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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2014년 김정은이 천진윤활유 공장을 방문해 국산화를 언급한 이후 북
한의 국산화 정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은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품 수입과 외화
수요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증대시키는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으
로 판단된다. 북한이 추구하는 국산화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

과정이 자립적으로 연계되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틀 안에서 운용된
다. 북한이 그간 사용해 온 자력갱생, 주체화, 자강력 제일주의는 폐쇄적
자립경제 노선처럼 큰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정책을 서술하는 의미가 있
었다면, 최근 북한 국산화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자력갱생은 과거보다는
진화된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이 확대된 ‘시장적 관리방법’하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간주된다.
북한 상품의 국산화는 주로 경공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소들은 대부분 평양, 남포, 함흥, 원산 등 주요 도시에 집결
되어 있는데,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우수인력이 포진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국산화 과정에서 일부 기업소들은 국가
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주들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침체된 생산을 활성화시
키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 경제발전 사례가
보여주듯 수입대체 생산방식이 수출을 동반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무
리한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국제무역의 분업 효과를 얻지 못해 북한상품
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국이 과거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성과가
부진하자 곧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선회하여 경제기적을 달성한
사례가 북한의 국산화 정책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북한이 국산화 시행
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경영방식을 활용하여 수출주도형 생산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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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의
현지화 전략도 병행해서 시행한다면 북한에서의 고용 증가, 기술 발전,
외화 확보 등은 자명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개방적인 제도 개선과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수용한다면 국산화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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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왔
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약 10년간 북한의 경제 성장
률은 안정세를 이루어왔다. 2016년에는 3.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
성하기도 했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지도 않았으며, 환율은 비교적 안정
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평양의 경우 외견상으로 상당히 발전된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은 국제사
회에서 볼 때 자본의 출처를 포함하여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었다.1) 북중
무역의 급격한 증가와 불법적인 외화벌이 사업이 국가운영의 주요 자금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2)
그러나 2017년 이후 북한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북한이 2017년 9월 수소폭탄(열핵폭탄) 실험을 감행하고

같은 해 11월 ICBM급 화성-15형 발사한 이후, UN의 안전보장이사회
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북한에 적용하였다. 당
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이미 9차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UN 제재결의안 2397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이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되고 원유공급도
연 400만 배럴로 제한되었다. 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 시 정유와 원유
의 공급 제한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트리거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해외
1)

건설공사의 경우 북한은 2016년 여명거리 건설을 목표로 정한 후, 매일 3만 명의 군인
과 청년돌격대를 동원하여 24시간 2교대로 공사를 강행한 결과 약 9개월 만에 완공하였
다. 여명거리 77층 아파트의 건설에는 한개 층 골조공사에 불과 20시간이 소요된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김효진, “김정은 시대의 대규모 건설개발 동향과 향후과제.” KDB북
한개발, 17, 2018년. p. 7.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지만 총 건설기간은
매우 이례적이다.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은 돈주를 포함한 외부 자원으로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북한의 불법 경제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C4ADS의 여러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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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2년 내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화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3)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북한에 작용하
겠지만, 주민들의 삶과 관련해서 북한경제가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되
었다는 징후는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시장이 위축되
고 있지만4), 북한의 쌀 가격이나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반론
도 무시할 수 없다.5)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현장 보도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북한경제 실상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수행되
어야 한다.6)
반면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북한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는 2018년도 북중 무역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다. <표 1>에 예시된 중국해관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북중
교역은 전년 대비 86.6% 감소하였고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32.7% 급감

무역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이 식용품, 농산품, 기계관련 제품, 전자기기,
목재, 선박 등으로 확대되었다.
4) DailyNK. “열악한 식량사정 호소한 北… 권력기관 배급마저 무너지나,” 2019.3.12.
https://www.dailynk.com/열악한-식량사정-호소한-北권력기관-배급-마저-무/
RFA. “북 농촌에 기아 징후 심각, ‘절량세대’ 발생,” 2019.4.1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412_11-04122019160801.html?
DailyNK. “北 일부 지역 시장 상인 대폭 줄어…대북 제재 영향?” 2019.4.11.
https://www.dailynk.com/北-일부-지역-시장-상인-1-10로-축소-대북-제재-영
향/ 참조.
5) 북한 현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환율과 관련해서 데일리엔케이(DailyNK)는 북
한의 환율이 2019년 현재까지 큰 변동이 없지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원화가
치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RFA, “북 장마당서 북한돈 가치 10% 하락,”
2019.08.07.
6) 세종연구소 북중국경 답사팀은 2019년 5월초 중국 단동을 방문하여 신의주시를 강 건
너에서나마 자세히 관찰하였다. 2년 전에 비해 신의주시가 외관이나 야간 조명이 대폭
개선된 점을 확인하였는데, 경제제재 하에서 신의주시가 외향적으로 크게 발전된 원인
에 대해서는 자원이 평양, 신의주와 같은 소수의 도시에만 집중되거나 비공식 무역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가정 외에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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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7) 이렇게 되면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감소하게 되므로 북한경제
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외화부족은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어 다른 방식으로 외화를
충당하지 않는 한 결국 북한의 산업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표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년도

수출
금액 (천불)

수입

증가율 (%)

금액 (천불)

증가율 (%)

북한 경제성장률
(%)

2014

2,868,209

-2.0

3,521,355

-3.0

1.0

2015

2,565,341

-10.6

2,945,193

-16.3

-1.1

2016

2,539,281

-1.1

2,833,436

-3.7

3.9

2017

1,723,380

-33.0

3,331,766

8.2

-3.5

2018

221,212

-86.6

2,238,878

-32.7

-4.1

출처: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한국은행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4/302277/index.html
(검색일: 2019.4.20.)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2018년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4.1%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에서 하나 주목할 점은 2018년 북한의 제조업 중
경공업이 전년대비 2.6%로 소폭 감소한 반면 중화학공업은 무려 12.4%
감소하였다는 부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기가스수도업은 전력 생
산량 증가로 5.7%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도 0.9% 증
가하였다.8)
이처럼 북한의 경제가 수년째 경제제재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북
한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자구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KOTRA는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각각 194,624(천 달러), 2,528,316
(천 달러)로 2017년 대비 –88.2%, -48.2% 감소하였고 무역적자는 약 23억 6천만 달러
에 달해 전년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KOTRA, 『2018 북한 대외무역
동향』 , KOTRA 자료 19-052, 2019년 7월.
8) 상세한 통계 추정치는 한국은행,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9.7.27, 참조.
7)

