주체이다. 1987년 말까지 

베트남에는 17,022개의 협동농장과 36,352개의 생산집단이 농가의 

93%, 농지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협동농장은 생산수단의 

급작스런 집단화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명령 형태에 의한 노동

의 사회화를 통해 농장을 운 하고 있었다. 회원 가구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협동농장은 비효

율적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전환 이후 집단경제는 협동농장과 생산집단의 수를 

현저히 감축함으로써 정치국 결의 10호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 다. 

대부분의 생산집단은 스스로 해체하 다.

  1996년에 발효된 협동농장법은 과거의 협동농장을 새로운 형태의 

조합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법적인 틀을 형성하 다. 현재 전국적으

로 11,000개 정도의 협동농장이 있다. 오늘날의 협동농장은 가정경

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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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은 협동농장을 더 통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집단 부문의 진로에 대해서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

다. 농가와 농장 경제

  농업경제가 중앙계획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농가

는 독립된 경제단위로 인식되었다.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

가면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명령 100호에 따라 협동농장에 

소속된 농가는 독립적으로 그들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정치국 결의 10호와 토지법(1993)에 따라 농민에게는 농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다섯 가지의 권리가 부여되었

으며 나중에 권리가 더 추가되어 7가지가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농

가가 경제단위로서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1994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는 9,57,700호의 농가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농가는 평균 4.5명의 가구원과 2.4명의 노동력, 

4,984m
2
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0.2~1.0ha의 토지를 보

유하고 있는 농가가 60%나 되어 이들은 비옥도가 다른 소규모의 분

산된 필지를 바탕으로 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 농가는 농업 서비스, 지도, 유통 지원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

면 그들은 농규모가 작고 그들 혼자의 힘으로 자본을 투자해야 하

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농가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경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통합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의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지역에서 필지수를 감소시켜 필지규모를 늘리고 농가의 농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농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 통합은 상업적 

농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농가경제는 가정경제로부터 농산물의 상업적 생산으로 전환된 새

로운 모델이다. 농가는 대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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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 그들은 대규모 농지를 바탕으로 더욱 많

은 타인의 노동력과 새로운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품질이 더 좋은 농

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농가경제는 산간지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결정 22호 및 내각 결정, 특별히 농가경제의 발전에 관

한 결정 03/BCT의 지원을 받았다.

라. 민간기업과 개별 생산자

  최근 베트남에서는 민간 기업과 개별 생산자가 크게 발전하 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적으나 전국적으로 분포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수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농 규모가 크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본도 많이 투자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는 도시에서 개별 기업을 운 한다.

2.2.7. 빈곤 퇴치

  베트남의 경제개혁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정치국 결의 10호

에 의한 농업부문의 구조 전환이었다. 이 결과 가장 괄목할 만한 성

과를 거둔 것은 빈곤의 감소 다. 빈곤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농가에게 농지를 분배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킨 것이며 이를 통해 농

촌의 90%를 차지하는 빈곤계층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성

과를 더 확대하기 위한 유사한 다른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농업개발이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베트남 정부는 종합적인 빈곤 감소 전략을 추진하 다. 이

것은 국가 자원과 원조자원의 배분에도 향을 미치는 전략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도농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매우 가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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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빈곤계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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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World Bank.

2.3. 농업의 전환: 주요 성과 

2.3.1. 일반적인 성과

∙경제의 안정, 인플레이션의 통제, 1990년대 중반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 유지, 1996년부터 경제성장률 둔화

∙경제, 특히 농업 및 농촌지역의 구조조정

∙국유기업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서 개혁을 추진하고 

협동농장을 개혁함으로서 성과를 향상

∙민간부문의 발전

∙국제경제로의 통합

∙경제구조를 산업화, 현대화

∙1인당 국내총생산을 증가, 빈곤 감소, 국민의 생활 개선

∙경제, 특히 농업, 사회경제 하부구조, 전기 능력 향상, 정보 및 

통신기술 개발

∙수출 증가, 국제수지의 균형 유지, 경제의 외부 의존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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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업 구조전환의 성과: 요인과 지표

  농업부분의 구조전환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

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성공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 기 때문이다.

∙농지의 재분배를 통해 농가는 중요한 생산 수단인 농지의 취득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었으며 소규모 경제 단위인 가구를 

통해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되

었다. 또한 협동농장의 역할이 변화되었으며 농업부문 국유기업

을 개혁하 다.

표 3-19.  쌀 생산 지표 변화

단위 1986년 이전 1990 2000-2002

수    량 ton/ha  2.2  3.1  4.4

생산량 100만 톤 11.8 19.3 34.4

1인당 곡물소비량 333 400

표 3-20.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연도
면적

(1,000ha)
생산량
(1,000톤)

성장률(%)

면적 생산량

1986 5295.2 11800

1990 6999.3 19900 1.3 1.7

1996 7003.8 26366.6 3.5 5.7

1997 7099.7 27523.9 1.4 4.3

1998 7362.7 29154.5 3.7 4.9

1999 7653.6 31393.8 4.0 7.7

2000 7666.3 32529.5 0.2 3.6

2001 7492.7 32108.4 -2.3 -1.3

2002 7504.3 34447.2 0.2 7.3

2003(추정) 74443.6 34669.3 -0.8 0.6

자료: GSO, The economy of Vietnam, 2000-2003, Hano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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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다. 시장요소의 도입 사례로써 투입물 가격 보조 

폐지, 단일가격 체계로의 전환, 비국유부문 상인의 농산물 및 

투입물 유통 참여, 농산물에 대한 세계시장과 지역시장 개방 등

을 들 수 있다.

∙생산성과 수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지도와 연구기관을 육성

하 다.

주요 성과 :

∙농산물과 투입물 시장 자유화

∙농업생산 및 수량 증가

∙빈곤 감소

∙농산물 수출 증대: 세계 제2위의 쌀과 커피 수출국

2.4. 정책 문제와 시사점

2.4.1. 정부의 역할과 사람 

  정부가 개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

었다. 개혁과 정부 정책은 국민들에게 널리 지지를 받았다. 왜냐하

면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들의 생각과 기대에 부응하 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해도 좋을 

만큼 현명하 다. 개별 경제주체들은 토지나 자유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되면서 생산성과 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 새로운 

품종, 관개 등이 필요하며 이를 농민들에게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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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답은 분명하지 않다.

  변화에 대한 정부와 당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중요한 점은 사회

적 불안과 정치적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

인가를 찾는 일이다. 결국 정치적, 개념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시간이 필요하다.

2.4.2. 지역 불균형

  낮은 생산성과 낮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때문에 농민 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다. 혹자는 농산물 가공산업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농가소

득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어

야 한다.

  농민들은 그들의 경 활동을 확대하고 집약적인 생산을 위한 자

본 투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

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 인력의 확

보가 필요하며 지역과 세계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개발이 요

구된다.

  2개의 델타지역은 농업생산의 55%를 담당하지만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도시화, 구조조정

이 진행됨으로써 농업을 위주로 하는 이들 지역의 경제적 성과가 상대

적으로 감소하 기 때문이다. 남부 2개 지역의 1인당 소득은 전국 평

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국내총생산과 비교해서도 높은 편

이다. 특히 남동부 지역의 경제적 성과는 가장 높다<표 3-21, 22, 23>.

2.4.3. 정책의 초점

  1993년까지의 농업개발 정책은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게 어떤 가격 

조건으로도 충분한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쌀을 증산하는데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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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져 있었다. 이 정책으로 모든 지방에서는 곡물 자급률을 높이

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방이나 지역

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에 따라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다. 이러한 원리는 지난 10년간 농업개발을 위한 정책 대안

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식량의 증산보다는 생산물의 부가가치와 농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 물질보다는 환경

을 고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4.4. 민간부문과 개별 가구의 역할

  경제에 있어서 비정부 부문의 참여는 농산물이나 투입재의 효율

적 유통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부터 나오는 제한된 융자금의 추

가 공급원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농업생산의 성과

는 자율성과 농가에게 주어진 주요 생산수단의 권리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 개혁을 위한 적절한 접근방식을 택함에 있어 내부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 3-21.  지역별 국내총생산 기여율, 1995-2000
단위: %

지  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북서부 1.3 1.26 1.27 1.24 1.15 1.15

북동부 8.09 7.95 7.88 7.91 7.75 7.78

홍강델타 19.53 19.14 18.86 19.30 18.86 18.59

북부중앙해안지대 8.02 7.69 7.53 7.38 7.16 7.04

남부중앙해안지대 6.27 6.24 6.31 6.43 6.25 6.25

중앙고원지대 2.26 2.3 2.18 2.44 2.43 1.98

남동부 36.44 37.11 37.76 36.96 38.67 39.99

메콩강델타 18.08 18.3 18.21 18.33 17.73 17.22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The Yearbooks, 199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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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지역별 1인당 국내총생산 비교, 1995-2000
단위: 전국평균 대비 비율(%)

지  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북서부  40  39  39  42  41  40

북동부  55  54  55  55  55  57

홍강델타  97  97  98  98  98  99

북부중앙해안지대  58  56  57  56  55  55

남부중앙해안지대  73  73  73  73  73  73

중앙고원지대  61  59  57  58  58  57

남동부 233 236 234 234 232 228

메콩강델타  84  83  83  83  82  83

표 3-23.  지역별 농업 부가가치 기여율, 1995-2000
단위: %

지  역 1995 1997 1998 1999 2000

북서부 1.9 1.9 1.8 1.9 1.9

북동부 8 7.9 7.8 7.7 7.7

홍강델타 20.1 19.6 19.6 19 18.6

북부중앙해안지대 9 9.1 8.6 8.6 8.7

남부중앙해안지대 6.1 5.9 5.9 5.7 5.5

중앙고원지대 5.9 7.4 7.3 8.6 10.2

남동부 11.1 11.3 10.8 11.1 11.2

메콩강델타 38 37 38.3 37.4 36.2

자료: OSG, 2000;  Statistics Year Book, 2001.

2.4.5. 농업경제 구조의 조정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1986년 36.8%에서 2002년에는 23%로 낮아졌음에도 농촌인구 비

율은 아직도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6년부터 2002년까

지 농촌인구 비율은 불과 5% 포인터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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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농 간 경제적 기회의 불균형, 농촌 지역의 취업기회 부족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5. 베트남의 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5.1. 베트남 경제개혁의 시사점

  최근 북한은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농업 및 농촌의 개발에 대해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위급 공무원들이, 금년 여름

에는 농업 분야의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정부기관, 연구소를 방문하

고 농촌 현장을 시찰하 다. 이들을 안내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 시찰단은 베트남의 농업개혁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개혁

의 과정보다는 개혁의 결과에만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 어찌됐든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

로 전환한 선행국가로서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베트남은 도이모이정책의 추진 이후 경제개혁에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

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으로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베트남이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 국내외의 정치적인 안정이다. 1975년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

은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로 정치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은 베트남 정부로 하여금 국력을 경제발전

에 집중함으로써 경제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와서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 국제사

회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원조와 투자를 크게 증

대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다. 

특히 1980년대 동구권과 소련이 몰락하면서 베트남은 외부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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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가 끊겨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대서방국가들

과의 관계개선은 필수적이었으며, 시의적절 하 다.

  둘째,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추진이다. 

개혁초기 남부 지역의 농업집단화는 그 지역 농민의 반발을 샀으며, 

베트남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베트남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개혁 초기 추진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져 갔으며 점차로 개혁에 대한 요

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는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산당 지도자들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인

정함으로써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셋째, 외국인투자의 유치이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동구권과 

소련의 체제붕괴와 개혁추진으로 이들로부터 경제원조가 급감하고 

주요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베트남은 경제개발에 필요

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역점을 두는 한편 

새로운 교역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관계를 개

선하 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가 확대되었으며, 세계 각국과 IMF, 세계은행 등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경제전체의 개혁과 점진적인 개혁속도이다. 통제경제 부문

과 시장경제 부문이 혼재하고 국유기업, 금융 및 재정 부문의 문제

점이 상호 접한 연관성을 가진 상황에서 부분적 개혁만으로는 한

계가 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정책 추진 이전에도 1980년대 초반 신

경제정책을 통해 부분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실시하 으나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초래됨으로써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한편 개혁속도에 

있어서 급진주의적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방식 중에서의 선택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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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혁 당시 각국이 처한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

까지의 사례를 볼 때 점진주의 방식을 선택한 베트남, 중국 등의 

GDP가 개혁 후 꾸준히 증가한 반면 급진주의 방식을 선택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GDP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4

  다섯째, 시장경제체제의 높은 적응력이다.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남부 베트남은 베트남 공산화 이후 약 10년간의 

계획경제체제 이후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할 때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이러한 남부지역의 시장경제체제의 적응력은 

이미 계획경제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북부지역에 대해 학습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왔다.

  위와 같은 베트남 경제개혁의 성공요인들을 정치적, 지리적, 경제

적, 시대적 여건이 다른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베트남의 개혁은 빅뱅(Big Bang)이 아니라 점차

적으로 개혁을 단행하 다는 점에서 북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으나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

혁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것

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북한은 과거 베트남과 비슷한 정치적 상황에 놓

여 있다. 과거 미국과의 전쟁경험과 함께 동구 및 러시아․중국과의 

협력관계 약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북

핵문제를 해결하여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인 조

24 권성태․박완근,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이와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

국, 1999,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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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것이다.

  또한 북한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1991년 라진․선봉 자유경

제무역지대에 이어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지구 등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노력도 중국의 비협조적인 공세와 투자성에 대

한 의문, 특구개방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북한

이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자립경제위주의 경제정책과 계획경

제체제의 유지로 인한 소극적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배척이 가

장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베트남과 중국과 같이 과감히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경제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5.2. 베트남 농업개혁의 시사점

  베트남이 경제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농업자원

을 활용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

우 농업자원은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베트남의 농업부문의 제도개혁과정을 통해 북한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농업개혁방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농업개혁

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의 개별농가 사용권 인정이다. 우선 베트남은 개혁초기 

각 농가에게 토지 사용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 으며, 사용권의 기간과 범위를 비롯한 농가의 권한

을 늘려갔다. 결국 개별농가가 토지 사용권에 대해 매매, 상속, 저당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적소유를 인정한 것이 

되었다. 이는 개인의 사적 이기심을 자극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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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에서는 아직 협동농장과 국 농장 체제

로 운 되고 있으며 텃밭이나 부업밭을 제외하고는 토지에 대한 개

인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둘째, 입찰방식 생산계약제의 실시이다. 개혁초기 농산물 생산계

약제를 실시하여 효과를 본 베트남 정부는 이 제도를 보완하여 입찰

방식 생산계약제를 도입하 다. 이로써 토지 사용권과 함께 생산물

에 대한 자유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된 농민은 더욱 더 많은 농산물

을 생산하여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인해 1960년대부터 실시되어 오던 작업반우대제나 분조관리제를 보

완한 분조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생산단위인 분조를 7~10명

의 가족이나 친척 중심으로 구성하여 초과생산분을 분조원들이 직

접 나누거나 농민시장에 자유처분할 수 있는 제도이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셋째, 유통의 자유화이다. 베트남은 개혁초기 통제시장과 자유시

장이 공존하는 형태 으나,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암시장이 성행

하 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점차적으로 생산물의 자유판매를 

확대하 고, 이로써 자유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농산물 유통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 다. 현재 북한의 유통은 베트

남의 개혁초기와 비슷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적 유통

경로와 비공식 유통경로인 농민시장과 장마당이 병존하고 있으며,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암시장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정

부는 점차적으로 농민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고 있는데 이 또한 베

트남의 개혁초기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넷째, 시장가격제의 도입이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는 인

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으며, 시장을 왜곡시켰다. 베트남 정부는 두 

시장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정가격을 인상하 고, 점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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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자유화하 다. 이는 농업생산의 증대와 함께 

농산물의 다양화를 촉진하 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계획적인 정책

가격을 폐지하고 시장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도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국정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계획경제체제로 시장경제체제와는 상

당한 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민과 정책결

정자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고지도자의 개혁 의

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포괄적인 사회경제 개혁은 계약생산제와 농

업관리제도의 혁신에 의해 농업부문의 개혁 분위기가 고조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일반 국민과 정책결정자가 농업경  메커니즘과 정책

의 변화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하다. 1986년 

이전에 취해진 농업생산, 가격, 임금, 화폐에 관한 초기의 변화는 경

제성장을 이끌만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 으며 최고지도

자의 생각을 바꾸고 도이모이 정책을 형성한 것은 1986년 이후의 일

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아이디어가 실용화되고 생활에 적용되

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경우 1986년에 도이모이 정

책이 시작되어 1991년에야 농업생산, 수출, 소비품의 거래, 인플레이

션 통제 등 베트남의 올바른 개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여섯째, 개혁을 위한 초기 여건의 형성이 중요하다. 사회경제 개

혁과 특히 농업부문의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중요

한 성과는 시장경제로 강력하게 전환하기 위한 초기 여건을 형성하

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확대, 소득의 증가, 고용기

회의 창출, 빈곤 경감, 빈곤의 양극화 현상 해소, 지역적 불균등 완

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

  베트남 및 다른 체제전환국의 사회경제 개혁과 농업 전환 경험에 



118

비추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는 (1) 법, 제도, 행정 등을 개혁하기 위한 집권당의 노력과 정

부의 헌신적인 지원 (2) 전기, 도로, 학교, 물 등 하부시설에 대한 투

자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3) 개인, 가계, 조직,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각 경제 주체의 능력을 발휘

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조건 마련 (4) 훈련, 교육, 조직 및 경  

지식의 개선과 다른 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현 농업개혁의 단계는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을 통한 농

업개혁 초기 또는 그 이전의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향후 경제개혁을 비롯하여 농업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선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우선적으로 토지의 사적 이용을 허용하고 

생산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이다. 그리고 정부수매 이외의 농산물이 농민시장 등을 통해 자유롭

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여야 하

며, 마지막으로 농민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장에서 수요와 공

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해 주어

야 할 것이다. 

3. 동서독의 경제통합과 동독 농업의 변화

  이 절은 1989년 이후 독일의 농업 전환과정 경험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부문 전환에 향을 주는 요인은 많이 있지만 여

기서는 농업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부문의 전

환 과정에서는 농업생산의 변화뿐만 아니라 농업의 전후방 산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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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산업, 농촌금융제도, 농촌지도사업 등 관련 분야도 많은 향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될 것이다. 이 절에서 동독의 농업이 사

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요점만을 정리하 다. 마지막으

로 동독의 경험이 북한의 농업개혁에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3.1. 동서독 통합 직전의 농업부문 상황25

  통일 전 동독 농업의 기조는 중앙계획경제 하에서 집단농장, 국

농장 등과 같은 집단적 소유의 전문화된 대규모농장을 건설하는 것

이었다. 대규모농장 건설을 위한 기초로서 토지개혁과 농지 집단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김경량 1996).

  단계적으로 시행된 체제개혁 과정에서 두 번에 걸친 구조개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 으며 그 첫번째가 1945/46년에 시작된 토지개

혁이었다. 경지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농가의 토지는 보상 없이 

수용되었으며 나찌 및 전범자 소유의 토지 역시 몰수되었다. 이들 

소유권 박탈작업은 종종 토지소유주와 그 가족들을 퇴거․추방시키

는 작업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이렇게 몰수된 토지는 60만㏊가 넘는 국유토지와 함께 토지기금

으로 넘겨졌으며, 이 기금은 전체 경지면적의 1/3 이상인 약 330만 

ha의 농경지와 산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 토지기금으로부터 농업

25 서독: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G). FRG는 동서독을 통합한 

독일의 공식 국명이지만 통일 이후 과거의 서독을 ‘Old Länder'라고 

부르기도 함. 

동독: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통일 이후 과거의 동독을 

‘New Länder'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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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실향민 56만명에게 약 210만㏊의 토지가 분배되었다. 분배

된 토지의 약 3/4에서 약 8㏊ 규모로 21만개의 새로운 농장이 형성

되었다. 새로운 농장 중 약 8만개는 수익성 부족, 경작자의 질병 및 

사망으로 해체되어 토지는 다시 국유로 귀속되었다.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약 100만㏊이며, 그중 약 50만㏊의 농지가 국가와 자치단체 

소유로 남았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농업의 모델을 삼으려는 목적으

로 약 500여 개의 국 농장(volkseigene Gueter : VEG)을 설립했다. 

그 후 제2차 소유권 박탈이 있었다. 국가가 규정한 인도의무를 지킬 

수 없어 경작을 포기한 지주, 서독으로 탈출한 지주 그리고 국경지

역으로 이주를 강요받았던 지주의 농지가 그 대상이었다. 이에 해당

되는 면적은 1953년까지 약 70만㏊에 달한다.

  두 번째의 구조개편은 1952년에서 1960년에 걸쳐 시행된 강제 집

단화이다. 집단화는 우선 협동농장(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 

nossenschaft: LPG)을 자발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대 초반 동독에는 85만 호 이상의 개인소유농가가 있었으

며, 이들의 평균 농규모는 약 8㏊로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들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만이 자발적으로 협동농장에 참

여하 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에 거의 45만 호에 달하는 개별 농

가는 강제로 협동농장으로 병합되었으며 개별조합원은 그가 집단농

장에 출연한 토지의 법적 소유자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1960년 이후에는 농장의 규모를 더욱 대형화하고 전문화함으로써 

공장형태로 운 되는 농업을 추구하 으며 경종과 축산을 분리하

다. 1988년에 약 1,250개에 달하는 경종 집단농장이 있었으며, 각 농

장에서는 평균 350명의 조합원이 약 4,500㏊를 경작하 다. 축산부

문에는 약 3,000개의 농장이 존재하 으며, 각 농장에서는 평균 150

여명의 조합원이 1,800두의 소 또는 3,8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 다. 

경종과 축산의 분리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환경 및 생태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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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유발하 다.

  1988년 동독의 농기업을 경 형태별로 보면 협동농장은 경종부문

에서 뿐만 아니라 축산부문에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 다. 전체 

경작면적의 85% 이상이 협동농장에 속했으며 모든 가축의 80% 정

도를 사육하 다. 두번째로 중요한 경 형태는 국 농장으로서 전체 

경작면적의 약 7%를 차지하며 전체 가축의 12%를 사육하 다. 국

농장은 종자의 약 20%를 생산하고 주로 육종부문에 전념하 다. 기

타 약 3,000개에 달하는 개별농장은 동독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지 못하 으며 그 면적은 전체의 6%에 불과하 다.

  통일 직전 농경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약 2/3(약 4백만ha)는 협동농

장 조합원의 소유 으며 극히 일부만이 공유면적이었다. 경작면적의 

나머지 1/3(약 2백만ha)은 국가소유 다. 협동농장의 농지는 구성원

의 소유와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농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1945/46년 토지개혁시에 몰수한 토지 중 농민에게 이양하지 않

았던 토지가 있으며, 토지개혁에 의해 토지를 받았으나 후에 그 지

역이나 집단농장을 떠나 국가에 귀속된 토지가 있다. 나머지는 1952

년에서 1960년 사이의 집단화과정에서 소유를 포기하여 국가가 수

용한 토지가 있다.

  농업생산은 전체 계획경제체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

독 농업정책의 주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식량과 국가경제를 위한 원료 농산물을 거의 완전 

자급 수준으로 공급

∙한계농지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농경지를 전부 경작

∙높은 가축 사육두수를 유지하면서 축산물 생산성을 증대

∙외환 가득을 위한 농산물 및 식품 수출의 지속적 증대

∙개인농장의 전업화와 농업생산의 산업화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

의 지속적 강화



122

  동독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정책을 채택하

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농업정책도 사회정책의 일반적인 목표에 따라야만 했다. 농업도 산

업화된 형태의 생산을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지 않

으면 안 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해

야만 하 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코자 한다.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가격은 행정적으로 결정될 뿐 자원의 제약

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다. 농산물 생산비를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가격을 설정하려는 정치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

다.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은 매우 높게 유지되었으나 주요 식품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은 매우 낮게 설정되었다. 이처럼 낮은 소비자 

가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예산에서 막대한 보조금이 지출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8년 정부 예산의 13.4%가 식품가격 

보조금으로 배분되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

는 것보다는 빵을 먹이는 것이 더 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경제 

부문과 비교할 때 놀랍게도 경제협력위원회(COMECON) 블록에 속

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서로 연계가 있다. 자급이라는 목표

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3.1.1. 농업부문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동서독 비교

  동서독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표 3-24>와 같다. 농업부문

의 일반적인 지표는 <표 3-25>에서 비교하 다. 

  토지면적에 있어서 구동독은 서독의 절반에 불과하 다.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1961년 8월 베를린장벽이 세워질 때까지 많은 동독 주

민이 서독으로 이주함으로써 동독의 주민 수는 서독 인구의 1/4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당시의 비교적 높은 경제발전을 반 하여 동독

의 국민총생산은 서독의 1/3 이상이었다. 1990년대의 실제적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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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통일 비용이 아주 낮게 평가되었던 것은 비교적 좋은 경제

지표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동독의 농업부문은 서독에 비해 

국가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 다. 전체 고용자의 10% 이상

이 농업부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농업부문은 

국민총소득의 10% 이상 기여하 다. 그 당시 서독의 농업은 동독 

농업과 비교할 때 그 중요성이 적었다.

  1980년대 후반의 동서독에 대한 주요 농업지표를 비교하면 <표 

3-25>와 같다. 동독은 농지면적의 80%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는 가능한 한 식량자급률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정책의 목표를 반

하는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자의 

수가 80만 명 이상으로 매우 많다. 

표 3-24.  동서독의 경제지표 비교, 1989

지  표 동독 (A) 서독 (B) A/B (%)

총면적 (1,000 ha) 10,833 24,863 43.6 

     농경지 면적  6,171 11,886 51.9 

인구 (1,000 명) 16,614 62,063 26.8 

     고용자수(1,000명) 8,547 27,742 30.8 

     농업부문 고용률 1) (%) 10.8 5.2 -

교역액 (백만 마르크) 2)

     수입 41,142 506,465 8.1 

     수출 41,105 641,041 6.4 

총생산 (10억 마르크)

     국민총생산 3) 827 2,245 36.8 

     농림수산업 비중 (%) 10.4 1.8 -

주 1) 농림수산업.

2) 동독의 마르크화(M)와 서독의 마르크화(DM)를 동일하게 평가.

3) 동독은 총생산(gross products).

자료: BML,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1991;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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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기에는 비농업부문의 직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농장

구조에 있어서도 동서독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독은 대규모 국

농장이나 집단농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서독은 소규모의 가

족농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동독의 집단농장 또는 국 농장수는 

4,700여개로 그 수는 매우 적으며 일부 교회 소유나 개인 소유 농장

이 있다. 축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동독의 농산물 수량은 서독에 비해 낮은데 이는 기

술 수준이 낮고 수확 후 손실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후

반에는 동서독 간 수량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표 3-25.  동서독 농업 지표 비교, 1989

지 표 동  독  서  독

농지면적 (1,000 ha) 6,171 11,886

   - 경작지 비율 (%) 81 62

   - 초지 비율 (%) 19 38

농업고용자수 (1,000 명) 859 1,432

농장수 10,3551) 648,800

평균농장규모 (ha) 4,107 18.7

소 (백만 두) 5,736 14,563

   - 젖소 2,000 4,929

돼지 (백만 두) 12,039 22,165

닭 (백만 수) 49,269 76.883

곡물 수량 (톤/ha) 4.4 5.54

감자 수량 (톤/ha) 21.25 37.26

사탕무 수량 (톤/ha) 28.6 54.2

우유 수량 (kg/두) 4,120 4,853

트랙터수 (대/1,000ha) 28 118

주 1) 국  및 집단농장수 4,750개.

자료: BML, Agrar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91.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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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 농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식량자급률 극대화 내지 완전자급이

었다. 특히 식량에 대한 정부의 높은 보조금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표 3-26>. 축산물은 자급률이 100% 이상이었다. 

  곡물을 제외한 주요 작물 생산에서도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었다. 

모든 주요 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매우 낮게 유지하 다. 식품 

생산량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 지만 품질 기준은 만족스럽지 못

하 다. 보관, 취급, 가공, 냉각, 분배 측면에서 능력이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식량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하 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1인당 평균 칼로리 섭취는 

통독 이전 3,400kcal에서 통독 이후 3,800kcal로 10% 정도 증가하

표 3-26.  동서독의 국가 수준 식량자급도, 1986-1988 평균

품    목 동  독 서  독 유럽연합

곡물 (그 중에서)  84 100 115

  -  95 111 121

  - 보리  85 103 121

  - 호  98 106 -

  - 귀리 102  96 -

  - 옥수수 -  55 -

감자 102  93 -

설탕 100 137 126

식물성 유지 112  52 -

콩  92  32 -

우유 118 107 110

고기 (그 중에서) 110  91 102

  - 쇠고기 108 120 106

  - 돼지고기 112  87 103

  - 가금 102  61 105

계란 107  72 102

자료: Agrarwirtschaft, Special Issue No. 129, 1991,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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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3-27>에서 보는 것처럼 동독의 1인당 식품 수요는 서독보다

도 더 높았다. 그러나 채소의 경우 수요가 몇 가지 종류에만 한정되

는 등 소비 패턴이 다양하지 못하 다. 특히 빵과 감자에 대한 수요

는 동독이 서독에 비해 훨씬 높았다. 

표 3-27.  동서독의 1인당 주요 식품 연간 소비수준, 1988

품  목 단위 동  독 서  독

돼지고기 kg  64.2  62.2

쇠고기 kg  25.6  22.0

가금류 Kg  10.4  11.2

계란 개  305 260.0

신선우유 
1)

kg 111.1  92.3

버터 kg  14.9   8.3

마가린 kg  10.7   7.4

식용유 kg   2.0   6.7

치즈 2) kg  10.0  17.4

감자 kg 147.0  72.0

빵 kg  93.2  74.6

신선채소 kg  68.7  76.8

설탕 kg  41.4  35.9

사과 3) kg  41.9  38.3

맥주  l 143.9 143

술 (100%) l   7.4  11.1

커피 kg   3.7   6.5

차 kg   0.1   0.2

담배  개비 1,854 1,929

주 1) 동독: 유지방 함량 2.5%, 서독: 유지방 함량 3.5%.

2) 동독: 지방 햠량 30%, 서독: 지방 함량 45%.

3) 동독의 과일 소비량은 사과 비율이 55%임.

자료: Agrarwirtschaft, Special Issue No. 129, 1991,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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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독의 경우 개별 가구가 동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수요

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소비량을 비교하는데 조

심할 필요가 있다. 식품 수요가 이처럼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가격을 반 하는 것이다. 한편 생선, 치즈, 식용유, 신선 과일, 

커피, 차, 포도주에 대한 평균 소비량은 동독이 서독에 비해 아주 낮

았다. 왜냐하면 이들 품목은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독 붕괴 이전의 농업부문 고용자를 분야별로 비교하면 <표 

3-28>과 같다. <표 3-29>에서는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조직과 각각의 

농장규모와 종사자수를 비교하 다. 

  1989년 동물보호와 작물보호 분야를 포함한 농업부문 고용자 수

는 859,200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10%를 차지하 다. 동독은 경작면

적 100ha당 14명이 고용되어 서독의 9.8명에 비해 인력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동독이 서독에 비해 농업 분야의 노동집약도

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놀랍게도 동독은 1980년대 농업노

동력의 절대수가 증가하 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된 국가의 일

반적인 개발 방향과는 다르다.

표 3-28.  동독의 농업부문 고용자수, 1989

총 고용자수(1,000명) 859.2

- 생산 부문 455.2 

- 관리 134.9 

- 건설, 제작, 수리 127.1 

- 보관, 가공  22.3 

- 사회-문화 서비스  43.1 

- 농화학부문  27.0 

- 수의 등 기타  49.6 

자료: Agrarwirtschaft, Special Issue No. 129, 1991, p. 17.



128

  동독에서 모든 농업노동자가 유급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

은 모두가 농업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농업부문에 고용된 사람의 53%만이 농업생산을 담당

하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농업부문 고용자는 전체의 6.1%이

며 노동집약도는 경지면적 100ha당 7.9명 수준이다. 높은 전문화와 

집중도 때문에 1980년대를 통해 농기계 수리, 건설, 농업지원 활동

(가공, 보관, 건조 등), 농산물 수송 부문의 근로자 수는 증가하 다.

  동독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집단농장이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 며 국 농장이 일부 담당하 다. 1950년대의 농업집단화 과

정에서 개인농장은 거의 소멸되었다. 1970년대 농업생산에 대한 산업

화 과정을 통해 집단화는 더욱 진전되었으며 농작물과 축산물 생산 

농장을 분리하기에 이르 다. 집단농장과 국 농장은 농경지의 94%, 

농업노동력의 99%를 차지하 다. 개인농장은 농 활동이 매우 제한

되어 있었으며 국가 소유의 전후방 부문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었

다. 한편 375,000개의 취미 농장은 0.25ha까지 경작이 허용되었다. 

표 3-29.  동독의 농장 형태와 토지이용, 1989

농장형태
평균농장

규모
농장수

비율 (%)

농장수 종사자수 농장면적

국 농장 (VEG) 706 ha 465 5 14 7

농작물협동농장 (LPG (P)) 4,392 ha 1,159 11 37 85

축산협동농장 (LPG (T)) 17 ha 2,696 26 38 1

기타1) (GPG, ZBE 등) 368 ha 431 4 11 0.1

개인 및 교회농장 60 ha 5,604 54 - 6

합   계 510 ha 10,355 100 100 100

주 1) GPG: Gärteneris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 (specialised horticulture 

co-operatives).

  ZBE: Zwischenbetriebliche Einrichtung (specialised co-ordinating units).

자료: Statistisches Jahr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9; BML 1991.



129

  <표 3-30>에서는 통독 직전의 서독 농업구조를 제시하 다. 서독

은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농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동독은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는 협동농장 농민이 대규모의 매우 전

문화된 농장을 운 하 으나 서독은 소규모의 가족농이 농업생산을 

담당하 다. 이처럼 전혀 다른 농업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커

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3.1.2. 동서독 간 농산물 교역

  동서독 사이에는 협력관계가 긴 하지 못하 다. 서독과 서 베를

린은 1970년대 초부터 공공시설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이 있었

지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동서독 간 협력관계가 심화되지 못하

으며 협력사업은 무역에 집중되었다. 동서독 사이의 농산물 교역

은 <표 3-31>에 요약되어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총수출입 규모는 

1980년대 말 서독 화폐로 환산하여 70억 마르크에 이르 으며 서독

은 소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 다. 

표 3-30.  서독의 농장구조와 농지 분포, 1989  

농장규모

농장구조 농지분포

농장수 비중(%)
경작면적

(1,000 ha)
비중(%)

1∼5 ha 196,480 30.2   498  4.3

5∼20 ha 247,185 38.1  2,793 23.7

20∼100 ha 198,656 30.6  7,506 63.6

100 ha 이상   6,482 1   995  8.4

합  계 648,803 100 11,792 100

평균 농장규모 18.7 ha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as vereinte Deutschlan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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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는 5개년 계획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안정

적으로 무역이 추진되었으나 자본주의 산업 국가와의 무역은 상황

에 따라 추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도 농업 

및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협력관계가 긴 하

지 못하 다. 식품 공급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 교역은 자연적인 조건, 즉, 작황에 따라 결정되

었다. 동독은 대부분의 기간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나타내

었다. 1980년대 농산물 수출액은 간신히 수입액의 1/3 정도에 이르

다. 따라서 농산물 교역에 의한 무역적자는 계속해서 외환부족의 

한 원인이 되었다.   

  서독 입장에서 농산물 무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

하 다. 1988년의 경우 동독은 서독에 대한 총수출액의 9.7%, 서독

은 동독에 대한 총수출액의 8.4%가 농산물이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농산물 무역 상대국으로서 균형을 이루지는 못했다. 서독은 농산물

에 관한한 동독의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었으며 동독은 농산물 총수

출액의 20%를 서독에 수출하 다. 동독은 농산물 총수입액의 7.4%

를 서독에서 수입함으로써 소련과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 중요한 농

산물 수입 국가 다.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동독은 중요한 농산물교

표 3-31.  동서독의 농산물 교역 규모, 1988  

서 독 동 독

총수출액 (100만 서독마르크) 7,234.2 6,788.7

농산물 수출액 (100만 서독마르크) 607.2 659.2

총수출 중 농산물 수출 비중 (%) 8.4 9.7

농산물 총수출 중 동서독 교역 비중(%) 2.1 19.4

농산물 총수입 중 동서독 교역 비중(%) 1.2 7.6

자료: Teller, J., Zum Außenhandel der DDR mit landwirtschaftlichen Erzeugnissen. In: 

Agrarwirtschaft, Vol. 39, No. 5, 1990,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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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상대국이 아니었다. 1988년의 경우 서독이 수출하는 농산물의 

2.1%만을 동독에 수출하 으며 동독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비중은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동독과의 농산물 교역은 유럽연합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 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다른 비회원국에 대해 농업보호주의 입장을 

취하 기 때문이다. 1957년 유럽연합을 결성할 때 서독은 동독을 독

일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헌법에도 이를 명시하 다. 동독은 독일

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제 유럽연합의 한 부분까지 되었다. 그러

나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동독을 외국으로 간주하여 유럽연합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독일의 법률에 의하면 동독과의 교역

은 수출입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이러한 법률의 허점은 유럽연합의 전체 농산물 시장체제를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동서독의 특수성에 비추어 유럽연합은 동서

독 사이의 농산물 교역은 어떠한 수출 보조나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한도액까지만 교역을 하도록 조정하 다.

  서독은 동독이 필요로 하는 사료, 볶은 커피, 설탕, 치즈 등 가공

품을 수출하 으며 산 동물, 고기, 곡물 등 1차 농산물을 수입하

다. 동독은 서독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농장에 보조금을 지불

하 다. 농산물 수출을 위한 내부 비용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동독

이 농산물을 수출하 던 것은 급히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한 목

적에서 다.

3.2.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이후 농업부문의 전환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이전 동독은 1980년대 초부터 특히 고정자

본에 대한 재투자가 낮아 농기계의 고장과 수리가 잦았으며 이로 인

해 농기계의 비용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행정적으로 

낮게 설정됨으로써 동독의 농업은 수익성이 낮았다. 동독은 대규모 



132

농장 경 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가 낮을 것으로 기

대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 다. 통일될 당시 동독의 농산물 생

산비는 서독보다도 높았으며 나중에 농업지원이 줄어들게 되자 생

산비가 시장가격보다도 더 높아졌다.  

3.2.1. 주요 통합단계

  통합과정을 주요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12월 9일: 동독 당국에 의해 국경 해제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비공산당 정부 선출

∙1990년 6월 29일: 동독 의회에서 농업조정법 채택

∙1990년 7월 1일: 동서독 화폐 통합으로 동독에서도 서독 화폐

(DM) 사용

∙1990년 8월 1일: EU 규정 채택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합 완료

  계획경제 하에서는 행정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1990년 7월 

1일 동서독 화폐가 통합되면서 고정된 가격-비용 관계 때문에 동독

은 모든 농장이 즉각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동독의 

화폐(D)와 서독의 화폐(DM)가 1:1로 통합된 것은 정치적으로 결정

된 것이었다. 따라서 주어진 투입-산출 관계에서 동독의 농업은 하

룻밤 새 수익성이 없게 되고 말았다. <표 3-32>는 1990년 서독 가격

으로 동독 농업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가설적인 계산은 

동독의 농장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압력

을 받게 될 것인지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동독의 농장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았다. 

  1990년 서독 가격으로 평가한 동독 농업의 순소득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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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산물 생산은 작물 생산에 비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시장가격

으로 평가한 축산물의 총부가가치까지도 마이너스 다. 이것은 당시

의 상황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마이너스인 모든 생산 단위를 폐쇄한다는 것

은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조정 과정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 동독이 아직 독립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첫 단계의 조정 작업이 준비되어 있었으

므로 사회 및 경제 변혁은 급진적 방식(big bang)을 따라야만 했다. 

1990년 7월 1일부터 동독이 서독의 화폐를 채용하게 되자 동독의 농

표 3-32.  서독 농산물 가격으로 평가한 동독의 부문별 농업생산액
1)

단위: 서독 100만 마르크

작물생산 축산물생산 농업총생산

생산액 13,237.7 18,921.7 32,159.4

구입 농자재 10,061.1 19,102.7 29,163.8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 3,176.6 -181.0 2,995.6

보조금 515.9 208.1 724.0

세금 933.9 933.9

요소비용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 2,758.6 27.1 2,785.7

감가상각 1,817.4 1,305.8 3,123.2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순부가가치 1,359.2 -1,486.8 -127.6

요소비용으로 평가한 순부가가치 941.2 -1,278.7 -337.5

임금
2)

3,875 4,741.7 8,616.7

지급이자 773.2 583.2 1,356.4

순소득 -3,707 -6,603.6 -10,310.6

주 1) 1986-1989 평균 수량과 1990 가격 적용.

2) 집단농장 농장원의 임금 포함.

자료: Agrarwirtschaft, Special Issue No. 129, 1991, p.72.; Koester, U., The evolving 

farm structure in East Germany, 1999.;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World 

Bank EU Accession Workshop in the Rural Sector Warsaw/Polan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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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기존의 투입-산출 관계를 가지고서는 전혀 수익성을 낼 수 없

었다. 또한 동독의 농산물 시장은 완전히 붕괴되고 소비자들은 서독 

농산물을 사기 위하여 서둘러야만 했다. 서독 화폐를 채택한 뒤 첫 

한 달 동안 총 식품의 3/4이 서독에서 수입되었다. 동독 농산물은 선

반 위에 놓인 채 팔리지 않았고 많은 식품가공회사는 문을 닫았다. 

동독의 많은 식품가공회사는 문을 닫고 일부 회사는 서독이나 다른 

유럽의 식품가공회사에 팔렸다. 1-2년 후 소비자들은 정반대 방향으

로 행동하 다. 소비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전통 식품을 

찾게 되었다. 

  중요한 농업정책은 EU가 결정하기 때문에 동독은 하룻밤 새 EU

의 농업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EU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

다. 따라서 동독은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조정기간을 거의 

거치지 않음 셈이다. 시장경제 조건을 수용하라는 압력이 가장 강했

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반환 과정이 이행되었다. 다른 중동부 유

럽 국가들은 긴 협상과 준비 과정을 가진 후 2004년 5월 1일부로 

EU에 가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EU에 가입한 이후

에도 조정기간을 양허 받았다.

3.2.2.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주의 정권 붕괴 이후 동독 정부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면서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농업구조로 재편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 1990년 3월에 비공산당 정부가 선출되었을 때 이미 이러한 

전환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때 대부분의 대규모 농장은 법적인 이름

만 바꾼 채 운 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체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 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990년 7월 1일부로 동서독의 화폐가 통합되었고 

1990년 10월 3일에는 동서독이 통합되어 동독은 농업부문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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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모든 EU의 규정을 포함하여 서독의 법적인 행정체제를 그대

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정부는 농업행정을 재정립하기 위한 전환 과정을 지원하 다. 조

정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하루아침에 서독의 법률과 EU의 규정을 받

아들여야 했으므로 동독의 관리들이 서독의 법률, 규정, 절차에 익

숙할 수 있도록 서독 관리를 동독에 파견하고, 집단농장이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 다. 

통합된 독일 정부는 모든 법과 규정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관리를 

동독에 제공하 다. 따라서 사회주의 모델에 바탕을 둔 법을 시장경

제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으로 바꾸는데 시간적 낭비가 없었

다.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채택된 법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어

떠한 언어 장벽도 없었다.

  동독은 잘 확립된 정치적, 법적 제도를 갖출 수 있었다. 정부의 정

책도 매우 잘 개발되어 있었다. 1990년 동안 선거 때마다 정책을 바

꾸었던 다른 중동부 유럽 국가와는 달리 아무런 마찰이 없었다. 동독

의 경우 처음부터 서독의 제도로 완전히 바꿈으로써 정책의 목표가 

분명했던 데 비해 다른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사회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각 자의 정책 목표를 찾아야 했다.