Ⅰ. 서론 

9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고수해왔다. 북한은 다시 사
상적으로 자립경제를 강화하고, 외화 부족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의 국산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에서 국산화라는 용어가 보편화된 시기는 2014년 8월 김정은이 천지윤
활유 공장을 방문하여 “원료와 첨가제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라”는 지시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제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자력갱생’,
‘주체화’, ‘국산화’의 구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7
월 21일자 노동신문은 “국산화는 경제 강국의 필수적 요구”라는 기사에
서 국산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국산
화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 과정이 자립적으로 연계되는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의 틀 안에서 운용된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외화
확보와 상품의 수입이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는 생산력 증대 정책이 나름 최선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생산 분야에서는
자급자족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제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한다.
일례로 주요 수출상품이었던 자국의 지하자원을 일부 내수용으로 활용
하여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매체는 이 같은 자구 노력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합영,
합작기업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는 기본적으로 국제시장을 대
상으로 하지만 생산된 제품을 항상 100%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언
제나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영, 합작기업들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사오던 제품들을 대신할 수 있거나
사오려고 하던 제품인 경우에는 일부 국내시장에 돌릴 수 있다.”9) 실제
로 북한은 경쟁력을 상실한 국영기업소를 회생시켜서 계획경제 부문을
정상화시키려는 목적으로 4대 선행 산업부문(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
속·기계 부문)의 성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법을 개
9)

류진향, “합영, 합작기업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방향설정에서 나서는 중요문
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3권 제4호, 2017년.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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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돈주를 포함한 외부 투자자 유치를 권장하는 등 법적, 제도적 개
선도 조심스럽게 시행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
정은은 약 6만자(원고 약 400페이지) 분량의 연설문에서 자력갱생을 총
63회 언급하였다. 김정은 연설문이나 다른 매체에서는 자력갱생, 자급
자족, 국산화 표현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강조하는 국산화
정책의 이론적 뿌리는 스스로의 자원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다.10)
현재로서는 북한 상품의 국산화는 주로 경공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다양한 식료품, 담배, 화장품, 신발, 섬유제품, 생수, 가전제품, 핸드폰,
IT제품 등에서 자체 생산에 성공한 기업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원자재 수입을 통한 국산화도 진행되고 있다. 평양화장품공장처럼 국산

화에 성공한 기업소들은 대부분 평양, 남포, 함흥, 원산 등 주요 도시에
집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우수인력
이 포진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국산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일부 기업소들이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주들
이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침체된 생산을 활성화시키는데 부분
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 경제발전 사례가 보여주듯 수
입대체 생산방식이 수출을 동반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무리한 국산화
를 추진할 경우 국제무역의 분업 효과를 얻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그 경우 북한상품은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북한이 국산화를 실현하면서 이후 축적된 경험과 경영방식을 활용하

여 수출주도형 생산방식으로 변환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수출상품
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의 현지화 전략도 병행해서 시행된다면 북한에
10)

림금숙,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국산화 추진.”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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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고용 증가, 기술 발전, 외화 확보 등은 자명한 결과로 나타날 것
이다.11)
북한 상품의 국산화에 관한 북한의 보도는 2014년 이후 북한의 언론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국내의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기존 연구의 내용은 주로 국산화 진행 현황과 생산품
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국산화의 현실,
생산방식, 기술적 제약과 같은 단기적 분석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수입
대체에 기반을 둔 현재의 국산화 생산방식이 향후 수출주도형 생산방식
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북한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국
산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경제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개방 및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더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다면 북한의 경제는 신속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의 연구방법은 일차적으로 북한 문헌과 국제경제이론을 검토하
고, 일부 체제전환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Ⅱ장은 북한의 매체에 언급
된 국산화의 개념을 기존의 자력갱생 및 주체화 개념과 비교하고 국산화
사례를 소개한다. Ⅲ장은 북한에서의 국산화를 수입대체와 연계하여 해
외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국산화가 계획경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경제 부
문과 협력, 공생해야만 하는 논지를 전개한다. Ⅳ장에서는 북한 국산화
의 한계와 향후 가능성을 전망한다.

11)

북한의 국산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 전력, 물류시설 등 인프라 부문에
서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 2019년 2월호 특집, “북한 인프라
개발 현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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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력갱생, 주체화, 국산화
1. 국산화의 의미
북한에서 국산화 용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4
년 8월 김정은이 천지윤활유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을 회상하며
‘유복자 공장’이라고 칭하면서 국산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기존에
“수입하던 제품을 우리 힘과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는 칭찬과 함께 “생산
제품의 기술 수준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2)
국산화의 개념은 군사적 자신감을 표출하는데 우선 사용되었다. 김정은
은 북한의 ICBM급 화성-14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대해 전 세계가 경탄
하는 이유가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국산화 방침을 명줄로
간직하고” 미사일 개발을 “모방이 아니라 창조의 기풍”으로 구현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국산화의 기치를 앞장서서 나갈 부문은 경제
부문이며, 이를 통해 “원료와 연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인민경제의 자
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되어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가 생산되어 인민
생활에 기여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또 국산화는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재와 설비의 국산화를 통해 많은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13) 이런 언술은 기존에 북한이 군사강국을 완성
한 후 경제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14) 이 논
리에 따른다면 북한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12)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지윤활유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2014
년 8월 5일.
13) 『로동신문』, “국산화는 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 2017년 7월 21일.
14) 1999년 10월 9일자 노동신문은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다....만
약 국방에 돌려진 부담의 한 부분이라도 덜어 그것을 경제건설에 돌렸더라면 우리의 경
제는 보다 빨리 발전하였을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주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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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산화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
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지나치게 높은 군수분야의 비중을 낮추고,
그 부분을 비군수 제품의 국산화로 전환시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보도에 의하면 국가는 오히려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기관과 주민들
에게 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15)
상품의 국산화는 일차적으로 원료생산으로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이르는 생산순환이 북한 내에서 완결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북한 주
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 부문들이 모두 갖추어진
자립적 경제구조를 의미한다.16) 즉, 국산화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
선의 완성을 위한 수단이다. 여기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란 다방
면적인 경제구조 확립, 자체 원료기지의 구축, 현대적 장비 확충, 자체의
민족기술 간부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칭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
설 노선으로써 사회주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한 현명한 경제건
설 노선이다.17)
상기의 북한 매체들의 주장이나 인용을 검토해 보면 북한의 국산화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단순한 수입대체를 넘어서서 경제 현대화와 연계되
어 작동되는 것을 뜻한다. 일부 탄광과 같은 유휴 생산시설이 국가나 돈
주의 투자로 가동되어 다시 확장되고, 합영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생
산 활동을 달성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산화 과정
에서 일부 국가 기업소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 거의 통합되는 현상
도 나타나고 있고18), 김일성대학을 포함한 일부 대학들이 산학협동 방식
RFA. “북, 각 기관 기업소에 군부대 최우선 지원 지시,”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lm-07112019095219.html?
16) 림금숙.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국산화 추진.”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7. p. 33.
17) 『조선의 오늘』, “자립적 민족경제,”
http://www.dprktoday.com/index.php?type=101&g=1&no=173.
18)
재일동포 문성희 박사는 평천 구역에 위치한 평양양말공장의 경우 주민들의 수요를 감
안하여 생산을 조절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마당, 시장, 상점, 전시장 순으로 공급
상품의 질이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정가격으로 국영 기업소에만 공급하던 사회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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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여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19)

2. 자력갱생과 국산화
김정은이 국산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 경제제재
하에서 국산화가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일치하기 때
문이다. 북한 매체는 “공화국은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에서 자립적 민
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 봉쇄나 세계적
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경제, 자체의 자원과 자체의 기술, 자체
의 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강력한 국방공업과 발전된 경공업 그리고 현대적인 농업을 가지게 되었
다”라고 주장하고 있다.20) 특히, 원료와 연료의 자급자족 없이는 경제의
자립성이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21) 동시에 국산화는 자립적
민족경제처럼 자력갱생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
다.22)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일성 시기는 자력갱생이 주체화라는 정책으
로 추진되었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현대화·과학화, 김정은 시대에는 자
의 유통망은 기능이 미약해져, 생산수단의 유통대신 주민들의 주문이나 수요에 따른 유
통이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FA, “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유통의 시장
화①.” 2019.1.1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depth-011820
19130240.html
19) 김명성. 2018. “탈북 기자의 눈으로 본 북한: 북한제품의 국산화 수준 어디까지 왔나.”
북한, 8월호, 2018. p. 105.
20) 『조선의 오늘』, “자립적 민족경제,”
http://www.dprktoday.com/index.php?type=101&g=1&no=173.
21) “국내 원료, 연료에 전적으로 의거하는 경제만이...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경제적 제재,
봉쇄에도 끄떡없이 발전할 수 있으며...”라면서 원료와 연료의 주체화를 강조한다. 한
성기, 2018.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는 인민경제의 자립성 보장에서 나서는 중핵
적 문제.” 경제연구, 3, 2018. p. 22.
22) 북한이 처한 경제제재 국면에 대해 2019년 3월 21일자 노동신문은 “다시금 자력갱생
하고 더더욱 자력갱생해야 한다....굶어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것이 민족자
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주장에는 주체화, 국산화, 자강력 제일주의 등의 당위성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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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갱생에 기초한 국산화로 표출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23)
자력갱생, 주체화, 자강력 제일주의, 국산화의 개념은 유사성이 있어,
이를 비교해보면 집권자의 통치 방식에 따른 표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한 차이점은 자력갱생, 주체화, 자강력 제일주의는 폐
쇄적 자립경제 노선처럼 큰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정책을 서술하는 의미
가 있는 반면24), 국산화는 ‘기업관리책임제’와 같은 나름 시장의 원리를
일부 고려한 김정은의 개혁적인 정책을 내포하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매체도 기존의 주체화를 내세운 자력갱생이
‘계획적 관리방법’하에서의 전략이었다면, 최근 국산화를 강조하는 자
력갱생은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시장적 관리방법’하
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5) 종합해 보면 경제제재 국
면 하에서 국산화는 수입대체를 위한 생산방식으로 주체사상과 부합하

고 있지만 근본 사상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국산화라
는 새로운 구호가 가지는 신선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존의
자력갱생의 범주 안에서의 ‘주체화’나 ‘자강력 제일주의’가 약간 변화된
의미로 대체되고 있다고 사료된다.26) 즉, 국산화라는 표현은 자력갱생
의 범주 안에서 의미상으로는 주체화, 자강력 제일주의와 거의 유사하지
이유진, “최근 북한의 국산화 현황과 전망.” KDB북한개발, 13, 2017. p. 112, 115.
따라서 2016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자강력 제일주의’도 김일성 시대의 자력
갱생의 다른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RFA. “자강력 제일주의,” 2016.1.16.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e40d604c544/khacu-01112016
093329.html?
RFA. “주체에서 이름만 바뀐 국산화.” 2016.2.3.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media_in_out/nknewsanalys
is-02032016130146.html?
25) 『조선의 오늘』, “자립적 민족경제,”
http://www.dprktoday.com/index.php?type=101&g=1&no=173.
26)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현대적 기술로 장비해야 민족경제
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제가 인민을 위해 더 잘 복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면서
자력갱생의 개념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로동신문』, 2019년 2월 28일.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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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김정은의 경제개혁을 내포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반면 김정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이나 주체화, 국산화에 대
한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보도도 있다.27) 많은 기업소가 정
상 가동되지 않고 있고, 가동 중인 기업소들도 대부분 중국의 설비투자,
자재, 기술로 운영되고 있어 북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
생산 공장들도 중국산 설비와 자재 및 투자로 운영되는 실정이고, 시장에
서도 중국 상품이 주로 판매되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조차 중국 인민
폐인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실현하자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
판인 것이다.28)
김정은이 강조하는 국산화의 성공여부는 일부 경공업 제품, 극소수의
중공업 제품 생산방식의 수준 제고와 시장에서의 수요의 창출에 의해 결
정될 것이다. 북한이 단순한 자력갱생의 수준을 넘어 보다 성공적인 국산
화 정책을 이루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개인투자 유치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 유치,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경쟁을 통한 수출증대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산화 사례
일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국산화는 나름 효과를 거
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자체 자본과 기술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
고, 평양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공사도 완성시킨바 있다. 이 부분은 국
27)