  농경지와 삼림지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모든 국유지를 개인 소유

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재정부의 산하에 특별히 설립한 임시 신용

회사인 “Treuhand Ltd.”가 동독의 모든 국가 자산을 떠안았다. 이러

한 조치 이면에는 국유 자산을 단계적으로 사유화함으로써 통일비

용을 조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1998년 법 개정 이후 남

아 있는 모든 국유 자산은 “Bodenver- wertungs- und-verwaltungs- 

GmbH”이라는 독일공공토지관리회사에 이양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의 토지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점차 사유화하기 위한 목적에

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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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심각한 충격은 동서독의 화폐에 대한 교환비율을 정하는 문

제 다. 연방은행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교환

비율을 1:1로 하자고 주장하 다. 이렇게 채택된 교환 비율은 화폐

의 구입능력을 반 한 것이 아니었다. 구입능력을 감안한다면 화폐

교환 비율은 4:1 또는 그 이상이어야 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 따

라 하룻밤 새 모든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1:1 화폐교환 비율을 채택함으로써 나타난 가격과 농가소득의 충

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타 부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서까지 5년 동안 대규모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 다. 1990년 

하반기 동안 지원된 예산은 69억 마르크(DM)에 이르 으나 그 후 

점차 줄어들어 1994년에는 20억 DM, 1995년에는 18억 DM 등 총 

174억 DM을 지원하 다. 통일되던 첫해의 재정 지원액은 그 때의 

서독 가격으로 평가한 동독의 농업부가가치를 상회하 다. 1990/91년

의 농업생산액은 150억 마르크로 구입한 생산요소의 가치와 맞먹었다.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1990/91년의 농업부가가치는 마이너스 다.

3.2.3. 농업부문의 체제전환 방향

  1990년 6월 29일 통과한 농업조정법에 따라 농업부분의 사유화에 

대한 원칙은 통일 이전 이미 결정되었다. 이 원칙은 1991년 4월 7일 

개정되면서 일부 수정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주된 

정치적 이슈는 탈집단화(구조조정), 반환, 사유화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가. 탈집단화

  모든 사회주의 형태의 집단농장, 즉 협동농장(APC)은 1991년 말 

까지 해체되어야 하고 시장경제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형

태인 협업농(partnerships),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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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joint-stock companies), 또는 농조합(member-oriented agricultural 

producer co-operatives)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농장

은 청산되어야만 했다. 또한  농장 자산의 소유자들은 개인 또는 가

족농장을 설립하거나 사적 협업농장(private partnerships)을 설립해야

만 했다. 많은 집단농장들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했다. 

많은 경우 근로자들은 협동조합의 형태가 그들의 직업을 보전하고 

과거와 같은 작업환경으로부터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했다. 실제로 다른 모든 농장처럼 협동조합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

다. 이전의 국 농장은 새로 설립한 신용회사의 관리 하에 들어갔으

며 이 전의 토지 소유주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독일공공토

지관리회사의 관리를 받았다. 

나. 반환

  구동독의 국유농지는 대부분 국 농장에 속해 있었으며 일부는 

협동농장에 분산되어 있었다. 국유농지는 그 편입과정으로 나눈다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1945년 이전 나치에 의해 몰수된 

농지가 있다. 둘째로 2차대전 종전 후 1945-1949년 기간 동안 SMAD 

(소련점령군행정부)하에서 수행된 토지개혁 몰수분 중 세소농에게 

분배하지 않고 국유로 귀속된 농지가 있다. 셋째는 1949년 이후 구

동독 정부에 의해 여러 경로로 국가에 귀속된 농지가 있는데,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토지개혁의 분배분 중 일부를 다시 국유로 

귀속시킨 것이다.

  이러한 국유농지 편입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속성 때문에 자연히 그 

처리방식도 달라졌다. 우선 나치에 의한 몰수농지와 동독정부 수립 이

후 집단화과정에서 재몰수된 농지, 그리고 서방으로의 탈출자의 농지

는 원칙적으로 원소유자 혹은 상속자에게 반환했다(Vermoegensgesetz: 

재산법). 둘째로 구소련 점령하의 토지개혁에 의한 몰수분 중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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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농지, 그리고 분리할 수 없거나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 등은 

보상대상으로 분류되었다.26 기타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개인 소유

주가 없는 국유재산은 반환 및 보상처리가 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

었다.

  이전의 소유자나 그들의 상속자들은 물적 자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즉 1950년대의 강압적인 집단화 기간 그

들이 넘겨준 토지, 건물, 동물, 농기계 등 자산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 재산을 몰수당한 토

지 소유주나 상속자들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

다. 특히 1945년과 1949년 사이 동독이 소련의 통치하에 있을 때 

소련점령군행정부(SMAD)에 의해 수용당한 토지는 반환받을 수 있

는 길이 없었다. 법적으로 대부분의 농지, 특히 생산자협동조합의 

소유 농지는 아직도 개인에 속하 으나 그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권

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동독은 1960년대 초 이후에는 토

지대장 (부동산대장)을 더 이상 새로이 고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되었으나 1990년

대 중반까지도 모든 경작지의 1/6 정도는 공공관리 하에 있었다. 주

된 이유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여러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전의 농지가 건물 구축 등 타 용도로 전용되었거나, 소유권을 주

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개별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오로지 공매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가 

불명확한 토지는 점차 반환 또는 사유화 과정에 많은 향을 미치게 

26 토지개혁에 의해 편입된 국유농지에 대한 처리는 ‘통일조약’의 ‘부속

문서1’에 구서독의 ‘점령에 따른 피해보상법’을 구동독지역에 적용하

지 않는다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반환하지 않게 되었음. 그러나 ‘보

상법(EALG:Entschaediguns-und Ausgleich- leistungsgesetz)’은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139

되었다. 따라서 신용회사의 관리 하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농민이

나 단기계약 조건으로 농기업에 토지를 임대하 다.

다. 사유화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농지의 소유주가 아니었으며 농업 생산을 위

한 의사결정자도 아니었다. 모든 자산은 개인이나 회사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 농지의 소유권은 각각의 청구자에게로 반환되었다. 농지 

이외의 자산에 대한 사유화는 토지와는 분리하여 진행되었다. 농업

조정법에 따르면 이러한 자산은 집단화에 참여한 당시의 소유자, 반

환을 청구한 토지 소유자, 근로자의 세 집단에게만 돌아가야 한다. 

실제로 어느 한 개인은 하나, 둘, 또는 심지어 세 집단 모두에 속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을 통하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

하 다. 모든 농기업은 사업을 개시할 때 잔액계정(opening balance 

account)을 개설하고 기업에 속한 자산은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 때까지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 으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랐으므로 어느 정도

까지는 의사결정 절차도 달랐다.

  협동농장의 전환시 소유관계의 재확립 작업은 법적 요건의 충족

뿐만 아니라 향후의 농업경 구조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핵심은 재산권의 구성요소와 그 분배

방식이다. 협동농장의 전환시 모든 자산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모든 토지는 재등록되었다.

  협동농장의 자산은 대부분의 동구권 협동농장에서와 같이 그 편

입과정과 소유관계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개인소유 농지: 농장 구성원에 의해 협동농장에 출자된 농

지와 자본, 대부분의 농지가 이에 해당된다.

- 국유재산: 협동농장 설립 시 편입된 정부재산, 설립 이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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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출자재산. 소규모의 국유토지, 도로, 학교 등의 중대형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우체국,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등

이 이에 해당된다.

- 공동재산: 농과정에서 증식된 자산. 창고, 축사, 기타 농업

시설, 가축 등 생산시설과 공회당, 식당, 상점 등 소규모 사

회간접자본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와 관련된 부채 포함).

  이중에서 개인의 토지 및 국유 토지는 구분해 내기가 비교적 용이

하다. 비록 집단농장의 성립 이후 농지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미약

해졌으나 농지의 구소유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폐기된 상태가 아

니었기 때문에 통일 직후 구소유권의 60% 이상이 손쉽게 확인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이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 원소유자

와 상속자에게 즉시 반환되었으며 그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

다. 국유농지의 경우에는 후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국 농장의 국유

농지 사유화 과정에 준해 처리되었다.

  그러나 공동재산과 자본지분에 대한 분배와 보상문제는 그 성격

상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며, 재산권의 정리과정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켰다. 공동재산의 사유화는 지분권의 분배와 보상을 통

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협동농장의 공동자산 분배는 적응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의 공동자산은 자산 자체의 증식분과 구성원 노동기여분의 

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자산의 분배는 구성원들의 기여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분배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는 농장에서 노동에 종

사했고 토지와 자본을 출자했던 사람이다. 또한 농업적응법에 의하

면 공동재산의 지분을 받는 자는 그 재산을 농업생산의 목적으로 이

용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농장을 떠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보

상을 받을 수 없다. 농활동을 계속할 농장원은 공동재산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실물(생산수단)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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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실물 보상분, 즉 농기계, 가축, 창고, 축사 등의 시설들은 

농지와 함께 새로운 농업경 체 설립의 근간이 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투표에 관한 규정과 소송인 사이의 재산 분배에 대

해서 명확히 하 다. 재산이 재분배되어야 하는 경우 토지와 토지 

이외의 자산에 대한 이전 소유자에게는 고정된 최소 비율로 우선 분

배한다. 나머지 재산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절반이 분배

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 자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농장에 배분된

다. 이제 청구인은 그들이 청구한 몫을 분배 받아 집단농장을 존속

케 하거나 아니면 집단농장을 승계하는 조직에 개인의 몫으로 자산

을 위탁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집단농장에 소속된 구성원은 그들의 

뜻에 따라 미리 통보를 한 뒤 농장을 떠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리

를 인정하 다. 구성원이 농장을 떠날 경우 1990년에는 한 달 전, 그 

이후에는 3개월 전에 통고를 하여야 했다. 집단농장이 일단 다른 형

태로 전환되면 각각의 정관에서 농장을 떠날 권리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의하면 해고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들이 일을 잘 

못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경 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

나 해고된 근로자라도 협동농장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는 있다.

협동농장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들 스스로 개인 농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이다. 이들은 농장을 떠난 후 한 달 이내 그들이 집단농장에 불입하

던 자산 가치를 돌려받는다. 나머지 자산과 토지는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를 승인한 이후 추가로 분배한다. 개별 농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차대조표 승인 이후 그들이 청구한 몫을 분배받

는다. 파산을 막기 위하여 청구자에게는 그들이 요구한 몫을 일시에 

전부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많은 경우 협동

농장의 지배인은 떠나는 구성원들에게 농장의 존속과 직업의 안정

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가치의 일부를 포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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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득한다. 따라서 집단농장을 승계한 기업은 소속된 구성원들이 

법에 의해 규정된 몫보다도 더 적은 몫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존속

할 수 있었다.

  서독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의도와 1990년의 농업행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모든 집단농장은 서독과 EU의 주된 농업생산 

모델인 가족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농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지배적인 조직형태가 되지는 못하 다. 비록 정부는 협동농

장이나 대규모 기업농보다는 소규모의 개인농을 선택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 으나 협동조합이나 대규모 기업농이 존속

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 다. 많은 경우 농장 지배인은 고용 

안정을 위하여 토지를 반환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토지를 낮은 임

대료로 기업에 빌려주도록 설득하 다. 초기에 토지를 분배받은 구

성원들은 그들이 취득한 토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대안을 잘 

몰랐고 토지 가치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장기 계약 형태로 토지를 임대해주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전 소유주나 새로운 소유주는 농민이 아니었으므로 굳이 

농민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비농업부문에 고용

되었다. 이들은 1950년대 집단화 기간 동안 그들의 토지와 다른 자

산을 집단농장에 건네주어야 했던 농민들의 자녀 또는 손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집단농장을 승계한 기업에게 그들의 토지를 빌려주었다.

3.2.4. 농지의 소유권 변화: 1990년과 2002년 비교

  농지의 사유화로 토지 소유권이 수많은 개별 소유자에게 분할되

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환과 소유화 과정은 토지소유권을 분할하

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이유를 포함하

여 농지 임대체계가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작되는 농

경지는 폴란드처럼 쪼개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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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초 농지 임차가 널리 퍼지면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농지를 

주요 담보물로 취급하고 있어 임차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독의 농장은 임차 농지 비율이 매우 높았다. 1990년대 

초 개별농장의 임차지 비율은 90%에 육박하 으며 새로이 전환된 

협동조합과 다른 법적 경 체의 임차지 비율은 100%에 가까웠다. 

최근 10년 동안 임차지 비율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 지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구동독 지역의 임차지 비율은 

88%, 구서독 지역의 임차지 비율은 52%로 EU의 15개 국가 평균인 

41%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농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력이 살아나게 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되

지 않고 있다.

3.2.5. 통독 이후 구동독의 농업생산조직 변화

  체제 전환 결과 동독에는 개인농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게다가 

많은 개인농은 서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농을 하는 형태로 전환하

다. 이러한 형태의 농장은 주로 가까운 친척 간인 경우가 많다. 파

산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농장은 법적인 경 체인 농업생산

자협동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하 다. 이어서 많은 

개인농도 유한회사로 등록하 다.

표 3-33.  동독의 농업조직별 임대 비율
단위: %

형 태 1991/1992 1993/1994

단독 소유 전업농 86.8 89.8

공동소유 94.8 97.0

농기업 99.1 99.7

자료: Koester, U., K. Brooks: Agriculture and German Reunifica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1997,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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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토지 반환, 자산 분배, 농장 조직 재편은 많은 종류의 새로

운 농장 형태를 탄생시켰으며 개별 농장을 기초로 하는 농으로 전

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독 후 1년이 지나면서 집단농장이 보유

하는 농지 비율은 이미 73%로 떨어졌다. 개별 농가나 합명 또는 합

자회사 형태의 협업농이 보유하는 농지 비율은 1991년 3%에서 1994

년에는 30%로 꾸준히 증가하 다. 따라서 1994년 경 서독 농업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적 경 체가 70%의 농지를  경작하게 

되는 셈이다. 새로이 전환된 협동농장의 경작지 비율은 다른 법률적 

경 체에 비해 더 빨리 감소하 다. 1990년대 동안 전환된 농업협동

조합의 농지 비율은 서서히 감소하고 개인농장의 농지 비율은 점차 

증가하 다<그림 3-8>.

  2001년을 기준으로 동서독에 있는 농장의 형태별 상대적 중요성

을 비교하면 <표 3-34>와 같다. 구동독 지역에서는 개인농이나 협업

농이 급속히 증가하 으나 법률적 경 체인 농업생산자협동조합, 유

한회사, 주식회사가 아직도 전체 농경지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서

독의 경우에는 아직 개인농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일부 협업농은 

1990년대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 다. 

  통독 이후 개인농장의 수가 급격히 증대된 것은 그들의 평균 경작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 음을 반 하는 것이다. 2001년 모든 농장의 

평균 경작규모는 182.3ha이지만 개인농장의 평균 경작규모는 55.9ha

에 불과하 다. 협업농장이 경 하는 농규모는 393.1ha 다. 농

조합의 경작규모는 1419.2ha, 유한회사 680.4ha, 주식회사 1247.1ha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지역의 농규모는 평균 27.6ha로 동독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독지역의 농장 당 평균 경작규모는 

27.6ha이며 개인농장은 26.2ha, 협업농장은 61.1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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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동독의 농장 형태별 농지 분포, 1992-1999

자료: BML, Agrarbericht der Bundesregierung, various issues; BML,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various issues.

표 3-34.  동서독의 농장 형태별 농업생산, 2001

농장형태

동   독 서   독

농장수 %
경작지

비율(%)
농장수 %

경작지

비율(%)

개인농장 24,200 78.8 24.1 399,000 96.0 91.4

협업농장  3,300 10.6 22.9 14,500 3.5 7.7

생산자협동조합  1,200 3.8 29.2 200 0.0 0.1

주식회사  1,900 6.1 23.4 700 0.2 0.6

기타   200 0.8 0.3 1,300 0.3 0.6

합  계
1)

30,700 100.0 100.0 416,200 100.0 100.0

주 1) 반올림 때문에 합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Ministry of Consumer Protection, Food and Agriculture (BMVEL) ed., 

Ernährungs-und agrarpolitisch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2. Bonn, 

Annex;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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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통독 이후 동독 지역의 농업생산 활동 변화

  중동부유럽 및 소련독립국가들(CIS)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농업생

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체제 전환 이후 대부분의 농가는 충분

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 비료 가격은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비료를 충분히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농작물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저투입-저산출 전략을 채택하 다. 

폴란드나 헝가리에 비하면 동독은 이러한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

았으며 농민들은 투입물을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림 3-9, 10>. 따라서 농작물 생산 감소는 심하지 않았으며 

경작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금방 향상시킬 수 있었다.

  동독은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제 전환 이후 축

산물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 다. 축산 부문은 작물 부문보다도 더 

큰 조정 압박을 받았다. 축산물은 높은 상대 비용 때문에 동독의 축

산물 가격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 다. 서독 

화폐로 평가한 농가의 순소득은 마이너스 다. 이는 전체 농가뿐만 

아니라 작물 및 축산 농가 모두 동일한 상황이었다. 축산 부문의 부

가가치는 마이너스 으나 작물 부문의 부가가치는 플러스 다. 화폐

통합 이후 채 2주가 지나기도 전에 소, 돼지, 양의 사육두수는 각각 

43, 50, 55%씩 감소하 다. 돼지의 경우 1995년 사육두수가 1989년

의 36%에 불과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으나 다른 가축은 그 

수준에서 멈추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도 체제 전환 이후 가축 사

육두수가 감소하 으나 동독처럼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았다<그림 

3-11>. 폴란드의 경우 돼지 생산이 실제로 약간 증가하 으며 과거

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통독 이후 5년이 지나면서 동독 농업은 현재의 정책 하에서 경쟁

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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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독일, 폴란드, 헝가리의 곡물 수량 변화, 198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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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FAOSTAT, 2002.

그림 3-10.  폴란드와 헝가리의 비료 소비량 변화, 198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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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FAOSTAT, 2002.

갖게 되었다. 1989년에는 동독의 주요 작물 수량이 서독에 비해 아

주 낮았으나 1994년에는 서독 수준에 근접하 다. 동독의 대규모 농

장 수량은 평균적으로 서독보다 높았다. 축산물의 생산성도 1990년

대 초부터 빠르게 증가하 다. 우유는 1990년대 말 경 동독 농민이 

서독 농민을 앞서기 시작하 다<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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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폴란드, 헝가리, 동독의 가축 사육두수 변화, 198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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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동서독의 우유 생산 능력 비교, 1992-2000
단위: kg/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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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ket- and Price Report Center (ZMP), Agrarmärkte in Zahlen – Mittel- und 

Osteuropa, various issues.

3.2.7. 생산자를 지원하는 서독 농업 조직의 채택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거의 모든 종

류의 사회주의 형태의 조직은 쓸모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농민을 지원하는 조직이 창설되었다. 현재 존재하는 조

직이 다른 형태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조직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 설

립해야만 했다. 

가. 농업지도(또는 컨설팅) 서비스의 재조직

  농업 상담의 기본 목표는 농업경 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통독 과정에서 동유럽 농업의 

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자유시장

경제의 변화하는 틀 속에서는 법적인 형태, 생산구조, 투자에 관해 

의사결정을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념과 전략을 자세히 구상하

고 해답을 구하기 위한 운  과정에서 농업 지도와 경  컨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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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해졌다. 국가에서 운 하는 과거의 농업 컨설팅 기관이 이

러한 업무를 담당하기란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체제전환초기에 서독

의 자문관들이 동독의 농민들을 직접 도왔다. 이러한 계획은 대부분 

단기적인 것이었다.  

  동시에 국가에서 운 하는 동독의 지도 및 컨설팅 기관은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재원 확보 방법을 바꾸는 등 구조를 조정하 다. 통독

이후 동독 지역에는 5개의 주가 새로 생겼는데 개별 주의 정치적 우

선순위에 따라 지도 및 컨설팅 기관의 설립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어떤 주는 좀 더 공공적 성격이 강했고, 어떤 주는 좀 더 민간에 가

까운 컨설팅을 제공하 다. 농업부문에 대한 연방정부 수준의 공식

적인 지도 행정은 농업부, 구역 또는 지역 위원회, 농업지도소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나. 동독의 농업 지도조직 확립

  통독 이후 동독지역에는 공공지도 서비스, 민간지도 서비스, 전문

화된 농업지원 서비스 등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지원 및 지도 서비스

가 제공되었다. 

공공지도기관

  일부 연방주에서는 정부의 농업기관이 직접 농업지도를 담당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별 주 정부의 정치적 목표와 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공공지도서비스의 임무는 다양한 편이다. 

  EU가 지원하는 농업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와 관리업무

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직원의 동원 능력은 줄어들었다. 공공지도 서비스는 농업사무소

에서 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은 해당 주 정부가 부담하 다. 주 

정부의 제한된 예산 때문에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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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었으며 점차 지원되는 예산도 줄고, 인

건비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 결과 공공 서비스를 통한 농업지도를 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

속가능한 농업과 같이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와 일치하

는 부문에 대해서만 무료로 공공지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민간지도기관

  통독 이후 법률에 의한 민간 농업지도기관이 Saxony-Anhalt주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나중에 Brandenburg와 Thuringia에도 설립되

었다. 개인, 개인 집단, 협회에 의해 이윤 획득을 목표로 지도 서비

스를 제공하 다. 개인 자문, 여러 형태의 법적 자문기관, 사무소 등

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과 경쟁을 하면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민은 지도 및 자문의 대가를 지불하고 농업사무소로부터 일정 금

액을 환불받는다. 단지 주에서 인정하는 지도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상업적인 자문서비스는 주로 경 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간자문 비용은 주로 개별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부담하

다. 비용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개별 계약에 따른다. 어떤 

주에서는 주 정부 지원을 통해 민간 자문가를 지원하기도 한다. 

  상업적으로 조직된 지도서비스의 이점은 납세자에게 비용을 절감

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문제 중심의 해결책을 강

구하며 고객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주에서는 상업적 지

도에 대해 좀처럼 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승인 절차에 대

해서만 주 정부가 관여한다. 

전문농업지원회사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상업적 지원 서비스는 그들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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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전환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동독 농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 다. 많은 개인 회사들이 농업 관련 분야에서 유

통회사, 협동조합, 사료제조업자, 비료나 농약업체와 같은 고객들에

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 다. 그들은 새로운 고객을 끌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스로 변신을 꾀하 다. 

  회사 형태의 지도기관은 거의 예외 없이 생산-기술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한다. 특히 농자재의 정확한 사용에 대해 조언을 한다. 제공

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상 최고 기준

을 만족시킨다. 

다. 자생조직

  농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농촌 자생조직

이 빠르게 재조직되었다는 점이다. 구동독 농업에서는 정부의 보호

를 받는 두 가지의 자생조직이 있었다. 하나는 농촌협동상업회 

(Rural Trading Co-operative Societies, RCTS)이고 다른 하나는 농민상

호부조연합회 (Association of Mutual Farmers' Help, AoMFH) 다.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의 지도사업 부문은 모든 농업 고유의 사업

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에서 로비에 이르기까지 모

든 역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도사업 부문의 직원은 최

근의 전문적인 정보를 모든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매

년 비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운 위원회나 감독위원회, 회계사에게 

전달된다.

  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에 있는 다른 공급자와 경쟁하면서 농민들

에게 종자, 비료, 사료, 농업기술 등을 공급한다. 그들은 모든 농산물

을 수집, 가공, 유통하기도 한다. 그들은 농민들에게 시장 정보나 친

환경적인 생산 방법을 조언하고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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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농업부문의 고용 변화  

  1989년 850,000명이 농업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 농업부문 고용

자수는 다음 몇 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 으며 2001년에는 150,000명

에 불과하 다.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위축은 <그림 3-13>에

서 확인된다.

  통독 첫해와 그 후 몇 년 동안 농업노동력이 급속히 감소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농업부가가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임금 상승, 높은 투자를 통한 노동절약

적 기술의 확산, 비농업 임금의 증가에 따른 이농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화폐 통합으로 인하여 동서독의 임금은 재빨리 조정되었

다. 1989년 수준으로 실질 임금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동독의 

실질 임금은 서독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이 훨씬 안정되었

겠지만 동서독의 화폐가 1:1로 통합되면서 동독의 임금이 상대적으

로 훨씬 높게 평가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통독 이후 동독 농업

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재의 보조와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됨으로써 농업노동력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 다. 

  동독에 대한 농업자본 지원이 증가된 것은 동독의 농업 자본이 낡

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 자본재의 실질 비용이 

증가하 기 때문에 금융보조를 통해 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체제 전환 이후 비농업부문의 임금이 농업부문 임금보다 상

대적으로 빨리 상승함으로써 농업노동력이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

는 것은 당연한 결과 다. 

  독일의 경우 엄청난 실업을 유발하 던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사

회적 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실업수당의 지급, 재교육, 농업노동

자의 연금 수령 연령의 하향 조정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직

후 지급된 실업수당과 연금은 통일 이전 농업부문에서 받았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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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동독, 폴란드, 헝가리의 총고용 중 농업부분 비율, 199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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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FAOSTAT, 2002.

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아주 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덕택으

로 농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촌의 빈곤이나 큰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농업부문을 전환할 수 있었으며 해고

된 근로자들에 의한 어떠한 조직적인 저항도 없었다. 중동부유럽이

나 소련 독립 국가는 독일처럼 종합적이고 후한 농촌사회안전망을 

제공할 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3. 체제전환의 결과

  통일 이전에도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은 서독의 농산물 가격

을 규제하고 있었다. 통일이 되면서 동독의 농업부문도 EU 농산물 

가격을 일시에 받아들 다. 다른 대부분의 중동부유럽 국가의 생산

자는 EU 가격을 채택함으로써 혜택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EU의 가

격구조는 농산물 가격을 대폭 낮추고 부문간 교역조건을 악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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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초래하 다. 더구나 동독은 서독과 화폐를 통합하면서 교

환비율을 1:1로 정함으로써 동독의 화폐에 대한 가치를 아주 높게 

설정함에 따라 가격 충격을 크게 받았다. 교환비율에 따라 EU의 가

격을 따르게 되자 동독의 생산자 가격은 1/2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

다.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가격 하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

업부문에 특별지원을 실시하 다. EU의 가격구조 하에서 동독 농민

은 전통적으로 투입하던 농업노동력을 그대로 투입할 수 없었으며 

농자재를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없었다.  

  반면 유럽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대규모 농장에게는 재정적인 부

담을 덜어 주는 수단을 제공하 다. 농업부가가치가 마이너스 으므

로 대부분의 대규모 농장은 EU의 휴경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 다. 

농산물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참여 농민에게는 농지를 휴경하

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 다. 1991년 이미 동독 지역의 휴

경 면적은 다른 11개 EU 회원국의 휴경 총면적을 훨씬 초과하 다. 

휴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면적을 놀릴 수밖에 

없던 당시의 동독으로서는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가

져다주었다.

  통독 이후 농업부문의 경제 관련 지표의 변화를 소개하면 <그림 

3-14, 15, 16>과 같다. 체제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농작물뿐만 아니

라 축산 부문은 급격히 축소되었다<그림 3-15>. 

  가장 급격히 위축된 국가는 헝가리 으며 폴란드는 축소폭이 약

간 덜했다. 독일은 1990년 약간 감소하 으나 1990년대를 통해 총생

산액이 20% 이상 증가하 다.

3.4. 전환 과정에 대한 평가

  사유화는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본적

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비농업부문에서는 탈집단화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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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독일, 폴란드, 헝가리의 국내총생산 중 농업부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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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 Faostat, 2002.

그림 3-15.  독일1), 폴란드, 헝가리의 농업순생산액2) 지수, 198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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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독일은 총부가가치임. 

2) 순생산 = 총생산 - 사료 - 종자, 불변가격임.

자료: FAO, FAOSTAT, 2002; Bmvel,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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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동독 농업부문의 총부가가치 변화, 198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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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Statistisches Jahrbuch, 1994-2001; Jahresgutachten 

d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1996-2001; BMVEL,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1996 and 2001.

중요하지 않았다.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농업부문에서는 

이에 대한 반작용이 관찰되었다. 당시 서독의 유통체계가 구동독 지

역 전체로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소비자협동조합은 대부분 해체되었

으나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은 체제를 전환하여 회원 중심의 협동

조합으로 다시 등록하 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화폐 교환비율 때문에 동독의 농업부문은 커

다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다른 부문도 화폐 통합으로 농업부문 

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하여 다른 산업부문

도 하룻밤 새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이들 부문도 농업부문

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 부

문에서 임금이 부가가치 보다 높았으나 서독의 일시적인 보조 때문

에 책정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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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의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다. 불과 몇 년 뒤 급격한 농업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은 증가하 다. 반면 통일 이

후 첫 2년 동안 산업생산은 거의 60%나 감소하 으며 1994년의 산

업생산이 1989년 보다 40%나 낮았다.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와는 달

리 동독의 농업생산이 이처럼 안정적이었던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

다. 다른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이 절반에서 1/4까지 감소하 다.

  독일의 통일은 엄청난 재정비용과 개인의 희생을 수반한 역사적

인 사건이었다. 만일 동독이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면

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 더라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는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체제 전환 이후 나타난 주된 문제

점은 기대했던 것보다 서독으로부터 훨씬 많은 재정자금이 지원되

어야 했고 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그

림 3-17>. 동서독 사람들 모두 오랜 기간 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것

이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환과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

  산업 부문이 거의 붕괴될 거라고는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학자들도 

예상하지 못하 다. 농업생산자나 노동자를 포함하여 농업부문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급격한 제도의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이는 그들

이 일생 동안 경험한 것들이 하룻밤 새 쓸모없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체제에 비교적 

조용하게 적응하 다. 정부는 아주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함으로

써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동독의 실업률은 아주 높았고 

아직도 높은 편이지만 전환 과정에 대해 공개적인 저항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 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지난 13년간 1조 유로 또는 연간 국민총생산의 

4%가 서독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소득의 이전은 앞으로 그



159

그림 3-17.  서독의 동독에 대한 재정 지원
단위: 1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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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2014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독인들은 직업을 찾아 서독지역으로 이주하

으며 아직도 동독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17%로써 서독의 9%에 비해 

훨씬 높다. 아직도 동서독의 생활수준이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았지만 

그 격차가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림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독의 

국내총생산은 서독의 63% 수준이나 가처분소득과 실질 수요는 각각 

83%, 91%이다. 이것은 동독 지역에 대한 엄청난 재정 지원의 효과이며 

동독의 물가 수준이 서독보다 8% 정도 낮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농업부문의 전환과정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아직도 농업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농업생산성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히 성공적이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실물 투자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 축산과 낙농 부문에

서는 동독이 이미 몇 년 전에 서독을 앞섰다. 이러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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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동독의 상대적 생활수준, 서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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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도적인 틀이 비교적 쉽게 이전되었으며, 언어 장벽이 없었고, 지

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 동원하 으며, 농장의 규모와 법적 형태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대규모의 재정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정책이 자주 바뀌었던 폴란드나 헝가리와는 달리 독일은 중요

한 분야에 있어서는 1990년대의 농업정책이 안정적으로 그 틀을 유

지하 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던 중요한 요인은 동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독일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식 

정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독일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서독의 

제도를 채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독일

어로 문서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회사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법적 경

제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이는 폴란드나 헝가리의 발전 과

정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나 헝가리에서는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미리 짐작하기 어려웠으며 새로 바뀐 기구의 기

능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외국어로 된 출처로부터 힘들

게 얻어야 했다. 특히 폴란드나 헝가리의 절대다수를 형성하는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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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농장은 그러한 일을 빠른 시간 내 할 수도 없다. 동독에서는 언

어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 있는 기술자나 상담자를 쉽게 초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률적, 경제적 개혁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의 혁신에 관한 지식의 전파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대규모 농장과 협동농장은 가족농 모델과는 서로 대립되는 입장

에 있다. 가족농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제

도 으며 수십 년 동안 농업정책의 주된 대상이었다. 노동자의 고용

에 바탕을 둔 대규모 생산체제에 대한 기존의 경험을 아무 생각 없

이 팽개치지는 않았다. 소규모의 가족농이라는 농업-정치적 모델은 

체제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하 으나 농업정책의 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었기 때문에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유럽 농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구조

를 좀 더 용이하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EU는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 다. 2001

년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16,000 유로 이상이었다. 무상 투자, 

이자율 인하와 같은 보조는 자본 투입을 증대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체제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농기업의 입장에서는 체제 

전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가경제 입장에서는 평

가가 불분명하다. 보조금은 대중의 지갑에 직접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농촌 지역의 실업률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났던 이유는 자본재에 대한 보조는 

노동이라는 요소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농산물 시장이 더 이상 확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3.5.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농업부분을 포함한 동독 경제는 서독 국민이 경험하지 못했을 정

도로 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놀랍게도 동독 국민은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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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 없이 이같이 급속하고도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 다. 주된 이유

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진행될 동독에 대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 때문일 것이다. 서독

의 사회보장제도가 동독 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으로써 개인 차

원에서 그러한 변화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수용하 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동독 주민이 서독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

으로써 동독 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서독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독일의 경험과 유

럽의 다른 체제 전환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남북한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사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서독이 동독에 제공하 던 만큼 북한에 대해 재정지

원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만일 남북한 통일이 된다면 급진적인 

통합 대신 북한의 농업부문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

서히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정치체제의 변화 이

후에도 북한 쪽에 당분간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북측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독일은 동일한 정

치체제를 가져야 한다는 강한 압박 때문에 정치인들은 서독 주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는 농업부문을 포함하여 경제를 어느 한 

쪽으로 유도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한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질 수 있도

록 건전하고도 합법적인 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경제에

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환 기간에 국민이 새로

운 체제에 익숙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법

적 틀이 하룻밤 새 동독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었다. 

따라서 서독의 법이 통일된 독일에 즉각 시행될 수 있었다. 다른 중

동부 유럽 국가는 필요한 법적 요구가 새로운 국가의 법으로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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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더 오랜 기간이 필요했다. 단기적으로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농업생산을 급속히 증가시켜야 할 것

이다. 독일의 경우 농업노동이 계속 감소하 지만 다른 부문의 고용

도 똑같이 감소하 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

려울지 모른다. 통독 이후 1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높은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공업 부문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부문 

고용비율이 1990년대보다 높은 상황이다. 중기적으로 비농업부문은 

농업부문의 노동력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 노동력을 

흡수하는 전략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한다. 다른 대안은 북쪽에 매우 높은 실업률을 유지케 함으로써 북

쪽에서 남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중국과 베트남의 접근법이 유용할 것이다.

  독일의 예를 통해 볼 때 북한의 집단농장조직을 즉각 해체하는 것

보다는 점차 개별 가구에게 더 많은 토지가 분배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개별농민은 자가 식량 조달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

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가족농은 어떠한 정치

적 선호도 갖지 않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농을 할 것인지 스스

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농가는 다른 북한 농가와 경

쟁할 뿐만 아니라 남한의 농민들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농장 형태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비록 농장의 조직 형태는 다양하게 허용하

더라도 토지와 토지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도

록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농업부문이 빠른 시간 내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

원해야한다. 식량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정책의 초점은 농업생산의 증대에 두어야 한다. 초기에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비료, 농약, 사료 등에 재정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적

어도 초기에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 등 노동력을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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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나 무엇이 북한 주

민을 위해 바람직할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그들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

어야 할 것이며 결코 북한 주민에게 우월감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

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주민을 위해 지원은 하되 남쪽 주민이 계속

해서 북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이 자신감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독 주민

은 통일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러한 점을 깨닫지 못하 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농업개발이 모든 개발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농업부문은 농촌개발을 위한 단지 한 분야에 불과하다는 생

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당분간 농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분

야는 농업이다.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비농업이나 고용기

회가 중요한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지구나 지역 단위의 농

촌개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촌 지역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농촌의 기능 중에서 환경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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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북한의 경제부문 개혁 방향과 기본 전략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충족하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한다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중공업을 인민경제발전의 기초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초기단계부터 중공업 우선의 경제건설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

이다. 그러나 1980년대 내적 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부딪히

고 산업부문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로 경공업은 물론, 농업과 사회

간접자본시설이 낙후되는 결과를 가져오자 북한은 대외무역 및 경

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리추구를 지향하는 자세를 보

다. 1990년대 초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와 외국인투

자유치법의 제정,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 2002년 7월과 9월 ｢경제관리개

선조치｣와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지정 등은 경제건설을 위한 실용

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구조적인 경제침체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전력, 석탄, 금속 등 이른바 ｢선행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공업 우선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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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인 개선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 사회주의 경제개

발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주의 경

제건설을 잘하는 것이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음을 믿고 있다. 

  논의에 앞서 본 장에서 언급하는 경제개발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경제개발의 의미에는 첫째, 북한 경

제건설방향의 개편과 경제관리체제의 변화까지도 수용하고 있으며 

둘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접근 내지 개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발이 경제건설과 경제

발전의 의미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혼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경제개발(건설)의 과제와 

전략을 고찰한 후, 북한 경제개발이 어떤 전략 하에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 다음 북한 경제개발의 가능성과 경제개발

을 위한 개혁의 가능성을 예상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의 전

망을 본격적인 체제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경제개발전략의 변화

1.1. 경제개발전략의 목표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의 변화는 1997년 10월 8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통해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

대되고, 이어 1년이 채 못된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

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북한 사회주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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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보충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전

략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제시됨으로써 분명해졌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제

시했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의지는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에 장문의 정론인 ｢강성대국｣을 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

은 강성대국 건설이 “주체의 기치 밑에 전진해 온 혁명의 새로운 력

사적 단계의 필연적 요구이며 한없이 거창하고 광스러운 민족사

적 성업”이라고 전제하고 그 의미를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당당한 

자주적 주체가 되고 자주, 자립, 자위가 실현되어 그 어떤 지배와 예

속도 허용하지 않는 강대한 국가, 경제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봉우리에 우뚝 솟은 나라, 인민들의 자

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이 활짝 꽃피는 행복의 낙원…”27으로 나타내

었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은 ｢김정일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북

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

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김일성 사후 4년간 ｢고난의 행군｣에 대신

하는 새로운 정책 슬로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한은 경제건설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았

다. 북한은 경제건설을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언

급,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나라의 경제 전

반을 자기의 궤도 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

시키는 것”이 북한이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이라고 밝혔다.28 

27 ｢로동신문｣ 98년 9월 7일자에서는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

하면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강성 

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김정일의 사상과 도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28 1999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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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북한 경제건설의 궁극적 목표는 ｢자립민족 경제건설｣

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입장은 1998년 9월 17일자 ｢로동신문｣, ｢근

로자｣에 공동 게재된 논설29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30 본 논설

의 핵심 내용은 세계 경제 ‘일체화’31를 민족경제를 말살하기 위한 

‘반동공세’로 규정하고 그 결과가 아시아 여러 지역의 금융위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바, 경제의 세계화책동에 민족경제노선으로 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부터 북한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관

철했기 때문이므로 북한은 자기 실정에 맞는 자기식대로 경제발전

을 추진할 것이며, 기존의 노선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마

디로 본 논설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폐쇄 경제운용의 틀 속에서도 변

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 사업을 신축적으로 조직․전개하여 

실익을 실현하는, 다시 말해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아래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임

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지는 사회주의 개정 헌법 제26조에

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개념을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밑천’에

서 ‘조국의 융성번 을 위한 밑천’으로 바꿈으로써 ｢자립｣의 개념이 

정치 우선적 개념에서 실리지향적 개념으로 바꾸고 있는 데서 잘 나

타나고 있다.

29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로동신문․근로자 공

동논설｣ (1998. 9. 17).

30 본 논설이 기존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세계경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31 본문은 ‘일체화’를 ‘세계화’(globalization)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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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개발전략의 변화 배경

  강성대국은 문자 그대로 강하고 융성한 국가, 즉 군사적으로 강하

고 경제적으로 번 된 나라를 말한다. 그러나 ｢강성대국｣ 건설이라

는 경제정책의 외연적 목표 뒤에는 ｢먹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적 실

천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제시하고 있

으면서도 그것이 바로 ｢먹는 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음을 내비치

고 있는 것이다.32 이는 먹는 문제가 그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먹는 문제 해결을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배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데 

따른다. 

  경제개발의 전략을 강성대국의 건설에 두었을 당시 던 1998년 

FAO/WFP는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1997년의 266.3만 톤 보다 30% 

증가한 348.1만 톤으로 평가한 바 있다.33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된 

곡물생산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곡물생산량은 북한이 1999년 

최소로 필요로 하는 곡물 소요량의 8개월분에 지나지 않았다. 

  FAO/WFP가 제시했던 1일 1인당 458그램의 ‘최소요구량’은 이른

32 1999년 ｢공동사설｣은 ‘김정일 유일체제’를 강조,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과 경제 강국을 건설, 파탄 직전의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이 특징임. 

33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 (1998.11. 

12). 출처:www.fao.org/WAICENT/faoinfo/ economic/giews/english/alertes/ 

1998/Srdrk981.htm#E62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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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일제 말기에 한국인이 하루 평균 섭취했던 

460그램과 거의 차이가 없는 양이다. 전시체제에 가까운 상황에서 

대규모 기아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량에 불과하

다.34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당면했던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

각한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식량난에 따른 대규모 기아사태

는 지난 1995년-1998년 사이에 약 250만∼300만명의 북한 인구가 감

소한 것으로 북한 사회안전성의 내부 문건에 의해 확인되어 충격을 

던져주었다. 식량상황 뿐만 아니라 공업부문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

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던 것

이다. 

1.3. 경제개발전략의 변화 방향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변화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

주의 헌법을 개정(1998. 9. 5)하면서 경제관련 조항들을 변화된 경제

현실에 맞게 수정한데서 잘 나타나 있다. 1998년 사회주의 개정헌법

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기본틀을 고수하면서도 생산수단의 소

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경제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명문화 및 수

익성 적용, 대외무역의 국가감독권 폐지 및 특수경제지대 장려, 주

민에 대한 거주․여행의 자유부여 등 암묵적인 사적 경제활동을 현

실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1. 실리 추구형 사회주의 원칙 고수

  북한 경제개발전략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

34 하루 460그램의 곡물은 약 1,650kcal에 해당하는 양으로 성인이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2,130kcal의 75%로 신진대사만을 유지하는 데 필요

한 ‘기초대사량 1,350kcal보다 그리 높지 않은 양임. FAO/WFP, 앞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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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

는 이미 김정일이 1994년 11월 1일자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사

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새삼스럽

게 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다”고 언급, 개혁․개방에 

대한 반발을 보이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개혁․개방’ 바람

을 물리치는 유력한 방도는 경제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원

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5 그러면서도 북한은 “경제관리체

계와 우리 식대로 끊임없이 개선해 왔으며 지금도 개선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향후 경제정책면에서의 변화의지를 드러내고 있다.36 또한 

“경제사업에 실제적인 리익이 나게 하여야 한다.”거나 ‘변화된 환경

과 조건’에 맞는 경제사업의 추진과 ‘실제적인 리익 실현’ 등 실익을 

중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37 북한이 주체사상 원

리에 입각한 북한식 경제노선을 고수하면서도 ‘현실’과 ‘실리’에 입

35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1998. 9. 17).

36 개선의 불가피성은 북한 다른 공식 문건에서도 나타나는데, 주체경제

연구소 리기성 실장은 자립 경제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나라의 경

제 구조를 부단히 개선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

음.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현 시기 경제 운

 방향과 자립적 민족 경제 잠재력의 옳은 리용,” ｢경제연구｣ 제4호 

(1997); 전정호, “위대한 수령님의 시정 연설은 공화국 정권 활동의 일

관한 지침,” ｢민주조선｣ (1998. 9. 22) 참조.

37 이와 같은 이익 중시의 태도는 김정일이 기업의 생산 행태의 문제점

을 지적한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그는 공장․기업소에서 계획 수

행만 생각하고 이윤에 관심을 돌리지 않거나 전기와 원자재를 낭비하

는 경향 등을 문제 삼은 바 있음. 그는 이 같은 경향을 극복하자면 공

장․기업소에 이윤과제와 외화과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하 음. 김

정일,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 연구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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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1.3.2.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추구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을 비롯한 일련의 대내 경제 법․제도

적 개선은 북한이 나름대로의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추구해 나갈 것

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우선 헌법개정을 통해 북한은 정

무원을 내각으로 개편, 그 비중을 제고하고 부서를 통폐합, 부서장

들을 실질적인 기술관료들로 충원했다.  이는 이른 바 ‘북한식 시장

경제원리’의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이 내딛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 개정 당시 이미 북한의 시장경제요소 도입과 관련

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제품사이의 가격균형을 정확히 맞추고 제품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가격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의 상품가격은 계획가격이며 일단 제정된 가격은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며 통제적이다.38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와 가격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 정확한 계획

수행 실적의 평가, 합리적 경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큰 지

장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북한 

내 물자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제도권내 국정가격에 의한 정상

적인 유통은 위축되는 대신 암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기존 북

38 북한의 가격은 공장․기업소에서 작성․제출한 ‘가격제정신청서’를 해

당 가격제정기관인 중앙 및 지방의 가격제정위원회에서 심의 ․비준

하는 절차로 결정되고 있음. 상품에 투하된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

여 정하되, 정책적으로 대중 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정하고 기호품, 사

치품 등은 높게 정하고 있음.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평양, 사

화과학출판사, 1985), p.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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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가격체계 및 질서가 올바른 경제운용을 어렵게 할 정도로 문란

해지고 있음을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에 ｢국가가격

부서를 내오며 가격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발표 

50주년을 맞아 ｢당의 가격 일원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

서는 중요과업｣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가격통제의 강화를 강조

하면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관계, 제품의 질에 따라 값을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출 것은 낮추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

다.39 이와 같은 조치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자유화 조치와는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이기는 하나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가격체제를 정

상화하고 극심한 가격질서 문란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나름

대로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생산수단의 소유주체와 관련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는 점이

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구헌법에서는 국가, 협동단체, 개

인으로 규정했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가, 개인 외 사회협동단체로 

규정, 사회단체에 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상사들도 포함

시킴으로서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했다(개정헌법 제20조). 예를 들어 

종래에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국가만이 ｢농기구｣는 협동단체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헌법에서는 사회협동단체도 ｢농기계｣ 소유

를 가능하게 만들었다(제22조).40 이와 함께 국가 소유 대상과 관련

하여 ‘교통․운수’ 부문에서 ‘철도․항공 운수’로 한정시킴으로써 

이외의 도로 및 해상운수 부문을 국가의 배타적 소유 대상에서 제외

시켜 놓고 있다(제21조). 이는 도로 및 해상 운수분야에서의 건설 및 

39 ｢로동신문｣ (1996. 11. 25).

40 아울러 1992년 헌법에 명시된 ‘부림짐승’과 ‘건물’을 삭제한 것은 가

축, 주택,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적 소유 및 거래를 허용할 것임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장명봉, “북한 개정 헌법의 경제 조항 변화

의 고찰,”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8. 10),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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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업에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도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

다. 또한 종래에는 소비재의 개인소유 주체를 ｢근로자｣로 제한하

으나 개정헌법에는 ｢공민｣으로 규정, 소유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써 국가 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제24조) 

또한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소유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텃밭 

경작을 통한 이윤뿐만 아니라 농민시장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

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그동

안 암시장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개인소유에 속하는 물건들도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자율성과 채산성을 중시한 점이다. 개정 헌법은 기

업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강화,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 생산성 제고 및 품질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을 규정함으로써(제33조), 기업관리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다. 또한 공장․기업소의 지배인과 

기사장이 이 규정을 어기면 헌법 위반 사범이 될 수 있는 여지도 만

들어 놓았다.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제는 지배인과 기사장 등 경제 간

부들이 기업 관리에서 독립채산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 문항의 추가도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종래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장, 기업소

의 의사결정권이 포함된 독립채산제의 실시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경제관리에서 원가(cost), 가

격(price), 수익성(profitability) 등을 고려한다는 문항을 추가, 물량 위

주의 생산에서 채산성을 염두에 두는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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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고 있는 것도 관심을 촉발시키는 점이다(제33조). 

  넷째, 생산 기여도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적 인센

티브제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종래의 개인부업경리

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함께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로 추가 허용(제24조)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범위에서 개

인상업 등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물질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방

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의 개

선․강화를 들 수 있다. 분조관리제는 1965년 5월 김일성이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현지지도에서 ‘독창적으로 창시’하 다는 농촌

경리의 내부관리 형태로서 같은 해 11월15일-17일 개최된 조선노동

당 중앙위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식 채택되고, 이듬해인 

1966년부터 북한 전역의 협동농장에서 적용․시행되어 왔다.41 연간 

농업생산계획을 10∼25명으로 구성된 분조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분조원에 대한 분배는 연말에 생산실적에 따라 노동력 일수를 계산

해 확정하는 것이다. 분조관리제는 책임성 제고의 측면에서 인센티

브제도의 측면에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 으나 보다 많은 초과

분 할당을 의식한 생산실적 과대평가와 비현실적인 생산목표 설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1970년대 초반부터는 거의 유명무실화했다. 

1996년 3월부터 북한은 분조관리제를 다시 개선․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분조규모를 10∼25명에서 7∼8명으로 

축소하고 작업반 단위로 운 하던 ｢우대제｣를 분조에 직접 적용하

41 북한은 ‘협동경리’의 약점인 책임성과 노동의욕의 결여현상에 대한 대

책으로 1960년대부터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해 왔으나 보통 150여명

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은 규모가 커 효율적 통제나 독려가 어렵다는 

점에서 세분한 ‘분조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것임. 민족통일연구원, ｢계

간 북한동향｣ (1998. 3), p.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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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②생산계획을 하향조정하여 과거 실적을 감안한 현실적인 것으

로 바꾸었다.42 또한 ③초과생산분의 자유처분권을 인정하 다. 초과

분 자유처분권 인정은 분조원에게 할당되는 초과분에 대해 상거래 

등 자유처분을 허용한 것이 동 제도개선의 가장 큰 특징이며 그동안 

공식적인 식량거래를 금지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전환이

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분조관리제 강화조치가 종자나 비료 확보 등

이 협동농장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조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사회주의 농업 증산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제한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생산 의

욕이 고취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43

1.3.3. 대외개방의 모색

  북한 경제개발전략은 대외경제 차원에서 기존에 추구했던 노선에

서 벗어나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국제경제체제에의 참여를 통한 점

진적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이 대외 무역의 주체를 국가 독점에서 사회․협동

단체로 확대, 이들 단체들도 무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

42 최근 3년간의 평균수확고와 그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를 합하여 

다시 평균한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하 음. 예를 들어 1996년 생산계획

은 각 분조의 1993-95년 평균 수확고와 1993년 이전 10년간 평균 수

확고를 합쳐 둘로 나눈 양보다 약간 낮게(통상 10%) 책정함으로써 초

과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음. 

43 북한은 지난 1999년 2월 5일 중앙통신을 통해 총 6장 78조의 ｢농업법｣

을 채택하 다고 발표하 으나, 구체적 법조문 소개 없이 ｢농업법｣ 채

택 의의만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어 향후의 농업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는 어려우나 북한의 제반 농업관련 문제들을 총망라하여 법률로 체계

화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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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외 무역의 자유화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한 점이다. 이는 북한이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대외 접촉면

을 넓히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의미한다.  

  두 번째로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와 특수경제지역의 시장화

에 대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점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우선 자유

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합 ․합작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가했으며, 교역 대상국과 교역 품목의 확대를 위한 무역회사의 설

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나진․선봉 자유

경제무역지대에서 ‘외화바꾼돈표’ 사용을 폐지하고, 달러 환율의 조

정, 지대내 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적용 등의 경제특구의 시장화를 

위한 경제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동 지대에서는 일반화폐만이 사용

되며, 외화는 일반화폐와 직접 교환되며, 교환비율은 1달러 당 200

원으로 현실화했다. 그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

해 교환비율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나

진․선봉지대에서 취한 ‘외화와 바꾼돈표’ 폐지 및 환율조정, 기업

의 독립채산제 채택 등의 조치는 제한 지역에서나마 시장경제원리

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경제개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44 

  세 번째로 헌법개정을 통해 특수경제지대에서 각종 기업의 창

44 민족통일연구원, ｢계간 북한동향｣ 1997. 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97. 임강택은 1996년 6월부터 북한이 특수경제지대에서 추

진하고 있는 대외개방 프로그램을 ①법률과 규정 보완 ②유통통화의 

일원화와 환율의 현실화 ③개인기업의 설립 허용과 고 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도입 ④자유교역시장의 개설 ⑤개방지역 관리 담당 인재

육성 ⑥인프라 정비 및 신설 등 6개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

고서 98-1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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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운 을 장려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나진․선봉 특구 이외에도 

남포, 원산 보세가공무역지대,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에 경제특구

를 확대․운 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다. 

1.4. 새로운 경제개발전략으로서의 경제변화조치 동향

  2002년에 들어 북한은 두 가지 의미 있는 조치, 즉 대내개혁적 조

치로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대외개방적 조치로서 ｢신의주 특

별행정구｣ 조치를 단행했다. 그 외에도 대내개혁적 조치로서 인민생

활공채 발행(2003. 3. 27), 회계법 제정(2003. 3. 26)을, 대외개방적 조

치로서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과 기업창설운 규정(2003. 4. 24)과 

금강산지구개발규정과 기업창설운 규정(2003. 5. 12) 등을 제정했

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지만 북한이 스스로 경제적 개선, 더 나아가 경제개발전략상의 변화

를 지향하는 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다. 특히, 이 두 가지 조치

는 남한을 겨냥한 상대적인 조치가 아니라 자체 결정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타 대내 조치는 기존의 틀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두 조치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 핵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 시도는 수면 아래로 려났으며, 그 지속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다. 

1.4.1. 경제변화조치의 내용

가.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①국정가격의 현실화, ②임금의 대폭적

인 인상, ③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와 ④북한 ‘원’의 평가절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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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정가격의 현실화다. 식량배급제는 폐지하지 않았지만 배

급가격이 대폭 인상됐다. 쌀 1kg의 국정가격은 종전의 8전에서 44원

으로 550배, 옥수수 가격은 6전에서 24원으로 400배 인상됐다<표 

4-1>. 

  또한 평양의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은 종전 10전에서 2원으로 20

배 인상됐다. 평양∼청진간 철도요금도 종전 16원에서 590원으로 37

배 인상되었으며, 주택사용료도 지금까지 한 채에 5∼10원 정도 으

나, 이를 평당미터(㎡) 당 15전에서 월 6∼15원으로 인상, 웬만한 집 

한 채의 사용료가 몇백 원이 되었으며, 가전제품도 10∼15원의 세금

이 붙게 되었다. 

  둘째,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

전 85원에서 110원 사이 던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외무역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월급은 150원에

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광산노동자의 경우에는 무려 4,000원

까지 인상됐다. 이와 같은 임금인상과 동시에 북한은 임금의 직업별 

기업소별 지역별 그리고 성과급에 따른 차등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와 경제계획의 부분적 분권화

다. 이를 위한 보조적 조치로서 북한은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

고, 종전 1:2.2 던 대미 환율을 1:150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을 비

롯하여, 기업에게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하고, 종전의 독립채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조치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①생산성 제고에 두면서 ②생산물

의 암시장 유출 억제, ②국가경제부문의 정상화, ③개별 경쟁체제 

확립과 기업의 자율성 강화 및 ④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주의 헌법개정(1998. 10) 이후 북한

은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산업의 현대적 개건, 경제관리체제의 분권

화 및 채산성 강조 등 경제전반의 현대화와 효율화에 두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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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관리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자원의 부족, 농민

시장부문의 병존에 따른 국정가격의 의미퇴색, 이로 인한 국가기강

표 4-1.  주요물가 인상 내용

품 목 종전가격 인상가격 인상폭

쌀(kg)

옥수수(kg)

돼지고기(kg)

계란(개)

냉면(그릇)

세수비누(개)

선풍기(개)

시내버스․지하철요금

철도요금(평양-청진)

전기사용료(kWh)

주택사용료(㎡)

송도유원지(입장료)

8전 

6전

7원

17전

10원

2원

100원

10전

16원

3.3전

15전

3원

44원

24원

180원

8원

150∼200원

10원

2,000원

2원

590원

2.1원

월6∼15원

50원

550배

400배

26배

47배

15∼20배

5배

20배

20배

37배

66배

40∼100배

17배

자료: 필자 취합 정리.

표 4-2.  주요 부문 임금인상 내용

구 분 인상전(월급) 인상후(월급) 인상폭

일반노동자․사무원

광산․탄광근로자

대학교수

일반교원

의사

군인․특수기관요원

당일꾼

기자․방송원

85∼110원

130∼140원

200원

120원

80∼150원

150원∼250원

170원

150∼200원

1,800원∼2,000원

3,000∼4,000원

4,000원∼5,000원

2,880원

1,200원∼2,250원

1,500∼2,500원

850원

4,500∼6,000원

18∼21배

23∼29배

20∼25배

24배

15배

10배

5배

30배

자료: 필자 취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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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이로 자원분배가 경제계획적 기능을 따르지 못하고, 생산 및 

관리단계에서 임의적 처분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 등에서 생산물의 절취행위가 만연했다. 이와 함께 기초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낮은 국정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데 따른 희소물자

의 낭비와 저효율적 생산체제가 유지됨으로써 부정과 부패, 국가부

문에서의 노동의욕 저하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생산물 가격을 

암시장 수준으로 인상시킴으로써 ①기업과 농장 생산물의 암시장 

유출을 억제, 국가경제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②생산물의 

국가 납부 의욕을 증대시키고, ③비합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고정

된 국가공급 기초생필품과 용역의 가격을 현실화시킴으로써 물자의 

낭비를 억제하는 한편, ④국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⑤임금을 실

질 생계비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인상시킴으로써 국가복무규율을 준

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스스로도 본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명목상으로 “나라가 인민

들의 식의주 문제를 책임적으로 보장”했다고 하면서 모든 재화의 가

격이 공짜는 아니었지만 “그 값이 너무 눅어서 인민들 속에서 공짜

나 같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무상에 가깝던 식량 

등의 가격을 암시장 가격수준으로 올리고 동시에 노동자 임금도 2

0∼30배 정도 차등 인상하면 “생산자들의 노동의욕이 높아져 나라

의 경제를 빨리 추켜세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45 이렇게 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고살기 더욱 힘들게 될 것”이며, 공장이나 

기업소도 국가가 세운 경제계획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집행하고,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계획을 초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46 

45 조선신보, 2002. 7. 26.

46 2003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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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북한은 지난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했다. 총 6장 101조로 구

성된 ｢신의주 특별행정구기본법｣를 보면 북한이 신의주 지역을 기

존의 라진․선봉 경제특구와는 전혀 다른 특별지구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의주 행정특구 지정 조치에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의 독자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고 있다. 행정특구 장관은 행정부 성원, 구검찰소 소장 

등을 임명․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특구에 대한 직접

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앙은 장관을 임명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간접적인 권력행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특구 운 을 위해 자체적인 개

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여권 발급권 등의 독자성을 부여하

고 있으며, 독자적 구장․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각이나 

중앙기관의 직접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신문․잡지와 같

은 정기간행물과 체신․방송망을 자체 발행․운 할 수 있으며,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은 성별이나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 및 지식

정도와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으며, 언론․출판, 집회․

시위, 파업의 자유와 함께 구내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개방구 개발 방식

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52년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

한 및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환경을 보장하고 있으며, 행정특구에서

는 개인의 재산과 상속권을 보장받음은 물론, 그것을 국가소유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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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자체 화폐정책이 추진되며 외

화의 반출입에도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신의

주 지역을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

광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셋째, 신의주 행정특구는 운 의 성격상 중국의 홍콩, 심천, 상해 

등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 지역의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원용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표 4-3>.

표 4-3.  북한․중국 경제특구 비교

구분
북   한 중   국

신의주 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홍콩 특별행정구 심천(深圳) 경제특구

위치 평북 북동부 중국접경 함북 북동부 러시아 접경 중국 대륙 남동부 홍콩 인근 광둥성

인구 34만명 30만명 6백78만2천여명 7백만8천여명

면적 1백32㎢ 7백46㎢ 1천91㎢ 3백91.7㎢

지정일 2002년 9월 1991년 12월 1997년 7월 1980년 8월

법적

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정무원 결정 84호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

정치

제도

-입법․사법․행정권 보장

-토지 임대기간 50년 보

장, 자체적인 여권 발급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장

관이 자율적으로 통치

-무역성과 나선시 인민

 위원회가 통치하는 중앙

정부 소속 행정기관

-중앙정부 직접 통제속에

 외국자본 유치 노력

-일국양제(一國兩制, 중

국의 사회주의 속에 자본

주의 인정), 입법․사법․

행정 자율권 보장

-임기5년의 행정장관이 

독자적으로 도

-정치적 독자권 소유

-중국 정부와 광둥성

 지방정부 소속

-정치적 독자권 없음

경제적

위치

-서해에 인접, 중국 교역

에 유리

-금융․유통․첨단과학

기술․서비스산업 예상

-동해에 인접, 러시아 교

역에 유리

-화학․철강 등 중공업 

중심

-무역․가공산업․금융 

중심지

-의류, 전기기기 및 부품, 

통신․음향 기기 중심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

1위 (2001년 기준)

-외국자본 및 기술 유치

를 위한 수출 산업단지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

8위 

-전자․방직․경공업․

기계산업중심

자료: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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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

치(중앙직속기관 설정, 외교권 제외, 50년 기한 설정 등)하고 있으며,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해 

온 상해 푸동(上海 浦東)과도 유사한 개발 모델을 취하고 있다. 또한 

단동을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

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堔圳) 특구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북한이 중국식 개방과 개혁을 따르려는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에 의한 자본주의 도시국가로의 육성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홍콩과, 발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반 없

이, 특별행정구로 신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천이나 상해하고

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은 대내적 경제변화조치인 ｢7･1경

제관리조치｣의 대외적 조치 차원에서 ①단동을 배후지로 하는 북․

중 접경무역의 활성화와 ②단동의 생산배후기지 역할 및 ③외자유

지, 수출촉진, IT기술도입 창구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지

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

제개발을 위한 대외경제 차원의 개방조치(차관 및 합 법, 라진․선

봉 특구조치 등)가 모두 실패했으며, 김정일의 중국 상해 방문(2001. 

1)에 따른 중국으로부터 ‘충격’이 신의주 행정특구 지정과 같은 획

기적 대외경제조치를 취한 동기 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신의

주 특별 행정구 개발과 관련 초대 장관 양빈은 랴오닝(遼寧)성 고급

인민법정에서 사기와 농지 불법전용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아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있다. 양빈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신의주

가 부상할 경우 동북 3성에 대한 투자감소를 우려하고, 동북3성과의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석된다. 이에 북한은 신의

주 특구개발에 미련을 두고 후임 ｢계승해｣ 내각참사로 하여금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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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행정특구 대외업무를 맡겨놓고 있다.47 이와 함께 홍콩주재 총

사관도 “신의주 특구 준비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곧 새로운 돌파구

가 열릴 것”으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1.4.2. 경제변화조치의 의미와 평가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를 통해 임금 현실화와 노력정도와 

연계된 차별적 임금의 지급이 전제될 경우, 북한내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별 경쟁체제가 기존 

생산체제의 무사안일주의를 극복, 노력동원의 효율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나 사상교양, 집단생활, 인간개조사업

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데서 발전하여, 화폐 및 

물질적 인센티브제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주 지역을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제적 차원의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개발, 부족한 물

자공급 문제해결과 고용창출을 통한 임금소득을 확보, 전력 및 공업

용수 제공을 통한 사용료 징수, 노동력 훈련 및 기술습득 의도는 상

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실질적인 생산증가와 소득

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 즉 ①자율적 임금

결정체계, ②임금의 차등지급이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는 임금구

조, ③기업 자체적인 책임자율경 (생산품목, 생산량, 판매방법 등), 

④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비롯한 전력공급 등 생산환경의 질적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생산분야에서의 시장경

제조치로 연결시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47 중앙일보 200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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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조치｣를 통해 모든 가격을 원래 가치대로 계산하 다고는 하나, 

이것은 실제 가치가 반 된 계획가격일 뿐,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스스로도 “로임과 전반 가격의 인상은 사

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단행된 조치”로서 “경제활동이 화폐에 의한 

유통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도 그것은 생산수단의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48되며, 가격이 철저히 중앙

과 지방행정단위들에서 조절되는 체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장

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 되는 일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신의주 행정특구도 ①북한 경제의 질적 전환을 위한 사상적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으며, ②중국의 비협조적 태도, ③개성공단을 

선호하는 남한 기업의 비적극적 태도를 비롯, ④선적․하역․수송할 

수 있는 항만과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의 부족 측면에서 해외

투자의 진출 가능성도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의주 행정

특구의 개발은 중국의 입장과 북한 핵문제, 특구장관의 임명 등의 

현안 문제가 해소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1.5. 새로운 경제개발전략의 특징

  앞서 언급한 북한 경제변화조치와 관련, 북한이 보이고 있는 새로

운 경제개발전략의 특징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5.1. 과학기술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경제개발 전략상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단번에 도달하려는 것

이다. 

  북한이 새로운 경제개발전략으로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제시하고 

48 조선신보, 200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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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199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99년 11월 북한은 전

자공업성을 신설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21세기를 정보산

업시대, 첨단과학기술을 컴퓨터 산업으로 등식화하면서 인민경제 모

든 부문의 정보화가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

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하나로 과

학기술을 설정했다. 더 나아가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방식을 “주체의 

과학정치”로 표현49하면서 “과학기술 없이는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없으며 과학은 단순한 기술수준이 아니라 조국의 운명과 강성대국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50 북한의 

과학중시노선은 강성대국의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

학기술에 의해 풀어나가야 하며, 붉은기 혁명철학의 준수와 북한 경

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당면 현실에 비롯된다.51 

  IT산업의 육성은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중심고리로 강조

되고 있다. 북한이 IT산업을 핵심적 전략산업이자 강성대국 건설전략

의 중심고리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IT산업 중 소프트

웨어 부문의 발전을 통해 침체된 북한의 산업을 회복․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IT산업 분야 중 하드웨어 

부문에 비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않으며, 개발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서방국가로부터의 기술도입도 그다지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적은 자본으로 단기간 내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세기형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으로는 다른 국가들을 추격발전하

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채택된 경제개발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뿐만 아니라 IT산업육성은 사실 북한이 의도하는 체제개혁 없는 개

49 조선중앙방송, 정론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 2001. 5. 19.

50 조선중앙방송, “과학기술 중시의 현명한 도” 2001. 3. 3. 

51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pp.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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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략에도 부합된다. IT산업은 거대한 공단시설이 필요 없으며 사상

성 좋고 훈련이 잘 된 엘리트 계층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자신도 IT산업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회복 차원의 전략이 아

닌 도약을 이루는 전략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

한은 “경제를 추겨 세워도 종전의 수준으로가 아니라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여 그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오물쪼물 뜯어 맞추고 남의 

꼬리를 따라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세계 최상의 것을 큼직큼

직하게 들여앉히자는 것이 우리의 배심이다… 우리의 단번 도약의 

본 때를 이미 맛보았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의 탄생도 그것이

었고, 토지정리의 천지개벽도 그것이었다. 고난의 시기 여기 저기서 

일어선 멋쟁이 공장들도 그것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52

  IT 산업 중 소프트웨어 산업개발을 통해 북한경제의 성장을 도모

하기 위해 북한은 각종 과학기술 전시회, 정보화 연구토론회, 언론선

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IT산업의 중요성 부각하고 있다. 2001년부터

는 전 산업에 걸친 기술개건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술개건이란 공

장․기업소들을 새로운 현대적 기술로 장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노후설비의 보수․정비․교체와 생산공정의 자동화(현대화)도 포함

된다. 북한은 기술개건을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표현하고 있다.53 북한은 모든 생산공정이 컴

퓨터에 의해 조작되는 최신설비를 갖춘 본보기 공장을 각 지역별로 

건설하고, 이 경험을 인근 공장들이 따라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

개건사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는 각 성․중앙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기술개건 사업계획｣을 수

립․제시하고 있으며,54 “모든 공장․기업소들의 실정을 해부학적으

52 ｢로동신문｣, “정론: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 2001. 1. 7.

53 200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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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토하여 기술 개건 대상을 선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할 대상들과 자체적으로 기술개건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진해야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55

  기술개건사업의 주요 대상 및 내용으로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해 

주력해야할 선행산업 분야를 전력 → 석탄 → 금속 → 철도운수 순

으로 설정하고,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 등 경공업 생산증대를 강조

하고 있다.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장․기업소는 규모 면

에서 연합기업소 등 대규모 공장․기업소들이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규모 공장․기업소에 기술인력이 상대적으로 풍

부하며, 대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등 각종 기술개건 관련 

설비가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기술개건사업은 북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술개건 사업이 기존 

설비의 개․보수로부터 추진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인 현

대화 및 정보화를 겨냥하고 있는 점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개건 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 

현대화, 설비 대체, 과학기술 중시와 함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시설

이나 기업을 과감히 폐기시키는 효율성을 창출해 낼 수도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에너지 부문과 IT산업을 제외

한 기타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개건사업 완성도는 떨어지고 있는 바, 

이는 북한경제 전반에서 균형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현대화된 ｢본보기 공장｣의 경험을 인근 공장․

기업소에서 따라 배우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각 및 지방행정기관을 

54 ｢로동신문｣, 2001. 2. 1.

55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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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부문별, 지역별로 기술개건사업을 계속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IT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의 단번도약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S/W 등 일부 비교우위분야를 

주된 외화획득원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각 

산업의 생산자동화를 통해 당면 경제난을 타개하고, IT산업을 강성

대국 건설을 위한 역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IT산업을 통한 경제난 타개라는 ‘단번 도약’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통제완화 등과 같은 정책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 기술개건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한계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주력하고 공장․기업소의 기술적 개

건,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공장 자동화는 자동화 이전의 문제, 즉 자

동화보다 더 기본적인 사회주의 기업운 체계라는 문제가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인터넷을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자본주

의 사상의 침투 통로라고 보고 일반 주민들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

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 당국이 인터넷 개방

보다는 북한 내부의 인트라넷을 통해 정부 기관, 연구소, 공장 사이

를 연결시켜 정보수집․전달의 효율성 제고에 힘을 쏟는 것도 바로 

체제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화․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핵심부품이나 완제품을 일본, 러시아 등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56 컴퓨터의 핵심부품 중 극히 일부만 국산

56 북한에서 현재 군사부문이 갖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부문이 대략 

13만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중 386급이 

10만대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486급은 3만대, 586급 이상은 500대 

미만인 것으로 보임. PC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나마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가능이 매우 제한적인 구형제품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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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는 등 하드웨어 생산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한국을 비

롯한 외국으로부터 IT 관련 설비를 수입하거나 반입함에 있어서도 

큰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6년에 회원국으로 가

입한 바세나르 협정(종전의 COCOM)이라는 국제협약에 기초, 486급 

이상의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전자장비․통

신 등의 전략물자를 대북 반출 제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은 대북 경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부품이나 서비스가 10% 이

상 포함된 이중용도 제품의 대북 반출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개건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보

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①열악한 통신 인프라와 

②정보기술장비의 절대적인 부족을 해소하고, ③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와 ④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 제한 제도 등이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건을 위한 종합적 계획과 추진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여기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확실

한 방향 설정과 함께, 기술개건이 경제의 운 기제의 전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5.2. 국외-특구-본토와의 연결 

  새로운 경제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한 신의주 행정특구의 개발

이나 개성공업지구건설 및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 등은 앞서 언급한 

대외경제 차원의 경제개발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향이 강하다. 신의주특구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는 라진․선

봉경제특구와는 달리 국외지역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는 남한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신의주 지구는 단둥과 함께 북․중합작특구의 건설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신의주 행정특구는 중국 화교자본유치, 경의선 연결시 물류

기지 활용 등 지정학 및 전략적 고려에서 지정된 경향이 강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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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동북아 물류기지 및 중국 단둥의 생산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신의주는 현재 단둥을 배후지로 하여 북․중 접경무역 전

체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신의주 행정특구는 주로 중국으로

부터의 외자 유치, 수출촉진, IT기술도입 등을 통한 외화획득 및 선

진 과학기술 도입창구로서 기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

과 금강산지역을 비롯한 신의주 지역은 상품 및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이동경로가 ｢국제사회 ↔ 개성․금강산․신의주특구 ↔ 북

한내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기초하여 

운 되는 ‘경제개방의 완충지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들 지역은 국제차원의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북한 내 부족한 물자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임금소득, 전력 및 공업용수 제공을 통한 사용료 

징수, 노동력 훈련 및 기술습득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외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새

로운 경제개발전략은 국외-특구-본토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전략은 북한 내부에서 동원 가능한 자본

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체제불안에 따른 개방상의 제

약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전면적 개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지적 창구를 지

정,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본토와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려는 고

려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57 따라서 특구는 경제적․지리

57 김 훈 등(2003)도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특구

라는 ‘섬’의 시장경제와 ‘본토’지역의 계획경제 병행 발전을 추구하는 

‘북한식 경제발전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훈, 권태

진, 지인배, ｢북한 특구 농업개발 방향과 협력 과제｣, 연구보고서 

R4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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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지를 감안하여 특구마다 특성화된 기능을 가지고 외국자본의 

유치창구 역할을 하고, 본토는 분권형 계획경제 체제를 정착․효율

화시켜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수출 기지화하여 외화획득을 추진

하는 것이다.

  북한은 특구의 제도적 측면에서 신의주 행정특구나 개성 및 금강산 

지구와 같이 파격적인 외국자본유치 조건들을 선보이고 있다. 지역 

면에서도 기존의 라진․선봉지대와는 달리 국외와 북한 본토와 긴

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투자유치가 효율적인 곳을 선택하고 있

다. 행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먼저 특구 내 시장질서가 강하게 통

용될 수 있도록 조처함으로써 특구와 본토를 차단시키는 의도를 내보

이고 있다. 이는 보다 강력한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차원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구의 행정과 관리에 외부인을 참여시킴

으로써 특구의 공개적인 운 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는 전문가에 의

한 특구 운 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국외-특구․본토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특구 내 수출산업의 육성이다.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해외로부터의 투자자본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

다. 특구에는 현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 노동력을 고용한 수출산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외의 자본의 북한 진출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수출 및 위탁가공업의 증대시켜, 투자국 및 제3국으로

의 수출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 내수시장이 성장할 경우, 특구가 본

토의 수출거점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로부터의 북한 특구 내 투자가 북한 내 산업과의 연관

효과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전략모색이다. 투자효과는 소득창출, 

생산설비 증대 등의 효과로 나타나는데, 북한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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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토와 특구와의 연관효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 

즉 ①특구건설에 요구되는 원자재 및 단순 노동력의 조달, ②특구 

내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생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 ③원자재 

및 중간재의 조달 과정을 거쳐 ④부품 및 생산설비의 조달을 통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특구가 본토 개방의 사전적 단계로서 역할이 가능할 수 있

는 제반조치의 선택이다. 국정가격과 임금을 실물가격에 일치시키는 

조치와 함께 환율의 현실화, 지방행정단위나 기업소의 권한 강화, 

독립채산제와 원가개념의 도입 등 기업 경 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 연관효과가 강한 산업과 지역적인 연계를 이룬다면 

신의주는 섬유, 전자산업과 관련된 원자재, 개성은 대남한 수출과 

관련된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에 대한 원자재 조달과 금강산 지

구와 함께 관광산업을 지원할 건설 분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58

2. 경제개발전략과 북한의 변화 전망

2.1.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2.1.1. 체제 변화의 대북한 적용

  북한의 변화를 얘기할 때,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만 논점이 확실해 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경

58 정연호, “북한의 경제운용 방식 전환에 따른 경제개발 방향과 전망,”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 방향｣, 2003년 3

월 11일 국제세미나 발표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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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료에 대한 자본주의 교육, 일부 시장경제의 도입(개인소유인정, 

통행의 자유허용 등), 남북교류협력에의 적극적 자세, 금강산 개방 

등의 사례에서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북한의 

변화는 단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변화일 뿐,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변화불가피론’에 접근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장

기적으로 볼 때 북한 사회의 변화(자본주의 시장으로의 편입 및 개

방 등)는 그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언급하는 북한의 변화와 변화를 향한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현실과 사회현실이 북한 정권

의 인위적인 붕괴과정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 정치․경제체제

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체제전환과 맥을 같이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지표는 코르나이나 라빈에서 찾을 수 있다.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을 첫째,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 지배에 의한 권력구조와 국가소유권 및 관료적 조정 메

카니즘 중 한 가지 이상이 바뀌는 변화가 따라야 하며 둘째, 그와 

같은 변화가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소멸시킬 만큼 급진적일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개혁이라고 강

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데올로기

나 권력구조, 소유권구조, 관료적 통제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며, 그 진행속도는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변화가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을 통한 내적 

개혁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체제 전반에 걸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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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라빈(M. Lavigne)은 개혁의 성격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

인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one party), 단일한 국가소유제(one property), 

중앙의 단일계획(one plan)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정하는 작업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개혁작업은 

첫째, 공산당 통제완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분권화 둘째, 국가소유 

독점 완화를 통한 소유제도의 다양화 셋째, 시장적 요소 도입을 통

한 정부의 계획과 시장의 조화라는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개혁이라는 시각에서 체제

전환 이전의 개혁과 체제전환적 개혁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체

제전환 이전의 개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원칙이나 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요소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는 개혁의 범주가 아닌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는 이와 같은 체제개선은 변화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개선만으로는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파산상태를 면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을 겪은 중국이나 베트

남, 동유럽의 국가 모두도 체제전환적 개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2.2. 북한 체제변화의 가능성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한 내외부의 

움직임으로 볼 때, 경제개발에 대한 개혁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의 대북 정책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

고 현재와 같은 남북한간의 경제관계가 지속․증대된다면 북한의 

장래에 일정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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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대북한 향력은 북한의 무역규모와 외부 자본유치, 대북 지

원 등, 경제 각 분야에서 대남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2년 

북한의 대외지원 의존도는 남한이 1위로 국제사회 지원총액 3억9천

만달러 중 남한이 전체의 33%인 1억3천만 달러(정부차원 지원분 8

천만 달러와 대북지원 민간단체 5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그 다

음으로 미국 6천만 달러, 유럽연합(EU) 932만 달러, 중국 492만 달

러 순이었다. 또한 2002년 북한의 식량 도입량 120여만 톤 중 남한

의 공급량은 50만 톤으로 북한의 최대식량 도입국인 중국의 26만 톤

을 상회했으며, 비료 도입량 55만 톤 중 남한 지원분은  30만 톤으

로 중국 15만 톤, EU의 10만 톤보다 많았다. 

  북한 총무역 규모도 1991년 28억3천만 달러에서 2002년 29억 달

러로 거의 증가되지 않았으나, 남북교역액은 1991년 1억1천만 달러

에서 2002년 6억4천만 달러로 연평균 5% 이상씩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2002년 대북한 교역량이 7억4천만 달러로 남한의 6억4천만 달

러를 윗돌아 대북 향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대

일 무역구성비는 17.0%에서 12.7%로 감소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의존도는 지난 11년간 총교역량 중 남북 교역 비중이 연평균 22%, 

지난 8년간 전세계 대북지원중 남한의 비중이 연평균 28%를 차지했

고 남한이 최대 대북 투자국으로 떠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버금가는 대북 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1991년 이후 자본유치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무역외 

수입규모는 경협투자 9억6천만 달러, 금강산 관광대가 4억 달러, 사

회문화교류 6천만 달러 등 총 14억2천만 달러로 연평균 1억2천만 달

러에 달해 남한이 최대 대북 투자국이 되었다. 반면,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는 최근 조직  결속력약화로 송금액이 연 5천만 달러 수준

을 밑돌고 있다. 

  두 번째로 내부지향적 발전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경제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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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적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체제 자체의 존속

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개발전략은 앞서 언급하 듯이 ‘자주적

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로 가능한 단기간에 자력갱생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식 수입대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서방국가들로부터 대규모 차관도입

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1980년대 합

법을 시행, 외국인합작투자를 장려하 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나

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설치, 제한적 대외개방을 표방했다. 그렇지

만 1993년 12월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

정한 바 있다. 이후 완충기의 경제정책으로 북한은 농업․경공업․

무역 등 ‘3대제일주의’를 채택했으나, 경제난 극복에는 실패했다. 여

기에는 ①내부자원의 고갈로 투자여력 부족, ②체제안보에 대한 불

안감으로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분야에 대한 재원의 우선 

배분, ③개혁․개방 정책의 미진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북한은 경제관리 운용체제의 개선미비에 따른 저효율

성의 심화, 가용자원의 고갈 및 폐쇄적인 대외경제관계로 재원유입

의 한계,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 우선 투자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 등으로 경제의 축소재생산과 빈곤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을 통해 공식경제의 정상

화를 최우선과제로 설정, 내부통제력 강화를 통한 계획경제체제의 

회복을 추진하고, ‘중공업 우선 정책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의 

고수,’ 군사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와 대외개방에 대한 거부 방

침 천명하는 한편,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낙후한 경제력을 회복하려

는 의도로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중시사상’을 강조했으나, 이를 뒷받

침할 자본과 기술이 해외로부터 이전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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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북한은 다시 새로운 경제발전전

략을 수립,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첨단정보기술산업의 육성, 기술혁

신 등을 지향하고 있다. ｢주체의 과학정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

서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는 점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준비작업

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협

력의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이익을 확보하

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도 사실 일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1998년 9월 5

일)에서 기존의 헌법 수정,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국방위원

회의권한 강화, 정무원을 내각으로 교체하고, 생산수단의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경제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명문화 및 수익성 적

용, 대외무역의 국가감독권 폐지 및 특수경제지대 장려, 주민에 대

한 거주․여행의 자유 부여했다. 더 나아가 생산활동의 정상화와 과

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의 하나로 강조,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경제부흥을 역설, 내

각의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예산 수납체제’의 변화59와 내각 산

59 개별기업소가 중심이 됐던 지역별 예산수납체제가 내각의 성․관리국

이 직접 자기부문의 예산수납을 주도하는 부문별 수납체제로 개편. 이 

체제하에서는 생산부문의 성․관리국이 산하 기업소에서 거둬들인 수

입금 중에서 일정부문을 자체 지출분으로 충당한 뒤 나머지를 재정성

에 납부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에 내각은 예산수납계획만을 작

성1하달하면, 기업소가 재정성에 예산을 직접 납부하던 것에서 내각의 

기관들이 예산을 거둬들여 일부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국

가에 납부하도록 바뀐 것임. 이로써 내각의 경제부문이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경제계획의 수행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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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연합회사 설치 추진했다. 또한 경공업부문에 대한 관심 확대하고 

경공업부문의 김정일 현지지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추진하고 신의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업특구지정 등을 

대외개방 지역으로 선포, 외부와의 경제적 접촉 및 관계개선에 주력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여년에 걸친 경제침체를 거치

면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나 

북한 자체적으로 경제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

다. 더구나 핵문제로 인한 대외로부터의 경제 봉쇄적 상황은 개혁과 

개방의 의도를 외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3.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전망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미루어 경제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변

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과정

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나타난 체제의 상징적 변화(symbolic 

change)다. 본 과정에서는 부분적, 제한적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다. 

북한 체제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으나 제한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변화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

여주는 과정이다.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부 지원 및 자금․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식량 및 생필품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다. 북한은 이미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것

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과정은 북한이 현재 그 시발점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 “의미 있는 변화(significant change)”의 단계다. 즉, 변화의 범위가 

확대되고 변화의 방향성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단계

에서는 새로운 경제정책과 경제발전의 정책노선이 제시되고, 변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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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확대되는가 하면,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이 방향성을 띠면서 변

화의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의 범위 확대에 따른 새로

운 논리도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결정권의 분권화 현상이 나타

나고 시장경제요소의 도입과 사적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한편, 그 범

위도 확대되며 대외협력관계도 크게 강화된다. 즉 체제내의 변화

(change within the system)에서 체제의 변화(change of the system)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세 번째 과정은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가 이루어지는 단

계다. 개혁․개방의 전면화,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과거로 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인 변화가 진행되고 체제변화 내지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이데올로기의 재해석이 시도되고 전면

적 대외개방과 개혁, 계획기능을 시장기능으로 대체하는 차원에서의 

가격자유화, 사유재산제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행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번째 과정이후 나타날 변화에 대해 언

급하고자 한다. 

2.3.1. 제1단계: 경제개발과 북한의 체제 내적 변화의 확대

  현재 북한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과정인 “의미 있는 변화 단계”

의 시발점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

은 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7･1경제조치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

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그동안 크게 기피해 왔던 ｢경제개혁｣, ｢시장｣ 

등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용

어 사용을 시장경제의 도입이 아니라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중시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

후 나타나는 현상은 시장 기능이 크게 가미되고 있는 형태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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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상업유통부

문의 구조를 개선, 농․공산품의 수매가격을 농민시장 등에서 거래되

는 실제가격에 근접시켜 국가에 의한 상품공급체계와 기능을 회복․

확립하려고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곡물과 공산

품이 국가상업망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확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2002년 9월경부터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허용했고, 12월경부터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

면 허용했다.60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2003년 3월 농민시장을 공산

품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했다.61 다시 말해 시장기능

을 오히려 상업유통부문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을 전환,62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63 시장을 경제개혁과 연결하는 의도를 내보이

60 북한이 종합시장을 설치하고 공산품 유통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2003

년 4월 10일자 ｢조선신보｣와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알려

졌음. 그러나 어떻게 시장에서 공산품이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

지지 않음. 

61 이런 점에서 볼 때 종합시장은 장마당 축소 및 국가유통체계 정상화 

조치가 실패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종합시

장은 그 운  면에서 볼 때, 북한이 기존의 관료적 조정을 포기한 것

은 아니지만 시장기능을 오히려 확대․인정하는 차원의 조치라는 의

미를 띠고 있다고 봄. 그러나 농민시장의 종합시장 개편이라는 변화만

으로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경제관

리․운 체계를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는 시도라고 할 것임.

62 “시장도 상품유통의 한 형태”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하지만 시장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조선신보｣, 2003. 6. 16.

63 “나라에서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양에서도 구역마다 있는 ‘농민시장’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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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점이다.64 2003년 3월말부터 평양의 구역마다 있는 ‘농민시

장’은 시장으로 불리어지고 농산물만이 아닌 각종 공업제품이 ‘종합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시장’에 대해 북한은 기존

의 농민시장과는 다르게 차원에서접근, 시장육성의 의지를 담고 있

다. 북한 당국 스스로도 기업으로 하여금 ‘종합시장’에 더 많은 물자

를 공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기업에 대해 북한은 

종합시장 점포를 추첨으로 배정해 합 ․합작 무역기업의 직매점을 

설치하게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종합시장의 ‘시장 사

용료’를 판매량에 따라 정확히 받는 등, 시장의 기능을 활용, 재정수

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65 종합시장이 

기업의 잉여생산물을 내다 파는 차원의 단순 시장의 차원이 아닌,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집체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66 종합시장은 평양의 중심거리

에 간이 판매대, 상품진열장, 호프집 등의 출현과 함께 대형 마트식 

형태로 조성되면서 북한 상업유통의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67 ｢매대판매업｣ 또한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실

리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방식을 혁신하려는 

경제운 의 일면을 내보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매대 판매는 공

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농산물만이 아니라 각종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이름을 고친 셈이다” ｢조선신보｣, 2003. 4. 1.

64 “종합시장의 창설이 보여주듯이 대담하고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

는 것이 조선의 경제개혁의 특징” ｢조선신보｣, 2003. 6. 16 및 “시장운

이 처음인 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전문가 양성, 경험도입을 비롯한 

협조를 가능한 한 받으려고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03. 6. 10.

65 ｢중앙일보｣, 2003. 6. 26.

66 통일부 내부자료, ｢금년도 농민시장 운 변화 동향｣, 2003.

67 ｢연합뉴스｣, 2003.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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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판매망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판매방식에서 탈피, 원재료 확보에

서부터 판매까지를 일관화하여 이윤창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판매이

익의 일부를 당국에 납부하고 잔여 이익금은 개인 몫으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유통시장의 통화량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북

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환수

된 자금을 경제발전에 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제개혁조

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데 대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68 통화

량을 환수하는 한편, 물가와 임금의 인상으로 화폐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000원권 등 고액권을 유통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는 

500원이 최고액권이었다. 여기에다 은행이 분기마다 내각의 비준을 

받으며 현금유통 및 대부계획을 확립, 현금의 유출입량을 조정함으

로써 물가를 통화량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69 대외

적으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대외결제수단을 달러화에서 유로화

로 변경하고 자국 내에서의 달러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

러나 환전소에서는 미 달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조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평양시 각 구역에 외화교환을 전담하는 ‘협동거래소’가 운 되

고 있다. 협동거래소는 1달러를 암시장가격인 890∼960원으로 거래

하고 있어 민간이 소지하고 있는 외화를 동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70 북한의 인민생활공채발행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만연

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환수된 자금을 경제발전에 투입하기 위

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함에 대하여-내각홍보,” 

｢로동신문｣ 2003. 3. 29.