DailyNK, “또다시 ‘자력갱생’… 北 내부에선 ‘인민들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만,”
2019.4.11.
https://www.dailynk.com/또다시-자력갱생北-내부서는-인민들에게-해결하/
RFA, “북, ‘자강력 제일주의’ 선전은 주민 속임수,” 2018.3.28.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eview-rodong/co-rd-03282
018095419.html?
28)
RFA, “북주민, 자력갱생 구호 지겹다,” 2019.4.1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412_1-041220190833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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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결과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다양한 경공업
공장의 혁신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
이식료품공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안주기
름골가공공장, 평강고기가공공장, 선흥식료공장, 룡악산비누공장, 평
양류원신발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 류경김치공장
등을 다양한 공장들의 성공적인 국산화와 현대화가 보도되고 있다.29) 이
에 대해 북한 매체는 “이 과정에 우리가 체험한 것이 바로 자력갱생, 국산
화만이 우리가 갈 길이며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분발하면 경공
업부문에서 가까운 몇 해안에 세계를 따라 앞설 수 있다... 또한 지난 기간
방직공업부문의 현대화를 제일 어려운 문제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화
에서 중핵은 국산화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가방천 생산공정의 국산화를 보란 듯이 실현하였고
방직원료, 자재의 국산화 실현에도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많이 이룩하였
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30)
이런 북한의 주장들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방문한 국내외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지역, 자국산 상품 등이 과거에 비해 상당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김정은의 국산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인다.
향후 북한에서 국산화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북
한경제 전반에 걸쳐 더욱 과감한 시장친화적인 정책 도입과 제도적 개선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31) 일견 이것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 것 같지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봄향기는 중국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宝网)의
10여개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30) 『조선의 오늘』, “자립적 민족경제,”
http://www.dprktoday.com/index.php?type=101&g=1&no=173.
31)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가 완화되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같은 생산물 분배원
칙이나 개인 소유권의 일부 허용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에서의 국산화는 신속하게 확산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에서 비공식 부문의 확대, 돈주의 역할 증대나 증가하
는 부동산 매매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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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 수년간 북한의 변화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간단히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오히려 국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의 부족한 자본이다. 북한
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
이 기대되는 국산화 사업에 돈주를 포함한 외부 투자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북한의 기업소법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개인의 국영기업 투자를 허용
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개인이 투자하는 상업시설을 포함한 서비스
관련 기업소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회복된 사례가 많지만, 제조업 관련
국가기업소는 거의 생산이 중단된 채 방치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32) 경
제침체와 자원 부족으로 자생력을 잃은 기업소의 경우 미래수입과 이익
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레 시장의 수요에 맞춰 생산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의 협력
과 공생관계는 확산되고 있다.
<표 2>는 북한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서광’ 사이트에
서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주요 경제 관련 기사의 제목을 나열
한 것이다. 우선 기사의 제목만 일별해보더라도 북한경제가 여러 방면에
서 발전해 왔고, 경제 여러 부문에서 국산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국산화와 병행하여 아직도 주체화나 자력갱생과 같은 표현이 사용
되고 있지만 그 사용범위나 정도는 과거보다는 폭넓게 해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2018년 들어 자력갱생의 제목의 기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눈높이에서 보면 북한의 국산화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32)

김일성이 현지지도 했던 모란봉 시계공장은 최근 완전히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나라의
‘외아들’ 공장이라 폐쇄도 못하고 있고, 수백 명의 종업원들은 장마당 등에서 일하다가
한 달에 한번 공장에 출근한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김일성-다녀간공장도-문-닫았는데-개인투자-공장은/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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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여 년 전의 북한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북한에서 국산화 정
책은 조금씩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북한 사이트 서광에 게시된 2018-2019년 북한경제 기사 목록
제목

내용

날짜

자력갱생으로 전선제품수요보장

기술개발

2019.08.09

지하초염수로 소금생산

생산기술

2019.08.08

과학기술교류와 상업류통의 중재자 첨단 및
지적제품 교류 전시장

전람회

2019.07.27

지능형수자식액정TV-<소백수>

상품소개

2019.07.19

자체기술력증대에 주력-원산구두공장

생산기술

2019.06.21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철강재 생산

기술개발

2019.06.21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경제정책

2019.06.11

고농도희석대동강맥주 생산

상품소개

2019.06.03

대동강맥주의 포장용기 다양화

상품소개

2019.06.01

단천제련소에서 유색금속을 증산

기술개발

2019.06.01

흙경화블로크와 성형기

상품소개

2019.05.14

제19차 521건축축전 진행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
지식경제시대의 현실적요구
멋들어지게 변모된 대성백화점 봉사 시작

전람회

2019.05.13

경제정책

2019.05.05

상품소개

2019.05.04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실감, 산업미술전시회

전람회

2019.04.21

적극 장려되는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

환경보호

2019.04.08

성능이 개선된 새형의 지능형손전화기

기술개발

2019.04.08

전시회의 수자들이 말해주는 신발공업발전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1)
평양양말 기능성으로 전환