69 조선신보와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과의 인터뷰. ｢중앙일보｣, 

2003. 4. 2.

70 ｢연합뉴스｣, 200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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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로 평가된다. 즉,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자 공채를 발행, 통화량을 환수하려는 의도로 자본주의 경제

학 교과서의 화폐경제이론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가격 적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이다. 종래에는 북한 당국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7･1조

치 이후 국가가 설정한 가격의 5∼10% 범위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산자와 구매자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

다.71 이는 국가가 제시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의 향

을 반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

양 제1백화점은 합 ․합작 가공무역상품의 가격을 백화점 측과 생

산자 측이 협의․결정하는 ｢합의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섯째, 수익중심의 공장․기업소 운 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다. 이는 독립채산제 실시에 따른 기업의 경  자율권이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세부 생산지표 설정 권한과 일부 

상품가격결정 권한이 ‘당간부’에서 ‘지배인’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 초과이윤을 기업이 ‘재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기업간 원자재 거래를 위한 ‘물자교류시장’이 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종래 평균주의․획일주의에 입각한 임금 분배

가 성과급제 도입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적용도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

이다. 

  여섯째, 대외경제 차원에서 경제개방을 위한 준비를 가시화하고 

있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자본주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김일성대학 경제학과에 자본주의 강좌를 개설한 

71 2002년 9월 북한 무역성 부상 김용술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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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며, 1998년에는 나진기업학교 등 무역전문가 양성기관을 설

립했다. 또한 2000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연

구원｣을 설립, 60여 개가 넘는 외국인투자관련법 조항을 계속 손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신의주․개성․금강산 등 

지역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선포하 으며, 국제바코드기구, 국제섬유

수출기구,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무역결제망(SWIFT), 각종의 지

적재산권 협약 등 일부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협약에도 가입했다. 

1998년도 이후부터 중국, 호주,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에 전문 경제

관료들을 내보내 시장경제를 연수시키고 있는가 하면, EU 서방국가

들과 적극 수교를 하고 이탈리아, 태국 등과 투자협정을 맺은 바 있

다. 2001년에는 남한 및 해외기업들과의 위탁가공을 겨냥한 ｢가공무

역법｣도 새로이 제정해 놓고 있다.  

2.3.2. 제2단계: 경제개발을 위한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

  제2단계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경제개발을 위한 내부개혁과 대외개방 심화됨으로써 체제변화로 향

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하는 변화에 기초하여 강력한 국가행정력을 

통한 위로부터의 점진적 경제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은 군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체제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를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

혁․개방의 방식에서는 기존의 체제전환 국가들과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개혁의 경험과 성과, 부존자원 및 산업

구조의 특성은 이들 국가들과 판이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혁․개방 

이전,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경제적 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체제에 대한 위험부담과 부작

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한적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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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개혁․개방 이전 경제체질에 대

한 변화 필요성의 인식은 일차적으로 경제난, 외채문제, 산업구조 

왜곡, 산업가동률 하락, 계획경제부문 마비, 비공식부문의 확대 등의 

문제해결 등과 같은 문제에 민감하게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외국의 지원 및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일

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심각한 노후화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산업설비들을 바꾸고,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으로 남한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개혁․개방 이전 북한의 향후 정책은 사회주의 경제체

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가통제 부문과 시장부문

이 공존하는 형태를 유지할 것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정권의 분권

화, 소유제도의 다양화, 시장요소의 도입, 대외개방 등 4가지 방향에

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72

  첫째, 정책결정의 분권화와 관련해서는 정책결정에서 당의 우위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책결정의 분권화를 시도하는 한편, 생산품의 

판매에 대한 국 기업의 자율성 보장하고 기업 책임자에게 경 상

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의 경 자율성을 부여․확대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의 계획량을 초과한 생산량에 대

해서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내각 내 경제부서의 역할

을 확대, 개별 경제부서가 담당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거나,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을 증대시키고, 공장․기업소의 

자율성을 증대 등을 꾀할 것이다. 

72 임강택,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전망 -대북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1-29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3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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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소유제도의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부문의 책

임생산제 도입 후 가족청부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개인부

업 생산품목의 확대와 소규모 사적 생산․ 리활동이 허용될 가능

성이 크다. 이와 함께 농가의 의무수매량 축소 및 농산물의 자유처

분권 확대, 가족 중심의 농이 기능할 수 있는 분조관리제의 개편, 

소규모 개인상공업 허용(간이․이동매대의 사적 운 허용 등)하는 

동시에 사회․협동단체의 경제활동 범위 확대 및 지방협동경리기업

의 설립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시장요소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우선 지방의 경공업과 농촌부문, 서비스부문에 시장요소 

도입하고 개인적 물적 인센티브제의 확대하는 한편, 농민시장의 활

성화․합법화와 제한된 지역에 ‘자유거래시장’을 개설할 것이다. 또

한 자본재 거래시장을 허용하면서 투자결정에의 효율성 기준 적용

하며, 금융기관의 기능을 확대, 상업은행의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독자적 상업은행의 설립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가격체제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

치의 연장선상에서 농산물을 포함, ‘협동경리’의 생산물의 가격을 우

선적으로 자유화하고, 점차 지방공업생산물, 중앙기업소가 생산하는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제품, 중공업제품 순으로 자유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동시에 계획경제의 의무지표 축소될 가능성도 크다. 

  다섯째, 대외개방의 확대는 외국기업의 대북투자환경 개선, 국제

경제기구 참여,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및 확대, 환율의 현실화 등으

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북한의 체제변화와 큰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조치로 예상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가격의 개선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이다. ｢7･1경제관

리개선조치｣는 이미 제품사이의 가격균형을 맞추고 제품생산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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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가격체계를 마련하려고 시도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73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

자유화 조치와는 괴리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

가격체제를 정상화하고 극심한 가격질서 문란 행위를 해결하기 위

해 취해진 나름대로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는 

동유럽 개혁국가의 사례를 보아 가격자유화로 이행하기 위해 필히 

요구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만약 가격개선조

치를 확대시킬 경우에는 공산품 가격에 국한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생산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라는 점이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개선조치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1998년 개정헌법에서 이미 

국가, 개인 외 사회협동단체로 규정, 사회단체에 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상사들도 포함시킴으로서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시

킨 바 있다(개정헌법 제20조). 또한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73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북한은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

면서 제품사이의 가격균형을 정확히 맞추고 제품생산을 늘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가격체계를 마련하려고 했음. 그 이유는 북한에

서의 상품가격이 계획가격이며 일단 제정된 가격은 획일적이고 경직

적이며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와 가격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 정확한 계획수행 실적의 평가, 합리적 경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

이었음. 특히,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북한 내 물자부족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제도권내 국정가격에 의한 정상적인 유통은 위축되는 대신 

암거래가 크게 늘어나 기존의 북한 가격체계 및 질서가 올바른 경제

운용을 어렵게 할 정도로 문란해졌기 때문에 북한은 사회주의 가격 

시행 50주년을 맞아 “상품의 수요와 공급관계, 제품의 질에 따라 값을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출 것은 낮추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언급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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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한 개인 소유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소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놓고 있다. 텃밭 경작을 통한 이윤뿐만 아니라 농민

시장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암시장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다. 개인소유에 속하는 물건들도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시장

거래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소유에 

대한 개선조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확대와 함께, 향후 소규

모 개인 서비스 분야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기업의 채산성과 기업경 의 자율성을 확대시킬 것이

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해 이미 기업 관리

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강화,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 생

산성 제고 및 품질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독립채산

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의 올바른 이용을 

규정함으로써(제33조), 기업관리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다. 또한 경제관리에서 공장, 기업소의 자율

성을 제고하고 종래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장, 기업소의 의사결정권

이 포함된 독립채산제의 실시 가능성을 내보 다. 특히, 경제관리에

서 수익성을 고려할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물량 위주의 생산에서 

채산성을 염두에 둘 것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도 이의 연장선상

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 이 분야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

는 조치, 예를 들어 생산수량과 가격결정을 기업이 결정하는 방향으

로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로 생산기여도에 따른 차별적인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이

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종래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과 함께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로 추가 허

용한 바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 개인상업 등 사적 경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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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초과분의 자유처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분조원에게 할당되는 초과분에 대해 상거래 등 자

유처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에 진일보하여 개별농가

에 토지와 자재를 임대해 주는 ‘농가청부제’와 같은 질적으로 제고

된 조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농업분야

를 벗어나, 공업과 상업분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

된다. 

  마지막으로 대북한 국제환경 개선될 경우, 북한은 대외무역의 주

체를 세부 기업소 단위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특구를 중

심으로 합 ․합작회사 및 100% 해외투자에 의한 기업설립을 허가

하는 한편, 교역 대상국과 교역 품목의 확대를 위한 무역회사의 설

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외화 교환비

율을 이미 1달러 당 150원 정도로 현실화한 조치는 향후 시장 수요

와 공급에 의해 교환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경제지대에

서 각종 기업의 창설․운 을 장려하고, 나진․선봉 특구와 개성, 

금강산 및 신의주 행정특구 이외에도 남포, 원산, 해주, 청진 등에 

보세가공무역지대형 경제특구를 확대․운 할 가능성이 크다. 그 밖

에도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군사 안보적 당면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은 경제지원을 얻기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

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2.3.3. 제3단계: 경제제도와 체제상의 변화

가. 북한 경제의 대내개혁과 시장화

  북한 경제는 다음과 같은 여건, 즉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이고 완

전한 해결에 따른 남북관계개선의 급진전, 주변국의 우호적인 대북 

정책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의 안정, 내부 개혁의 필요성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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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추진 세력의 태동이 부합할 경우,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

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경제 내적 개혁이 경제제도

와 체제상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즉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와 시장질서에 입각한 제도

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적소유권 보장, 경쟁제도의 도입, 사적 유인

체제 및 하부구조의 건설과 다원주의와 개인적 자유에 기초한 장치

들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의 방향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광범위한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격자유화는 

경쟁시장을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적이며 최우선적 조치다. 가격이 

경쟁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되지 않고서는 재화의 수요‧공급이 

조절되지 않으며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

제는 가격자유화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북한은 제2

단계에서 추진해온 공산품 가격의 자유화가 전산업분야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가격자유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

자유화의 방법과 내용이 경제에 큰 향을 미쳐 대량실업이나 물가

상승, 경제구조의 일시적인 와해 현상 및 그 밖의 각종 사회적인 부

작용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

공급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가격인상의 부작

용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안전성이 점증할 수 있는 바, 저소득층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이나 최저임

금제도 등의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생산부문의 사적 이동이 허용됨으로써 국 기업의 사

유화와 사 기업의 설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모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의 보장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수단에 대

한 사적소유와 경제활동에 있어 계약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부문의 안정성 유지와 국가재정부문의 신뢰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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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통화증발 억제에 따른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하고 신규투자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효율적 조세체제의 확립, 개인 농체제의 확립, 독점적 

공급체제의 경쟁체제로의 대체, 리활동과 사적 재산권의 보호에 

따른 투자활동, 화폐의 태환성 보장, 노동의 물질적 인센티브체제 

적용,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정책결정의 분권화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

우, 국 기업의 소유권과 경 권 분리, 기업의 책임경 강화, 재정금

융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전면적 대외개방

  해외무역과 자본이동이 국가독점에 의하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외경제의 개방이 실현될 것이다. 여기

에는 외국기업 설립 관련 제한조치의 철폐, 기업 경 활동의 자율성 

보장, 전문 투자․금융기관의 설립 등을 전망해 볼 수 있다. 또한 자

국화폐가 대외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태환성을 갖추며, 재화

가격은 국내외간 왜곡 없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해외교역에 있어 

제품의 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이 아무런 제약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가격자유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전 

분야를 일시에 개방하고 화폐의 태환성을 갖게 하는 것은 산업경쟁

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

성이 많으므로 국가가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교역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4. 체제변화 관련 단계별 예상 조치

  북한의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취할 조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는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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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내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여기에는 첫째,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와 관련된 법규의 신설이나 변경을 통해 경제의 미래상을 제시

하고, 둘째, 국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경쟁가격이 형성될 수 있

도록 기능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 소비제품의 

가격은 가격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정 기간동안 국가에서 지

원하는 형태를 띰으로써 시장가격과 실물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며, 

소득이 증가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그 다음 셋째, 

기업의 이윤동기를 부여하고, 기업 활동의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화와 생산수단의 거래 및 처분

의 자유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선박, 비료, 

화학, 자동차, 철강 등)은 건설초기에 요구되는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 일정 기간 동안 국 기업체로 유지

하되,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기업경 형태를 취할 것이다. 넷째, 

시장의 참입과 이탈, 직업선택과 기업설립 및 업활동의 자유와 계

약체결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섯째,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금융제도를 확립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시장기능과 가격결정 메카니즘을 확보

하고 국제시장에서의 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첫째, 대외경제부문에 있어 먼저 자본이동의 자유

화를 실시할 것이다. 이의 방법으로 화폐가치가 평가절상된 형태의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구매력평가에 따른 교환비율이 형성

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본이동의 자유

화 이후 재화나 용역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경우 국외생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 이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와 고용수준의 감소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보호무역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15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에 대해 각종 보완책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 화폐, 금융, 국가재정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 실물경제시장과 

화폐시장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체제전환의 초기에 발생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어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할 것이다. 둘째, 각종 세제를 통해 기업의 

업활동을 지원하고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사회간접시설의 확

충 및 개선,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독점기업의 관리, 각종 경제활동

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및 연구소를 설립, 기업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인력개발 지원,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보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 공공재(public goods, 

예: 교육, 신문방송, 위생, 문화 등과 관련되는 기관의 설립과 행사)

를 확충하여 시장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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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

1. 농업부문 개혁 기본 방향

  제5장에서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할 때 농업부문의 개혁 전략

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부문의 개혁은 경제개혁의 틀 속에서 추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4장에서 논의한 경제개혁 방향에 따라 주요 

부문별 개혁 전략을 제시한다. 농업부문의 개혁 전략을 크게 농업제

도 개혁, 농업부문 투융자 방향, 인력 및 기술 개발의 세 가지 범주

로 나누어 논의한다. 농업제도의 개혁은 농업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으로써 세부적으로는 소유 및 이용제도, 농업관리체계, 농장관리방

식, 농업유통체계로 나누어 검토한다. 농업부문 재정 및 투융자는 

농업재정, 농업금융, 농업투자로 구분한다. 인력 및 기술 개발은 인

력개발 및 교육,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먼저 

각 분야별 현황과 당면 과제를 제시한 후, 앞으로의 개혁 방향과 전

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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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개혁 과정에서 농업의 역할

  앞으로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어떤 

부문이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통적

으로 농업부문은 사회주의화가 덜 진행된 부문이라고 간주하고 있

다. 따라서 기업부문은 농업부문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끊임없이 지

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의 특성상 생산 수단을 국

유화하고 경 을 국 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

회주의 국가에서 국 농장보다는 집단농장이 농업생산의 주축이 되

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협동농장이 전체 농업생

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은 90% 이상을 생산한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과정에서 농업부문은 개혁의 선도 역할을 

하 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선행되지 않으

면 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농민은 사회의 기층을 형성하는 

집단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향을 받는 계층이

다. 경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농업이 국민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전체 인구 중에서 농민과 그 가족이 차지하

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정치적인 향력도 크다. 정권 차원

에서도 기업부문의 개혁보다는 농업부문의 개혁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정권 붕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업부문은 근로자를 중심

으로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개혁하더라도 국유부문을 흡

수할 수 있는 적절한 경 주체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농업

은 개별농가가 경 주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 던 경험이 있으며 

협업 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새로운 경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농업부문이 개혁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에 있어서도 농업부문이 개혁의 선도 

역할을 할 가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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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같이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 하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

고자 할 때 기업부문은 외부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지만 농업부문

은 제도의 개편만으로도 상당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와 식량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회복

이 가능하려면 먼저 거시경제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혁 선행 국가들

의 경험에서 보듯이 개혁이 추진되는 시점은 한결같이 경제사정이 

어렵고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은 바

로 정권의 유지와 곧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개혁을 우선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1.2. 농업개혁의 기본 방향

1.2.1. 제도개혁

  농업부문의 개혁은 먼저 제도의 개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북한농업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물적 기반의 붕괴도 중요하지만 제

도적 문제로 인해 효율이 낮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제도를 개혁

하지 않고서는 북한 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

렵다. 따라서 제도개혁은 다른 부문의 개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소유와 경 의 분리를 통해 효율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

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 기업과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를 확립함

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데 제도개혁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생산성을 증

대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소유제도의 개혁을 바탕으로 농업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적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보다는 시장을 바

탕으로 생산주체의 자율적 판단과 수익성 원리에 따라 조직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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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부로부터의 생산목표 하달과 이에 따른 

농자재 공급, 수매제도를 탈피하고 생산주체가 자율적으로 경 목표

를 설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조직을 관리함으로써 경 에 대한 책

임을 강화하고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협동농장 중심의 농업생산 체계를 개별 농가 중심

의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다양한 경 주체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협

동농장의 구조를 개편하여 개별농가, 농기업, 농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경 체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협동농장을 개편할 때는 소속 

농민이 사유화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 농장에 대해서는 연성예산(軟性豫算) 제약을 경성화(硬性化)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74 이는 비단 농업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국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연성예상 제약 하에

서 관리자는 수익을 증대보다는 양적 목표의 달성에 치중하기 마련

이다. 연성예산 제약 문제의 해결 없이 분권화를 추진하면 관리자에

게 책임 없는 권한만 부여함으로써 결국 경 의 비효율화, 공유자산

의 침식을 초래하게 된다. 연성예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

권 제도 개혁, 가격 기구의 도입, 기업의 도산과 해고 허용, 사회적 

안전망의 도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개혁 초기에 있어서는 협동농장과 국 농장 내부의 일반회계 계

정과 사회서비스 계정을 먼저 분리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계정

의 분리는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작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다. 소속원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 등 사회적 비용은 일반회

계와 분리하여 우선은 국가가 부담하고 점차 수익자 부담원칙을 정

74 연성예산 제약이란 기업이나 단체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도모하지 

않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파산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다

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부여받아 생존함으로써 경 의 비효율화를 초

래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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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협동농장은 생산단위로써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농지 소유 관계 및 농업관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농업생산성

은 대폭 증대될 것이다. 농업생산성이 증대되면 농산물 가격의 하락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지만 가

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농산물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인플레

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수매제도와 농산물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한 상업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

는 없다. 시장을 통한 물자유통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 문제

는 수급의 조절이라는 측면보다는 효율을 높이고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 중심의 상업

관리체계를 개별 기업 또는 개인이 담당하는 유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도매상업, 소매상업, 사회급양, 수매의 형태로 분화

된 상업 형태를 점차 시장을 통한 유통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통부문의 개혁은 가격체계의 변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에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자율

적으로 결정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중가격과 왜곡된 상대

가격체계를 단일가격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경 효율

을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의 수매제도를 축

소, 폐지하고 경 주체의 자율적 시장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에 

의한 분배제도를 축소, 폐지하고 시장을 통해 물자를 거래해야 할 

것이다. 원자재 조달 방식도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상업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유기업이나 집단경 체의 효율화는 가격체계

의 개편과도 연계가 있다. 이중가격체계 하에서는 결코 기업의 효율

화를 추구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분야에서 단일가격체계를 확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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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가공급가격과 시장가격을 일치시키며 지도가

격 또는 시장의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고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

격이 결정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농자재의 계획적 분배제도에서 탈피하여 시장을 통한 농자재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농자재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 지도, 농업용수 공급, 유통시설 및 유통조성 기능 등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2.2. 농업재정 및 투융자 

  개혁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재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인플레이

션 압력을 줄이고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금융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과 금융을 

분리시키는 일이다. 재정적자의 원인이며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유

발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계획경

제의 틀 속에서 생산단위에게 재정의 자주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는 국유기업의 연성예산제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소유제도

의 개혁과 가격자유화를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국 농장에 대한 연성예산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지표에 따라 원가의 개념 없이 

위에서 중앙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할당하는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수입과 지출을 감안한 수익성 원칙에 따라 농장을 운 하고 이에 따

라 경 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과 

금융이 분리되면 국유기업은 구조조정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므로 

국유기업의 구조 개편 또는 해체가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

쟁력 향상을 통해 기업이 새로이 창출한 이윤의 일정 부분은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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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의 균형을 지향하되 공공 부문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 부문에 

의한 자원배분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개혁 초기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세입확보를 위한 소득정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국 기업,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중앙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조세체계를 정비하고 이

를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기업에게 자율성 내지 재량권

을 확대하며 기업이익의 납세화를 통해 재정의 안정과 경 의 효율

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금융부문에서는 단일 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에서 상업적 기능을 분리하여 중앙은행과 상

업은행이 각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상업은행 설립 이전에 기존의 은행과 기업 간 잔존해 있는 부채

를 청산함으로써 상업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중

앙은행에 의한 일원적 금융체계에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이원적 

금융체계로 전환하되 초기에는 정책금융 중심으로 운 하다가 점차 

상업적 금융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협동농장 단위로 

운 되는 협동농장신용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통합하여 농촌 및 농

업부문의 금융을 위한 농업은행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

농장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방식을 국가재정으로부터 은행융자로 

점차 전환하며 협동농장에 대한 금융은 당분간 정책금융을 통해 

농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농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금융개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국 농장과 협동농장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무를 해소하여야 한다. 토지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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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완성하고 토지임대 및 거래시장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혁기의 높은 금융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농업정보시스템 개발, 

금융종사자 및 농민 교육, 대출심사와 모니터링 등의 효율화를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 농제도의 

정착에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개혁 초기에는 농촌주민의 실

업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기반 복구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다. 

농자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자재 공급 확대는 적어도 개혁초기에는 

투자 효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개별 농제의 확산에 따른 소형 농

기구 공급을 확대하되 무리한 농기계 생산시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남북한 협력을 통해 남한의 유휴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량배급제의 폐지와 개별 농가의 농산물 판매 증가에 대응하여 유

통시설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유통 하부시설에 대한 투자는 농업생

산 증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이나 파급효과

가 크다. 개별 농가에 대한 농자금 대출 확대와 농업금융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개혁 초기에는 개인의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금융을 통한 농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

하다. 개별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 축산, 특작을 위한 생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개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개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실업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소득정책 효과가 큰 농업부문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대규

모 투자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시에 많은 비용이 수

반되는 농업기반정비를 지양하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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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

업용수 공급시설 복구, 농경지 복구, 경사지의 환원, 피해 간척지 제

방 복구 등 농업기반 복구사업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해상습지구 지하수 개발, 노후 양수장 복구, 제방 및 방조제 복구, 

온실 개보수, 기타 자연재해 피해지를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

에 대한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지표수 보강 개발, 대규

모 물길 자동화, 개성공업단지 배후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관개체계 개편, 서해안 5대강 유역의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농업 및 농촌 용수개발, 지하수 조사, 배수개선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경사지 복구사업을 추진하되 재원의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와 

이용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법적인 보장이 확보되어야만 생산기

반의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개인이나 단체가 농지와 용수를 자유로이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농자재의 안정 공급을 위한 원료 공급 확대와 제조시설의 개보수

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3대 비료제조

공장 개보수와 복합비료 제조 시설 확충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다. 농기계 부품의 원활한 공급, 농약과 비닐의 공급 확대를 위

한 제조시설 확충, 질 높은 종자 공급을 위한 종자공급체계의 복구, 

종자공급체계의 재편과 국가공급체계의 확충은 농업회복을 위해 필

수적이다.

  시장화에 따른 유통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농산

물 집하 및 저장시설, 농촌 지역 상설시장의 구축, 도시 출하를 위한 

농산물 보관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 간선도로와 농업주산

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투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의 확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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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이나 양잠 등 특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 농단지를 조성함으로

써 농촌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1.2.3. 농업인력 및 기술개발

  집단농장의 경 평가 기준을 생산량에서 수익성으로 전환함에 따

라 관리자와 농장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  

및 기술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 의 목표 변화에 따라 협동

농장의 작목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 기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 및 사육방법에 대한 교육 수

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 농제도에서 개별 농제로 전환할 

것에 대비하여 개별 농가에 대한 경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는데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농업복구 및 개발을 담당하기 위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의 육성

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초기단계에서는 농업복구와 개발

은 많은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농업 및 농촌 복

구를 위한 기술적 검토를 시작하 으며 대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교

적 빠른 시간 내 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치 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계

의 정비와 투명성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투명성의 확보와 효율의 증

대가 사회의 보편적인 개혁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농업부문

도 통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자료의 축적을 위한 D/B 구축이 필수적

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인력의 양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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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북한의 교육제도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당의 요구와 성분에 따라 

왜곡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력 있는 인력을 육성하지 못하

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개인에 대한 공정한 농업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평생교육제도를 확립하는데 제도개편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 주체농법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체농법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

고 자연적,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경 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농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농업기술 개발에 있어

서도 국가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개별 농가의 요구는 더욱 중요하다. 

농산물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확립되면 개별 농가는 시

장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농산물의 생산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자 할 

것이다. 식량작물보다는 채소나 과일,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르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농업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곡물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농

작물의 기술개발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농산물 수요

에 부응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농업부문의 제도 개혁

2.1. 생산수단의 소유 및 이용제도

2.1.1. 현황

  북한에서 농업부문의 협동화가 완성된 것은 1958년경이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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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국유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농업부문은 국유보다는 협동소유

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개인소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협

동소유는 궁극적으로 전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로 진행하기 위한 과

도기적인 소유형태로 규정하고 국유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협동농장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

요한 생산수단인 토지는 협동농장 농민들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국

가의 소유이며 협동농장 농민은 단지 사용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

는 새로운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북한의 농업분야 소유제도는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토지 등의 생산

수단이 협동농장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협동적 소유제에 기초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제는 사유재산제와 국가소유제의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소유제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 으

나 과거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텃밭과 같은 소규모 개인경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동

소유 토지 중 호당 30∼50평(토지법에서는 20∼30평)에 대해서는 개

인 텃밭경작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축, 가금류의 관리에 따른 시설 

및 소농기구에 대해서도 개인소유를 허용한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

면 협동농장의 농민은 평균 24평 정도의 텃밭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을 배급 받는 근로자 가구는 평균 16평의 텃밭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5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협동

농장 농민의 5% 정도는 경사지에 경작을 하고 있으며 평균 경작 규

모는 33평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동농장의 구성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75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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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규약을 수용하고 가입금을 내는 자로 규정(북한 농업협동조

합 기준규약 1958. 11. 24)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생산수단의 소유

방식과 조합원의 가입절차 면에서 볼 때 북한 사회주의하의 민간

농업생산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1.2. 개혁 방향과 전략

  북한농업의 근본적 문제는 국가 또는 집단 소유라는 구조적 문제

와 이로 인한 인센티브 결여, 장기간 동안의 투자 부족과 농업정책 

부재에 따른 ‘생산성 정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협동농

장 개편은 획기적인 농업개혁을 의미하며,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

할 수 없는 중장기적 접근을 통해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핵심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의 이용권과 소유권을 변화시키되 먼저 

협동농장의 토지를 개별 농가에게 분배하여 토지의 장기 사용권을 

인정한 다음 점차 사용권의 매매, 양도, 상속 등을 인정하는 단계로 

이용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동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가축, 농기계, 창고 등 각종 생산수단을 개인에게 임대하

거나 불하하여 개인 농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농지의 소유권은 협동

농장이 갖되 개인에게 토지의 장기이용권을 보장하고 점차 토지이용

권에 대한 양도, 상속,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 현재 집단 소유로 되어 

있는 대가축까지 개인에게 불하하고 대농기계는 협동농장이 소유하

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형 농기계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주요 수송 수단 및 보관시설은 협동농장이 

소유하되 개인에게 이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핵심적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는 농민의 가장 중

요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생산수단을 농민의 요구대로 곧바로 사유화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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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회주의화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서 현재와 같이 협동소유를 중심으로 소유권

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98년 사회주

의 헌법개정을 통해 사유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현재의 협동농장체제 하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소유제도의 개

편 방향은 분조관리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첫 단계로 현재의 분조

관리제를 유지하면서 인센티브를 점차 확대하여 분조의 자유처분권

을 확대하는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소유형태는 현재

와 같이 유지한 채 분조의 규모를 더욱 축소하고 점차 개별 농가를 

최소 단위로 하여 생산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 단계로는 개별 농가 단위의 생산계약제를 추진하거나 사

회협동단체의 생산 활동 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

에 개별 농가단위의 경 체를 확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이

다. 이 단계에서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용권만 확보하 다가 점차 임대차, 

양도, 상속 등을 인정하는 단계로 발전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사유화

를 허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북한 협동농장은 

동유럽 국가들이 취한 집단소유제에서 완전한 개인소유제로 이행한 

모델보다는 중국･베트남이 추진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개혁으로 

인한 체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즉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소유제와 

비슷하지만 국가소유로서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면서 시장경

제원리와 방법을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모델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모델의 특징은 개혁의 속도를 급진적 개혁 보

다는 점진적 소유개혁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의 소유제 개혁은 농촌에서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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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농산물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다양한 형태의 농업책임제

를 실시하 다. 초기에는 소집단에 농작업을 청부하고 생산량에 따

라 보수를 지급하는 ‘연산도조(聯産到組)’ 방식이 널리 채용되었으

나 1981년부터 점차 개별 농가에 생산량과 농업경 을 청부하는 ‘농

가생산청부제(包産到戶)’와 ‘농가경 청부제(包幹到戶)’ 방식이 확산

되었다. 이 중에서도 ‘농가경 청부제(包幹到戶)’가 농민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어 이 제도를 채택하는 생산대의 비율이 1981년 6월 

11.2%이던 것이 1982년 6월에는 67%, 1983년 12월에는 98.3%로 증

가하 다. 토지의 청부 기간을 초기에는 3-5년으로 정하 으나 1984

년부터 15년 이상으로 연장하 으며 청부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

로 임대(轉包)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이로써 1983년 말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민공사의 집단농업생산체제가 해체되고 개별 농민이 

경 의 책임을 지는 개인농(또는 가족농)체제로 복귀하게 되었다. 개

인농체제 하에서 토지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집체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토지의 실질적인 점유, 사용권은 개별 농가가 가지게 되었

다. 역축과 농기구 등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도 대부분 농가소유로 

되었다. 이와 함께 1983년 향진정부체제(향-진정부-촌민위원회-촌민

소조)가 회복되고 인민공사의 행정기구 및 경제조직이 분리되었으며 

1984년에는 인민공사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농장개혁도 정책당국의 판단과 

수용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노

동의욕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것이 경제 전반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사회주의 정치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면 현 체제 하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어떻

게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주민들에

게 주로 이용한 정신적 인센티브제의 한계를 그들 스스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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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이웃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성과와 경험이 북한에게

는 커다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개선이 가시

화 되면 체제 위협적 요소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

과 같은 개혁 전략을 통해 생산수단의 소유와 이용제도를 개선해 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극도로 저하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소유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사회주의 정권

이 존속되는 조건에서 실질적인 사유화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협동

농장경 체제에서 탈피하여 가족 단위 임대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의 체제에서 가족임대제의 합리성은 첫째, 가족은 사회집단의 

최하위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임대제는 집단주의적 경 원칙에 배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가족은 사회집단의 최하위 단위이면서 

동시에 최소의 경제적 협동단위이므로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가 충

분히 발휘될 수 있다.

  가족임대제는 중앙 정부가 리 단위의 협동농장에 경 을 맡기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족 단위의 농가에게 직접 경 을 맡기는 방식

으로서 국가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중 계획된 일부만을 흡수하고 

나머지 잉여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방

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첫째, 정부가 계획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수매가격을 농민시장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둘째, 농지사용권을 분배할 때 분배기준으로 가족 내 노동력을 기준

으로 하면서도 마을단위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셋째, 작

물선택, 농방법, 잉여생산물 처분방식을 농가자체의 결정에 위임

하면서도 정부의 적절한 기술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배합하는 것이다. 

특히 토질이 서로 다른 토지를 분배함에 있어서는 농가에 적절히 안

배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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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협동농장의 농지소유 개혁방향

기  본  방  향

농지소유와 이용권의 분리를 

통한 소유형태 변화

구체적 형태

가   족   임   대   제 

농지이용권 

획득

잉여생산물 

처분권 획득

작물선택, 

경 기법 등의 

자율권 획득

일정량의 

수매를 통해 

국가반납

가족수에 의한 

농지배분

도시 

진입시 

이용권반납

자율가격에 

의한 처분

수익성 위주 

작물 재배치

수매가격 

현실화

적정량외 

집단분배 

반납

⇓

생  산  량   증  대

  농지의 소유와 경 에 있어서 가족임대제는 농지를 개별농가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형식이어서, 농민의 노동의욕은 높일 수 있으나 

토지의 합리적인 구획과 기계경작․관계․병충해 방제 등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농지사용권의 유

동화를 통해 능력 있는 농가에 농지이용권이 자연스럽게 집중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 을 할 수 있는 기업농이 탄생될 수 있도록 유

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농

촌에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이동을 막기 위하여 농촌을 떠난 인구

나 가족에 대해서는 농지사용권을 회수하고 아울러 농촌에서 사

기업, 개인기업 등을 허용하여 농촌노동력의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

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수매가격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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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농산물가격을 인상시키고 농업생산 투입재의 가격인하 등

과 같은 가격․유통개혁도 병행하여야 한다. 즉, 농촌인구를 안착시

킴과 동시에 안정된 소득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면, 개혁과정에서 사

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지는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최

대한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협동농장의 조합원인 

농민은 각기 자기지분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자유로

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

동농장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

니라 자신들의 진로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집단농장체제를 포

함해서 어떠한 형태의 경 체를 선택하든 이는 농장 구성원들의 판

단과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집단

농장을 아무런 실험단계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획일적

으로 자본주의 방식의 경 체제로 바로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화된 농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 농장은 리를 추구하

는 기업농 형태로 전환하되 전문화된 농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과정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국 농장의 개편 또는 해

체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 생산수단은 기존의 국가소유와 집단소유의 2원적 소유제도

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국 , 국가와 개인이 소유하는 공사합 , 사

적소유인 사 , 집단소유의 협동조합, 농가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

하게 된다. 소유의 다양화 대상은 농지, 가축, 농기계, 농업용 시설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생산

수단 및 복지시설을 지역사회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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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질서가 정착된 다음에는 이러한 시설을 민간에게 분배, 임

대, 불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가축, 대농기계, 수송수단, 보관시

설 등은 민간에 불하하고 협동농장이 운 하는 목욕탕, 병원 등 주

요 복지시설은 지역사회 관리체계로 전환한 다음 차츰 개인에게 불

하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2. 농업관리체계

2.2.1. 현황

  북한의 농업계획은 예비계획 → 통제계획 → 국가경제계획이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비계획은 국가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농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계획이다. 예비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협동농장의 노동, 자재, 자금을 분산시키지 않고 알

곡생산부문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국가농업생산목표 때문이다. 예비

계획은 농업위원회에 의해 전년 10월부터 군협동농장 경 위원회를 

통해 협동농장에 최초로 전달되며, 예비계획 수립시의 생산목표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직전 과거 3개년의 평균생산에 10∼15%를 증

가한 규모로 정해진다.76 경 위원회는 예비계획에 기초해 노동, 농

기계, 자재, 서비스 등 투입요소를 확정하고, 세부 기술적 지침에 근

거해 ha당 투입요소 충당계획, 노동수요량 등을 산출한다. 이러한 예

비생산계획에 기초하여 ①투입요소가격, ②인건비, ③생산목표량 달

성시 총수입, ④감가상각비를 고려, 예비재정계획이 수립되며, 예상

총수입에서 농업생산비용, 공동기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총수익을 

추정한다.

  예비생산계획과 추정예산은 ｢군협동농장경 위원회｣에 제출되어 

76 농협중앙회, ｢북한의 협동농장｣, (서울: 농협중앙회, 1998),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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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비계획으로 통합되고, 다시 도와 농업위원회에 제출되어 조정과 

수정을 거쳐 ｢국가농업생산계획｣ 초안으로 확정된다. 농업위원회에

서 국가농업생산계획 초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통제계획｣이라고 하

며, 통제계획은 도와 군을 통해 연간생산계획 및 재정계획으로 협동

농장에 하달한다. 협동농장은 하달된 ｢통제계획｣을 기초로 작목반별 

작물과 품종 배치계획, 농자재 공급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시 작

업반과 분조와 토의한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농장원 총회의 승

인을 거쳐 군에 제출한다. 군에 제출된 계획은 국가경제계획으로 통

합되어 내각의 승인 및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거해 국가계획으로 확

정되며,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생산 및 재정계획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추어 각 협동농장에 시달된다.

  생산계획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농업생산계획｣으로 이

를 기초로 생산계획달성 및 초과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내

부계획이 수립된다. 내부계획수립 시에는 연간 생산계획뿐만 아니라 

건설 및 보수계획, 기술발전계획, 현금계획, 노동계획, 자재계획, 분

배계획, 수매계획, 재정계획, 농과정 기술공정계획 등도 함께 생산

단위별 농자재 조달계획도 수립된다. 

  농자재의 조달은 농업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협동농장에 대한 농자재를 ‘대안의 사업체계’77에 

77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 공업부문의 일반적인 관리체계로 1961년 12

월 16일 김일성의 남포시 현지지도를 통해 구체화된 북한경제의 주요 

경제관리방식. 주요내용은 ①이전의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공장(기업)

당위원회를 최고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계로 고쳐 당의 정치적 

지도체계를 공장(기업)의 관리체계에 포함시킨다는 점, 즉 최고자도기

관인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 당의 정치적 지도와 국가의 경제․

기술적인 지도를 결합한 기업관리체계를 확립, ②종합적인 생산지도체

계 확립, ③자재공급 등 생산조건들의 보장체계 확립 등임. 사회과학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236

입각, ‘자재를 위에서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에 

｢자재상사｣, 군협동농장경 위원회에 ｢자재공급소｣와 같은 전문 자

재공급기관을 두어 미리 계획된 연간, 분기간, 월간 자재공급계획에 

따라 적기에 농자재를 공급하고 농현장까지 직송하는 체제를 

세워놓고 있다. 농장 안에서 조달할 수 없는 자재는 군자재공급소, 

군종자공급소를 통해 조달한다.

  협동농장에 대한 국가소유의 농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무상공급

이나 외상공급 형식을 배제하고 ‘상업적인 형태’를 적용, 공급자재에 

‘가격’을 책정해 놓고 있다. 

2.2.2. 개혁 방향과 전략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모든 생산 활동이 중앙 정부를 정

점으로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먼저 중앙에서 국가 전체의 식량 수

급계획을 수립하면 도 단위로 할당이 되고 다시 군단위로 생산 목표

가 설정된 다음 이러한 목표가 최종적으로 협동농장 단위까지 시달

된다. 각 협동농장에서는 주어진 여건이나 소속 농가의 의사와는 관

계없이 중앙에서 하달된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만 전념할 뿐이다. 이

러한 농업관리방식은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각 협동농장에게 스

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 의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스스

로의 책임 하에 경 을 한다면 소속된 농민의 의사를 집결할 수 있

는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직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협동농장의 경 자율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별 구성원의 자율

권이다. 아무리 농장의 경 에 대해 자율권을 확대하더라도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다면 농장 전체의 생

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인센티브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주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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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인센티

브 제도가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협동농장이 농장의 운 에 대해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농장 운 에 필요한 물자

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어렵

다. 설령 생산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생산물을 국가수매를 통해 정해

진 가격으로 국가 수매에 응해야 한다면 이 또한 인센티브가 작동한

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목표의 설정, 생산계획의 수립과 생

산과정의 기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농자재를 조달하고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

야 한다. 생산에 참여한 주체에게는 공정한 방법으로 기여도에 따라 

성과가 배분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분조관리제 하에서는 

개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집단

단위로 평가하기 보다는 개인 단위로 평가해야만 개인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동독의 체제전환 과

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개별 단위의 생산 활동을 보

장하는 것이었다.

  개별 농가 단위의 생산 활동이 허용된다면 분배의 공정성은 자연

히 확보될 수 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소속 농민들의 가장 큰 불

만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평가 방법을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공정한 평가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개혁과정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제도가 다

양화되고 노동력의 차이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

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경 주체에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유제도의 단계적 확대와 생산수단과 생산요소

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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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관리체계의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각 농업

성 - 도 농촌경리위원회 - 군 협동농장경 위원회 - 협동농장으로 이

어지는 하향식, 중앙집권적 농업관리체계를 협동농장 중심의 자율적 

운 체계로 전환하고 점차 개별 농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책임경 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행정과 지도체계를 

분리하되 농업행정은 일반 행정과 통합하고 지도업무는 농기술 지

도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주체농법의 원칙에 따라 지형, 토양, 기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작

목 및 생산량 할당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 농장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농장을 경 하고 그 성과에 의해 평가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 지배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소

득 증대를 경 목표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위에서 아래에 내려다주는 농자재 공급 방식을 상업적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 간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

다. 개인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협동농장의 경 목표를 전환

하기 위해서는 정부수매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부수매가와 시장가격

과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협동농장에 따라서는 정

부수매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이러한 제도 하

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어렵다. 농산물의 정부수매가격과 시

장가격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쌀의 경우 정부수매

가격은 kg당 43원인 데 비해 시장가격은 600∼700원이므로 15배나 

차이가 난다.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별 가구나 

분조, 또는 협동농장에게 농산물의 완전한 자유처분권을 허용하지 않

는다면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제도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협동농장의 해체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 바탕위에서 소속 농장원

에게 토지의 반환, 생산수단의 매각이 추진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율

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소유 형태가 탄생하도록 해야 한다. 소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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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개편으로 다양한 소유 형태가 존재하게 되면 이에 걸맞는 경

주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경제 주체의 특성에 따라 경 의 자율

권을 인정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경  주체별 경 의 목

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소유의 국 농장은 공

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개인소유 

형태의 농장은 개인의 수익 증대를 경 의 목표로 한다. 집단소유 

형태의 농장은 집단의 이익과 소속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경 의 목

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경 주체가 형성되면 각 경 주체의 경 목표에 따라 다

양한 기술 및 경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기술 및 경  

지도를 위한 전담 지도기관의 설립 및 기능 정립이 요구된다. 현재 

농업행정과 지도 기능이 통한된 형태의 조직은 기능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 신설되는 기술 및 경 지도 기관은 행정기관과 서로 

연계는 하되 조직은 분리되어야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현재 협동농장은 생산주체이자 소속된 농장원에게 여러 가지 복

지와 문화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

다. 협동농장이 가족 중심의 농체계로 전환하면 협동농장의 후방

공급체계도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78

2.3. 농장관리방식

2.3.1. 현황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리 행정위원장을 겸하고 관리위원회 밑에 

78 후방공급사업이란 노동자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적, 사회적 봉사활동으로 소비품의 계획적 보장, 편의봉사, 합숙운 , 

주택관리, 보건사업 등이 포함됨(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평양, 

1984).



240

작업반, 작업반은 다시 분조를 둔 체제로 운 되고 있다. 작업반에

는 작업반장, 부반장, 분조에는 분조장이 있으며, 분조가 모든 작업

의 기준이 된다. 협동농장의 작업반은 생산부문간의 결합상태에 따

라 종합작업반과 전문작업반, 노동과 생산수단의 결합정도에 따라 

고정작업반과 임시작업반으로 조직, 생산과 관련해서는 종합작업반

이, 생산수단과 노동조직의 결합과 관련해서는 고정작업반이 기본형

태이다. 종합작업반은 작업반 조직의 기본형태로 두 개 이상의 생산

부문을 결합하여 조직, 예를 들어 농업문과 축산부문을 별도의 작업

반으로 조직하지 않고 농산작업반에 축산분조를 결합시키는 방법으

로 조직된다. 전문작업반은 공예작업반, 잠업작업반, 과수작업반, 남

새작업반, 축산작업반, 담배작업별과 같이 한가지 생산물을 전문적

으로 생산하는 작업반이다.

  작업반은 자연부락의 규모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조직되는데 기

본적으로 1개 자연부락에 1개의 작업반이 조직되어 있다. 자연부락

이 큰 경우에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작업반을 조직하고, 산간지역은 

2∼3개 부락을 합해 1개의 작업반으로 조직된다. 작업반의 평균규모

는 70∼80명이며, 틀 경우에는 100명까지 조직되어 있다. 평균경작

면적은 농산작업반의 경우 70∼120정보, 산간지대는 40∼60정보이

며, 전문작업반의 경우에는 20∼30(예: 남새작업반) 정도이다.

  분조는 작업반 내 생산조직인 동시에 사회주의 집단생활을 위한 

기본세포조직이다. 1965년 포천군 포천협동농장에 대한 김일성의 현

지지도를 통해 분조관리제를 도입, 협동농장 내부의 고유한 생산․

노동조직으로 정착되었다. 1996년 이후 북한은 분조단위의 생산결과

에 대해 보충분배를 실시하는 분조도급제를 실시함으로서 분조는 

생산조직, 노동조직, 분배조직의 기능을 함께 갖는 하나의 완결적인 

협동농장 내부의 소경 체제로 발전하 다. 분조는 생산공정의 특성

에 따라 농산분조, 축산분조 등으로 나뉜다. 농산분조는 작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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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분조, 밭분조 등으로 세분화된다. 분조는 전문분야별로 담배분조, 

수산분조, 잠업분조, 트랙터분조, 농기구 수리분조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분조의 크기는 농산분조의 경우 평야지대가 15∼20명, 중간지

대가 12∼18명, 산간지대는 8∼12명으로 구성된다. 분조는 ‘가족적 

협업농’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분조도급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분조관리제는 생산․노동․분배를 통합하는 소농, 즉 ‘가족적 협업

농’의 성격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1958년 이후 협동농장의 생산은 협동농장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과도적 집단관리체제에 따라 관리되었으나, 1960년 2월 ｢청산

리방식｣이라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해 관리된다. ｢청산리방식｣

은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 현지지도를 실시한데서 비롯되었다.

  청산리 방식의 주요 골자는 ①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고, ②항상 현지실

정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③모든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선행함으로써 노동자와 각자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하게 한다는 것

이다.79 청산리방식은 적기적작(適期敵作), 적지적작(適地適作)의 원

칙 하에 소위 주체농법을 실현시킨다는 북한의 정책노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산리 방식은 또한 협동농장의 관리형태가 공업부문보다 저급했

기 때문에 농업의 관리기능을 공업부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

앙농업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 위원회｣를 종으

로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청산리방식에서는 

｢군협동농장경 위원회｣를 책임단위로 정하고, 생산 및 노동력배치, 

재정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북한은 분배문제를 둘러싼 국가와 협동농장원 간의 갈등을 완화

79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북한연구소, 1994,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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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1960년 2월 작업반우대제를 도입하 다. 작업반우대제는 

협동농장에서 일정한 우대기준을 설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한 부분

에 대해서는 통상 150여명 정도로 구성되는 작업반 성원들이 나누

어 가지도록 하는 보충적인 지불형태이다.

  작업반의 우대기준은 보통 작업반에 부과된 국가계획목표의 90%

로 정하고 작업반이 우대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 달성분

에 대해 해당 작업반에 추가분배하고, 작업 실적이 우대기준에 미달

한 경우에는 기본분배 몫에서 5∼15%를 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작업반우대제하에서는 작업단위인 분조에 토지만 할당될 뿐, 기

타 생산수단에 대한 귀속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

제점들이 발생한다.

  첫째, 생산수단이나 원료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

라, 작업반 단위의 노동력 이동에 따르는 노동력의 낭비도 심각하다.

  둘째, 분조단위에서는 생산결과를 토대로 노동량을 재평가하는 것

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분조원은 작업반의 계획과제를 초과 수행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동일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셋째, 농업생산이 넓은 지역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

임단위를 명백히 할 수 없는 한계도 나타났다. 

  분조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북한은 

1965년 분조관리제를 도입하 다. 

  분조관리제는 10∼25명이 일개 분조를 이루어 연간 농업생산계획

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생산실적에 따라 분배받는 일종의 노동지불

제도이다.

  분조관리제의 작업과정은 먼저 협동농장의 각 분조에 일정한 면적

의 부침 땅을 주고 농기구, 부림소, 생산도구 등을 할당한 다음, 이들

에게 국가생산계획에 준한 수확계획과 노력일 투하 계획을 설정해 

준다. 그 다음 계획수행 정도에 의거해 노력일수를 평가하고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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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배를 실시 즉, 땅과 농기구를 주고 목표량만 설정해 준 후, 투여

된 노동량을 계산하여 분배한다.

  ｢군협동농장경 위원회｣는 분조에 대해 일정한 면적의 토지와 노

동력, 가축, 기타 생산도구, 생산량을 할당하는 한편, 계획실행을 평가

할 수 있는 ‘정보당수확고’를 토질 조건과 최근 수확실적 등을 고려하

여 차등 적용한다.

  분조관리제의 도입으로 작업반 내 유동적인 작업단위 던 분조가 

생산 및 노동배치의 단위로 되고 분배단위가 됨으로써 협동농장의 

소경 체로서 위치를 갖게 될 수 있었다. 북한의 분조관리제는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농장원의 개인적인 물적 욕구를 인정하고 평균주

의적인 분배요소를 제한적이나마 제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조관리제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책임성을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했으나, 생산실적 과대평가와 비현실적인 생산목표

설정 등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유명무실하게 되었다.80 1996년부터 

북한은 새로운 분조관리제인 분조도급제를 도입하 다. 그 내용은 

①분조규모의 축소 및 ｢우대제｣ 적용, ②생산계획의 하향조정, ③초

과분에 대한 자유처분권인정 등이 주 내용이다. 분조의 규모를 10∼

25명에서 7∼8명 선으로 대폭 축소․세분화하고, 작업반 단위로 적

용하던 ｢우대제｣를 분조에 직접 적용했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

여 통제와 독려를 가능케 하는 한편, 물질적 욕구를 극대화하 다.

80 농장에서는 개별 농장원에게 일일 도급제를 주고 노동량을 ‘공수’(협

동농장에서 생산하는데 들인 품과 노동량을 표시한 단위)로 평가함. 

예를 들어 일일과제로 200평을 김매기 하도록 하고 이것을 ‘1공수’로 

평가. 과제수행도 자율적이 아니라 강압적임. 평가된 공수는 생산수확

고가 확정된 연말에 재평가하여 임금으로 지급 받으나, 이를 본인의 

손에 쥐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저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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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계획의 하향조정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수확고를 그 이전 10년

간의 평균 수확고를 합해 평균한 수치를 적용한다. 초과분 자유처분

권은 분조원에게 할당되는 초과분에 대해 자유처분을 허용한다. 그

러나 농자재 확보를 위해 투자한 자금을 공제하고 나면 농장원에

게 돌아가는 수입은 거의 없었으며,81 생산계획의 하향조정에 있어

서는 생산계획을 지난 3년간 평균 수확고와 지난 10년간 평균 수확

고 평균치의 90%전후의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게 함으로써 농업 인

센티브체계상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 다. 

  협동농장의 분배는 각 농장원의 작업 능률에 따라 노력일을 확정

한 후, 연말 협동농장 총회를 거쳐 현물 및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우

선 협동농장의 현물 및 현금 총수입 중에서 국가납부분과 생산적 지

출, 협동농장 자체의 공동축적기금 등을 먼저 공제한 다음, 각자 일

년간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에 따라 결정된다. 노력일이란 농장원이 

자연적 시간개념에 의해 작업에 참가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농장 기준작업정량표에 의해 평가된 노동일수를 말한다. 기준작

업 정량표에는 협동농장의 모든 작업공정과 기본 노력일 수가 표시

되어 있다.

2.3.2. 개혁 방향과 전략

  베트남은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과정을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이

행함으로써 개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 다. 농업부문의 국유기

업에 대해서도 다른 국유기업과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

  제1단계(1981-1985)로 국유기업의 경 자율성을 확대하 다. 정부

가 부여한 목표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기업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8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의 인센티브제도,” ｢Keys｣ 제27호, 2002. 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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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의 투입 및 경 계

획 수립에 대한 자율성도 부여하 다. 국가관리가격으로 공급되는 

원재료 및 부품의 부족분을 국유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 다. 국유기업은 자사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및 부

품을 수입할 수 있고 자사제품의 수출도 가능케 하 다. 임금지급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산실적을 감안하여 탄

력적으로 운용하 다.

  제2단계(1986-1990) 개혁에서 국유기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

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유기업이 생산계획을 자율적으로 편

성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원재료 공급 및 생산물 납품 과정에 계약

제도 도입하 다. 이 외 투자결정이나 임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도 자율성을 확대하 다. 이로써 기업 자산의 부분적 매매나 임대도 

가능해졌다. 노동력의 배치와 임금 지급 방법의 자유화는 커다란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관리가격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시장가격과 관

리가격의 차이를 보조하는 제도를 폐지하 다. 기업과 은행 관계를 

대등화 하고 기업은 결제 및 신용거래에서 자유롭게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1989년 12월 정부결의(195-HDBT)에 의해 국유기

업은 국가에 대한 납품의무만 질 뿐 광범위한 경 상의 자율권을 부

여받은 대신 정부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은 투자자금을 재정이 아닌 은행을 통해 조달하 다.

  제3단계(1990-1993) 개혁 과정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철폐하고 주식회사화로 전환하 다. 비전략 산업에 속한 국유기업에 

대해서 금리보전을 대폭 삭감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하 다. 통폐합 

등을 통해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국유기업 소유 형태의 다양화와 종

업원 및 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하 다. 제

4단계(1994-) 개혁으로 국유기업의 기업집단화을 추진하 다.

  베트남의 농업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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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첫 단계로 농산물 생산계약제의 실시이다. 1981년 1월 공산

당 중앙위원회는 농산물 생산계약제(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연간 계

약생산량을 초과한 수확분은 농민이 자유 처분)를 정식으로 승인하

고 전국적으로 확대하 다. 개별 농가가 기본 생산단위가 되고 종전

의 생산단위인 합작사는 비료, 농약을 공급하고 관개정비 등의 업무

만 담당케 하 다.

  두 번째 단계로 입찰방식의 생산계약제 도입이다. 1988년 4월 공

산당 정치국 제10호 결의에 따라 농업개혁이 본격 추진하 다. 농지

의 일부를 가족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나머지는 입찰에 의해 배분

하는 입찰방식 생산계약제 도입하 다. 토지사용 계약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20년으로 장기화함으로써 토지개량 투자를 유도하 다. 농

민은 수확량의 40~50%를 배분받음으로서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

다.

  세 번째 단계로 농산물의 유통을 자유화하고 농산물의 수출도 허

용하되 쌀의 수출업무는 정부가 독점하 다. 합작사의 역할이 농업

물자 판매, 관개용수 관리 등 서비스사업으로 축소되고 합작사의 수

도 크게 감소(1985년 55,714개에서 1993년 22,900개로 축소)하 다. 

  네 번째 단계로 토지사용기간의 장기화 조치이다. 1993년 6월 “농

지이용법”을 제정하여 농민의 토지사용기간을 호당 3ha 범위 내에서 

50년까지 허용하고 토지사용 기간에 양도, 상속이 가능하며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도 가능하도록 하 다.

  협동농장의 개혁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1단계 개혁과 체제의 전환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 농

제가 정착되는 2단계 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 개혁에서는 

협동농장에 작물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익극대화를 경 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조치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협동농장관리위원장

에게 작물 선택과 물자조달, 인력배치, 생산물 처분 등 경 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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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경  성과에 따라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농장원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정부의 식량배급 기능이 축소되고 국 유통망을 통한 농산물의 

유통대신 시장이 그 기능을 떠맡게 되면 협동농장은 시장 상황에 따

라 대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농산물의 유통이 원활해지고 농산

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협동농장 내부적으로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서 수익에 따른 

분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농장의 경 목표가 달

라져서 협동농장에 작목 선택권이 부여되고 생산물의 시장판매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현재의 농산물 가격이 크게 변동될 것이므

로 작목 선택에 따라 농장의 수익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협동농장이 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

율권을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협동농장의 개혁 방향은 집단 농체제를 개인 농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농장의 급속한 해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

란을 줄이기 위하여 협동농장의 조직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인 농제

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를 변화시키되 

첫 단계로 현재의 분조관리제를 유지하면서 인센티브를 점차 확대

하여 분조의 자유처분권을 확대한다.

  다음 단계로 소유형태는 현재와 같이 유지한 채 분조의 규모를 더

욱 축소하고 점차 개별 농가를 최소 단위로 하여 도급제 또는 생산

책임제를 도입한다. 최근 북한이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포전담

당제를 확대하여 생산책임제를 확대한다면 바람직한 전환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개별 농가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농가 스스로 생산 

및 경 의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농가는 협동농장에 일체의 비용과 

분담 몫을 지불하고 난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농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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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부제 실시한다. 즉, 협동농장의 개혁은 집단적 소유관계를 유지

하면서 농가가 독립된 경 주체로서 사유자산을 축적하고 재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생산 위주에서 개인에 대

한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는 행정기관으로 기

관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협동농장의 주요 기능을 개별 농

가에 대한 농자재 조달․공급, 주요 농기계와 저장시설의 관리, 

투입물 및 산출물에 대한 유통서비스 제공, 생산물의 공동판매, 주

요 복지시설의 공동운  등으로 전환하고 농산물의 생산 기능을 축

소해야 할 것이다.

  협동농장에 대한 제1단계 개혁이 추진되어 주요 생산수단을 개인

에게 불하함에 따라 다양한 경 주체가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

한 경 형태에 따라 다양한 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이 필요하다. 개별 경 주체는 자신의 경 목표에 따라 시장을 바탕

으로 다양한 형태로 농장을 운 할 수 있다. 농자재 조달 방식을 

상업적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별 농가는 시장을 통해 농자재

를 직접 구매한다.

  지금까지는 농업 행정과 농장관리를 포함한 모든 농정이 중앙정

부의 지시 하에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되어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제 

농업 행정와 농장관리를 분리하되 행정관리는 지방행정부로 이관하

고 농장계획 및 관리는 개별 협동농장 단위로 이관함으로써 자율적

인 책임경 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협동농장으로의 대폭 이양하되 정부의 이익유보를 통해 농민의 소

득이 노동성과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운 함으로써 노동효율성과 생

산성을 함께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농촌 현지에서는 제대로 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위의 협동농장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령 국가납부량을 보더라도 어떤 농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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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대비 73%로 이양은 전체 생산량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그만

큼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7･1조치이후 대외적으로는 모든 정책에서 많은 자율권을 협동농장

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에서 국가납부량을 줄인다는 것은 전체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협동농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00ha 규모로 조

직되어 있다. 기존의 협동농장의 규모를 경 의 효율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규모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얼른 보기에는 대규모 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갖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협동농장 농가당 농지

면적이 평균 0.8~1.0ha의 세 소농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보다

도 더 세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1990년대의 식량사정 악

화로 농촌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3,000개나 되는 협동농장을 행정 단위로 통합하고 

이 중에서 생산 활동과 관련된 기능은 중･대규모 형태의 농기업체

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협동농장 규모를 보면 지역

적으로 규모나 크기가 판이하게 다르며, 어떤 협동농장은 그 규모가 

1,000정보나 되는가 하면 어떤 농장은 2~300정보에 불과하다. 특히 

동･서해안 지역의 협동농장들의 규모를 비교하면 대단한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이들 소규모 협동농장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다 경쟁력 있는 협

동조합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규모

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  소규모 세협동농장을 한데 합쳐 보다 

상위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집단농장이 갖고 있던 생산시설, 사

회하부시설, 농기계 등을 서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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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유통체계

2.4.1. 현황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국가의 수매를 거쳐 유통된다. 수

매제도는 국가가 중앙집중적인 계획분배를 위해 협동농장 생산물과 

일부 사적생산물을 국가소유로 하는 형태로 협동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의 생산물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업적 행

위라고 할 수 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국가

가 전량 수매한다. 

  농산물 수매가격은 협동농장 생산비에 약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농산물 가격은 단일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지와 소비지, 생산시기, 품종과 품질의 차이에 따라 약간씩 다

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농산물의 국가수매는 국가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농장이 다음 생산을 위해 필

요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산물의 수매형태는 

의무수매, 자유수매, 자체수매로 나뉘어 진다.82 의무수매(계획수매)

는 생산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수매에 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농업생

산물의 대부분이 의무수매계획 대상으로 되어 있다. 자유수매는 당

국과 협동농장 또는 농장원 간에 지역과 가격에 구애됨에 없이 실시

되는 수매형태로 각 기관, 기업소, 주민들에게 수매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수매기관에만 수매계획이 시달되며, 식료품, 농부산물, 부업생

산물 등과 같이 의무수매에 포함되지 않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다. 자체수매는 전문수매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장, 기업소에서 직접 

수매하여 소비하는 수매형태이다.

82 임상철, “북한 주체농법의 추진현항과 변화전망,” ｢1994 북한, 통일정

책관련 신진학자 논문모음집 제1권｣ 통일원, 1994.



251

그림 5-2.  북한의 농산물 분배 및 유통경로

종합시장
암시장

(전문거간꾼)

군행정경제위원회
식료수매종합상점

(채소 및 과일)

군행정경제위원회
양정사업소(곡물)

도매소
농산물도매소
육류도매소

국영상점
국가기관

일반주민

급양관리소
국가기관

식료품점
직매점 등

배급소

협동농장생산물
(농장원분배몫외

국가수매분)

개인수집반출상

국영유통기업소
각종 도매소

국영농장생산물
(곡물,청과,육류)

개인생산물
(텃밭, 뙈기밭 등)

  농산물별 수매는 일반적으로 크게 양곡수매와 일반농산물 수매로 

나뉜다. 양곡 수매는 군행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양정사업소에서 담

당. 양정사업소에서 협동농장에 파견한 1명의 양곡 수매원이 양곡 

수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장원의 분배 몫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매. 양곡 외의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매는 군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의 식료수매종합상점(사업소)이 담당한다. 

  농산물 수매가격은 농업생산물, 농촌부업의 생산물 및 기타 수매

품을 대상으로 중앙당국에 의해 계획되고 결정된다.83 수매가격은 

농민시장가격과 함께 농민의 소득과 경제생활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바, 북한은 농산물 수매가격을 농민에게 손실을 주지 않으면서

도 생산을 장려하는 수준에서, 또한 국가가 농산물을 구입․가공․

83 수매가격의 결정은 계획수매의 경우 중앙당국에 의해, 자유수매의 경

우 지방정권기관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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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하는데 손해나지 않을 수준에서 책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

산농민이 원하는 수준보다 매우 낮아 농민들이 수매를 기피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당면한 농산물 유통제도의 문제점으로써 첫째, 생물 

및 유통자원의 분배가 왜곡되어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다. 북한의 농

업생산 활동은 기본적으로 집단 농과 중앙관리체제하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자원이 배분된다. 생산물의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 활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귀속되지 못하

여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효율저하로 연결된다.

  둘째, 농산물 유통구조가 이원화되어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산

자와 소비자의 가치 기준에도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합리적인 생산, 

소비활동을 왜곡한다. 경제의 이중구조는 화폐가치의 이중화를 초래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전체 경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엄청난 가격 격차는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해 거래되어야 할 상품이 

시장으로 반출 되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릴 소지도 있다.

  셋째, 농산물 유통체계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지 못하고 수급을 

조정하는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는 유통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유통시설이나 인적자원의 배치가 비합

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공식 유

통체계의 물자 공급 능력이 떨어져서 공식 유통체계가 제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고 시장이 이를 대신하고 있지만 시장유통의 하부구조

가 취약하여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넷째, 유통시설의 절대 부족과 불합리한 배치, 이용의 제한, 시설

의 낙후, 정보의 격차 등으로 지역 간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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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농산물의 지역 간 

이동이 제한을 받게 되어 지역 간 수급 불안정이 가중되며 지역 간 

소득 격차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취약계

층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

가 된다.

  다섯째, 교통, 통신의 하부구조 취약과 함께 저장 시설 및 수송 수

단의 부족은 물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는 농산물 생산에도 향을 

미침으로써 농산물의 수확 후 손실을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북한의 

농산물 저장 시설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농산물

뿐만 아니라 종자를 보관하는 저장시설도 취약하여 종자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적기에 수확이 되더라도 탈

곡 작업이 지연되어 수확 후 손실이 커지며 저장 과정에서 농산물 

품질의 저하는 물론 생산물의 손실이 확대된다. 국제기구는 곡물의 

경우 수확 후 손실이 15% 이상인 것으로 평가하며 실제로 20%를 

초과한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발 과정에

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저장시설과 수송 수단의 근대화에 중

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관의 차입금 중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투입되었다.

  최근 북한의 유통제도는 급격한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배급 능력이 저하되어 국 유통망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

의 기능이 크게 증대되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정부의 식량 

배급 기능이 축소되어 도시 소비자는 필요한 식량의 50% 이상을 시

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북한 당국은 2003년 봄 기존의 농민시

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고 식량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뿐만 아니

라 공산품까지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중앙의 가격 결정권

을 완화하여 일정 부분 지방정부나 기업소에 가격 결정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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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 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하여 

농산물의 배급가격을 시장 가격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하고 임금도 

인상하 다. 쌀 가격을 물가의 지표로 삼고 시장에서의 급격한 농산

물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장한도가격제를 도입하 다.

  그러나 농산물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시장가격

과 국정가격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시장에서 실

제 거래되는 가격이 한도가격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쌀 

가격의 경우 국 유통망을 통한 공식적인 판매가격이 kg당 46원이

지만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직후 kg당 120~150원이던 것이 

시장 공급 부족으로 2004년 3-4월에는 350원, 6월 500원, 8월 800원, 

9월 900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다가 우리나라의 대북 쌀 차관분

이 도착하고 벼 추수가 시작되면서 10월에는 쌀 가격이 kg당 700원 

선으로 하락하 다. 쌀의 지역 간 가격 격차도 커서 2004년 9월 중

순 현재 함경남도 함흥에서는 kg당 800~830원, 량강도 혜산에서는 

890원, 평양 1000원에 거래되지만 함경북도 무산에서는 1100~1200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국 유통망을 통한 농산물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사업실적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급이 일반화되자 국 유통망은 수매상점의 기

능을 강화하여 배급 기능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

여 판매하는 상업적 유통 기능을 확대하 다. 이러한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 유통망은 상품의 가격과 품질 면에서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하다. 

  협동농장의 분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따라 초과

생산물에 대한 자유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

다. 처음에는 초과생산물을 정부의 수매가격으로 구매하 으나 점차 

분조에게 자유처분권을 부여하고 분조는 시장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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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개혁 방향과 전략

  북한의 유통 부문 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중국의 농산물 

유통개혁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농업생산체제 개

혁 → 농산물 가격정책 개혁 →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혁 등 3단계 

개혁을 통해 농업개혁을 확대하 다. 초기 개혁 과정에서 농업개혁

의 초점을 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농가소득의 악화를 유발하고 도시

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 다. 자유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유통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 상점의 비 효율화를 견제하

는 역할을 하 다. 개방 이후에도 농민은 세한 경 규모, 시장정

보 수집 능력의 부족으로 시장에서 협상력 부족을 체험함으로써 농

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동조합 결성 등 조직화가 필요하다. 

자유시장인 집시무역의 급격한 성장으로 농산물 유통의 발전에 원

동력이 되었음을 인식하여 자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의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도매상업, 소매상업, 사회급양, 수매의 형태로 

분화된 상업 형태를 점차 시장을 통한 유통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에 

의한 상업관리체계를 개별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한 유통체계로 전환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에서 시장의 수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

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중가격과 왜곡된 상대가격체계를 단일가격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경 효율을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국가

의 수매제도를 축소, 폐지하고 경 주체의 자율적 시장판매를 확대

하는 한편 국가에 의한 분배제도를 축소, 폐지하고 시장을 통해 물자

를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한 

원자재 조달체계를 상업적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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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상점을 통한 유통망을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체계로 점

진적 개편한다. 정부의 강제적 일괄 또는 할당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생산자와의 계약수매 또는 시장 구매제도로 전환한다. 배급제

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유

통 시스템의 전환 과정에서 개혁 초기에는 국 상점망과 협동상점

망을 적절히 활용하여 유통마진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

화해야 할 것이다.

  유통시설의 보강과 개인의 자유로운 유통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매사업소, 농산물도매소 및 소매소 등 중앙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을 새로운 기능에 맞도록 보강하고 전국적으로 골

고루 배치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 시장을 상설화하고 시설을 보

강하여 주민의 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장, 운송 등 농산

물 물류시설을 확장하고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개인의 시장 

참여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시장 활동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상

품의 거래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농자재의 계획적 분배제도에서 탈피하여 시장을 통한 농자재 유

통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농자재의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 지도, 농업용수 공급, 유통시설 및 유통조성 기

능 등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 중요하다.    

  유통개혁과 단일가격제도의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

다. 국유기업이나 집단경 체의 효율화는 가격체계의 개편과도 연계

가 있으며 이중가격체계 하에서는 결코 기업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분야에서 단일가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공급

가격과 시장가격을 일치시키며 지도가격 또는 시장의 가격 상한제

를 폐지하고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환경을 조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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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가격체계의 급격한 개편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통제가격체계에서 점진적, 지속적으

로 가격자율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계획적인 통제가격체계

를 시장의 수급을 통한 자율 가격 결정 체계로 전환한다. 개혁 초기

에는 국가결정가격, 국가지도가격, 협의가격, 시장가격, 상한가격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제를 병행 운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자율화를 

추진한다.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농산물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근

접하도록 서서히 조정하되 초과수매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근접

하도록 조정한다.

  중앙의 가격 결정권을 하부로 이양하되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가격 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가격경쟁질서를 제도

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가격결정권을 하위기관 및 기업에 이

양하고 하위단위의 가격자주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 가격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식량 등 국민경제생

활과 직결된 품목은 급격한 가격자유화 정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

다. 이중가격제를 유지하거나 시장에서 상한가 설정, 유통마진 통제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유통 못지않게 농업에서 농자재의 원활한 유통은 매우 

중요하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물자

를 공급하는 중앙집중적 체계에서 기업 간 거래, 자재 상사를 통한 

상업적 공급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확립한

다. 비공식적 기업 간 물자 거래를 합법적 물자 교류시장을 통해 거

래하도록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에서 현

금거래로 전환함으로써 유통의 효율을 높인다.

  협동농장의 생산 및 경 자율권 확대에 따라 농장의 자율적 판단

에 따라 농기계와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협동농장이 농기계나 농자재를 구매할 때 일시에 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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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분할 상환제도, 농자금 대출제도를 

확대한다. 개인의 농기구 공동구매시 협동농장을 통해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농장은 금융기관에 구매자금을 알선한다. 개인

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협동농장의 농기계 수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리비를 징수한다.

  제1단계 개혁을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및 농자재의 

유통제도로 전환되면 시장의 수급을 통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 초기에는 급격한 가격 변화를 방

지하기 위하여 다소 인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하 지만 인위적 조

정에 의한 가격 결정방식은 공급부족 해소와 인플레이션 발생을 진

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나 기업의 간섭

을 최소화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수급이 조절되는 가격의 거시조절

체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확대 생산과 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현대

화된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산물과 농자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도매시장-소매시장-소비자에 이르는 효율적

인 유통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의 취약한 생산지 시장을 

강화하고 도시지역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유통의 원활화

와 함께 가격 형성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유통조성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하고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 기능 강

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시장경제의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경제하에서의 선진 유통을 체험하기 

위한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한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유통

참여자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강화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

계 구입, 수리, 교환, 판매는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모

든 농자재 거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에 따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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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한다. 이를 통해 개별 농가 또는 단체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시

장을 통해 농자재를 구매하는 관행을 정착시킨다. 개인의 농기계 및 

농자재 구매 능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농자금대출 제도 또는 분할 

상환제도를 확립하여 개인 농제를 조기에 정착한다.  

3. 농업부문 재정과 투융자 방향

3.1. 농업 재정

3.1.1. 현황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계획의 세분화, 일원화를 경제계획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의 경제관리제도는 중앙집권과 통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재정관리에도 이러한 성격이 반 되고 있다. 북한

의 재정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평가하기

는 어렵지만 유사한 소득 수준의 시장경제제체 국가보다 훨씬 높으

며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재정

지출은 1960년대 50%, 1970년대 60%,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는 70%를 유지하 다(고일동 1999).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재

정규모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때 90%까지 상승하다

가 1990년대 후반에는 50%대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증가하여 현재 60%대를 유지하고 있다<표 5-1>. 하지만 이 비

율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84 지방예산수입이 전체 예

84 북한이 국제금융기금(IMF)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과 1996년

의 재정규모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8%와 91% 음

(IM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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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입 기준으로 195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1964년에는 45.5%까지 상승하다가 1973년에는 16.7%로 감

소하 고 1980년대 초반에는 15% 전후를 유지하 다. 

  최근의 북한 예산지출 실적과 계획을 비교하면 <표 5-2>와 같다.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인민경제비의 비중은 전체 예산의 2/3를 차

지하 으나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40%에 머물고 있으며 2002년

은 22.7%에 불과하다. 인민적시책비(또는 사회문화비)는 1994년 

20% 이하 으나 최근에는 38% 이상 크게 증가하 다. 국방비는 

1994년 11.6% 이던 것이 최근에는 15%대에 육박하고 있다. 관리비

는 1994년 1.6%에 불과하 으나 2000년에는 7.4%로 증가하 다가 

최근 2%대로 감소하 다. 농업부문의 예산은 인민경제비에 포함되

어 있다. 구체적인 부문별 예산을 확인하기는 어렵다.85 그러나 2003

년도 비목별 예산의 움직임을 보면 농업부문은 전년보다 21.3% 증

가함으로써 전 산업 중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 

표 5-1.  1990년대 북한의 재정규모 변화
단위: 억 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예산(A) 171 185 187 192 n.a. n.a.  91  91  92  96  98 103

GDP(B) 229 211 205 212 223 214 177 126 158 168 157 170

A/B(%)  75  88  91  91 - -  51  72  58  57  62  61

주 A 북한최고인민회의가 발표한 북한 원화 표시 예산을 북한의 공식 상업 

환율로 환산.

B 한국은행 추정치.

자료:한국은행, ｢2002년 북한 GDP 추정치｣, 2003.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제5권 제4호, 2003. 4. 

8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2003. 3. 27) 발표자료에 의하면 인

민경제비의 구체적인 비목별 증가율은 발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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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의 북한 예산 추정 수입은 222억 8,466만원이며 추정 지출

은 221억 2,942만원이다. 2003년의 추정 수입예산은 전년에 비해 

13.6% 증가한 253억 1,537만원이며 추정 지출 예산은 전년에 비해 

14.4% 증가한 253억 1,606만원이다. 이처럼 북한은 매년 균형 예산

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매년 2-3%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

으나 2003년은 10% 이상 예산을 확대 편성하 다.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재정수입체계가 과거의 상대

가격체계에서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세입체계가 붕괴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시장의 확대에 따라 시장 매대

의 임대에 따라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 징수, 협동농장에 대한 토

표 5-2.  2000-2003년 비목별 예산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억 달러

비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999

실적

2000

계획

2000

실적
2001 계획

2001

실적
2002 계획

2002

실적

2003 

계획

인민

경제비
- -

840,297

(40.1%)

862,984

(40.0%)
2.7%

917,007

(42.3%)

923,068

(41.6%)
0.65%

502,338

(22.7%)
-

인민적

시책비
- -

800,482

(38.2%)

820,494

(38.0%)
2.5%

825,956

(38.1%)

859,704

(38.8%)
3.9% - -

국방비
295,264

(14.5%)
295,877

286,206

(14.3%)

312,777

(14.5%)
9.3%

312,172

(14.4%)

319,302

(14.4%)
2.2%

329,728

(14.9%)

389,673

(15.4%)

관리비 - -
155,067

(7.4%)

160,825

(7.5%)
3.7%

112,729

(5.2%)

115,303

(5.2%)
2.2% - -

계 - - 2,082,052 2,157,080 3.6% 2,167,864 2,217,377 2.3% - -

주: (  )안은 전체예산 중 비중.

* 추정치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제5권 제4호,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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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용료를 신설하 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세입이 줄어들

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강구하 다. 맨 먼저 사

회보장제도와 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재정지출이 감소하

게 되었다.

  과거 무상으로 공급하던 각종 공공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

소하고 시장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재정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

다.86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농업부문 의제를 살펴보면 토지정리

사업,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의 성공적인 추진, 종자혁명, 감자농사혁

명, 현대적 닭공장 및 양어기지의 건설, 두벌농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

대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2003년도 중점사업으로서 알곡기

지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관철, 

가금류의 사육두수 증가, 현대화된 닭공장 건설 및 생산 정상화를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난 1998년 이후 매

년 유사한 농업부문의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3.1.2. 개혁 방향과 전략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경제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국유 또는 집단경 체의 비효율적인 경 을 효율화

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효율은 국가 예산의 연성제약 때문에 발

생하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국

가의 계획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상품 가격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게 되

86 고일동, “북한 재정위기의 본질과 세입관리체계의 변화,” ｢KDI 북한

경제리뷰｣, 제6권 제9호,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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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에 보조금을 요청하게 된다. 

기업은 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을 경 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효율

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계획경제 체제 내에서 생산단위에게 재정 권한을 강화시켜 경

의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생산단

위에게 재정의 자주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국유기업의 연성예산

제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은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 두

고 생산단위에서는 예산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생산단위는 비용과 이윤 개념을 철저히 적

용하여 손실이 나면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경 제가 확립되어야 한

다. 이는 소유제의 개혁과 가격자유화를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함으

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독립채

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를 하 으나 개별 기업의 이

익보다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더 큰 목적을 두었기 때

문에 이러한 시도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이러한 독립채

산제는 비단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계획관리방식에 의해 중앙이 지방에 대해 엄격한 

예산 통제를 실시할 경우 지방 경제의 활성화가 어렵고 이는 다시 

기업 활동의 제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과 지방정부의 독립채

산제는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에서는 대부

분의 기업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체제 전

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에 대해 상당한 재정 자율

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의 감

소를 초래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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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가

운데 하나는 재정과 금융의 분리이다. 재정은 정부의 공공활동을 뒷

받침하고 금융은 외자의 도입이나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물론 개혁 과정이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에 따라 재정과 

금융의 분리 속도는 차이가 있다. 급진개혁의 경우 재정과 금융의 분

리 속도도 빨랐다. 그러나 점진 개혁의 경우 국유기업의 존재 때문에 

재정과 금융의 분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국유기업에 대한 직

접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장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국

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재정과 금융의 분리가 지지부진하다가 국유기업의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야 재정과 금융의 분리를 적

극 추진하게 되었다. 결국 재정과 금융의 분리는 개혁 과정에서 국유

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진다. 그렇지만 국

유기업을 효율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

문에 국유기업을 빠른 기간 내 효율적인 기업의 형태로 전환하고 이

를 계기로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재정

과 금융을 먼저 분리하게 되면 국유기업은 구조조정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므로 국유기업의 구조 개편 또는 해체가 일어나게 된다. 

국유기업의 효율화와 재정과 금융의 분리는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

문에 두 가지 작업은 동시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의 재정 개혁은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1980년대까지

만 해도 베트남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대규모의 재

정적자를 기록하고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으로 보전하는 등 취

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재정적자 감축을 위

하여 본격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 는데 각종 조세의 신설, 국유 부

문과 비국유 부문에 대한 동일한 과세, 지방 조세행정제도의 확립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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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측면에서는 1989년까지 국세로 농업세만 있었으나 1990년 

이후 비국  부문에 대한 업이윤세(1990. 9), 국  부문에 대한 

업이윤세(1991. 1), 개인소득세(1991. 4), 천연자원세(1992. 3), 농지사

용세(1993. 7 종전 농업세 폐지),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1997. 4 

국회승인, 1999. 1 시행) 등을 신설하 다. 세출 측면에서는 국유기

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은 정리, 통합함

으로써 세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유기업은 1991

년 12,000개에서 1998년 말에는 5,800개로 감소하 다. 종전에는 적

자재정을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으로 보전하 으나 재정개혁 이후 국

채발행 또는 해외차입을 통해 보전하게 되었다.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면 중앙은행의 기능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

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상업은행 기능을 하는 

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특수은행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상업은행을 조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수단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개별 농가는 토지, 주택 등 사전 재

산이 없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개혁 초기에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신용보증과 같은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유기업이나 집단경 체의 효율화는 가격체계의 개편과도 연계

가 있다. 이중가격체계 하에서는 결코 기업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어

렵다. 단일가격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단

일환율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국가

가 필요에 따라 상품의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을 별도로 정하고 가격 

격차로 인한 손실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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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면 자연히 단일 가격이 형성되고 

이는 기업의 경 을 효율화하는 계기가 된다. 결국 유통개혁이 선행

되지 않고 단일가격제도의 확립이 어렵고 이는 다시 기업의 효율화

와 금융과 재정의 분리, 재정의 분권화와 연계되는 것이다. 

  재정과 조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재정개혁을 위해서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와 같은 상대가격체계가 무너

지고 가격이 시장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결정되면 가격 조작에 의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

해서는 세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통 부문 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국가소유의 고정

자산과 생산수단의 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세목을 개발하여 국가

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 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수단이 국가소유에서 개인 소유로 전환되고 소유와 경 이 

분리됨에 따라 세제의 개편이 뒤따르게 된다. 조세제도를 통해 국유

기업의 이윤 중 일부는 조세화를 통해 국가의 수입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기업의 이익으로 분배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연성예산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을 안정화

시키고 기업의 책임경 을 강화할 수 있다.

  개혁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우대정책의 확대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면제기간을 확대하며, 투자 

공제를 허용하며, 조세제도의 구체화와 투명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시장을 통한 거래와 사유재산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세, 부가

가치세, 종합소득세 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와 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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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협동농장이 국가에 납부하는 계획생산량과 초과생산물을 조

세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토지이용료 개념을 확대하여 협동농장 

및 개별 농가의 개인경작지에 대한 조세제도를 확립하고 경 주체

에 안정적인 경 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 텃

밭이나 협동농장의 토지이용에 대한 자율권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

련한다. 개인 농제도 및 토지의 개인소유제도 도입에 따라 농지세, 

소득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의 업세 납부를 제도화하

고 협동농장 또는 농가의 시장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조세행정

과 조세 인프라가 정비되면 소득과세 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세는 점

차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농업금융

3.2.1. 현황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금융정책의 목표를 각 경제 주체의 경제활

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에 맞추어 공급하는

데 두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의 금융은 재정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데 불과하다. 북한의 금융 부문은 국가자금을 창구화하여 국

기업소의 자금운용, 생산, 판매과정 등을 감독하거나 통제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 금융제도의 특징을 들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87 

  첫째, 중앙은행에 의한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중

앙은행은 발권은행인 동시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수행하

며 예외적으로 소수의 특수은행이 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대외결제 

87 한국산업은행(2003) 중 북한의 금융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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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북한 돈인 원화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자원의 적절

한 이용을 위하여 모든 자금흐름을 계획화하고 화폐가격에 의해 기

관이나 기업소의 자금흐름을 통제하는 이른바 ‘원화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원화에 의한 통제’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 과정을 통

한 재정통제와 은행의 업활동을 통한 은행통제의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화폐유통의 이원화이다. 북한에서 화폐유통은 기업소의 무

현금유통과 가계의 현금유통으로 엄격하게 구분된다. 기관이나 기업

소 사이의 화폐거래에서는 현금거래와 외상거래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무현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현금유통은 주로 근로자

들의 화폐소득의 형성 및 지출과 관련되어 있다. 기관이나 기업소의 

주민에 대한 생활비 지급, 주민의 소비 상품 구입, 시장 거래, 서비

스 요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 현금이 유통된다.

  넷째, 무담보에 의한 대출이 일반화되어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물

론 기업소도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

자금의 점유만 다를 뿐 자금규모의 변동의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무담보에 의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 시 일부 기업에 

대해 경 활동을 개선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북한의 금융기관에는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있다. 특수은행

으로서는 무역은행, 금강은행, 대성은행, 금별은행, 창광신용은행, 고

려은행, 금성은행, 황금의 삼각주 은행, 국제체신은행 등이 있다. 합

은행으로는 통일발전은행, 조선합 은행, ING동북아은행, 페레그

린-대성은행, 화려은행이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조선국제보험회

사와 제일신탁금융회사가 있다<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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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북한의 금융기관

주: (  )내는 담당업무임.

자료:박석삼,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대출제도는 대상에 따라 국 기업소 대부, 협동단체 대부, 기타 

대부로 구분된다. 국 기업소 대부는 성격에 따라 다시 계획대부, 

조절대부, 보충대부로 구분된다. 협동단체 대부에는 협동농장 대부, 

협동조합 대부가 있으며 기타대부에는 외화벌이 저금, 부업경리 자

금 확보를 위한 대부, 부업반․가내작업반․기타 기업소에 대한 대

부 등이 있다. 대부자금의 원천은 주민 저금, 보험료, 개인송금자금, 

은행자체자금, 기관․기업소 예금 등이다. 대출 이자율은 통상 국

기관이나 기업소는 연리 2~4%, 협동단체나 기타 대상에는 3~6%가 

적용된다. 기업소 등에서 계획 미달 등 부실경 에 의해 대출을 신

청할 경우 부실경 의 원인이 국가인지 기업인지에 따라 다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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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적용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다음 생산연도에 필요한 농자재비와 관리운 비를 

조달하기 위해 결산시 별도 항목의 분배계획을 작성하고, 배분된 부

분을 중앙은행에 예탁한다.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재조달을 위해 협

동농장은 내부자원을 우선적으로 동원하나, 경 활동에서 부족한 자

금은 은행대부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은행대출은 협동농장들이 

농업생산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때 필요자금을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88 중앙은행의 군지점은  군협동농장 경

위원회와 협의하여 협동농장에 ‘생산목적의 연간 대출총액’을 할

당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가계에 대해서는 생산자금 대출을 하고 있

지 않다. 다만, 가족의 긴급한 사항의 처리 및 소비목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농업금융을 제공하고 있다.89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으로써 첫째, 체제상의 문제점 때문에 발

생하는 것으로 모든 경제활동의 정보가 계획에 의해 얻어지므로 다

양한 정보교류 경로가 없고, 업무실적과 보수와의 연계가 없기 때문

에 은행이든 기업이든 비능률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 정부, 기업, 금융기관 상호간에 공생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책임 구분의 불명확으로 은행과 기업의 경

 관리 측면에서 관료적인 비신축성이 초래될 뿐 만 아니라 경쟁의 

배제로 비효율성이 발생되며 위기관리 대책도 없다. 국내의 각 지

역, 각 부문간의 자금의 이동을 금지하는 폐쇄성과 국가정책과 기업

88 북한에서 농업금융은 중앙은행 군 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별도의 농

업전문 금융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북한은 농업금융을 전문적으로 취

급하기 위해 1948년 농민은행을 설립했으나, 1958년 농업협동화가 완

료됨에 따라 그 기능을 협동농장으로 이관하고 신용업무는 중앙은행

이 전담하고 있음. 

89 농협중앙회, 앞의 책,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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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에 따라 자금공급이 부문별로 차별화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금융은 재정의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

은행은 경제주체인 기관 또는 기업체간의 거래를 감독 또는 통제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금융은 존재

하지 않아 낙후되어 있다. 수신 상품이나 여신 상품 등도 극히 단순

한 상태이며 금융기관의 사무 자동화와 전산화 등 금융 인프라가 거

의 전무에 가까울 정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북한주민들의 일반적인 

소득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나 금융기관

의 현금 지불능력에 대한 불신, 악성인플레 등 때문에 저축성향이 

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북한 화폐의 구매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데다 공식 환

율과 실제 환율간의 차이가 심각하다. 북한의 공식 환율은 공정 환

율과 무역환율로 나뉘는데 북한 1원대 남한 화폐가치는 공정 환율

과 무역환율이 각각 약 1,200원, 약 600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암

시장에서 통용되는 실세 환율은 남한 1원과 대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2. 개혁 방향과 전략

  농업부문의 탈집단화와 금융개혁으로 기존의 농업금융기관의 붕

괴와 같은 급격한 변화와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모색되

어야 한다. 토지상환 및 매각 등 토지개혁이 완성되기까지 농가의 

신용 제약 해소를 위한 담보물 보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앙계획경제하에서 이월된 누적부채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이 

필요하다. 협동농장의 개편에 따라 협동농장이 안고 있는 이월누적

부채의 해소와 이로 인한 신용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

다. 농업금융전담기구를 통해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여 정부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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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고 일부는 정부가 신용보증 또는 정부채무를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농업은행의 부실 경 을 예방할 수 있다.