기술개발

2019.03.25

경제정책

2013.03.13

상품소개

2019.03.10

조선의 명상품종합지

상품소개

2019.02.21

농사의 과학기술적지도 세분화방향

기술개발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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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주요성과

경제정책

2019.01.12

조선고유의 비단이불

상품소개

2018.12.28

수산물가공기지들의 현대화 추진

기술개발

2018.12.10

늘어나는 김치품종

상품소개

2018.12.05

사출구두

상품소개

2018.12.04

여성들을 위한 펩티드건강음료

상품소개

2018.11.30

옻칠제품

전람회

2018.11.30

평양국제건강 및 체육과학기술전시회

전람회

2018.11.30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8

전람회

2018.11.30

IoT, AI기술이 도입된 지능살림집

전람회

2018.11.20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대비약 추진

기술개발

2019.01.12

운동기능도 제고하는 전자기파차페체

기술개발

2018.11.20

퇴화세포의 재생을 촉진, 첨단수준의 주사약

기술개발

2018.11.18

인민소비품전시회로 본 경제장성원리

전람회

2018.11.18.

전자기파차페체-<륭흥>

상품소개

2018.11.10.

인기상품 어느것? 우리것은 뭐든 다!

상품소개

2018.11.10.

먹기 좋고 눈에 푸짐한 튀기과자

상품소개

2018.11.10.

록색건제분야에서 세계와의 교류

전람회

2018.11.08.

지식경제시대와 정보화열품

전람회

2018.11.04.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든 주체철

기술개발

2018.10.26.

조선의 신발공업 수년안에 국산화실현을 지향

전람회

2018.10.17.

가장 맛좋은 조선사과는 <애국2>호

상품소개

2018.10.17.

경쟁력있는 평양대흥무역회사의 핵산식품

상품소개

2018.09.23.

제14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전람회

2018.09.23.

알약으로 수소수를 제조
리용범위 확대하는 스피룰리나
개발창조형의 궤도전차 생산
인민들에게 흘러드는 강서약수
세계적명상품과 견주는 <봄향기> 화장품
신발제작 정보화, 레이자3차원 발측정기개발
새로운 온실남새육종사업 활발히 진행
전국가구 및 건구, 음향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 개막
파수지를 리용한 수지휘틀

상품소개
상품소개
기술개발
상품소개
상품소개
기술개발
기술개발

2018.08.14.
2018.08.14.
2018.08.14.
2018.08.07.
2018.08.07.
2018.07.11.
2018.07.08.

전람회

2018.07.01.

상품소개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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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자강력이 낳은 결실
전국가구 및 건구, 음향건재부문 과학기술 성과전람회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한 가구제품
국내 IT기업들 신개발제품 출품
날바다 횡단, 철길다리 완공
새형의 지능형손전화괴 <푸른하늘H1>
참관자들로 흥성 <자기 것과 남의 것 비교>
조선에서의 외국투자기업활동에 대한
세금감면, 특혜조치
지방별특성을 살린 건축설계안들
새형의 무궤도전차들 수도려객봉사
과학화,공업화,집약화를 나무모증산
지방공업발전으로 인민생활향상, 랑림군의 호주
최고수질의 음료수 주민들에게 공급
제품의 질 개선, 새로운 생산공정확립
알곡증산을 위해 기계화비중을 최대로
다수확운동, 과학농사열풍 고조
만경대경흥식료공장, 제품질제고에 힘을 집중
누구나 좋아하는 흰쌀튀기과자제품
국토관리의 중점 – 도로건설과 개건보수
대동강맥주, 품질관리의 과학화로 질제고
주체철과 중량레루생산계획 초과완수
여러 가지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
2018년을 금속공업의 주체화가 실현되는 해로
자력자강으로 전진하는 조선
운동력을 높여주는 에네르기활성음료
외국산 릉가하는 국내최우수제품
능동형전기보이라, 에네르기절약 최고
탄산소다생산공정개건 적극 추진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 활발히 진행
<우리의걸> 우수품질의 수소수제조기
국력을 가늠케 하는 건설에 계속 박차
자강력의 기치높이 더 많은 인민소비품 생산보장
조선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박차

철길개통
전람회
상품소개
전람회
철길개통
상품소개
전람회

2018.06.23.
2018.06.23.
2018.06.23.
2018.06.05.
2018.06.05.
2018.06.05.
2018.06.05.

경제정책

2018.05.28.

전람회
기술개발
기술개발
경제정책
상품소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개발
상품소개
국토관리
상품소개
기술개발
기술개발
경제정책
경제정책
상품소개
경제정책
기술개발
기술개발
경제정책
상품소개
경제정책
경제정책
경제정책

2018.05.20.
2018.04.29.
2018.04.21.
2018.04.14.
2018.03.29.
2018.03.25.
2018.03.20.
2018.03.20.
2018.03.08.
2018.03.08.
2018.03.05.
2018.02.24.
2018.02.10.
2018.02.10.
2018.02.07.
2018.02.07.
2018.01.31.
2018.01.21.
2018.01.21.
2018.01.17.
2018.01.17.
2018.01.13.
2018.01.13.
2018.01.06.
2018.01.06.

과학수산과 양어로 올해 수산성과 전망

경제정책

2018.01.06.

자료: www.sogwang.com (검색일: 2018.10.21., 2019.4.15., 2019.6.10., 20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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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입대체와 수출주도형 정책
1. 수입대체 정책과 국산화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산화는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의 보호, 고용 안정
등과 같은 이유로 상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자국에서 생
산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학술적으로 국산화의 영어식 표현은 “content
protection”이 적합하지만33)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제무역 규모
가 확장되고, 경제적 국경의 개념이 미약해 지면서 “localization” 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이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정의하면 “localization”은 특
정 국가의 언어, 문화, 생활방식,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한 ‘현지화’라는 표
현이 적합하다. 특정 기업이 타국에 진출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에
성공하면 또 다른 타국에 진출하여 다시 상품의 현지화를 시도한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서 상품의 세계화가 진행된다.34)
역사적으로 보면 국산화나 현지화는 일차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외국상품의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데에서 시작되었
다. 즉,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은 상품의 해외 종속성을 낮추는데 그 목적
이 있었다. 따라서 자국 상품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들이 시행되었
다. 처음 이 문제를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프리드리히 리스트
(Friedrich List)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을 들 수 있
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역사학파 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한 국민 생산

자세한 논의는 Gary C. Hufbauer, Jeffrey J. Schott, Cathleen Cimino-Isaacs,
Martin Vieiro and Erika Wada. Local Content Requirements: A Global
Problem.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3 참조.
34) https://searchcio.techtarget.com/definition/localizatio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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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이론과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을 제창하였고, 연방주의자
알렉산더 해밀턴은 강력하고 능률적인 중앙정부의 완성을 주장하였다.
20세기 들어와 다수의 남미 국가들은 상품의 수입대체 정책을 채택하여
자국의 시장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국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수입대체 정책은 강대국의 경제적 지배를 벗어
나기 위해 자국 기업들의 생산성과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실행
되었다.35) 당시 남미 국가들의 최대 목표는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난 경제발전이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농
업이나 기반 시설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금 인상,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정책의 근거인 종속이론은 기존의 경제체제에
서 저개발 국가는 불공평한 무역구조로 인해 비교우위에 있는 1차 산업
에서 조차 국제무역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이러한 무역 체제 하에
서 후진국의 부는 선진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36)
문제는 수입대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해외 상품의 유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선진 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특히, 수입
대체 산업을 통해 국가가 이익을 독점할 경우, 비용절감 노력을 줄이는
노력이나 상품개선에 대한 동기가 약해져 상당한 독점적 비용을 발생시
킬 수도 있다. 실제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심각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정
경유착,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수입대체 산업에 대한 집착은
제조업의 실패, 경쟁의 부재, 혁신과 효율성의 감소, 자국 기업의 경쟁력
상실 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동시에 경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면서 기업
의 정상적인 발전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의 경제발전 사례는 종속이론의 강력한 반증이 되었다. 한국, 일본, 대만,
35)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개발 도상국가들은 국가 주도 산업화를 통해 선진국의 자국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
입대체정책을 시행하였다.
36)
Henry J. Bruton, “A Reconsideration of Import Substitu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2), 1998. p. 905.

24  북한

상품의 국산화: 자력갱생과 수입대체의 연계

싱가포르 등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국가들
이 모두 단순히 수입대체를 넘어 수출 지향적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까지는 수입대체 전략을 중시했
다. 당시 외화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 생필품을 국내 생산하여 수
입을 대체하는 정책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성
과가 부진하자 곧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선회하였고, 결과는 한국
경제의 기적으로 나타났다.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성공에는 여러 이유
가 있겠지만,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상품이 해외에서 판매되기 위
해서는 경쟁이 필연적이었고, 결국 생산과 판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렌
트가 국제경쟁을 통해 줄었기 때문이다.37) 이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었던
부정부패와 같은 많은 내재적 불합리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국산화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 경
제발전과정에서 경제적 자립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해 수입대
체를 통해 특정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
전 초기에는 노동집약인 산업을 발전시켜 수입대체를 도모하고, 산업구
조가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치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 부품과 중간 자본재의 수입증가는 필수
적인데, 이들 상품의 수입으로 인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게 된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 성공 여부는 개발도
상국의 경제구조 고도화의 성패를 결정하는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국산화 추진이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좋은 전략이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 예를 들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야기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 충격을 가했고,

37)

털록(Tullock)은 강한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사회문화적 제약을 안고 있던 한국이 수
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치열한 상품 경쟁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Gordon Tullock, “렌트추구의 사회적 비용,” 양운철 편, 렌트추
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세종연구소. 199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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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과정에서 IMF와 세계은행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후진국들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대신 시장의 자유화와 이를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
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을 줄이는 시장경제의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대체 정책과 국산화 정책은 무력
화되었다.38)

2. 사회주의 국가의 국산화
앞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70여 년 동안 사회주
의 계획경제를 고수해 온 북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경우는 구소
련이나 중국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국가들의 경우도
주체경제를 유지해 온 북한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국토면적, 인구,
지하자원 매장량 등 북한의 초기 조건은 러시아와 중국과는 상당히 차별
적이다. 구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는 수입대체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는 전략’으로 활용되었
다. 이에 따라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간산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중시되었다. 구소련의 경우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한
결과, 농업생산은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자동차, 화학, 약품, 우주항공,
해양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체제전환을 이룬 후에도
러시아는 국산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39) 중국도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은 자국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개발에
도달할 때까지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했고, 그 후에는 자유 시장원
칙을 강조하면서 후진국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선진국과 동일한 산업화를 통한 개발
전략을 채택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있다. Ha-Joon Chang,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Anthem
Press. 2002.
39) 러시아는 2014년과 2015년에 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4년부터는 식품 분야의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어, 수입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식품의 국내 생산량은 증가했고 식량 수입비용은 2014년 600억 달러에서 2017
년 200억 달러로 감소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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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을 강조하다가 등소평이 주도한 체제이행 초기부터는 경제특
구를 설치하고 수입대체를 통한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에 매진하여 결과
적으로 고속성장을 달성하였다.40)
러시아와 중국의 수입대체화 정책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산업화 구축
과 효율적인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여, 자국의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되었다. 중국은 외화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을 보호, 육
성하면서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업 굴기(崛起)’를 추
진하였다. 중국의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중국정
부가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
적으로 시행하였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로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분쟁은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 심각한 기술유출 피해와 무역적자를 겪는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 경제규칙 준수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41) 러시
아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상품 경쟁력을 갖춘 중국
과 달리 전체 수출의 약 70% 정도가 천연자원인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중국보다 훨씬 높
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해외기업의 현지화 비율을 증가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과 달리 철저하게 고립된 경제체제를 유지하면