  개인 농제의 확립에 따라 개별 농가에 대한 대출제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제전환기의 금융 시스템 불안정으로 농

가는 자금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신용보조나 농업정

책금융을 통해 이를 해소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농정의 목표와 연계

하여 정책자금을 대출한다. 제도권 금융을 통한 대출의 한계가 예상

되고 상인이나 기업을 통한 자금조달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농가가 

농자금 및 시설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신용이 쌓

일 때 까지는 신용경색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무담보 대출 등 신용보

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높은 금융거래 비용과 농가의 수익성 악화에 대비한 

대출 이자 보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농가의 업활동에 관한 정보

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농업금융 질서의 확립해야 할 것이다. 

자산규모 및 소득 측면에서 빈곤층과 부유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

므로 다양한 계층에게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금융개혁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금보험시스템과 같은 안전장치가 초기에 마련

되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수집 및 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금융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농활동 관련 양질의 정보가 절

실하게 요구된다. 

  금융 담당자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변화된 경제여건 하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

한 대출지원 절차 및 금융 기술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금융기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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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자의적 대출 의사결정 가

능성이 높다. 농업금융 주체의 금융 서비스 관련 지식은 향후 건전

한 농업금융 시스템의 개발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는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

된다. 베트남은 1983년 3월 각료평의회의 결정(Decision No. 

53/HDBT)에 따라 상업은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원적 은행제도가 

확립되었으며 베트남 국가은행(SBV)이 상업은행을 관리․감독토록 

하 다. 베트남의 분리된 상업은행 업무는 신설된 공상은행 및 농업

개발은행이 담당하 으며 이외 외환은 전담하는 대외무역은행과 공

공사업 및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장기금융기관인 투자개발은행과 함

께 4대 국유상업은행을 구성하 다. 국유상업은행은 여전히 중앙정

부의 지원을 받아 예산을 운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적인 기준에

서 업활동을 한다. 이후 1990년 5월 2원적 은행제도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는 ｢베트남 

국가은행 운 에 관한 법｣과 국  및 민간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

에 관한 기준인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에 관한 법｣을 제

정하 다. 베트남은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은행의 국내진출과 새로운 

민간은행과의 합작은행 설립을 허용하 다. 1989년에는 외국은행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1991년에는 외국은행 지점 및 합 은행 설

립을 허용하 다. 1992-1993년에는 민간 상업은행 다수 설립되고 

1993년에는 농촌 지역의 저축자금을 동원하여 소규모 융자업무를 

담당하는 인민신용기금(People's Credit Fund) 설립을 허용하 다. 

1994년에는 농업개발은행 주도로 인민신용기금보다 규모가 작은 상

호신용조합(Credit Cooperatives)을 설립하 다.

  농업금융제도의 골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다음 단계의 개혁 

과제로 다양한 형태의 농업금융조직을 육성하고 역할을 구분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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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시장의 불안정, 수익의 악화,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농업금융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정부의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체제가 안정되면 농가의 금

융 서비스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하므로 단일 금융기

관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책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예

금보증기관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금융 및 상업금융 기관 설립이 필

요하다.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금융의 효

율성 증대시켜 나가는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붕괴 등으

로 인한 주민들의 신뢰도 회복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신속한 토지개혁 완성과 토지임대 및 거래를 위한 토지시장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금융

개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은 불가

피하지만 그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초기의 개입에 

따른 정책도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여부

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

는 모든 단계에서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할 것이다.

  농업 부문이 중앙집권적인 관리체계에서 개별 경 으로 전환함에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개별 경 체는 수익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토지와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기 때

문에 그만큼 자본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체제전환 국가가 겪는 

공통적인 문제는 재원이 부족하고 저축이 적기 때문에 일시에 증가

하는 농업자금 수요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금융

기관이 차관이나 다른 형태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국내 화폐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야만 하는데 이는 인플

레이션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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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북한의 농촌금융 시스템 구축안

농촌금융시스템(안)

농업은행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은행)

준 금융조직
(연대조직)

-담보제공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중장기, 
대규모 신용 공급

-시장기능에 충실한 운영

-농촌지역의 모든 농가 및
주민 대상

-기존 협동농장신용부와
유사한 형태이나
협동조합 원칙에 의거
자립,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회원중심으로 운영

-일정지분을 출자한 회원
중심으로 운영

-농촌지역의 빈곤계층
중심으로 운영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상업은행의 자금이용에
제약이 큰 농가 중심으로
소규모 연대조직을
구성하여 상업은행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

예금보호장치

기

관

목

적

대

상

농촌금융시스템(안)

농업은행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은행)

준 금융조직
(연대조직)

-담보제공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중장기, 
대규모 신용 공급

-시장기능에 충실한 운영

-농촌지역의 모든 농가 및
주민 대상

-기존 협동농장신용부와
유사한 형태이나
협동조합 원칙에 의거
자립, 상호부조 원칙에
따라 회원중심으로 운영

-일정지분을 출자한 회원
중심으로 운영

-농촌지역의 빈곤계층
중심으로 운영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상업은행의 자금이용에
제약이 큰 농가 중심으로
소규모 연대조직을
구성하여 상업은행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

예금보호장치

기

관

목

적

대

상

부문에 할당된 제한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체제전환

기 농업금융정책의 핵심이다.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농정의 목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신용보조 계획과 같은 일시적 대책들은 

시장실패를 정부 실패로 전환시키는 위험이 있다.

3.3. 농업부문 투자 

3.3.1. 현황

  1990년대 중반 북한은 대규모의 홍수와 해일 피해로 농지의 유실, 

매몰, 제방의 붕괴, 양수장의 침수, 양묘장의 침수 등 농업기반에 상

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아직 복구되지 곳이 많다. 1995-1997년 동안 

농촌금융시스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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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총 피해면적은 논 31,758ha, 밭 40,727ha로 총 72,512ha에 달

한다. 이 중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한 면적이 20,000ha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해일 피해로 총 55km의 방조제 중에서 290km

가 파괴되었으며 아직 100km 이상 복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계속된 북한의 경제난은 농업기반의 복구를 지연시키

고 있다.

  북한 농업관개체계의 특징은 유역연결식 관계체계에다 양수장 의

존도가 높아 유지관리와 가동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며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지형 특성상 강-저수지 또는 양수장-농지로 이어

지는 다단계 양수의 특성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크고 대부분의 양수

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정상적인 가동도 어려운 형편이다. 관개가 

가능한 146만ha 중에서 30만ha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양수가 필요

하다. 

  관개방식이 에너지 소요가 큰 양수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경

제난으로 인해 전력공급은 대단히 어려워진 실정이다. 국제기구에 

의해 조사된 3개 양수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간 600번 총 2,300시

간에 걸쳐 정전이 일어나고 평균 15%의 전압 강하(3,300V의 정격전

압, 평균 2,790V)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 전역의 관개용 에너지는 연

간 1ha당 1,080kWh 소요되는데 이중 270kWh가 부족하여 전체 관개

면적 98만ha의 부족 전력은 2억6,500만kWh(중유 8만톤 해당)에 이르

고 있다.90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관개체계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먼저 에너지 소비형 양수

체계는 자연관계체계로 전환하고 지형상 다단 양수체계가 불가피한 

지구는 적절한 작부체계의 도입으로 전력소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90 UNDP/FAO, AREP Working Paper 1, 199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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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리비용 징수 시스템을 전환하여 관개시

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입었던 것은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

변이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산지에 조성한 다

락밭(비탈밭)이 피해를 크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산지대는 

물론 경사가 심한 산지 비탈면에까지 임목을 베어내고 비탈밭을 조

성함으로써 약간의 비에도 토사가 흘러내려 농경지를 뒤덮거나, 하

상이 높아진 강과 하천이 범람해 피해를 확산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농업복구 상황과 분야별 조사연구의 임무를 띠고 북한

을 방문한 환경전문가인 러셀(Michael A. Russel)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를 위한 산림지역 경사지의 잠식이 여전히 많이 목격되

고 있으며, 이러한 산지 잠식은 식량 생산을 보충하고자 하는 정부

의 지원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천연림 지역

은 연료채취를 위해 파괴되고, 옥수수 등의 작물재배를 위해 70도가 

넘는 급경사지까지 토양 유실에 대한 대책이 없이 경작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 보고하 다. 식량위기 이후 곡물생산을 늘리기 위한 임시

조처로 개인이 산림 경사지를 개간하여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 허용

되어 경사 16°를 초과하는 위치에 있는 경작지가 전국적으로 14만 

ha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 산림 황폐화의 또 다른 원인

은 연료난에 따른 연료목의 과다 채취에 있다. 북한은 1988-92년까

지 연평균 약 410만㎥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 는데 90년 초 석탄 

배급이 중단되면서 임산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간 1,000만㎥ 이상의 목재가 연료재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를 위해 북한당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다각

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산림복구 노력은 다음에 지적

91 UNDP/FAO. AREP Working Paper 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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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몇 가지 요소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92 첫째, 긴급한 광산 

복구, 방조제 복구, 가옥 및 시설의 재건축 등을 위해 목재가 대량으

로 필요하며, 이로 인해 여전히 대규모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홍수로 피해를 입은 광산의 생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연료용 

목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 목재가 벌채되고 난 

후의 자연적 재생산은 인근 주민들의 염소 방목으로 방해를 받고 있

다. 넷째, 조림에 필요한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장이 홍수피해를 입

은 후 아직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원활하게 묘목이 생산되지 않

고 있다.

  조림에 필요한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장은 홍수피해를 입은 이후 

아직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원활하게 묘목이 생산되지 않고 있

다. 전국 90개 양묘장 중에서 739ha에 이르는 30개 이상의 양묘장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0개소는 75%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30개소 중 16개소는 복구되었으나 상황이 나쁜 14개 양묘장의 복구

는 지연되고 있다. 북한의 양묘장은 식량위기 이전에는 연간 20만 

ha의 조림을 지원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기 후에는 연간 

8,400ha의 조림만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의 농자재 생산능력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체 수요를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을 정도 으나 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개보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종자 등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기본적인 

농자재의 조달이 어려울 정도이다. 설령 농자재 생산시설을 갖추고 

92 북한이 1998년 11월에 UNDP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복

구가 필요한 면적은 9만9,000ha이고, 다음으로 복구가 필요한 면적은 

35만ha로 총 45만ha를 복구대상으로 추정했으며 조림까지 필요한 면

적은 약 2백만ha 이상으로 추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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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효율이 낮아 원조원가가 높고 제품의 질이 떨어져 개보수

를 통한 공급능력의 향상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비료의 공급 추이를 보면 1998년 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5-3>. 그러나 비료 공급의 증가는 북한의 비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

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비료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3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료는 32,000톤이었으며 2004년에는 

56,524톤으로 증가하 다. 2004년의 경우 한국 등 국제사회가 지원

한 비료는 북한 전체 비료 사용량의 72%에 이른다.93 북한은 농업용 

비료 소요량은 연간 52∼65만 톤으로 추정되며 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는 40~45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할 때 현재 북한이 생산하는 비

료는 총소요량의 10%에 불과하다.

표 5-3.  북한의 비료 공급실적, 1996-2004
단위: 성분 M/T

비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N

P

K

139,000

61,000

0

131,000

60,000

2,000

96,000

26,000

2,000

143,000

33,000

23,000

NA

132,000

27,000

31,000

NA

166,438

37,875

40,199

153,524

37,421

39,228

계 200,000 193,000 124,000 199,000 162,000 190,000 189,000 244,512 230,173

자료: FAO/UND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AREP) 

Programme: DPRK, 1998.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1-04.

93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 22, 200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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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북한은 종자 생산능력은 있으나 종자의 품질이 매우 낮다. 

북한 전역에는 240여개의 채종농장이 있으며 10만여ha의 채종장에

서 연간 25만 톤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종자 생

산과정에서 투입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 못하여 질 좋은 종자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후된 정선 및 보관시설, 철저하

지 못한 종자관리와 소독으로 종자 손실이 많으며 종자의 질이 저하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벼의 육종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 으나 수량성이나 

품질 면에서 남한에 비해 뒤져 있다. 대부분의 북한 품종은 도복에 

약하고 도열병, 흰빛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오갈병 등 병해충 저

항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벼 품종의 수량은 한국의 장려 

품종인 화성벼의 80~85% 수준이며 미질은 최하위 품종에 머물고 있다.

  옥수수 육종기술은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어 있으며 교잡종 중심

의 육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옥수수 

품종은 우리나라와 수량 면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것

으로 평가되지만 보증종자(재생종자)의 공급량이 소요량의 50%에 

불과하여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

  과 보리는 북한에서 종자개량이 가장 낙후된 작물로 평가된다. 

최근 2모작사업이 확대되면서 보리와 의 재배면적이 100,000ha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품질 좋은 종자의 부족

으로 수량은 낮은 편이다. 북한은 최근 감자농사 혁명을 부르짖으며 

감자를 주식 대열에 끼워 넣고 있으나 씨감자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감자 재배면적이 43,000ha에 불과

하 으나 2001년에는 188,000ha로 늘어났으며 2004년에는 197,000ha

로 증가하 다. 급작스런 감자 재배면적의 확대에 따라 씨감자의 부

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파종량이 기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주

요 작물의 재배면적 전망을 기초로 북한의 작물별 종자소요량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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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포 면적을 추정하면 <표 5-4>과 같다.

  한편 농기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이용 가능한 

트랙터는 64,225대이며 이 중 57%인 36,608대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FAO/WFP 2004). 그러나 가동되는 농기계라고 하

더라도 대부분은 낡았으며 효율이 떨어진다.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는 소로 논밭을 경운하는 형편이며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농번기의 인력 및 농기계 부족은 현재 북한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모작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3.2. 개혁 방향과 전략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북한이 농업부문의 개혁을 추

진할 때 당면하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

료, 농약, 농기계, 에너지 등 농자재 공급과 조달이 여의치 않아 생

산성 향상을 제약하다. 둘째, 저수지나 양수장 등 수리시설이 취약

하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많

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등 효율성이 낮다. 셋째, 과거 농지를 확장

표 5-4.  북한의 종자소요량과 채종포면적 추정

작 물
재배면적

(ha)

ha당 종자소요량 

(kg/ha)

종자

총소요량

(MT)

갱신

주기

(년)

연간 생산 목표

종자소요량

(MT)

채종포수량

(MT/ha)

채종포면적

(ha)

벼

옥수수

감자

콩

맥류

580,000

480,000

200,000

100,000

120,000

60

40

1,500

60

150

34,800

19,200

300,000

6,000

18,000

5

1

3

5

5

6,960

19,200

100,000

1,200

3,600

3.0

2.0

8.0

1.2

2.5

2,320

9,600

12,500

1,000

1,440

계 1,480,000 378,000 130,390 26,860

주:채종포 면적은 보급종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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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경사지를 지나치게 개발하고 산림을 남벌함으로써 자

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농자재와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가유통망이 한계를 나타내며 향후 시장

의 기능이 확대될 경우 유통시설의 부족으로 원활한 농산물을 기대

하기 어렵다. 다섯째, 약 37%에 달하는 북한의 농촌인구는 충분히 

고용되지 못한 상황이며 개혁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경우 

잠재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의 증산,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와 유통의 시장경제화와 적응, 경쟁력 있는 농

업 육성 등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농업기반에 대한 투자는 일시에 많은 재

원이 소요되지만 그 효과는 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반면 농

업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반면 지속성은 짧

다. 농산물 유통 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

지만 실제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면서 지속적으로 향력

이 나타난다. 그러나 개별 사업부문별로 세분화하면 투자의 일반적

인 특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농업기반투자의 경우 일반

적으로는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만 피해농경지의 복구사업은 

취로사업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

면서 농업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

의 개혁을 체제내의 개혁과 체제의 개혁이라는 두 단계로 구분할 경

우 단계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먼저 1단계 개혁, 즉, 체제내의 개혁단계에서는 농업기자재에 대

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당면하고 있는 식량 부족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자재의 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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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시장

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농산물유통하부구조에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농업기반에 대한 투자에는 일시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긴급히 복구해

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단계의 개혁에 진입하면 주요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급속히 진

전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정착된다. 농업기

자재의 조달은 국가가 아닌 시장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따라

서 급속히 확장되는 시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통하부구조뿐

만 아니라 효율적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보다는 현대화된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

조성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농체제로 전환함

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게 되고 안정적인 농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새로운 용수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때는 피해농경지에 대한 긴급 복구가 아닌 체제의 

전환에 따른 농업기반의 재편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농업기자재

는 시장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이에 

대한 대규모의 공공투자는 우선순위가 낮다. 그러면 각 분야별 투자

의 방향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개혁의 추진으로 공기업의 민 화, 국․공유 재산의 사유화가 마

무리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혁

의 추진으로 증가된 실업을 민 화와 사유화를 통한 점진적인 고용 

확대 정책으로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 즉, 민 화와 사유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공공투자를 통하여 개혁 과정

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정부부문의 고용유지와 고용증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데, 하나는 기존의 정부조직을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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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의 확충에 대규모의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

출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은 당장의 고용 확대라는 측

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농업생산기반의 복구 및 건설을 위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당국의 실행 의지와 재정 능력

에 따라 추진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면

한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에 염두에 

두고 농업생산기반 투자사업을 계획하는 동안에도 농업생산성 향상

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농지의 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작업

이 필요한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농지에 쌓인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고 표토를 유입하며 제방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을 추정하면 <표 5-5>와 같다.

표 5-5.  홍수 피해농지 복구비용 추정

품 목 비 용(천달러) 비  고

장  비 12,169

불도저(65), 포크레인(17), 트럭(15), 

트레일러(4), 지프(2), 경유(15,000톤), 

휘발유(2,200톤), 시멘트(6,500톤)

노동 및 관리 55,085

노동력(5,161천일, 1일 5$, 25,804천$), 

모래, 자갈, 목재, 강철파이프, 기타물재, 

관리비용($25,024,000)

계 67,154

주:북한 당국 추정액,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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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장 파이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분포하는 3만2,000여 

개의 관개용 양수기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 상태이며 부식이 많이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총 1,990km의 파이프 중 당장 950km를 교

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급히 교체해야 할 

우선교체 대상은 2년간 총 240km로서 전체 교체 필요량의 25%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9,800여 톤의 철강이 소요되며, 비용은 약 

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1997년에 발생한 해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면, 총 290km에 달

하는 방조제가 파괴되어 약 10만 ha의 논이 침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일에 의해 파괴된 방조제의 절반 정도가 복구되었

으나, 약 141km는 임시 보수 상태로 근원적인 복구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피해방조제 복구를 위한 비용을 추정하면 <표 5-6>과 같다.

  산림 및 임업부문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황폐산림의 복구와 녹

화, 농촌연료 문제의 해결, 그리고 임업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산지의 사유화는 충분한 기초조사 이후 점진적으로 착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까지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표 5-6.  피해방조제 복구를 위한 비용

품 목 비 용(천달러) 비  고

장 비 10,060

포크레인(60), 트럭(20), 오일탱커(3), 

트레일러(3), 트럭크레인(1), 에어컴프레서 

(30), 제너레이터(30), 암반드릴(90), 고압 

공기호스(74km), 경유(4.4천톤), 윤활유 

(5백톤), 시멘트(5.7천톤)

노동 및 관리 24,792
노동력(1일 5$, 21,000천$), 

관리비용(3,792천$)

계 34,852  

주: 피해방조제 141km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북한 당국이 1998년 추정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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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향에서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첫째는 

경사지 경작지 보호를 위해 총 1만ha를 우선적 대상으로 하여 조림

과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용재림 조성으로 4년에 걸

쳐 15만 ha를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홍수피해를 입은 30개 양묘

장 중 복구되지 않은 14개소를 3년에 걸쳐 복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 다. 농업부문의 생

산을 안정화시키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네 가지 과제를 시급히 추진하는 일이다.

  첫째,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경작지 보호를 위해 사방사

업을 실시한다. 총 10,000ha가 우선 대상이 되는데 1년차 2,000ha, 2

년차 3,000ha, 3년 차 5,000ha에 대해 식목과 축대 조성을 겸해서 수

행한다. 둘째로 용재림 조성이다. 4년간 총 150,000ha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일년차에 40,000ha, 2년차에 50,000ha, 3년차에 60,000ha를 대

상으로 추진한다. 식목을 위해 묘목은 ha당 2,500주가 필요하며 총 3

억7,500만주 소요된다. 묘목은 북한 지역의 90개 양묘장 중 피해를 

입지 않은 곳과 남한지역의 양묘장을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셋

째, 양묘장을 복구하는 일이다. 북한 지역에서 홍수피해를 입은 30

개소 양묘장 중 복구되지 않은 14개를 통일 1, 2년차에 각 5개소, 3

년차에 4개소를 복구한다.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비료

의 원활한 공급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경우 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료제조시설을 

부분적으로 현대화하여 자체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2001년에 남흥청년화학기업연합소의 

일부 생산라인을 복구함으로써 자체 생산능력이 다소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흥남비료공장은 노후 시설과 뒤떨어진 공법에 의해 

비료를 제조하므로 에너지 효율이 아주 낮고 비료의 질이 떨어지며 



287

원료 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료 생산시설

의 현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은 화학비료의 부족을 해소

하기 위하여 재일동포의 지원에 의하여 복합미생물 공장을 건설하

여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

나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자체적으

로 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비료

제조 시설을 현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비료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초기에 엄청난 자본투자가 요구되고 

다른 석유화학산업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분적인 개보수를 통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능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 

  농약은 제조원가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므로 시

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현재 북한은 원료 농약이 확보될 

경우 농약을 합성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지 원료의 부족으

로 충분한 농약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

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보다 효과적이고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

는 새로운 농약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새로운 농약을 생산할 수 있다.

  북한은 금성트랙터공장(특급기업소)을 비롯하여 순천트랙터공장, 

해주농기계공장 등 16개의 농기계 또는 부품 생산 공장이 있으며 

시․군단위에는 중소형 농기구나 농기계를 수리하는 공장이 있다. 

북한의 농업 기계화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연결기계를 사용하며 

1958년부터 생산이 개시된 천리마 28마력 트랙터가 주 기종이어서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기계는 낡고 효율이 낮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

운 농기계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개혁의 추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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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조직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농 체제로 전환할 

것이므로 이에 맞는 농기계 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한 농기계 부품 및 생산 

설비 개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개인 농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유휴 농기계 시설을 북한에 이전하여 소형 농

기계 중심으로 작업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이다. 한국의 농기계 생산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고 관련 부품 제

조공장 건설을 합작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나 현 단계에서 민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봄보리 종자와 씨감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40여개에 달하는 중앙 및 도, 군 단위 

종자사업소와 8개의 종자 정선시설, 10만ha에 달하는 채종장에서 연

간 25만 톤의 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나 정선 및 보관시설이 나빠 종

자 손실이 많으며 종자의 질이 낮다는 문제점 있다. 종자 관리와 소

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많으며 불량종자

가 혼합되는 등 종자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질 좋은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자증식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종자 정선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종자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

다. 만일 종자의 질을 높인다면 북한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자의 

60%만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감자와 옥수수는 질 높은 씨감자와 잡종종자(F1)를 사용하는 것이 

수량을 높이는 지름길이나 매년 많은 양의 종자를 생산해야 하기 때

문에 비용 면에서 커다란 부담이다. 북한은 질 높은 씨감자 생산시

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그 동안 남북한 협력사업을 통해 상당한 성과

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업개혁을 통해 개인 농제도가 정착할 경우 

감자와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지금처럼 유지될는지 의문이 제기된

다. 개별 농가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을 생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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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게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농업개혁으로 농

체제가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종자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자나 옥수수보

다는 쌀이나 보리. 채소 등 앞으로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종자 증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농업인력 및 기술개발

4.1. 농업인력의 육성과 개발

4.1.1. 현황

  북한의 교육제도는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총 11년간의 의무교육, 전문학교 및 대학, 대학원 과정으로 이루어

져 있다. 고등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할 경우 2-3

년제 고등전문학교, 3-4년제 단과대학, 4-6년제 대학 중 하나를 선택

하게 된다. 김일성 대학의 경우 사회과학분야는 4.5년, 자연과학분야

는 5.5년 소요된다. 교원대학, 전문대학, 전문학교의 경우 전체 수업

기간이 2-4년이다.

  그러나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상당수의 학생은 군에 입대하거나 

직장에 배치되는데 이들은 일정 기간의 복무를 마친 후 일하면서 배

우는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농장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다. 

공장고등전문학교는 4년, 공장대학이나 농장대학은 통상 5-6년 과정

이다. 1998년 현재 북한에는 113개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이 있으며 18만 명의 근로자가 여기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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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북한의 과학기술교육 체계

박사원 (2년)

연구원 (2-4년)

농업 및 이공계 대학(5-6년) 농, 공, 어장대학(5-6년)

고등기술전문학교(3년) 공장고등전문학교(4년)

11년제 의무교육

(학전 교육에서 고등중학교 까지)

자료:통일부, ｢북한개요｣, 2000.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은 이름만 대학일 뿐 사실은 근로자 

연수기관 또는 훈련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과 연구소의 고급 학술 간부를 양성하는 대학원에는 2-4년 과

정의 연구원제와 2년 과정의 박사원제가 있으며 이들 과정을 수료

하게 되면 각각 준박사와 박사의 칭호를 받는다. 북한의 대학원은 

정규대학뿐만 아니라 과학원 산하 연구소 등 연구기관에도 다수 설

치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작다.

  1996년 현재 북한에는 286개의 대학에 31만 명의 대학생이 있다(한

만길 1998). 1991년에 파악된 북한의 대학교 수는 269개 으며 이 중 

농림어업 관련 대학은 26개이다(Eric Im and A. Y. Mansourov 2000). 

대학을 유형별로 나누면 종합대학 3개교, 단과대학 183개교, 공장, 농

장, 어장대학 100개교 등이며 대학 당 평균 학생수는 1,084명으로 같

은 해 우리나라의 9,454명의 11.5%에 불과하다. 100여 개에 달하는 

공장, 농장, 어장대학은 평균학생수가 일반 대학에 비해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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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중에는 전국을 상대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졸업생도 전국적

으로 배치하는 중앙대학과 입학생의 모집과 졸업생의 배치를 각 도

나 직할시에 한정하는 지방대학으로 구분된다. 중앙대학은 중앙교육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지방대학은 각 시도에서 관장한다. 

  정규대학 이외에 간부양성과 재교육을 담당하는 당중앙학교, 정치

대학, 인민경제대학 등이 있으며 노동자 교육기관인 공장대학, 농장

대학, 어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 등이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은 다

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 현장과 접하게 결합되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도와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고등전문

학교는 2-3년제의 직업학교로써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과 기

능공을 양성한다. 북한에는 대부분의 직할시나 도에 농업계 대학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표 5-7>.

  1996년 현재 북한에는 총 24개의 농수산대학이 있다. 북한의 농업

계 대학중 역사가 깊고 명성이 있는 대학은 원산농대와 계응상농대

이다. 원산농대는 1948년 김일성종합대학의 농학부가 분리되어 설립

된 농과대학이다. 원산농대는 교직원이 900명, 교수가 300여명이며 

8개 학부, 21개 학과, 32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통신교육부에 

1,300여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다.

  1949년 원산농대의 일부가 평양으로 이전하여 평양농대를 설립한 

후 이 대학은 1959년 사리원으로 옮겨 1963년 사리원농대로 개칭되

었다가 1991년 유전육종학자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계응상대학으

로 개칭하 다.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은 병설로 논벼연구소, 강냉이

연구소, 축산연구소, 농업과학연구소 등을 두고 별도의 연구사를 배

치하고 있다(로동신문 2002. 8. 13).

  혜산농림대학의 경우에도 대학 내 감자, 강냉이, 축산 분야의 연

구소를 두고 연구사들을 배치시키며 이들은 농업과학 연구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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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돌격대들과 함께 현장 적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로동신문 

2002. 8. 13). 

표 5-7.  북한의 농업계 대학

대학명 설립연도 학생수 수학기간 위치 전공학과

중앙대학

 원산농업대학

 평양농업대학

 량강대학

 북청과수단과대학

 평성수의축산대학

1948

1981

1955

?

1955

3,000

2,500

2,000

1,000

2,500

5

5

5

4

6

강원도 원산

평양특별시

량강도 혜산

함남 북청

평남 평성

농학, 농기계학, 농업경 학, 과수학, 양잠학, 농화학, 

관계공학

농학, 농기계학, 수의축산학

농학, 수의학, 축산학, 임학

묘목학, 과수학, 가공학, 기계학

수의학, 축산학

지방대학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금야대학

 김제원대학

 만풍대학

1959

1958

1960

1969

1,500

1,500

1,500

2,000

5

5

5

5

황북 사리원

함남 함흥

함남 해주

평북 신의주

농학, 생물학, 과수학, 삼림/하천보호학, 농기계학, 

농업경 학

농학, 과수학, 농기계학

농학, 과수학, 농경제학

농학, 과수학, 농기계학

미확인대학

 남포대학

 자강대학

 함북대학

 순천수의축산대학

 평성대학

 선봉농업대학

1967

1970

1970

?

?

?

NA NA

남포직할시

자강도 강계

함북 청진

평남 순천

평남 평성

함북 선봉

농학, 원예학, 농기계학

농학, 잠업학, 농기계학

농학, 농기계학, 과수학

기타대학: 숙천농업대학, 혜산농림대학, 함흥농업대학, 정주농업단과대학, 재령

간석지단과대학, 갑산농업전문대학, 대관농업전문대학, 서흥농업전문

대학, 평양남새전문학교, 평양양정전문학교, 농업간부재교육대학.

자료:부경생, 방관호, “농업과학에 관한 북한의 연구․교육조직 실상과 통일 후 

통합/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북한농업연구｣ 제5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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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대학에 농업과 관련되는 학부는 생물학부 하나뿐이다. 농과

대학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농업과 관련되는 학과(학부)를 두고 있다. 

인민경제대학에는 농업경 학부, 수리동력대학에 관개공학부, 신의

주경공업대학에 식품공학부, 평양경공업대학(한덕수경공업대학)에 

식품공학부를 두고 있다.

  북한의 농과대학도 우리나라처럼 교육과 연구기능을 동시에 수행

하며 병설 연구소를 두어 연구만을 전담토록 한다. 

4.1.2. 개혁 방향과 전략

  새로운 제도와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과대학, 농장대학

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업기술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과대학은 농업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되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의 변화와 국제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농

업관리자의 양성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농장대학은 농실무자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작목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다.

  개인 농제 도입에 따라 다양한 농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경

교육을 강화하고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농한기의 순회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농한기의 농교육은 전담 지도기관에서 무료로 제

공하고 특정 작목에 대한 순회교육은 연구기관과 지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작목은 축산, 원예, 과수, 

특작 등이다. 

  북한의 자체 농업복구사업과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육

성이 필요하다. 사업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

의 평가, 모니터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기획․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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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이 분야의 인력 육성 계획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

제적으로 공인된 표준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제입찰 및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

력, 국제금융기구 및 해외로부터의 농업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전문

인력 및 농업부문 통계 정비와 관리, D/B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육

성이 우선순위가 높다.

  해외 선진 농업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해외농업시찰 기회를 확대

하고 농업인의 해외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제한된 해외농업시

찰 기회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험 있는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업

지도자 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장화, 개방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금융기구 또는 위탁기관이 제공하는 재정, 금융, 환경

보호, 지역개발, 자원관리, 프로젝트 관리, 인사관리 등 시장경제 실

무 및 기술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북한 당국은 1998년 이후 시장경

제 및 자본주의 경제 교육 연수를 위하여 미국, 유럽 등지에 많은 

경제 관료와 각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

은 기회를 확대하여 농업 분야의 기술, 유통, 금융 및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교육기관의 입학을 자유경쟁원칙을 적용하며 

교과내용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실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농업 환경에 맞는 교과내용으로 구성하며 개인

농을 위한 농업경  분야,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강화한다.

  농업기술자 및 과학자의 해외 방문, 훈련,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

로써 첨단기술의 습득 기회를 높이고 응용능력을 강화한다. 외국 과

학기술자와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선진 농업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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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4.2.1. 현황

  북한의 농업연구는 주로 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농과대학에서도 농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과학원은 1952년 

3월 농업성 중앙농업연구소와 과학원 농업연구소가 통합되어 농업

과학연구원으로 발족하 으며 1958년 8월 농업과학위원회로 개칭하

다가 1963년 8월 농업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농업과학원은 

1994년 2월 과학원 개편시 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 개편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농업성 산하 연구기관으로 개편

되었다.

  농업과학원은 3실, 6처, 5국의 기술 및 행정부서가 있고 산하에 34

개의 연구소, 18개의 지방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시험

장, 원종장, 수의약품 종합제조소 등이 있다. 농업과학원의 종사자수

는 약 20,000명이고 이중 연구원은 5,000명, 박사급 연구원이 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FAO/UNDP).

  북한은 농업부문 연구인력의 절대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2.5배에 

달한다. 북한의 농업부문 연구인력은 농업노동력 백만 명당 1,500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850명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북한은 농업 연구인력 중 박사급 연구원 비율이 10%인데 비해 우

리나라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인력의 질적 수준은 우리

나라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북한은 농업연구기관의 비연구직 종

사자 비율이 7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 미만으로 비연구직 종

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로동성의 기술기능향상지도국은 경제 각 부문, 각 직종에 대한 기

능 급수를 제정하고 임금을 결정한다. 각 직종에 대한 기능급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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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급으로 제정되어 숫자가 높을수록 기능이 높고 통상 6∼8급을 

고급기능공으로 분류한다.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급기능공 

1∼3급을 제정하는 수도 있다.

  내각의 각 성은 소속된 기능공학교 및 기능공 양성소를 통해 그 

분야의 고급 기능공을 양성한다. 농업지도체계는 농업성-도 농촌경

리위원회-군 협동농장경 위원회-리 협동농장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와의 농업기술 지도체계는 지방조직 형태인데 비해 북한은 

국가조직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북한은 농업 행정과 

지도체계가 결합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

  북한의 농업 지도인력은 33,900명으로 추정되어 농업인력 천 명당 

10명의 지도인력이 배치되어 우리나라의 1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개 협동농장 당 관리인력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서 

전체 농장원의 10% 이상이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인력활용의 불균형 현상은 농가 소득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농장대학은 1981년 12월 청산리에 처음 설립된(청산농업대학) 농

업분야 재교육기관이다. 농장대학은 11년제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을 

마친 농민들에게 농기술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하 다. 

농장대학은 1년제의 예비과와 4.5-5년제의 본과로 나뉜다. 농장대학

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수업 연한은 4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이다. 학과는 농산학, 축산학, 농기계학, 과수학, 채소학 등

을 두고 있다. 농장대학은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이기 때문에 수업은 

농사 진행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수업은 일주일에 5일간 하되 

농시기를 고려하여 농한기인 12-2월에는 주간대학과 같이 하루 

6∼8시간씩 강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번기인 3-6월과 10-11월

에는 학습과제를 부과하거나 교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하며, 상

대적으로 한가한 7-9월에는 매일 저녁시간에 1∼2과목을 강의한다

(선한승․조명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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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북한 농업과학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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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소)

지방분원
(18개소)

시험장
(6개소)

원

종

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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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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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소

벼연구소
강냉이연구소
작물재배연구소
밭작물연구소
품종학연구소
채종공학연구소
유전자원연구소

콩연구소
식물생리학연구소

감자연구소
고지대농업연구소

종자연구소
곡물공학연구소
인삼연구소

농업생물학연구소
자연연구소

식물보호연구소
토양연구소

농업화학학연구소
농업경 연구소
병해충구제연구소

농화학연구소
과수학연구소
남새과학연구소
(평양,강계,청진)

축산연구소
수의학연구소
토양학연구소
잠학연구소

농업수리학연구소
버섯연구소

미림유전자원연구소
3월2일연구소
10월7일연구소
사료학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업기계연구소
수답연구소

가축공학연구소
가금공학연구소
과수저장연구소
농업설계연구소
공예작물연구소

평양분원
해주분원
혜산분원
평성분원
강계분원
정주분원
송도원분원
사리원분원
원산분원
경성분원
함흥분원
어랑분원
고성분원
용성분원
삼지연분원
안주분원
안변분원
광분원

온성분원

용성종합
시험장

농사시험장
잠업시험장
인삼시험장
과수시험장
축산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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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대학의 재정과 관리․운 은 내각 농업성과 협동농장에서 관

장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행정지도는 교육성에서 담당한다. 농장대학

의 학장은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이 맡고, 경리부학장은 부위원장이 겸

임한다. 실질적으로 농장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교무부학장

인데 이는 외부 대학으로부터 전임발령을 받아 파견된다. 교무부학

장은 실제 학교운 을 전담하고 있다. 최초의 농장대학인 청산대학의 

경우 1982년에 처음 남포농업대학 교무부부장(고급군관출신 행정일

군)이 농장대학 부학장으로 파견되어 첫 농장대학을 시작하 다.

  청산리협동농장은 김일성의 현지지도 가운데 제일의 관심농장이

었으며, 이는 농장대학 제1호를 탄생시켰다는 선진적 의미가 컸다. 

처음 농장대학에서는 부족한 교수진과 수업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포농업대학에 많이 의뢰하기도 하 으며 수업은 주로 야간에 진

행된다. 농장대학에는 각 학부에 2명-5명의 교수가 배치되었는데, 현

장에서 부수익(식량)을 뇌물 형태로 얻을 수 있어 교수진들은 농장

대학 교수로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공장대학이 비

교적 인기 있는 반면에 농장대학은 그다지 큰 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의 주거형태가 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이

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이다. 또한 농촌의 불편한 교통수단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농장대학은 현재 1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는데, 확인 가능한 농장대학과 설립연도는 다음과 같다. 

<농장대학 현황> 

청산농업대학(1981), 정평농업대학(1988), 선봉농업대학(1990), 

연백농업대학(1988), 운전농업대학(1987), 새별농업대학(1991), 

안악농업대학(1991), 순천농업대학(1991), 개풍농업대학(1991), 

온천농업대학(1994), 곽산농업대학(1994), 청단농업대학(1994), 

서흥농업대학(1994), 인흥농업대학(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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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정준택경제대학, 남포대학, 평양

농업대학에서 운 하는 현지학습반에서 개천백화점의 58명 상업일

군, 안주시 상서협동농장의 57명 제대군인 청년분조원, 평양시 삼석

구역 장수원협동농장의 39명 농장원 등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대

학을 졸업하 다고 한다. 1992년 현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어장

에 조직되어 운 되고 있는 대학통신 현지학습반은 수 백 개에 달

한다. 

  북한 성인교육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서 

필요한 생산인력은 해당 지역에서 충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

구이동이 없어도 지역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지역주민 가운데 교

육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되며 해당지역의 생산인력의 수요를 파악하

고 교육 배치함으로써 지방의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 둘째, 북한 성인교육은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하여 별도의 실습장을 마련하지 않고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

째,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

과 교육기관을 결합함으로써 노동력의 이탈을 야기하지 않고 노동

력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각 지역 생산체계에 교육기관을 

병행함으로써 교육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도농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나 북한 성인교육은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성

은 있을지 몰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수한 교

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에 따른 교육의 차별성

을 확립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규모 교육기관이 전국적으

로 분산됨으로써 교육시설의 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북

한의 성인교육은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전문화와 차별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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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개혁 방향과 전략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추진될 필요

가 있다. 협동농장과 개인의 경 목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농산물 

생산 수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기술 개발을 보급하기 위한 체

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농산물의 가치는 정부의 구매 가격

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협동농장의 경 전략이 

정부가 요구하는 식량 생산 목표 달성에서 수익의 극대화로 전환함

으로써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소득 증가와 

함께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종전의 식

량작물 위주에서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농민들

의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 작목에 대한 기술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북한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농업기술개발 분야는 (1)이모

작 안전 생산기술 개발 (2)무병 씨감자 대량 생산체계 및 바이러스 

검정 기술 확립 (3)온실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기술 (4)왜성 과수 

묘목 생산 및 증식기술 (5)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한 우량 가축개량 

기술 (6)농기계 설계 및 제작 기술 (7)농산물 저장 및 가공기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분야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됨

에 따라 기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

서는 북한의 기술 축적이 낮은 상황이므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농

업기술개발 및 보급센터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의 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최신 기자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농업기술의 선

진화를 위해서는 특히 한국과의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가의 

해외파견 및 연수를 확대하여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최

신 정보의 교류를 확대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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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는 기술 격차를 축소하는 데 유용하다. 

  농업연구기관을 개편하되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

역농업 연구와 지도사업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경 이 

확산됨에 따라 개별 경 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 사양기술

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경

에 적합한 농기계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개별 경 에 적합한 토양 

및 비배 관리기술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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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농업부문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조건

1. 북한 내부의 정책 전환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주변국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지도층의 개혁의지야 말로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지

금까지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

는 이유는 개혁․개방이 실현되었을 때 체제에 얼마만큼 위협을 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체제의 위협을 줄이

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전면적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연

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개혁․개방이 체제붕괴의 위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판

단되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개방을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

이 체제에 미치는 향이 적다고 판단될 때 경제개혁, 농업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군부의 동요가 없어야 하며 개혁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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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개혁에 의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고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개방을 통해 궁극적

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경제개혁을 

통해 거시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

해야만 다음 단계의 개혁이 추진되고 개혁이 확산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상적인 일체성과 연속성이다.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원칙과 사상이 훼손된다면 지도층

의 개혁의지는 그만큼 후퇴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

에 입각한 자력갱생노선의 유연한 수정이 필요하다. 내부자원의 동

원으로는 경제개혁이 불가능하므로 외부자원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

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려를 바탕으로 최고지도자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

명히 밝혀야만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와 주민이 행동의 일체성을 보

장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협력과 지

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도층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동참 노력이다. 중

간 관리층은 개혁․개방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

다. 말단 생산조직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개혁․개방을 통해 가장 큰

불만인 불공정한 분배를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일

단 개혁이 추진된 다음에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혁․개방

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만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심어주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

  개혁과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요소 못지

않게 국제사회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신뢰가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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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한다. 현재 논의되

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의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대외 채무 불이행 경험이 있으며 아직도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구에서 막강한 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밖에 대일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시급하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남한으로부터 가장 많은 경제적 지원

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남북한 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전제가 되고 이를 통해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

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과의 국교수립을 통한 경제관계의 정상

화를 추진하고 외국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2. 농업개혁과 회생을 위한 자금의 조달

2.1. 경제회생비용의 개념

  개발도상 국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저소득 → 저축 부족 → 투

자 부족이라는 빈곤의 악순환 과정을 겪게 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는 투자를 증대시켜야 하지만 국내저축이 부족하고 수출이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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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경제회생비용의 개념

t
o

생산량

시간

A
B Dq

o

C
q
1

t1

E

때문에 외환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

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경제개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 국가는 개혁 과정에서 경제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

회체제의 전환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경제개발 비용을 단순히 경제

부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치와 사회체제의 전환에 필요한 비용까

지 포함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개발 비용보다 더욱 광범위한 개념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이 개혁 정책을 추진할 때 경제성

장 경로는 일반적으로 B → C → D → E라는 J-curve 형태를 띠게 

된다<그림 6-1>. 먼저 체제전환 움직임 이전에 체제의 한계에 의해 

AB라는 경제침제 경로를 겪게 되는데 이는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 

자원분배의 왜곡,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족에 기인한다. 경제개혁이 

개시되면 한동안 AB보다 더욱 급격한 BC라는 경제적 충격을 발생

하는데 대외무역 감소, 국내의 신용제약, 금융 부문의 취약성, 생산

자 보조금의 감축, 실질이자율 상승, 명목임금의 상승에 의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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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경제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개혁에 의한 

충격이 회복하는 단계인 CD 경로를 밟게 되는데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혁이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DE 경로

에 안착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체제에서 안정적인 경제

발전 과정에 진입한다.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비용은 B에서 가장 

저점인 C까지 생산량이 감소하는 q
o
-q

1
 의 크기로 개념화할 수 있다. 

체제전환과정은 개혁추진 시점부터 새로운 성장경로가 형성되는 

t
0
-t

1
로 개념화할 수 있다.

2.2. 재원 조달 방식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은 각

국의 경제체제와 산업구조의 특성, 개혁정책의 범위와 속도, 지역 

환경과 국제관계의 친 도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기

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국제공적자금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과 국제민간자금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이 있다. 국제

공적자금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에는 외국정부로부터의 차관, 국제금

융기구로부터의 차관이 있다. 국제민간자금을 통한 재원조달방식에

는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합작개발 등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은행의 상업차관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주식 및 채권발행, 수

출신용을 통한 재원 조달방식이 있다. 이외 보상무역, 위탁가공, 국

제리스 등의 방식도 있다.

  중국은 1979년부터 1998년의 20년 동안 총 4,069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 으며 이중 31%에 해당하는 1,271억 달러가 대외차관이다. 

개혁 이후 1984년까지는 국내의 높은 저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

기 때문에 외자 비중은 GDP의 1% 미만이었으나 이후 외자도입이 

증가하기 시작하 다. 1991년까지는 대외차관 비중이 높았으나 중국의 

외채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자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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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다. 대외차관의 구성은 외국정부차관 

26.3%, 국제금융기관차관 19.2%, 민간은행차관 54.9%이다. 외국정부

차관 중 중국이 OECD/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

국으로부터 공적원조(ODA)로 차입한 차관은 1979-98년 동안 총 216

억 달러로 전체 외자도입액의 5%에 해당하며 이 중 61.3%인 133억 

달러는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1979년부터 1998

년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

은행(ADB), 국제농업기금(IFAD) 등으로부터 도입한 다자간 공공차

관은 244억 달러로 전체 차관의 19%, 총외자의 6%에 불과하지만 기

초 부문과 취약한 운송, 에너지, 농업, 상하수도 개발 등 경제환경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다.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간 중국이 도입

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총 324,144건, 5,708억 달러

이며 실행금액 기준으로 2,648억 달러로 총외자 도입액의 65%를 차

지하 다. 외국인직접투자 중에서 투자 형태별로는 합자기업, 독자

기업, 합작기업, 합작개발 순으로 투자액이 높으며 투자주체별로는 

화교자본, 일본, 미국 기업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979

년부터 1998년까지 20년간 중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의 민간금

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상업차관은 실행 기준으로 360억 달

러이며 이는 대외차관액의 51.6%, 외자총액의 8.8%에 해당한다. 같

은 기간 중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이나 주식 형태로 자본을 조

달한 금액은 140억 달러, 수출신용에 의해 조달한 자금은 162억 달

러이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도입하고 서방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

으며 1988년 이후 환율정책의 전환과 함께 무역자유화와 수출입 

가격의 통제 철폐, 수출입 할당제 폐지 등 무역정책을 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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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

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융자 및 미국

이나 일본 등 서방 국가로부터의 본격적인 공적개발원조 도입은 사

실상 제한되었다. 1989년 이후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

하여 서방국가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1993년부터 국제금융기관

의 융자가 재개되었으며 1994년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

차가 해제되면서 주요 선진국의 베트남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 다. 

개혁 초기 베트남의 경제개발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국내재원, 외국

인직접투자, 국제금융기관 및 선진국으로부터의 공공차관, 대외무역

을 통한 외화조달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91년부터 2000년까

지 10년간 연간 8%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을 2

배로 늘리기 위한 개발자금 소요액을 480~500억 달러로 추정하 으

며 국내조달 200억 달러(정부투자 70∼80억 달러, 민간 부문 120∼

130억 달러), 해외조달 280∼300억 달러(직접투자 180∼200억 달러, 

공적원조 80~100억 달러)로 계획하 다. 베트남은 공적투자 최우선 

부문으로 운송에 전체지원금의 37%를 배분하고, 전력 및 통신 부문

에 18%를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외 관개 및 산림, 비료생산, 

교육 및 훈련, 과학기술, 보건, 문화, 사회 부문을 우선지원 대상 부

분으로 설정하고 기술지원사업으로 농림어업, 식품가공, 관개, 건설

기술, 운송 및 통신, 교육 및 훈련, 공중보건, 과학기술개발 분야를 

설정하 다. 1989년부터 1998년의 10년 동안 베트남이 공적개발원조

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 60억 달러에 이르며 이를 조달 형태별로 

비교하면 양자간 협력 59.7%, 다자간 협력 38.3%, 민간협력 2.0%이

다. 1989년 3억 달러에 불과하던 공적개발원조액이 1998년에는 12억 

달러로 증가하 다. 다자간 협력은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

행(주로 IDA),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 으며 

도로, 에너지, 관개 등 사회간접자본과 농업개발에 집중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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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협력은 초기에는 인도적 차원의 무상원조와 제도 구축을 위

한 인력개발 및 기술협력사업 위주로 추진되다가 점차 도로, 전력, 

통신망, 관개시설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수출확대를 위한 투자로 

확대되었다. 1990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

속히 증가되기 시작하여 1999년 말까지 투자승인총액은 370억 달러

를 상회하고 법정자본금 기준으로 170억 달러 가량 유입되었다. 

2.3. 소요자금 규모와 재원

  윤덕룡(2001)은 북한 경제가 현재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

져 있다고 진단한다. 북한의 총자본은 매년 1.73%씩 줄어들고 있으

며 이 결과 북한의 국내총생산도 매년 0.83%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하 다. 농림어업 분야는 자본량이 매년 1.20%씩 감소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감소 속도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공

업 분야의 자본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시사

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가장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멈

추는 일이다. 최근 북한 경제가 약간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는 

하 지만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 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는 

외부, 특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자본 유입이 국내 저축의 부

족을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발생한 잠정적인 현상이라고 판단

된다. 앞으로 외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는 언제든지 마이너

스 성장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기 위해서는 총 투자금액이 50억 달

러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윤덕룡 2001). 북한이 이

만한 투자금액을 한꺼번에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겠지만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몇 년에 나누어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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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기 위

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 1997년 IMF 조사

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상임이사회에 제출한 북한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제조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상

당한 투자와 함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제안하 다

(장형수 등 1998).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한국의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1963-1972년과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북한이 앞으

로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2.8% 증가되어야 

한다. 여기에 감가상각률 5%를 가정하면 7%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는 7.8%의 자본증가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 2002년 

북한의 자본규모는 262억 달러로 추정된다(조동호 등 2002). 따라서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5억 달러의 자본이 소

요된다. 이 중에서 농업부문의 투자자금 소요액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투자의 15~20% 정도로 추정되

므로 연간 5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나 현재 북한은 농업기반이 붕괴

되어 있고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경제개

발 초기에는 그 이상의 자본이 요구된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와 재원 조

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94 먼저 북한의 자체 조달 가능성

이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첫째, 조선족 등 

중국에 거주하는 상인을 통한 자금 유입이다. 둘째, 외국의 친지를 

통한 자금의 유입이다. 주로 조총련 동포가 주된 자금 제공자가 될 

94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남성욱, “6자회담이후 북한경제개발과 국내 및 

국제사회 재원조달 방안,”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과 산은의 역할에 관

한 심포지엄, 한국산업은행, 2004. 3. 발표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의 견해를 가감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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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 밖에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로부

터의 송금이다. 셋째, 북한 내부의 주민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다.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퇴장된 자금이 국가예산의 2배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넷째, 북한 당국이 조달하는 자금으로 이는 대외무역

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수출입을 합해 

2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남북한 간의 교역에서는 흑자

를 실현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

황이어서 교역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상

황을 종합하면 북한의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연

간 5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북일 수교가 실현될 경우 북한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통해 경제개

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총 50

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배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0년 이상의 장

기에 걸쳐 매년 일정 금액씩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

간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는 5억 달러 내외가 된다. 다른 나라의 사

례를 볼 때 현금이 아닌 현물 및 기술지원이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과거 중국, 베트남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북한에도 지원할 경우 일본기업의 북한 현지 진출 형태로 추진될 가

능성이 높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확산되고 핵 위기가 해소되어 경제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남한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 차원에서는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정투융자특별회

계, 기타 자금을 통해 연간 5억 달러 내외의 자금 동원이 가능하다

고 판단된다. 민간 차원에서는 통일복권, 남북민간협력기금, 사회간

접자본기금 설립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 또는 투자가 가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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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한의 대북 지원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매우 중요한 경제개발 재원이 될 것

이며 이는 북한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 제고에

도 도움이 되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데도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연간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간 25

억 달러의 소요 자금 중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5억 

달러, 북일 수교에 의한 자금 지원 5억 달러, 남북한 협력에 의한 5

억 달러를 감안하면 10억 달러 정도를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2년 현재 북한의 총외채 잔액은 123억 달러로 추산된다.95 

이는 주로 러시아 등 파리클럽 채권국으로부터 빌린 자금이다. 북한

은 이미 1980년대 외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양

자간 차관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방 

국가로부터 차관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차입 가능성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

이 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

터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에 가입하게 되면 농업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시설 복구, 산업기반시

설 확충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

직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관으로

부터 당장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가입조건을 국제통화

95 조명철 등,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정책연구 00-09,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0.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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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IMF) 가맹국으로 제한하며,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와 국제금융공사(IFC)는 가입조건을 세계은

행 가맹국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IMF의 가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

다.96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을 단행할 경우 

IMF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융자제도에는 출자분, 신용제공분, 대기성

차관, 확대신용차관, 우발보상융자 등이 있다.

  미국은 북한을 인권침해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관리

법은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북한이 단시일 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국제금융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의 심의과정이 필요하며 가입을 하더라도 자력으로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7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의 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게 국한되나 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비회원국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팔레스타인, 유고 등 비회원국에 대해 특별신탁기

금을 통한 자금 대출을 한 사례가 있다. 주요 서방 국가들이 지원만 

한다면 세계은행에 북한신탁기금을 설립하여 북한에 초기의 경제개

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IMF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거시 및 미시 경제통계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사회보장제

도, 교육, 건강 등 사회지표를 정기적으로 세계은행에 제출해야 하

고 외채 통계도 국제 기준에 맞게 발표해야 한다. 본격적인 자금지

원을 받기 위해서는 IMF 및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거시경제 전반을 

포함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장형수 등 1998). 

  다른 가능성은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설립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

96 세계은행(World Bank)의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주로 국제부흥개

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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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방안이다. 다자간 경제협력체란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로 구성된 협력기구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설립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

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간 경제협력체가 결성되기만 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손쉽게 조달할 수 있고 자금

의 활용도 제약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 재원 조달을 위한 북한의 노력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체제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

로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부터 외자를 조달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해외로부터 외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 받아들여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

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즉, 북한 당국의 개혁․

개방 의지가 해외자본의 유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

이다. 먼저 최고지도자와 당이 개혁․개방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청

사진을 제시해야만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 있고 외자 유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체제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체제전환 선행 국가들은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이 공개적이고 공정하

게 작동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 으며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자율

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개혁 조치를 취하 다. 시장경제로 이행

한다는 것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이면서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

한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해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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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유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특구를 통한 개방 확대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공업화 수준이 높고 대외의존도는 낮으나 외채비율은 

높다. 이러한 점은 개혁의 추진 속도와 방향, 재원의 조달 방식도 다

른 나라와 달라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농촌보다는 도시, 농업

보다는 공업을 중심으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하며 국제민간자본이 아

닌 국제공적자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개혁을 위한 재

원이 흔히 추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북한은 대외환경과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혁 초기에 보

다 효과적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북한

은 남한과 특수한 관계이다. 그리고 일본과는 미묘한 관계에 있다. 

국제자본의 북한 유입에 결정적인 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는 

상극의 관계에 있다. 남한과 일본의 자금은 독자적으로 북한에 유입

되기 어렵다. 북한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6자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로서의 북한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관계 회복이 필

수적이다. 

  다섯째,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남한이

나 국제사회의 무상자금 지원과 특구를 통한 국제민간자본의 유치

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한 자금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은 식량이나 의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부문

을 제외하면 개발 지원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큰 규모의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으

면 안 된다. 공업 부문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공적자금뿐만 아니라 

국제민간자본의 유치, 상업차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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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과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

은 유엔이 담당하고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러

시아 등 주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

작한 1995년부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개시하 다. 유엔기구의 북

한에 대한 지원 방식이 처음에는 개별 기구 단위로 이루어졌으나 점

차 기구 간 통합지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북한을 지원하는 주요 

국제기구로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

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구기금(UNFPA),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이 있다. 이들 기구들

은 합동호소절차(CAP, Consolidated Appeals Process)에 따라 유엔 기

구 간 합동호소(UN Inter-Agency Consolidated Appeal)라는 방식으로 

매년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유엔합동호소절차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총 13억 7,853만 달

러에 이른다.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대북 지원은 식량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대북 지원액 중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에 이른다<표 6-1>. 식량 다음으로는 보건(5.0%), 농업(2.3%), 

물과 위생(1.2%) 순이다. 초기에는 농업 분야의 지원 비중이 비교적 

높았으나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다가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보건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

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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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구는 대북 긴급 식량 지원 이외에도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개발지원도 병행해 왔으나 국제

사회의 호응은 높지 않은 편이다. 1997년 이후 전체 합동호소 요청 

중에서 농업부문은 13.9%를 차지하 으나 실제 지원된 것은 전체 

지원액의 1.3%에 지나지 않는다<표 6-2>.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액 

규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도적 지

원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농업개발에는 아직까지 커다란 관심

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FAO는 1999년부터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사업(AREP)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투입물 프로그램, 농촌복

구, 비료산업 재건, 산림 및 환경보호,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지원사업으로 현재 농업 분야는 이 사

업의 틀 안에서 개별 유엔기구, 개별 국가, 비정부조직이 각각의 관

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표 6-1.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분야별 대북 지원 동향, 1996-2004
단위: %

분  야1)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식     량

농     업

교     육

보     건

물과 위생

조정․지원

76.2

13.1

-

10.0

-

0.6

84.8

3.7

-

10.4

1.0

0.1

93.9

2.8

0.3

1.3

1.6

0.1

93.7

1.6

-

4.1

0.2

0.4

95.1

2.0

-

2.5

-

0.4

96.8

0.9

0.1

1.9

0.1

0.2

93.7

0.7

0.1

3.4

1.8

0.3

88.4

1.7

0.7

8.3

0.7

0.2

75.6

2.4

1.4

15.2

4.8

0.6

90.4

2.3

0.2

5.5

1.2

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를 기초로 하 으며 연도 간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필자가 재분류하 음.

2) 2004년은 10월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99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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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7년부터 북한의 식량생산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긴급농업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FAO는 2003년까지 북한에 116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하 으며 그 중에서 2개는 한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FAO 신탁기금을 통해 “축산 개발 및 채소 생산

(Livestock Development Vegetable Production)” 사업에 517,900 달러, 

“제2단계 농업통계 지원(Support to Agriculture Statistics, Phase II)” 

사업에 300,000 달러를 지원하 다. FAO는 2001년 북한의 이모작사

업, 조림사업, 방조제 복구사업, 토끼 생산사업, 양개선을 위한 온

실사업 등 총 300만 달러를 지원하 다. 2002년에는 이모작사업, 환

경보호 및 복구사업, 종자증식사업 등에 총 150만 달러를 지원하

으나 목표액에는 크게 미달하 다. 2003년에는 환경보호 및 복구사

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모작사업을 추진할 계획하 으나 겨울작물 

이모작사업에만 136만 달러를 지원하 다. 2004년에도 환경보호 및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이모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봄작물 

표 6-2.  유엔합동호소의 농업개발지원 규모
단위: $

연도
요  청  액 지  원  액

총액(A) 농업부문(B) B/A(%) 총액(C) 농업부문(D) D/C(%)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84,393,998

383,242,336

292,077,588

313,757,503

383,984,914

246,837,771

229,366,712

19,966,635

22,735,750

118,991,422

63,137,389

46,224,259

7,128,782

4,967,754

10.8

 5.9

40.7

20.1

12.0

 2.9

 2.2

158,382,634

215,874,289

189,890,615

153,103,893

247,968,452

220,007,418

133,297,035

5,181,166

6,025,608

3,085,466

3,035,948

2,263,229

1,525,017

2,265,042

3.3
2.8
1.6
2.0
0.9
0.7
1.7

합계 2,033,660,822 283,151,991 13.9 1,318,524,336 17,578,597 1.3

자료: United Nations,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the DPRK, New York 

and Geneva, 199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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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겨울작물 이모작사업을 착수하 다. 이 밖에 FAO는 북한에 대해 

감자생산 지원사업, 녹비작물 재배사업, 토양검정사업, 종자 검사센

터 설립, 채소 재배기술 개선사업, 전작지대 소규모 수로관리사업, 

토양분석 및 비료 개선사업, 소규모 유가공 처리능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 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1995년부터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잠업개발사업(Se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작물 및 축산 복구사

업(Crop and Livestock Rehabilitation Project),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

(Upland Food Security Project) 등 3개 과제를 추진하 다. 잠업개발

사업은 협동농장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기술을 지

원하여 잠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업을 현대화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협

동농장의 누에사육 확대, 잠종 및 뽕나무 묘목 연구 지원, 시범사업

을 통한 인력 및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 다. 이 사업은 1995년 시작

되어 2002년 6월 완료되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이 북한의 농업개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은 심각한 식량

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

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585개의 협동농장에 비료, 농약, 

트랙터 부품 등 주요 농업 투입물을 지원하는 작물 복구사업과 가금 

사육, 농촌 신용대출, 염소 방목지 개발, 사료공장 건설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축산 복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 6월에 완료된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은 해당 협동농장의 농

업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소규모 가축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대출사업은 

개별 농가에게 가축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하고 농가는 자신

들의 경 능력에 따라 일정 규모의 가축을 사육한 다음 시장에 판매

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써 회수율이 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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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울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작지대 식량안

보사업은 2001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소득이 낮고 식량사정

이 어려운 전작지대의 46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 작물생산

체계 구축, 씨감자 공급, 개별가구 및 협동농장에 대한 대출사업, 농

산물 가공공장 건설, 환경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5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개시된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지원국이다. 미국의 해외 식량 원조는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이루어지며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원조에 국한

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식량 원조는 주로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이

루어지며 개별 국가 차원의 지원 실적은 미미하다. 미국은 2001년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340,000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 으나 

2002년에는 155,000톤으로 줄 다. 2003년에는 대북 지원 규모를 더

욱 축소하여 미국은 2차에 걸쳐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총 100,000 톤의 

옥수수를 북한에 지원하 다. 미국은 2004년 WFP를 통하여 50,000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 다. 최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후 북한이 지원된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북 식량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

달하고 있다.

  일본은 1996년 이후 총 2억 8,015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미국, 한국에 이어 3위의 대북 지원 국가이다. 일본은 북한을 지원함

에 있어 유엔합동호소를 통해 지원할 뿐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 

바 없다. 2001년 만 하더라도 일본은 북한에 대해 320,000톤의 식량

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원조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 으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본

은 2002년과 2003년에는 대북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 다. 2004년 5

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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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의 식량과 1,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 총 4,5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식량 125,000톤과 7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은  유엔 기구를 통에 북한에 지원하 으나 나머지 식량과 의

약품에 대한 대북 인도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2004년 12월 북한이 

일본에 건네준 납북자의 유골에 대해 DNA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짜임

이 드러나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하

다. 당초에는 2005년 3월말까지 모든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유럽연합은 1995년 대북 지원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일관성 있고 지

속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에 총 2억 3,100만 유로의 식량을 지원하 다. 유럽연합은 세계

식량계획을 통한 식량 지원 이외 자체 프로그램이나 민간단체를 통

해서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식량지

원 방식은 유럽연합의 독특한 지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과 연계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는 CESVI(이탈리아), Concern 

(아일랜드), Children's Aid Direct(CAD, 국), Action Contra La 

Faim(ACF, 프랑스), MSF(프랑스), Triangle(프랑스), German Agro 

Action(독일) 등이 있다. 유럽연합의 대북 식량 지원 중 2/3은 단순 

식량지원이며 1/3은 농촌개발, 비료지원, 협동농장 개선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및 기술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식량지원 이

외에도 KEDO 지원(1억 1,418만 유로), 비식량 지원(6,200만 유로), 

기술지원 등 북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유

럽연합은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기존의 식량지원이나 

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

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기술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

다. 유럽연합의 대북 기술지원은 제도적 지원과 역량제고, 천연자원

과 환경의 보존․관리․이용,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2004 DPRK(NIP)를 통해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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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4년까지 1,5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북․중간 우호관계가 느슨

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 다가 1994년 7월 김일성 사

망시 식량 10만 톤을 지원하면서 무상지원을 재개하 다. 1996년 5

월 홍성남 부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매년 식량, 비료, 에

너지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지원방식은 주로 무상

원조, 우호가격 및 장기차관에 의한 특혜성 수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가루나 옥수수 가루 등 

176,905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원조하 으며 1998년에는 옥수수 

64,540톤, 쌀 24,500톤, 대두 28,229톤 등 총 117,269톤, 2001년에는 대

두 36,000톤, 옥수수 150,000톤, 쌀 50,000톤, 2002년에는 대두 40,000

톤, 냉돈육 1,100톤, 살충제 및 제초제 480톤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

하 다. 중국은 2003년 상반기에도 북한에 30,000 톤의 대두를 북한

에 무상으로 지원하 으나 2003년 중국은 흉작에다 곡물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식량을 수입해야 할 형편이 되자 수확기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뿐만 아니라 수출도 대폭 축소하 다. 북한은 대외적 

경제 고립으로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2004년 봄 김

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교류가 활발

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원조할 때 처음부터 원조라고 명시하는 경

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일반무역 형태로 상업적 무역을 한 후 사후

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무상 지원액을 파

악하기 어렵다. 최근의 동향으로 보아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상 원조

보다는 상업적 무역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며 점차 상업적 거

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양자간 지원에 있

어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최근 대북 식량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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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처음으로 

유엔기구(WFP)의 대북 지원에 참여한 데 이어 2004년에도 1,000만 

달러의 식량(  35,000톤)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유엔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북

한의 긴급한 식량 부족 현상과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일시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농업개발이나 경제개발에는 지

원이 미미하 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국은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제기되는 식량 및 구호물품의 전용 가능성과 분배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농업부문에 대한 본격적 회복계획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주요 식량원

조국 회의(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서 북한이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농업개발 원조를 받기 위해

서는 ‘농업발전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농업발전계획’을 제출하

고 농업개발을 위한 3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에 대해 참여국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고 후속적인 원

조도 이루어지지 못하 다. 특히 세계은행이 유엔개발계획과 북한이 

공동으로 작성한 북한의 ‘농업발전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

다. 세계은행은 북한의 농업개발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환, 에너지 부족 등 농업을 둘러싼 외부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

야 하고 제도적 요인 등 농업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제거되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

다. 세계은행은 농업부문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연구 이전에 경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의하

다(장형수 등 1998). 만일 북한이 요청한다면 세계은행은 경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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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

한 바 있다. 현재 세계은행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경제 회생과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별도의 팀을 운 하면서 비공식적인 활동을 개

시하 다.97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 조

달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들 기구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길은 우선 북한이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1997년 

9월 홍콩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금융기구 가

입을 찬성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여

러 차례 똑 같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런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

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

는 IMF, 세계은행, A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막강한 향을 행

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코자 할 경우 미국

과 일본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가입은 실현될 수 없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한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

로 지정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

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

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대한 타결이 맨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97 필자와 세계은행 직원과의 면담에서 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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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래야만 향력을 미치는 국가와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북한의 핵문제가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쉽

게 가입한다는 보장은 없다. 설령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

라도 자금을 차입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와의 관계

가 회복되면 신탁기금 등을 통한 기술지원 및 인력훈련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1998년 세계은행 직원이 북한을 방문하 을 때 주요국

이 자금을 지원하여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유엔개발계획이 이를 운

용하여 북한의 관료들을 훈련시키는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후 북한의 핵문제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갔지만 기술적

으로는 이러한 접근법도 가능하다.

  북한은 시장경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시

장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거시경제의 

운용, 외환관리, 금융과 재정운용, 물자의 유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지도

자의 사고가 변화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

은 지도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외시찰, 해외 전문가의 초청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1998년에도 세계은행이 

위탁교육을 통해 북한의 국가경제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안이 검토

된 바 있다. 교육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기금을 통해 조성할 수 있다.

  고위관리의 경제교육에 이러 시장경제에 대비하여 중간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이 사전에 추진되

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금융, 재정, 외환관리, 무역, 공정관리, 

기업경 , IT 등 각종 기술교육 등이 위주가 될 것이다. 전문기술 교

육은 해외파견, 해외 전문가의 초청을 통한 훈련, 해외 유학, 단기 

기술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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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농업부문 남북한 협력방향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외

부의 지원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서 국제

금융기구의 가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협력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 해결되기 어렵기 때

문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 사

회를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

을 안정시키며 교역을 통해 북한이 외화를 확보하게 하고 민간 차원

의 경협을 통해 북한이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확산되고 경제회생 노력이 본격화되기 위

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개발자금 조달이 필수적인데 남한은 북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쌓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남북한

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연계한 우리 정부의 농정 대응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농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 다음, 남북한 농산물 교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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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간의 협력 방안에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농업협력을 활

성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농정 방향을 제시한다.

1. 농업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

1.1. 남북경협 4대 합의 분야

  남북한은 2000년 12월 16일 투자보장,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

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경협 분야 4대 합

의서에 대해 합의하고 2003년 8월 20일부로 발효하기로 하 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투자보장에 있어서 대북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으

며 일방적 계약파기 위험, 북측의 일방적 수용으로 인한 위험, 송금 

제한으로 인한 위험 등 기업가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 가운데 담보가 가

능한 자산은 토지이용권 및 건물에 불과하며 남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북한의 민법 규정에 따라 기타 자산은 질권, 저당권, 

양도권 등 담보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은행의 열악한 외

환사정과 법제의 미비로 지급보증에 어려움이 있다. 불가항력 등 업

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교역 및 투자 손실에 대해 보

조해 줄 수 있는 법제를 완비하고 추가조치 없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 다.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 합 , 합작, 단독 투자를 통하여 얻은 소

득에 대해 쌍방의 법률에 따라 중복과세(북한 14%, 남한 28%)하

으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면세됨으로써 투자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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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남북한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추가조치 없이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 다.

  납기지연, 품질불량 등 계약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북한 간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기업가가 대부분의 손

실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은 상

사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운 함으로써 분쟁

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

되면 남북한 교역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안정화시키며 직교역을 유

도하며 계약 불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남북협력기금

의 손실보조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청산결제품목, 신용한도, 

이자율 등을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하여 북한의 조선

무역은행과 남한의 한국수출입은행은 2004년 2분기부터 시범 실시

하기로 하 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청산결제품목을 정하지 못

하고 있으며 청산결제은행간 정산 절차 및 계리 방법에 대한 실무협

의가 필요하다. 청산결제제도가 도입되면 경화가 부족한 북한은 필

요한 물품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납기를 지킬 수 있

고 우리 기업은 반출 즉시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상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또한 제3국 은행을 경유한 대금결제의 번거로움과 환전 

및 송금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1.2. 농산물 교역 추진상의 문제점

남북한 농림수산물의 교역에 있어서 대북 반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반입하는데 있어서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대북 정책과 국내 농림

수산물 시장의 안정 및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농림수산

업 정책 사이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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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남북경협 4대 합의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

구분 필요성 주요 쟁점 주요 추진과제

투자보장

합    의

∙송금보장, 수용보상, 

분쟁으로부터 보호 

등 투자보장을 통한 

경협 확대

∙투자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 및 해결

을 통한 투자 장애

요인 제거

∙남한 투자자의 실질적 보장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

우 규정

∙자유로운 송금, 수용보상, 

분쟁보호를 보장받기 위

한 분쟁해결 절차 마련

∙합의된 투자보장합의

의 세부 추진 내용 

보완과 시행

∙대북 투자물에 대한 

국내 은행의 담보 인

정 비율 확대

이중과세 

방    지

∙남북 경제교류시 발

생하는 소득의 이중

과세 문제 해결을 

통해 경협 확대

∙유엔 모델 협정을 토대로 

북한의 원천과세권을 적

정 수준에서 제한

∙북한이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 조사인센티브를 남

한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

하도록 규정

∙추가 조치 없이 시행

상사분쟁

해    결

∙공정하고 신속한 분

쟁 해결을 통해 피

해 투자자 구제

∙분쟁해결 제도 구축

을 통해 경협의 안

정성 강화

∙북한의 상사분쟁제도의 

미비점 보완

∙분쟁 과정에서 북한 당국

의 간섭 차단

∙분쟁 결과를 존중하는 법 

제도 구축

∙상사중재위원회 운

∙남북협력기금의 손실

보조제도와 연계 운

청산결제

∙남북 교역시 대금 

결제의 편의성을 높

이고 직교역으로 전

환하는 데에 필요한 

결제방식 도입 

∙경화가 부족한 북한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교역업

체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

∙반출입 규모의 제약을 줄

이고 국제적인 결제기준 

적용

∙구체적인 청산결제 

품목 선정

∙청산절차 및 계리방

법 구체화를 위한 실

무협의

자료:조명철 등,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정책연구 03-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272를 기초로 필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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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간에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남북

한 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여 관세와 부과금을 면제함

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품목을 지정하

여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

게 된다.    

  남북한 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한다. 무관세로 인

한 국내 생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을 승인받도

록 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현재 HS 

10단위 기준으로 195개 품목에 이른다.98 이들 반입 승인대상 품목

은 대부분 농림수산물로써 국내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

치이다. 이들 반입 승인대상 품목은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와의 협정에 의한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물품이다. 반입 승인대상이 되는 북한산 농림수산물 가

운데는 반입 승인 품목과 반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

호한 경우가 있다. 국내 생산이 소비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과거의 반입 실적과 국내외시장가격을 

토대로 품목별 쿼터량과 승인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

다. 반입 건별 승인절차를 정례적 승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 교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형태에 따라 직접교역과 간접교역

으로 구분된다. 2003년 9월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가 300여 개의 남

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직접교역업체의 비율은 

98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통일부 고시 

2003-5호(200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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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인 반면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은 60.1%, 직접교역과 

간접교역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교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한

국무역협회, 통일부).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가 없으나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교역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직접교역에 따른 위험이 매우 높았으

나 2003년 8월 20일 남북한 사이에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가 발

표되고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운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듦으로써 직접교역이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직접교역을 확대할 경우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절

감할 수 있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 이외에도 남

북한 교역 당사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교역으로 전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국내업체 사이에 과당경쟁이 

예상되며 물류장애가 심화되며 거래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

성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육상 운송로를 확보하여 물류비 부담을 절감하고 남북한 교

역 당사자 간에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며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상호 교역창구를 개설하고 대금을 직접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 간 청산

결제 합의서가 발효되어 있으므로 남북한 양측이 청산거래 또는 환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국을 경유한 대금결제의 불편을 피하

고 결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

치는 남북한 사이의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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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제이다.

  농림수산물의 반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일인데 이는 관세 부과와 관련이 있고 반입된 물품의 국내 판매 과

정에서 소비자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

문이다.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제3국의 농산물을 위장 반입하

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묘안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교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중국산 위장 반

입이 가장 큰 문제이다.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

청고시 제2001-24호) 제6조에 의하면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은 2003년 남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2003-4호) 제3

조에 의하면 “남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

급기관은…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원산지확인실무위원회”를 구성․

운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

기준, 남북한 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함으로써 남북한 사이

의 교역을 촉진하도록 합의하 다. 남북한은 2003년 12월 20일 제1차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확인사업 시범사업을 실

시키로 합의하 다. 이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3년 12월 29일 

북측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5건에 대해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

고 북한은 2004년 3월 2일 그 결과를 통보해옴으로써 원산지증명서 

확인에 관한 시범실시를 완료하 다. 북한은 2003년 11월 6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주 단위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오고 있으

며 우리도 북한에 발급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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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확립된다면 농림수산물의 위장반입을 방지하고 남북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교역에 관여

하는 사업자들은 민경련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독점

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염려한다. 원산지를 확인하

는데 물품 대금의 3∼5%를 지불함으로써 반입 물품의 단가가 올라

가고 이는 사업자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산지 

확인 비용을 건당 정액제로 전환할 경우 반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

을 것이다.

  농림수산물은 부피가 크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의 경우 북한과의 교역에

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남북한 간 수송료는 제3국 수송료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고 

하역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크다. 북한의 항만 하역능력은 남

한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컨테이너 하역장비를 갖추

지 못하고 있으며 선적 및 하역을 인력에 의존함으로써 하역이 늦어

지는 경우가 잦고 이는 물류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항만에서의 

하역 장비 부족과 잦은 고장, 생산지 사이의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수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농산물의 품질 저하와 가격경쟁력을 떨

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밖에 농림수산물의 반출입 시 북한이 세관 검사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출입의 지연

과 함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북한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품질이나 브랜드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여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결정한 이후에도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납기를 잘 지키지 않

아 뜻하지 않는 혼란을 초래한다. 제3국을 통한 대금결제로 인한 불

편과 비싼 수수료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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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교역의 어려움은 교역에 참여하는 사업자수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99년 남북 교역에 참여한 329개사 

가운데 2003년까지 생존한 업체 수가 22개사에 불과하여 생존율이 

7%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공의 경우는 이보다 나

아 76개사 가운데 16개사가 생존함으로써 생존율이 20% 다. 이러

한 사실은 남북교역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며 이 때문에 교역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업체에서는 남북 교역 과정에서 ① 북측이 원래 계약한 물

품 이외에 이물질을 섞거나 품질이 낮은 물품을 섞음으로써 상품성

이 저하 ② 반입 물품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선별 및 등급 분류 

과정에서 과다한 인건비 소요 ③ 업자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재고 

증가 및 판매 부진 ④ 북측이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상

품이 부패 또는 변질되거나 판매 적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손해를 보

거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3. 경협 추진상의 문제점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여러 건의 경협이 추진되었지만 사업

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남북한 관계의 

특성상 경협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의 성격이 강하 으며 처음부터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도 경협 실패의 큰 원인이다. 그

렇지만 남북한 경협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경협을 둘러싼 제도적

인 요인, 북한의 경협 환경 미비, 기반시설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

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제도, 법, 규정의 미비점을 들 수 있다. 

남한 기업가는 북한과의 경협에서 자유로운 통행 및 통신 활동이 보

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제

특구를 제외한 지역은 남북한 경협을 규율할 명시적 법체계가 없다

는 것도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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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기업 환경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사

업에 대한 정치적 변수가 경협에 커다란 향을 주고 있다. 흔히 정

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정치적 

변수가 경제에 엄청난 향을 미치고 있다.

  접촉창구의 제한과 다단계 협의제도로 인해 경협을 시작하기도 쉽

지 않거니와 경협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리

고 협상 과정에서 협상담당자의 자율권 부족으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

는 사태가 너무도 자주 발생한다. 설  합의를 도출하 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 기업가에 대해 경제외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

업을 실행하는데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일단 사업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불확실성과 상대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경협을 매끄럽게 추진하기도 어렵다. 북한의 

잦은 정책 변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의 

확장을 어렵게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증폭

시킨다.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남한 기

업가나 기술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림수산업은 생물을 다루는 산업인 만큼 제 

때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농

림수산 분야의 경협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이 방북을 허

용하지 않음으로써 물자 공급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열악한 인프라도 경협을 망설이게 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기의 부족과 불안정한 공급은 가장 문제가 된다. 전

기의 부족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 제도적인 인

프라로써 이른바 3통(통신, 통행, 통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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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이 단기간에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첫째, 북한은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농림산물을 생산

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 국내 반입이 가능한 품목은 상품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반입을 하더라도 국내 판매가 쉽지 않다. 셋째, 농림수

산업의 특성상 농림수산물은 계절적으로 생산되고 더구나 북한은 

계획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필요한 반출 물량

을 탄력성 있게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넷째, 북한은 교통, 통신, 수

송 등 교역 하부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필요한 농림수산

물을 적기에 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농림수산물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남북한은 지리적인 접

근성, 환경 등 농림수산물 교역에 유리한 점이 많다. 둘째, 현재 남

북한 사이의 농림수산물 교역량은 남한의 전체 농림수산물 교역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성장 가능

성이 높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가 

완료될 경우 교역을 위한 하부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재 등 경

제협력 분야의 4개 합의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남

북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갖추어지게 된다. 넷째,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원산지증명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품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이는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그 동안 남북 교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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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교역방식이었으나 이제 직교역 방식이 

가능해짐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교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농림수산물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물류비를 절감하고 신

속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나 도로 등 육상운송로를 확보해야 하

며 해상운송에 대해서도 직항로의 정기선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

째, 통관에 따른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통

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서류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셋째, 교역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사중재기

구를 조속히 구성, 운 한다. 넷째, 자유로운 통신 및 통행이 가능하

도록 하며 거래 과정에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 통

신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한 간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접경지역 인근에 경협상담소를 설치하여 이를 교

역기업 종합지원센터로 발전시킨다. 여섯째, 농림수산물 교역의 특

성과 남북한 교역의 특수성에 따라 미처 예상하지 못하 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

록 보험제도를 확립한다. 일곱째, 농림수산물의 이동에 따른 병해충 

확산과 위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여덟째, 농림수산물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반출입 승인대상품목에 

대해 매년 초 당해연도의 반입한도를 신속하게 결정, 고시한다. 아

홉째, 반입승인 품목의 가격 결정 절차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열 번째, 성실한 교역업체를 우대

하고 부정유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교역질서를 

확립한다. 열한 번째, 교역 대상 농림수산물의 품질저하를 막고 국

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인근에 저온저장시설 

등 비축기지를 설치, 운 한다. 열두 번째, 농림수산물의 품질 보증

을 위해서는 원산지의 증명뿐만 아니라 북한의 신뢰성 있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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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품에 대해 품질 및 위생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열세 번째, 남북한 사이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주요 생산지, 생산시기, 생산실적 등 기초

적인 정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경협관련 법과 제도를 구

체화하고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 경제특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북

한의 관련 법령 적용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대내외적으로 홍

보함으로써 기업가의 불안을 없애고 기업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야 한다.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3통 문제를 해

결하고 부동산시장, 소비재시장, 생산재시장, 자본시장, 노동력시장 

등 각종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 내의 산업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전기, 통

신, 도로, 항만, 하역, 창고 시설의 정비는 시급하다. 물류비를 절감

하기 위한 육․해상 직접수송, 우편 및 통신 연결 등 물적 지원체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림수산물의 신속한 통관과 검역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

지만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미 합의

한 대로 청산결제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청산결재의 방법과 

한도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납북한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하도록 북

한의 은행 시스템을 개편하고 무역은행의 신용장이 국제적으로 통

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의 대북 투자자산을 국내 금융기관에 담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시스템, 저당권 등기, 저당물 처분을 위한 경매제도 등 북

한 관련 법제의 정비도 요청된다.

  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도 중요하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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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 제도를 200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 으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 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외 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북한 기업의 신용평가 시스템, 남한 관련 기관의 조사협조체제 구축

이 필요하다.

2. 북한의 농업 개방 확대를 위한 특구 협력 방안99

2.1. 특구 배후지 농업협력의 의의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장의 합법화, 특구의 설치 등 시

장경제로 가기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다. 외교적으로

도 6자회담에 참석하는 등 대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개선을 위해

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남한과도 개성공단지역과 금강

산관광지구 개발을 통해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구개발은 북한으로서도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외국자본

을 유치하여 경제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실리적인 대안인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를 토대로 남북한 간에 새로운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남북교류확대와 경제협력

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구지역의 농업개발의 필요

99 이 부분은 김 훈 등(2003)을 재정리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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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에서도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가 활

성화되면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특구 배후지역에 농산물 

공급 기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구를 겨냥한 농산물 공급 기지로서 특구 배후지역에 농

장을 개발하는 것은 이 농장의 개발과 운  과정에서 남한의 지원과 

남북한 협력의 유용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

적으로는 북한의 농업관리 시스템에도 긍정적 효과를 파급시키고 

경제특구 내외의 산업 간 균형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특구는 그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농업

협력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즉, 특구의 주민, 근로자, 투자기업, 관광객 등이 남북한 농업협력의 

결과물인 농산물 시장을 제공하게 되므로 협력사업의 지속성과 발

전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2.2. 특구 배후지의 농업개발․협력 방향

  북한 특구를 중심으로 한 배후지의 남북 농업개발 협력방향은 우

선 특구 배후지 농장을 개발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특구 내 농산물 유통 및 농자재 

공급 기반과 농업금융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구 내외에서 농업개발협력을 통해 농업생산 기반과 유통, 농자

재공급, 농업금융 기반이 잘 조성된다면 북한 농업 발전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농업협력개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

한의 농업이 특구에 조성될 시장경제와 접목하여 발전의 토대를 구

축하는 시범적 농업개발협력 모델은, 가깝게는 특구 배후지역의 농

업개발 뿐만 아니라 멀게는 남한 및 외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북

한 전역의 농업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북한 특구를 중심으로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된다면 협력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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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상업적 차원에서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사업이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기능 조성, 농자재 공급기능 조성, 

농업금융기능 조성 등 종합적인 농업개발지원사업이 북한 특구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공적개발원조 방식의 무상원조자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 방식

의 유상원조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

해야 한다.

  특구 배후지의 협력농장개발을 통해 특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고 특구의 농산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장의 자생 가능성은 높

아지게 되고, 결국 농장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감축할 수 있다. 배후지 

농장의 운 은 점차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구에 

대한 농산물 판매수입을 농장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

을 것이다. 농산물 판매수입의 일부는 농업용 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이들 농자재의 일부는 북한 본토로부터 조달되며 일

부는 남한의 농자재가 특구를 통해 조달될 것이다.

  남측의 농업개발지원이 적절한 시점에서 중단되고 ‘남한-특구-배

후지’ 간에 상업적 거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모델은 특구를 매

개로 하여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한 농업협력 방식 개발을 의미하

는 일이다. 또한 이 방식이 본토 전역에 확대된다면 북한이 보유한 

농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한편 경제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이 거래관계는 북한의 특구 개

발 초기에 특구와 본토의 연관효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식량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특구 주민이 필

요로 하는 생활필수품과 소비재로 이 거래관계가 확대될 수 있다면 

특구 개방 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과 다름없으며, 향후 특구 

및 북한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확고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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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의 성공 조건이 시장과 지원으로 충

분한 것은 아니다.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협력주체

들의 전략적이며 점진적인 접근 태도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농업협력사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제도

적, 물적, 인적 인프라가 없는 상태이므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

는 것이다.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전망되는 농산물 시장 규모를 초과하는 규

모로 농장협력사업을 확대하면 협력농장의 자생 능력이 훼손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에만 의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북 농업협력사

업은 농업기술자, 대북 지원 담당자, 상업적 기업의 협력사업 담당

자, 관련 연구자 등 유능한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구 내외의 농업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특구 배후지에 시범농장을 설립하고 이 농장에 대한 

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지원에 의해 

시범농장이 운 된다. 이 단계에서 남북농업협력은 주로 배후지 시

범농장의 개발과 시범 운 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제2단계는 설립된 시범농장의 안정적 운  단계이다. 이 단계의 

남북농업협력은 배후지 시범농장의 운  지원, 특구 내 농업 관련 

상품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구 내 농업금융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등이다.

  제3단계는 특구 배후지의 시범농장 개발에 국한되었던 농업협력

사업을 특구 배후지역의 전체 농장으로 확대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제1, 2단계를 거치면서 북한의 농업 인력은 농장경  및 농업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므로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은 크게 감

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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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성공업지구 배후지 시범농장 개발 방향

  시범농장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계획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시와 인근 판문군 일대

에 공업단지 850만 평, 신도시 620만 평, 기존시가지 530만 평 등 총 

2,0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육성한

다는 계획이다. 공업단지는 1단계 100만 평, 2단계 200만 평, 3단계 

550만 평 등 모두 세 단계에 걸쳐 850만 평을 조성하여 2,000여 개

의 업체를 입주시켜 15만 명의 인원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표 

7-2>.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상주인구가 최대 45만 명까

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00

  그러면 개성공업지구 및 그 배후지를 대상으로 시범농장을 개발

하여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확정된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이 내용이 

배후지 농장개발에 미칠 향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표 7-2.  개성공업지구의 단계별 사업계획

구  분

공업단지 배후도시

면적

(만평)

업체수

(개)

고용인원

(만명)
사업기간

면적

(만평)
비  고

1단계 100 300 2.6 1-2년차 560
기존 시가지 활용

배후 주거지 개발

2단계 200 700 4.4 3-5년차 100 국제도시 개발

3단계 550 1,000 8.0 5-9년차 490 국제도시 개발

합 계 850 2,000 15.0 - 1,150

자료:현대아산(주), ｢개성공업지구 투자환경｣, 2002. 10.