https://sputniknews.com/russia/201612231048905176-russian-economy-i
mport-substitution/ 참조.
40) 등소평 개혁 초기에는 4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가 설치되었고, 수출
가공구(Economic Processing Zone)처럼 수입품이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수
입관세가 면제되었다. Barry Naughton 저, 이정구, 전용복 번역, 중국경제: 시장으
로의 이행과 성장 서울경제경영, 2010. pp. 547-548.
41) 중국은 기존의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
인투자법(外商投資法)을 발표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중 관계에서 문제가 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법적 책임의 명문화, 정부조달
서비스시장 개방 조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이동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다 개
혁적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민숙·이효진, 『KIEP 세계경제 포커
스』, 2019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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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자적인 주체경제를 운영해왔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2000년대까
지만 해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가 2000년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년간 북한경제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경제
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면
서,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으로 국산화 정책을 택하였고,
실제 국산화가 침체된 경제를 일부 회생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여전히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의 한계도 명확하다. 북한에서의 자립은 자기 완결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립경제의 틀 안에서 내부
지향적인 공업화를 이루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일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외부문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중 무역이 활
발했던 시기에도 주로 북한의 광물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국산화를 통해 일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
을 것이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크게 개선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북한의 산업이 아직도 군수산업과 중공업을 기반
으로 하고 있어 생산요소의 효율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독자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투입되는 자본은 심각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
왔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자본유치 외에도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낙후
된 사회간접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
나마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의 실패
를 보완하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북한에서 시장이 더욱
확산,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적,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경제의 교환활동에 필요한 필
요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환경의 개선, 경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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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적인 합리성 확보, 자본 스톡의 구조적 변화 등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최적화 경로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3. 국산화를 통한 북한상품의 비교우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압박으로 북한의 대중국 무
역은 크게 위축되어 2018년도에는 무역적자가 20억 달러를 상회하였
다. 당연히 2018년 북한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어 한국은행 추산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북한의 외화보유고도 큰 폭으로 감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도에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사회과학원 평양경제연구소
의 리기성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도 북한의 국내총생
산이 약 307억 달러로 2016년의 296억 달러보다 3.7% 증가했다고 주
장하였다.42) 이 수치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17년 북한 국내총생산 증
가율 –3.5%와 크게 대조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기술개발을 통
해 생산성을 끌어올려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는 국산화 내지 자력갱생 정책이 현재 북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일 것이다.43)
북한이 만성적인 자본 부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국산화 정책의 시행
으로 일부 산업에서는 성공을 거두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산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44) 현재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자국의 상품 경
이와 관련하여 북한매체는 경제제재의 부정적 영향은 조선의 자강력 정신에 의해 철저
히 분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광, “인민소비품 전시회로 본 경제장성원리,”
2018.11.18. http://sogwang.com/kp/post/5bf0ce1ed8ef440d3c580c85
43) 뉴시스, "북 GDP, 지난해 307억 달러로 3.7% 성장"…北싱크탱크, 2018.10.1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14_0000442012
44)
북한은 국산화를 통해 생산재보다는 소비재 상품의 품질 개선을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
된다. 그 이유는 중화학 산업의 경우 생산시설 투자에서 자본의 한계 대체율이 지나치
게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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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높여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기술 독립과 외화 절약 노력의 일환으
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이 국산화를 통해 기술을 확
보하고 수입대체를 통한 발전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은 쉽지 않다. 북한은 오랫동안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 자력갱생에 기초
한 대외 경제정책을 고수해왔다. 즉, 국제 분업이 주는 교역이득을 추구
하는 대신 폐쇄경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이 개방경제 보
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수입대체 또는 수출증대를 위한 국산화는
몇 가지 근본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비교우위이론이 적용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요인과 연관되
어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상품의 비교우위는 다른 외생적 요인과 결합
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상품의 비교우위는 외생
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경우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수학적으로 증
명하였다.45) 예를 들어 한 상품의 생산이 자국 금융기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경우, 더 효율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국가가 해당 상품에서 더
큰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에서 보면
북한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
하지만 국가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국가
가 착취대신 지원을 제공하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거
45)

Costinot은 수퍼모듈(supermodular)의 개념을 응용하여 내생적 변수와 외생적 변수
가 결합하여 한 변수의 한계수익이 증가할 경우 다른 변수(또는 요인)의 수익도 증가하




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ℝ 인 함수   ℝ →ℝ
에서  ↑    ↓  ≥        이면 함수  는 수퍼모듈로 정의된
다. 이 경우 ↑ 는 성분별 최대치, ↓ 는 성분별 최소치를 의미한다. 이 식을 확대
해석하면 이 경우 x, y는 상보성(complementarity)을 갖게 되고, 같은 조건에서 다른
변수의 한계 이익이 감소할 경우 x, y는 대체성(substitutability)을 갖는다. Arnaud
Costinot, “An Elementary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Econometrica,
77(4), 2009. pp. 1165-1192.
슈퍼모듈에 관한 일반적 해설은 https://en.wikipedia.org/wiki/Supermodular_
function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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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면, 북한 상품의 상대적 우위는 단순
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증가하게 된다.
국가의 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북한이 국산품의
비교우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시장
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국가의 자원배분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
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 지도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산화가 수입대체를 넘어 강력한 수출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
을 더욱 발전시켜 관련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국가가 모든 정
책을 주도하기보다는 기업소와 시장을 통한 상향식 정책건의를 적극 수
용하는 정책적 변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북한에서는 기업소
별로 생산품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이 단계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국가주도의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북
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한국의 수출주도형 정책일 것이다. 북한이 한국
의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생산품 수출을 통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 나간다면, 북한경제는 국산화 단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국제경
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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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산화와 북한 시장의 연계
1. 김정은 경제개혁의 핵심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시장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정책에서
는 시장 원리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6·28
방침은 가족농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했던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유사하고 5·30 조치는 북한의 국영기업에게 제품, 가격, 임
금 및 이익 분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북한 경제를 회생하는 데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국가
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염려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확
산으로 절대 빈곤이 감소하게 되면서 시장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시장 관련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저도
시장에 의존하면서 더 이상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되
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돈주를 활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북
한 내 부동산 관련 사업이나 대규모 건설 공사, 국영기업소의 투자자금
유치까지 돈주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대중 교통수단 공급과 같은 국가
의 중추적인 역할마저 돈주들이 상당부분 대행하게 되면서 국가의 역할
이 감소하고 권위도 하락하고 있다. 국가의 영향력이 축소됨에 따라 일부
국가 정책의 시행이 좌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설이나 부동산과 관련
해서 국가가 단독으로 주도하는 정책은 자본이 부족하여 실패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가사업에 개인의 투자를 활용하는 정책은 상대
적으로 성공률이 높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국가의 무능을 확인하고 동시
에 실패한 계획경제의 타협안으로 인식하기도 한다.46)
46)