100김문,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방안｣, CEO Focus 제123

호, 농협중앙회 조사부, 200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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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개성공업지구는 투자기업이 고용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북한 측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외화로 지불하는 임금이 시장 환율과 크게 차이

가 나는 공정 환율로 환산되어 근로자들에게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는 주민의 소득 수준은 본토 주민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급격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

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거지를 포함한 개성 전체 지역의 경제관리체계는 중앙계

획경제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개성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남측

의 투자기업들이 입주하는 공업단지는 따로 분리되어 관리된다. 따

라서 공업지구 내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은 북한 본토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법규로 

통제될 것이다.

  이 경우 개성 주민이 배후지 시범농장의 직접적인 목표 시장이 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낮을 뿐

만 아니라 자유로운 소비활동을 위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간접적으로는 배후지 시범농장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즉, 투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현물 보너스 혹은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

다면 이들 기업이 농산물 소비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성공업지구는 지역 주민이 아닌 투자기업이 농산물 시장을 

형성하게 되므로 비교적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

로 개성공업지구 그 자체만으로는 배후지에 시범농장을 건설할만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성공업지구

를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으로는 소비지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위한 시범농장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배후지 시범농장을 단순히 개성공업지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남북한 농업협력을 확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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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거지로 삼고자 한다면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배후지 시범농장을 건설코자 할 경우 1차적으로

는 공단 입주 주민과 배후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소비시장을 

조성하면서 점차 농산물 해외 수출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

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내 다른 지역과 연계한 농업개발 및 농산물 

유통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후지 농장개

발은 생산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유통, 

금융 등 종합적인 농업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구 개발 초기부터 특구 투자기업과 시범농장 간 농산물 공급 계

약이 추진될 수 있다면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에 대한 농산물 공급 중 상당 부분을 기존의 공공

배급 체계가 담당할 것이므로 특구 개발 초기 배후지 농장개발 규모

는 상대적으로 작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성공업지

구의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북한 내 다

른 지역과는 다른 농산물 소비패턴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여 신선농산물과 축산물 생산, 가공농산물에 중점을 두

어 다른 지역의 농장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수출 농산

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개성 지역의 특작인 인삼 재배와 인삼제품 가

공 산업을 육성하고 점차 다른 농산물에 대한 식품가공 산업으로 발

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보강, 물류나 보관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농업금융 지원 등 종합적

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4. 금강산관광지구 배후지 시범농장 개발 방향

  금강산 관광지구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즉,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제특구로서의 성격을 가



346

지고 있으나 주민 거주지는 분리되어 있다. 또한 주거지를 포함한 

관광지구의 경제관리체계는 중앙계획경제 방식으로 운 된다. 관광

지구 내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주민의 경제활

동은 북한 본토와 같이 통제된다. 그러나 관광지구 내에 남측 관광

객이 상시 출입하고 일정한 수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된다

는 점에 있어서 개성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특성에 따라 배후시범농장의 우선되는 

목표 시장은 금강산 관광객이다. 물론 남측 투자기업이 북한 근로자

를 고용할 수 있다면 개성의 경우와 같이 투자기업도 목표 시장이 

될 수 있다.

  배후지 시범농장 개발은 두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나는 투

자기업 근로자의 수요와 관광객의 현지 소비 충족을 위해서 곡물, 

원예, 특작, 축산, 양어 등 일반 농축산물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일

반 시범농장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객의 직접구매수요 

충족을 위해서 고급 원예농산물, 특작, 유기농산물, 산채, 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특수 시범농장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구개발 초기의 전망은 개성공업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구 

투자기업과 시범농장 간 농산물 공급 계약이 추진된다면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소비활동을 대상으

로 하지 않으므로 배후지 농장개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2.5. 금강산지역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

  위에서 언급한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의 한 

사례가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이다. 이 농업협력사업은 현대아산이 

북측 농장에 투자를 하고 북측 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현대아산

의 금강산 사업소에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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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북측 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담당할 조직으로서 지원단

체가 새로이 참여하여, 이 사업은 남측 지원단체(북고성군농업협력

단), 북측 농장(고성온실농장), 현대아산 등 3자가 관련된 농업지원 

및 경협사업으론 전환되었다.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해 부족한 물자를 직접 지원한다

는 측면에서 볼 때 공익적 농업지원사업을 강조할 수 있으나, 경제

순환 활성화를 통한 북측 농장의 자활능력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상

업적 협력사업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은 금강산 관광객과 현대아산의 직원이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사업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지원사업이 실시된

다면 농장의 자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

다. 이와 같이 고성온실농장은 공익적 농업지원사업과 상업적 농업

협력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용됨에 따라 당초 이 농업협력사

업에 기대했던 상업적 차원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

업적 차원의 성과에 관계없이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추진이라는 차

원에서 볼 때 이 농업협력사업은 남북한 양측에 여러 긍정적 파급 효

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남측에 주는 파급효과는 첫째, 단일 협력사업에서 지원과 경

협이 공존하는 종합적인 남북한 협력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농업협력 경험의 축적을 통해 효율적인 대북 농업지원 및 농업투자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협력사업 추진 과정

에서 북한의 농업과 농촌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취합할 수 있

으며 농업부문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정

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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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에 주는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 첫째, 남측의 지원 물자와 생

산된 농산물이 주민에게 공급됨으로써 고성군 주민들에 대한 인도

적 차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 둘째, 고성군 주민 고용을 통해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농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농민시장을 통해 고성군 지역 경제로 유

입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농업기술 및 

농업경 관리기술이 전파되는 효과가 있다.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은, 

시행착오와 긍정적 파급 효과를 통해 향후 다른 특구에서 추진될 수 

있는 남북 농업협력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3. 정부의 대북 농업지원

3.1.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와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가 있

는지(WTP)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국민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와 함께 지원할 경우 지원의 범위에 대해 질문

하 으며, 또한 지원사업의 주체는 민간단체, 정부, 국제기구 중에 

어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설문하 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WTP)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 다. CVM은 질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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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개방형질문법, 택일법, 연속경매법, 지불카드법 등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가 쉽고 무응답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주

어진 상황에서 응답률이 높은 지불카드방식을 이용하 다.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 결정을 돕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지원

해주고 있는 지원금액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러한 정부의 지

원 외에 개인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지

불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 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북지원에 대한 성향분석을 위하여 응답자의 성

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등 개인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 다.

  개인의 지불의사에 대한 성향분석과 개인의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하기 위하여 선형대수함수를 이용한 다

중회기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사전예비 조사를 거쳐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

간 종로, 강남역, 광화문, 서울역, 재래시장, 시외버스터미날 등 서울

시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실시되었다. 총 805개의 설문조

사를 실시하 으나 항목의 응답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여 총 674개

의 설문자료를 얻었다.

  설문조사자료를 개인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정리하면 <표 7-3>과 

같다. 설문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

았다. 응답자의 23%인 154명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 고, 약

간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9%인 331명이었으며,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9%인 126명이었다. 총 응답자의 72%

가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 다<그림 7-1>. 이러한 의견들은 현재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사업이 남북교류와 북한의 개혁․개방 등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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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반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북지원을 할 때 지원의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43%인 298명이 긴급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일반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대답하 으며, 23%인 153명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농업복구 및 

농업개발 지원까지 해야 한다고 대답하 다. 인도적 지원과 농업복

표 7-3.  자료의 사회적 특성

항 목 구간값 표본수 비율(%) 평 균

성 별
남 성

여 성

1

0

418

256

62.0

38.0
0.62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

3

4

5

6

217

186

144

 87

 40

32.2

27.6

21.4

12.9

 5.9

3.32

학 력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 졸

대학원 이상

1

2

3

4

5

 24

 20

251

333

 46

 3.6

 3.0

37.2

49.4

 6.8

3.53

직 업
취 업

무 직

1

0

391

283

58.0

42.0
0.6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1

2

3

4

5

6

7

 86

210

197

 98

 39

 29

 15

12.8

31.2

29.2

14.5

 5.8

 4.3

 2.2

2.91

계 6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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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 

많은 도움

23%

약간 도움

49%

도움 안됨

19%

잘 모름

9%

그림 7-2.  대북지원의 범위

필요없음

7%
인도적 지원

43%

농업복구

개발지원
23%

종합경제

개발지원

27%

농자재 지원

30%

필요없음

5%

최소 식량

지원

31%
기반조성

지원

34%

구․개발을 포함한 종합적 경제개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응

답자도 27%인 179명이나 되었다. 대북지원사업이 필요 없다고 대답

한 응답자는 전체의 7%인 44명이었다.

  대북지원 중 농업분야에 지원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 다. 응답자의 31%인 210명이 최소

한의 부족한 식량만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하 으며, 30%인 201명이 

식량지원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 농기계 등 농업

기자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하 다<그림 7-2>. 응답자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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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26명은 식량지원과 농업기자재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농업기반조성 지원을 해야 한다고 대답하 다. 대

북농업지원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인 37명이었다.

  대북지원의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부터 농업개발, 종합적 경제개발

을 위한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로 갈리었다. 이러한 현

상은 일반국민들이 대북지원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것

도 한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민간단체에서는 대북지원의 범

위를 인도적 지원수준의 이상을 설정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

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의 주체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 다. 이러한 질문에 응답자

의 42%인 279명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민간, 정부, 국제기

구 등 모든 가능한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그림 

7-3>. 그 다음으로 정부주도가 14%, 국제기구가 10%, 민간주도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국민들이 대북지원사업에 

있어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 등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단체

들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응답자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 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의 규모나 방식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적절

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다. 제공된 정보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하는 대북지원금의 

규모가 국민 1인당 약 10,000원/년 정도이며, 이중 식량과 농업복구

지원은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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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대북지원사업의 주체

민간주도

6%
정부주도

14%

민간정부

42%

국제기구

10%

모든 통로

28%

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대북지원사업 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해 식

량, 농업복구․개발, 보건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을 위한 지

원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할 경우 대북지원사업을 위해서 일년에 최

대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 다.

표 7-4.  지불의사금액

지불의사금액 표본수 비율(%)

      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이상

111

 59

 82

205

 21

 73

 46

  4

 44

 21

  8

16.5

 8.8

12.2

30.4

 3.1

10.8

 6.8

 0.6

 6.5

 3.1

 1.2

계 6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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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83.5%인 563명은 지불의사를 표시하 으며, 16.5%인 

111명은 안내겠다고 응답하 다. 지불의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

의사금액과 수는 <표 7-4>와 같다. 응답자의 약 30%가 10,000원을 내

겠다고 대답하 으며, 다음으로 5,000원, 20,000원 순이었다. 이 응답

자들이 선택한 지불의사 금액을 단순 평균한 금액은 17,584원이었다.

  대북지원사업 지불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성향과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응답자의 사

회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

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월평균소득의 변수를 검토하

다. 함수형태는 종속변수인 지불의사금액만 대수를 취한 선형대수

함수로 가정하여 분석하 으며 결과는 <표 7-5>와 같다. 

  계측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모

든 변수들의 부호 조건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남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에 있

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에서도 교육수준은 1%수준에서, 성

별과, 월평균소득은 5%수준에서 연령은 10%수준에서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선형대수함수 회귀분석을 통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결과

구 분 추정계수 t-값

상    수

성    별

연    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월평균소득

 8.1802

 0.1700

 0.0610

 0.2128

 0.0009

 0.0643

  33.79***

  1.99**

 1.79*

   3.80***

0.01

  2.20**

주 1)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한 값을 나타냄.

2) R-Square: 0.0603, Adj R-Square: 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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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연간 최대지불의사 가중평균치는 17,584원이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2,292만 명을 곱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연간 최대 

대북지원 지불의사액은 4,000억원을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

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현물로만 총 1조1천808억원을 지원하 다. 여

기에 식량차관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1,688억원을 지원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연간 최대지불의사액은 현재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2배 이상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는 효율적인 대북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방법과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2. 식량 공여

  우리 정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대북 식량차

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식량차관을 대해 몇 가지 기준

에 따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우

리 농정과의 부합성이다. 국내 쌀 재고가 많을 때는 대북 쌀 차관을 

통해 재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

내 쌀 재고가 없어 수입을 하여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국내 쌀 생산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국민 정서 문제이

다.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은 대체

로 긍정적이다.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와 같이 차관 형식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원하더라도 국민 여론은 긍

정적일 것이다. 셋째, 정례적인 차관으로 인한 대북 레버리지의 상

실 가능성이다. 정례적인 차관은 대북 레버리지를 감소시킬 가능성

이 높기는 하지만 정례적이기 때문에 대북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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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주민에게 소요식

량의 절반 정도밖에 배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제공하는 쌀

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당국은 주민의 쌀 배급량을 조금이라도 늘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쌀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차관이어도 충분하게 레버리지로 작

용하고 있다. 다만 쌀 차관을 보다 효과적인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방법(예를 들면 미국처럼 한꺼번에 제공하

지 않고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제공)을 강

구할 수도 있다. 넷째, 국제 관계, 특히 WTO체제 하에서의 제약요

인이다. 우리나라의 재고미를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국

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외국에서 구입하여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할 경우 쌀 수출국이 북한에 직접 수출할 수 있

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쌀을 판매하지 못하는 국가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

이고 북한이 직접 구입하든 우리가 구입하여 북한에 제공하든 국제

시세에 의해 정상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기능성은 낮다. 만일 우리나라가 WTO 협상에 의해 최소시장접근

(MMA) 물량을 들여와 그 쌀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북한에 차

관으로 제공할 경우 이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높다. 

다섯째, 실현 가능성이다.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북한으로부

터 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40만 톤씩 차관으로 제공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른 품목도 

아니고 왜 비싼 쌀을 보내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하지 힘든 부

분도 있다. 정말 북한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식량을 보낸다면 쌀 이

외 옥수수나 가루 등을 보내거나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콩을 보

내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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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도적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한 관계와 국제정세 등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

으며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북

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제 간 

갈등이 해소되고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될 때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책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이 유엔의 인도적 통합

지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지원방법 및 분배의 투명성 확인

(monitoring)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유엔과 각국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협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쌀의 수급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

렵지만 쌀에 대한 관세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국내 쌀의 재고 증가가 우려된다. 여

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해소되고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될 때 대북 식량지원 다음과 같이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관보다는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되 북한의 개혁과제와 연계하

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

장기적인 식량지원은 북한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개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

우에도 식량 분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감독

(monitoring)하기 위한 활동은 강화되어야 한다. 식량 지원은 인도적 

측면이 강하지만 국제사회와의 동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둘

러싼 정치․외교적 상황과 연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하여 쌀뿐만 아니라 콩, 가루, 분유, 설

탕, 식용유, 돼지고기 등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관

을 제공할 때 북한의 식량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식량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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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양을 줄이더라도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원으로 방향을 전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서 남북한 농업협력

을 통하여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장차 한반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은 우리나라와 

당사국과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북한의 참여를 유

도할 경우 남북협력, 이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북한에 제공할 경

우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

다. 연해주 등에 대한 농업개발 타성성은 이미 관련 기관에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남북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매년 쌀 20만 톤을 지원하되 가능하면 국내산 쌀로 제공하며 북한

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 합의에 의해 일정 기간 안정

적으로 공급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10년간 쌀 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최소시장접근

(MMA)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MMA

로 도입하는 쌀은 연간 2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쌀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되어 쌀 생산 농가에 미치는 경

제적 향도 클 것이다. 따라서 추가로 도입하는 물량 20만 톤에 해

당하는 국내산 쌀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대북 식량차관 시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남남 갈등을 해소한다. 

대북 지원의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꺼번에 지원하기보

다는 미국 방식처럼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하는 곡물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

원함으로써 국제기구의 활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

제사회의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

며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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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기반정비

  정부 차원의 대북 농업기반 정비 지원사업은 장기에 걸쳐 많은 예

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

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

해 농경지 복구사업이나 한발 등으로 인한 긴급 용수 공급 지원과 

같은 긴급복구사업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가시적 효과가 큰 소규모의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서 출발하여 농업기반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중장기 사업

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그 자

체만으로는 농업구조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농자재

의 지원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할 경우 임진강 하

류 수해방지사업과 같이 남북한 농업에 향을 미치는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유역 단위

의 황폐산지의 복구나 조림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4. 농자재 지원

  우리 정부는 적십자사를 통하여 매년 20~30만 톤의 비료를 북한

에 지원하고 있으나 단순한 물자지원보다는 협동농장 단위로 프로

젝트 지원 형태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북한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자재

의 안정 공급뿐만 아니라 협동농장 관리체계의 효율화가 필수적이

다. 농업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집

단관리체계 대신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이 개혁 초기 채택하 던 방

식처럼 협동농장의 자율경 권을 보장하고 개인에게 경제적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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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주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농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산 목표만 부여하고 작물 선택권이나 협동농장 내 관리

방식은 지배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농장 내에

서는 분조관리제를 통한 집단적인 인센티브보다는 개인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고 개인의 책임 하에 농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지역별 시범농장을 정하고 각 시범농장에 대해서는 

비료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되 농장의 관리방

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방식

은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中朝友誼農場’ 형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성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동농장의 지원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는 기존의 확립된 민간단체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

가 지원할 경우 지원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지원 과정에서 인적 

접촉이 어려우며 분배의 투명성과 지원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개별 협동농장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기

가 어려우며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시에 협력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민간단체의 대북 협력사업

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사전에 지원방식과 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북한 전역에 동시 다

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는 좀 더 조직적으로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 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조정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회피하고 효과적인 지

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3.5. 시설 지원

  북한이 본격적인 농업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면 종자 공급, 

농업기자재 공급, 농산물 유통, 농업기술지도 및 교육, 농산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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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공, 농업생산 시설 등 농업체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현금과 현물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과 기술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개혁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 하부구조 지원, 농업

기자재의 중앙 공급체계를 시장 유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물류 시

스템 구축, 개인농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농산물 저장시설의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4.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4.1. 인력교류

  남북한 농업전문가의 인력교류는 전문서적 및 자료 교환, 학술회

의 개최, 농업 전문가의 상호 방문 및 파견, 공동 연구 형태로 추진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인력교류는 남북한 간 직접 추진될 수도 있지

만 직접 교류가 곤란할 경우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 분야 인력교류

는 전문서적 및 자료 교환, 학술회의 개최, 전문가의 상호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술교류의 경우 주로 중국 등 제

3세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농업 분야의 공동 연구는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민간을 통한 

대북 지원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동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앞으

로 북한의 개혁이 본격화되면 북한에서 필요한 전문가의 파견 요청

이나 북한 전문가의 남한 방문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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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및 근로자의 인력교류는 시찰단 교환, 산업연수 및 훈련, 유

학 등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 일반 농업인의 직접적인 인력교류는 추진되

지 못하고 있으나 북중 접경지대를 통한 농업 기술자의 교류나 협력

사업 대상 농장의 북한 농업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 등은 부분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 농업인에 대한 대규모 교류 및 훈련은 남북

한 관계가 좀 더 심화되고 북한 내부에서 체제에 대한 불안이 해소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작물이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북한 지역 내 훈련

이 효과적이다.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개인농 체제로의 전환

과 함께 시장의 기능이 강화되면 새로운 제도에 적응토록 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 및 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농

업인에 대한 신기술, 경  및 시장교육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내 주요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북한의 농

업인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2. 기술협력

  현재 남북한 농업 기술협력은 북한이 요청하는 일부 품목을 중심

으로 물자교류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주요 기술협력 대상 품목으로

는 씨감자 생산 및 증식기술, 온실을 이용한 육묘 및 채소 재배기술, 

왜성 과수 대목 증식 기술, 고능력 가축 육종 및 사육기술, 이모작을 

위한 조생 벼 및 맥류 품종 교류 등이다. 현재 남북한 사이의 기술

협력은 주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기술협력은 추진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야만 정부 차원의 기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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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초기에는 기술 개발을 위한 기자재의 

지원, 전문가의 상호 방 및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협력이 추진될 가

능성이 높다.

  개혁․개방의 초기 단계에서는 계약재배나 합  및 합작농장 등 농

업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는 비단 농작물이

나 축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비료 및 농약, 토양이나 

용수 등 농업기반, 농산물 저장 및 품질관리, 농축산물 위생관리, 동

식물 검역, 농수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 관련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만 가

능한 분야이다. 정부 차원의 기술교류를 추진할 경우 일시에 대규모

의 기술교류를 추진하기보다는 인력교류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지역 

적응시험, 본 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시범농장 개발

  남북한의 본격적인 농업협력사업에 앞서 남북한 농업 기술 및 농

자재 교류, 인력교류, 북한의 농업관리방식 전환을 위한 시험사업을 

목적으로 시범농장을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민간단

체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시범농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시범농장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북한과 대규모의 시범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는 농자재, 농업기술, 농업관리방식 등 종합적인 농업협력이 추진 

중이며 향후 남북한 사이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시범농장을 벤치마

킹할 필요가 있다. 500ha 규모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시

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00만 달러 정도 소요되므로 도별 1개소

의 시범농장을 운 한다면 연간 1,000만 달러가 정도가 소요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연계하여 특구 배후지를 대상으로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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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농업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

적이다. 특구 배후지로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두 곳이 

대상이다. 금강산관광지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채소류, 과일류, 축

산물을 중심으로 시범농장을 운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소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규모화 하여 보다 체계적

으로 운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우선 개성공단 입주업체

를 주요 농산물 수요자로 하면서 북한 지역에 대한 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배후지 시범농

장은 농업기반 정비, 농작물 생산기술, 농자재, 기계화,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4.4. 해외농장 개척

  남북한은 자연 환경을 고려할 때 필요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자급

하기는 어려우므로 외부로부터 부족분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

황이다. 외부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

외농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일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해외농장 개발을 통하여 도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 시각에서 한반도의 식량안보

라는 차원과 남북협력이라는 경제 외적 요소까지 감안하면 해외농

장 개척은 타당성이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사회 안정이 무

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해외농장 개발을 통해 생산한 곡물을 북

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다. 해외농장 개발은 일부 주요한 농산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자

원을 나눔으로써 상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해외농장 

개발이 가능한 곳 중에서 남북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최적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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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자연적, 제

도적, 회계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된 바 있다. 생산 가능한 분야는 

벼, 콩, 잡곡, 축산이라고 할 수 있다. 

5. 민간기업의 투자와 교역

5.1. 합  또는 합작

  지금까지 농림수산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두레마을 농조합법인 등 13개, 이 중에서 협력사업 승인

을 받은 것은 7건이다<표 7-6>. 민간의 농업협력사업은 계약재배, 

합 , 합작, 농업기술교류 등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나 실제 내용은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초기 투

자만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하지도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되고 있

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이유는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분

쟁 발생, 북측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 중단, 북측 협력사업자의 

교체로 인한 사업의 중단 또는 지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남측 사

업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이다.

  동서독의 교류협력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은 실질적인 

위협 요소인 군사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함으로

써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현

안인 북한의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집단안보체

제가 확립된 다음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됨으로써 경협 활

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동서독 사이에 체결된 여러 가지의 협정을 

양국은 충실히 실천하 으며 서독은 동독에 대해 많은 경제적 지원

을 추진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동서독 사이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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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농림수산분야 대북 경제협력사업자

기업(단체)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사업자 승인일

미흥식품*

(합 )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 가공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 달러

(47만 달러)*

1997. 5. 22

(1998.3.13)*

파라우수산

(합 )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 가공 원산, 해주 300만 달러 1997. 8. 1

금오식품

(합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 고구마 전분 제조 평양 40만 달러 1997. 8. 1

태 수산/LG상사*

(합 )
광명성총회사 가리비양식, 생산 나진, 원산

200만 달러

(65만 달러)*

1997. 10. 14

(1998. 8. 28)*

안흥개발

(합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 달러 1998. 3. 13

두레마을 농종합법인*

(합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 농장 운

 및 계약재배
나진, 선봉

800만 달러

(200만달러)*

1998. 4. 8

(1998. 7. 27)*

국제옥수수재단*

(조사, 연구)
농업과학원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

옥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1998. 6. 18

(99.6. 18→

01. 6. 20 변경)*

(주)현대상선, 현대건

설, 금강개발산업, 현대 

아산, 한국관광공사*

조선아시아태평양

위원회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금

강산 농단지 개발)
금강산

2억 2,133만 

달러(2003.4.4)

1998. 9. 7

→2003. 4. 4변경

백산실업*

(합 )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 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 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 달러*

1998. 10. 28

(1998. 10. 28)*

(주)해주

(합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 인근 299만 달러 1999. 1. 8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날*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김치, 된장, 상황

버섯음료 등)
평양 - 2003. 10. 31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 달러 2004. 2. 18

(주)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가공, 수출 평양 - 2004. 8. 22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 협력사업승인 금액 및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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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농업 분야의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식량 문제

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만 하고 농산물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북한

이 농산물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의지가 가시화되어야만 가능할 것

이다. 최근 남북 경협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안동대마방직의 대

마재배 및 삼베제품 생산사업은 북한의 대마 재배 장려라는 농업정

책이 뒷받침됨으로써 경협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

이다. 앞으로 북한은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사업, 특산물 재배를 통한 외화벌이 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경협은 활성화될 것이다.

5.2. 농림산물 교역

  남북한 전체 교역에서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이

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교역이 시작된 1990년

대 초만 하더라도 농림수산물은 남북한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 으나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교역액

이 2억 5,319만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에 달한

다<그림 7-4>. 외형상으로는 1998년부터 농수산물의 반출액이 반입

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이는 대북 식량차관과 비료 지원 등 비거래성 

물자 지원이 크기 때문이며 거래성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북한

과의 교역에서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농림산물은 30여종이나 이 중

에서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꾸준히 반입하는 품목은 견과류, 유지류, 

한약재, 버섯류 등 3∼4개에 불과하다. 농림수산물 반입업체는 1989

년 8개사에 불과하 으나 1995년 100여 개, 2000년 471개사로 늘어

났지만 거래 규모는 세하다.

  2002년 북한산 품목을 반입하는 업체 541개사 가운데 농림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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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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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  1  161  6  7  332  931  671  1,702  1,964  1,767  2,538 3,249 11,019  12,556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을 취급하는 업체 수는 419개사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며 이 중

에서 농림산물 반입업체수는 268개사, 수산물 183개사, 축산물 및 

임산물 22개사이다. 업체당 평균 반입액은 23만 8,000달러로 대부분 

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림수

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북한산 반입 

물품 중에서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195개의 품목 가운

데 대부분은 농림수산물이며 이는 국내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반입 승인 품목과 반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

에서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

서는 과거의 반입 실적과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품목별 쿼터

량과 승인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반입 건별 승인절차를 정례

적 승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역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간접교역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농림수산물 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물류비를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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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농림수산물 교역시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은 원산지 증명인데 북한의 민경협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독점

적 지위를 악용하여 원산지 증명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함으로써 

반입 물품의 단가가 올라가고 수입업자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농림수산물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

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손실보전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반출입

을 위한 위생 및 검역의 효율화, 반출입 승인대상 품목의 합리적 조

정, 원산지 및 품질보증제도의 확립, 투명한 거래를 위한 북한산 물

품에 대한 기초정보의 확충이 필요하다.

6.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6.1. 지원 현황

  1995년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이 개시된 이래 지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일반구호에 중점을 두었으

나 점차 농업복구지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지원의 효과 면에서 식량을 직

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농

업개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농업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의미

가 있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쉽다. 다만 농업개발 지

원이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농자재의 지원에 머물고 있을 뿐 기술

이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1999년부터 대북 지원창구의 다원화 조치에 따라 민간단체들이 

독자적인 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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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

원하게 됨으로써 민간의 대북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

하 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은 농업복구보다는 일반구호나 보건

의료의 비중이 높지만 일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농업복구지원사업

은 그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부의 농업개발 지원은 북

한에 농자재만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북한이 인적 

왕래를 꺼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조건 없는 

지원이라는 원칙은 이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제기

구가 추진하는 방식처럼 농업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물자뿐만 아니라 기

술과 사람의 교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정부가 

당초 지향했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민간 차원

의 지원사업은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을 지향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을 설정

하고 지속적으로 교류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신뢰

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 중에서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는 단체는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 등 8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단체는 한국JTS 등 12개이

다<표 7-7>. 민간단체의 농업개발 지원사업 중에서는 국제옥수수재

단의 옥수수 증식사업,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농촌 현대화 지원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농자재 지원 및 젖염소 목장사업, 남북강원

도협력협회의 연어 자원보호 증식사업, 남북농발협의 씨감자 재배사

업, 월드비전의 씨감자 개량사업, 굿네이버스의 젖소 및 우유급식 

지원사업, 평화의 숲이 추진하는 산림복구 지원사업 등이 있다. 대

북 지원단체로 공식적으로 통일부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북고성농



371

표 7-7.  주요 단체의 대북 농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실적
단위: 백만 원

분야 단체명 사업내용
연도별 집행액

2000 2001 2002 2003 합  계

농업개발

(8)

국제옥수수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농발협

월드비젼

굿네이버스

평화의 숲

옥수수증식사업 지원

농촌 현대화 지원

농자재 지원

젖염소 목장사업 지원

연어자원보호증식 지원

씨감자 재배사업 지원

종자개량 지원

젖소 및 우유급식 지원

산림복구 지원

862

-

-

286

-

-

788

61

-

4

262

343

196

-

189

434

285

-

698

396

961

206

-

161

247

249

-

710

130

10

-

701

107

497

620

55

2,274

788

1,314

688

701

457

1,966

1,215

55

소  계 1,997 1,713 2,918 2,830 9,458

취약계층

지원

(12)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한국JTS

남북나눔

천주교서울대교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민족복지재단

굿네이버스(단독)

          (컨소시엄)

평화통일불교협회

원불교

제주도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

어린이 양식 지원

금강국수공장, 생필품

농업기술, 어린이 양

국수공장, 어린이 양

국수공장운  지원

아동급식 및 월동 지원

어린이 급식 지원

육아원 지원

육아원 지원

취약계층 급식 지원

어린이 급식 지원

감귤, 당근 수송비 지원

사과, 배 수송비 지원

-

-

412

-

-

-

-

-

-

-

-

-

-

122

39

311

263

132

-

22

136

-

-

-

-

3,451

372

93

297

361

341

167

128

339

154

-

-

1,577

-

537

-

265

843

286

-

-

-

956

79

90

2,000

-

1,031

132

1,285

1,467

759

167

150

475

1,110

79

90

3,577

3,451

소  계 412 4,476 3,829 5,056 13,773

합 계 2,409 6,189 6,747 7,886 23,231

자료: 통일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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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협력단이나 통일농수산포럼 등은 각각 금강산 지역의 온실지원사

업, 삼일포협동농장의 벼농사 지원사업 및 이모작 사업 등을 추진하

고 있다.

  민간단체는 자체 모금운동을 통해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나 자금 부족을 겪게 됨에 따라 통일부는 모금 실적에 따라 남북

경협기금을 보조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6.2. 지원방식의 문제점

  민간단체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북한의 농업 회복을 위

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남북한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 지만 지

원 방식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이 대부분 농자재나 농기계 위주의 

물자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을 지원하다 보

니 지원 대상 지역과 사업내용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단체들은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농업전문가의 참여

도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지원을 둘러싼 

민간단체 사이의 지나친 경쟁과 상호 정보교류가 적어 지원 대상지

역 및 사업내용에 중복 우려가 있다. 북측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

서 상대방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

의 농업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지

원사업과 내용을 결정할 때 첨단의 고가품 기자재, 인력교류가 수반

되지 않은 물자지원을 선호하지만 에너지와 전략사정, 기술 인력의 

운용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농업부문

에서는 자동화된 첨단 장비보다는 수동이지만 에너지가 적게 소요

되고 고장이 적은 장비가 현재의 북한 실정에 비추어 더 적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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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상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

는 체계가 미흡하다. 남북한 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적절

한 수준의 감독과 평가는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필요

하고 계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원조자를 설득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과거에 비해 감독과 평가 절차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고 체계화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도 점차 개발 지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

문이 이에 대비해서라도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의 지원이 점차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북측도 민간

단체의 지원 활동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

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한다면 남북한 화해협력의 증진에 많은 기

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6.3. 바람직한 지원 방향

  먼저 민간지원단체 사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의 연

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단체 사이에 정

보를 공유하고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유엔의 대북 인도적 통합지원 방식과 유사

한 형태의 지원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

으며 지원 내용 면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 첨단기술과 전통기술, 자본집약적 기술과 노동집약

적 기술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 사이 또는 정

부와의 정보 공유 및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해야 할 것이

다.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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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내용을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많

은 민간단체가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일이다. 농업전문가가 대북 농업지원사

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적 문제로 인한 사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

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민간단체 사이의 갈등이나 남북한 협력사업자 사이

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7. 남북한 협력과 연계한 국내 농업정책

7.1. 남북한 농림산물 교역정책

  남북한 농림산물의 교역에 있어서 대북 반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북한산 농림산물을 반입할 때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남

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대북정책과 국내 농림산물 시장 안

정과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농업정책 사이에 입장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자 사이의 시각 차이 때문에 한쪽에서

는 남북한 사이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여 관세와 부과금

을 면제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입

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일부의 반입승인품목은 HS 10단위 기준으로 195개 품목에 이르

며 이들 대부분은 농림수산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 대상 품목이다. 북한산 농

림산물 반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확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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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에 반입될 경우 국내 농림산물과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 거래로 인정하

고 국가간 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민족내부 거래를 

보장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남

북한 경제교류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

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이는 남북한 거래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이

다. 민족내부거래 규정에 따라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남북한 무역거래는 동서독 무역거래에 상응하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입승인대상 품목 중에서 농림수

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남북한 거래의 성격을 달리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산 농림수산물을 반입할 때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것이 공식

적으로 확인되면 관세가 면제되는 조항은 민족내부거래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인데 쌍방이 신뢰를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지

속성이 있다. 다만 국내 생산이 소비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과거의 반입 실적과 국내외 시장가격을 

토대로 품목별 쿼터량과 승인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여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반

입 건별 승인절차를 정례적 승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행

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거래를 통해 남북한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

도 필요하다.

7.2. 중장기 식량 수급 목표의 설정

  향후 북한이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소득이 증가할 경우 곡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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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

라가기 어려울 것이며 식량자급률은 현 수준에서 크게 개선하기 힘

들 것이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망하면 농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표 7-8.  북한의 곡물 생산량 전망

작물

현재(2004/05)
1)

농자재 원활 공급
2) 이모작 확대/남한 기술 

수준
3)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4)

(천 톤)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4)

(천 톤)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4)

(천 톤)

추곡

  쌀

  옥수수

  감자
5)

  기타
6)

  소계

583

495

89

60

1,222

2.64

3.49

2.90

1.99

1,541

1,727

258

119

3,645

583

496

89

54

1,222

3.48

4.00

3.25

1.76

-

2,029

1,984

289

95

4,397

580

450

100

50

1,210

4.95

4.10

4.49

2.56
7)

-

2,891

1,968

449

128

5,436

하곡

  

  보리

  감자5)

  소계

70

32

100

211

2.37

2.04

2.56

-

166

64

255

485

63

39

109

211

2.50

2.00

3.00

-

158

78

327

563

80

50

120

250

2.96

2.16

3.368)

-

237

108

403

748

계 1,428 - 4,130 1,433 - 4,960 1,460 - 6,184

1) FAO/WFP,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 22 2004.

2) 북한의 최고 수량을 보 던 1980년대 중반(1986-88 평균) 수량 적용.

3) 옥수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대신 감자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이모작 재배

면적이 250,000ha로 늘어나며 품종 및 재배기술이 남한의 현재 기술 수준

까지 향상된다고 가정함. 

4) 곡물(정곡) 기준.

5) 곡물전환율 25% 적용.

6) 수수, 기장, , 보리 포함.

7) 겉보리와 의 평균 수량.

8) 남한의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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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96만 톤,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이모작 면적이 250,000ha

까지 확대되고 기술도 현재의 남한 수준까지 발전할 경우 618만 톤

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7-8>. 북한의 곡물 소요량

은 현재의 513만 톤 수준에서 기초대사량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서는 659만 톤, 현재의 남한 수준으로 축산이 발전하고 소득이 현재

의 남한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사료곡물을 포함하여 1,068만 톤이 

소요된다<표 7-9>. 따라서 북한은 식량을 자급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표 7-9.  북한의 곡물 소요량 추정
단위: 천 톤

용  도 현  재(2004/05)1) 기초대사량 기준2) 현재의 남한 수준3)

식  용

사료용

종자용

기  타

3,959

181

230

762

5,263

300

230

793

4,951

4,798

230

699

계 5,132 6,586 10,678

1) 가정: 총인구 2,370.6만 명, 1인당 연간 곡물소비량 167kg(1인당 1일 최소 

열량 2,130kcal의 75%인 1,600kcal 섭취기준), 종자소요량(쌀 97.5kg/ha, 옥수

수 45kg/ha, 감자 생서 2,500kg/ha, , 보리, 잡곡 200kg/ha), 수확 후 손실 

비율 15%, 기타 소비량은 총소비량의 3%, 벼의 정곡환산율 65%, 감자의 

곡물 전환율 25%, 사료용 곡물 수요는 북한 당국의 추정치 적용. 

FAO/WFP,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 22 2004.

2) 가정: 총인구 2,370.6만 명, 1인당 연간 곡물 소요량 222kg(현재의 1인당 1

일 섭취 열량 2,130kcal의 75% 대신 100%를 섭취하고 곡물 1g당 열량을 

3.50kcal로 가정), 사료용 300,000톤(북한의 2000-2002년 연평균 사료용 곡

물 소요량), 종자용 230,000톤(현재와 동일), 기타는 총소비량의 3%와 수확 

후 손실 15% 포함.

3) 가정: 총인구 2,370.6만 명, 식용은 식량용 및 가공용 포함, 사료용은 남한

의 1인당 연간 사료용 곡물 소요량 적용, 종자용 230,000톤(현재와 동일), 

기타는 총소비량의 3%와 수확 후 손실 10% 적용.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

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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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남한만의 식량 수급 목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

북한의 통합을 고려한 중장기 식량 수급 목표를 설정하고 농정 계획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식량소요량 추정시 유엔이 적용하는 

최소 양섭취량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요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전체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만 쌀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대북 식량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라도 국내 농업기반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남북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여 한반도의 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식량 수급 목표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식량 수급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농업의 장기 발전과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7.3.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비닐 등 각종 농

자재의 생산이 부진하여 대부분의 물자를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으

면 안 될 상황이며 가까운 시일 내 자체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적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농

자재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비료에 대해서는 연간 20~30만 

톤씩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자재의 공급이 선행되어

야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자체 생산능력

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북

한은 우리나라로부터 무상 지원이나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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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나라는 이들 기초 농자재의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

나 수요가 제한되어 있어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농업생산자재에 대한 남북한 협력과 이에 대비한 농자재 산업정책

을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한다. 비료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연간 

30만 톤 내외의 비료를 지원하되 업체별 생산능력에 따라 정부에서 

일괄 구매 후 지원한다.  농약은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단체

를 통해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유엔을 통해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다. 농기계는 우선 민간 차원의 수리센터의 설치를 

통해 지원하면서 경협사업에 의해 유휴 농기계 제작시설의 북한 이

전을 통해 남북한 협력 관계를 심화시킨다. 특히 소형 농기계는 국

내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많은 유휴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에 

시설을 이전하여 같은 종류의 농기계를 남북이 공유하고 수요 확대

를 통해 부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자 중에서 씨감자

와 채소 종자는 현재의 방식대로 민간 주도의 지원체계를 지속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곡물 중심의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한다. 대부분의 

채소류에 대해서는 민간 종묘회사가 해외에서 종자를 생산하여 국

내에 반입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종자는 경협사

업을 통하여 종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종자 생산은 품질

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기술자가 언제

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통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자에 대해서는 민간종묘회사가 품종

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협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식량 종자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농업구조 조정과 

새로운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비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닐은 상업적 거래를 원칙으로 민간 차원의 경협

사업 형태로 북한 내 비닐 생산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 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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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생산 시설을 구축할 경우 원료 공급의 편의를 고려하여 석유화학 

단지 주위에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비닐

뿐만 아니라 농업용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도 가능할 것이다. 

7.4. 농업정책과 대북정책과의 조화

  국내농업정책과 대북정책에서 가장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

는 부분은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이다. 이는 국내 농업인을 보호코

자 하는 농업정책과 남북한 교역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대북정책 사

이에 입장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북한산 농산물의 

국내 반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앞

으로 대량 반입이 일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원산지가 북한산인 경우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

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 이를 악용하

여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조작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

게 발생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에 피해를 초래한다. 북한산 농림산

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반입승

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남북한 교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느슨하게 적용할 경우 국내 생산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품목별 

수급 상황과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 쿼터량

과 승인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고시함으로써 농업정책과 대

북정책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산 쌀의 재고가 누적되어 시장의 쌀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경우 대북 쌀 지원은 국내 쌀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제시세에 비해 여러 배나 비싼 국내산 쌀

을 구입할 경우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물량이 줄

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북 식량 차관은 국내의 곡물 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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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국내산 쌀을 차관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쌀 협상이 완료되어 새로운 협상 결과를 따를 경우 국

내 쌀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화가 유예될 경우 외국

산 쌀의 도입량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도입된 쌀의 국내 시판 허용

으로 인해 국내산 쌀의 재고 증가가 불가피하다. 쌀의 재고 증가는 

국내 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서

라도 대북 지원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쌀 협

상 과정에서 국내산 재고미를 차관 등의 형태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의

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

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 하고 지원된 물자의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

여 지원된 물품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

함으로써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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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북 농업지원 국민의식 조사표

  본 조사는 일반국민이 대북농업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향후 대북지원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자

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평소에 느끼신 대로 조사에 응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전문연구원  02)3299-4324

<북한의 경제 및 대북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쌀, 옥수수, 가루, 의류, 분유, 의

약품, 의료기구, 건축자재, 농기계, 비료, 농자재 등을 북한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차관형식으로 매년 약 40만 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하는 금

액은 대략 국민 1인당 연간 10,000원 정도입니다.

1.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을 통

해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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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⑤ 잘 모르겠다.

2. 대북지원을 할 때 지원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긴급 식량지원, 보건의료 등의 인도적 지원

②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복구 및 농업개발 지원

③ 종합적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

④ 필요 없다.

3. 북한의 농업분야에 지원을 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최소한의 부족한 식량만 지원

②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 농기계 등 농업기자재 지원

③ 북한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농업기반조성 지원

④ 필요 없다.

4.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 주체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민간단체 주도 ② 정부 주도

③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④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⑤ 민간, 정부, 국제기구 등 모든 가능한 통로

5.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하는 규모는 대략 국민 1인당 연간 10,000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하여 식량지원 및 농

업개발지원을 할 경우 여러분들은 연간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습

니까? (기부금 및 세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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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내겠다. ② 3,000원

③ 5,000원 ④ 10,000원

⑤ 20,000원 ⑥ 30,000원

⑦ 50,000원 ⑧ 100,000원 이상

6.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이나 농업지원 뿐만 아니

라 보건의료서비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연간 최대 얼마(기부금과 세금을 모두 포함)까지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안내겠다. ② 3,000원

③ 5,000원 ④ 10,000원   

⑤ 20,000원 ⑥ 30,000원

⑦ 50,000원 ⑧ 100,000원 이상

※ 이하는 귀하의 인적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남    여

2. 귀하의 나이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세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기술직 ④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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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반근로자 ⑥농어업

⑦ 자 업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5. 귀하(댁)의 월 평균소득(세금 공제 전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 ~ 200만원

③ 200 ~ 300만원 ④ 300 ~ 400만원

⑤ 400 ~ 500만원 ⑥ 500 ~ 1,000만원

⑦ 1,000만원 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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