2018년 11월, 40대 중반 혜산 출신 전직 탈북 의사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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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까지 김정은의 최대 경제적 업적은 나름대로
시장을 활성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는 전략을 실시하여 기업소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도 했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시장 허용적인 정책과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으로 경제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계획경제 운용은 시장의 협력이나 지원
없는 일방적 명령하달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국가와 시장은 대립관계가 아니며 서로 협력하고 공생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획경제는 시장과의 상호 작용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례로 북한에서 국가는 계획경제와 시장 부문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돈주를 이용하여 국영기업소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국산화 정
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국산
화 열풍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자력갱생과는 차별적이다. 김정은 시대에
는 계획과 시장의 연결 매개체 역할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시장에서 가
격과 임금이 대부분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국가 기업소 운영
방식도 시장의 원리를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현재 북
한의 계획과 시장이 절충된 중립적인 정책 수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47)

2. 국내외 시장을 활용하는 국산화
북한 국산화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해외 수입을 줄이게 된 점이다. 일
47)

Un-Chul Yang, “Unavoidable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From
Self-reliance to Symbiosis.” in Un-Chul Yang edited North Korea Conundrum, The
Sejong Institute, 2019. pp. 109-148.
Ⅳ. 국산화와 북한 시장의 연계 

33

차적으로는 북한의 농산물이 중국 상품과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고,
점차 과자나 음료 등의 분야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
이 이루어지면서 품질이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48) 물론 이러
한 초기 국산화 과정의 상품들이 학습효과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
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쟁을 통해 상품의 질이 현저히
개선된 점은 분명하다. 개인들이 원자재를 구입하고 노동인력을 고용하
여 선박을 생산한 후 기업소에 선박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례도 보도되
고 있다.49) 이런 유사 사유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국가
기업소의 자금 부족에 기인한다. 환언하면 개인들이 스스로 생산수단을
확보하여 경제활동을 할 경우 국가 기업소에 일정부분 상납을 하고도 높
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광산의 경우도 개인이 기관의 이름을 빌려 광물을 채취하여 판
매하는 경우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과거 탄광은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
기 위해 수익에 관계없이 국가소유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현재 돈주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 해당 품목을 수출하거나 국
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50) 이런 행위는 불법이지만 탄광이 폐업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국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다. 낙후된 광산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외부 자원을 유입해서 부를 창출
하는 것이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국산화는 광의의 의미로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생산 활동으로도 간주된다.
국산화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물가 안정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 국
DailyNK. “자체 생산품 北시장서 50% 차지...”국영·개인 간 경쟁 치열“ 2017.9.27.
DailyNK. “청진 개인기업소 운영 활발… “5t 선박도 직접 건조” 2019.01.21.
50) 반면 다수의 돈주들은 북한에서 본격적인 개혁이 시행된다면 비합법적으로 부를 축적
한 돈주들과 관련된 간부 모두가 처벌될 것이라는 염려를 갖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RFA, “북 돈주들, 경제개혁 가능성에 일말의 불안감,” 2019.2.2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227_2-02272019061449.html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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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안정적 유지되는 이
유 중의 하나는 중국 위안화가 북한의 경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이래 중국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수록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는데, 국산화도 그 일환인 셈이다. 국산화 정책을 통한 북한
생산품의 품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기 때
문에 북한의 환율이나 물가 안정에 일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국산화 시행 과정에서 실패한 정책은 경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
도 매우 높다.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통해 산업화를 시작한 중국의 경우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사유화를 통해 비생산적인 국영기
업은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국영기업의 고
용은 1.6% 감소한 반면 사기업의 고용은 14.4% 증가하였다.51) 즉, 국영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부 이루어졌고 정리된 인력이 사기업으로 흡수되
었다. 현재 북한에서도 많은 국영기업소 근로자들이 해고는 아니지만 비
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주목할 점은 중국의
경우 무역관련 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내수 상품 생산 근로
자 임금보다 훨씬 높아 자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높았다는 사실
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상품 생산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무역 상품 생
산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플레이션과 임금 갈등을 봉합하였다.
반면 터키의 경우 무역 종사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내수 상품 생산 근로
자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 노사문제와 불황을 가져오게 되었다.52) 환언하
51)

The State Council 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issues guideline
to deepen SOE reforms,” (http://english.gov.cn) 참조.
52)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Emre Ünal,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ort Growth
in Turkey and China through Macroeconomic and Institutional Factors,”
Evolutionary and Institutional Economics Review, 13(1)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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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북한의 경우도 일부 이윤을 발생시키는 수출상품 또는 수입대체 기업
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내지 혜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경
쟁력이 약한 기업소의 임금보다 훨씬 높을 경우 상당한 내부 진통이 발생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 국산화와 체제이행
현재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다. 1990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비공식부문은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북한에
서 시장의 확산은 단지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계획경제를 회
생시키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필품은 시장이 공급하고 있으
므로, 시장이 기능을 상실할 경우 주민들의 생존은 위협받게 된다. 시장
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는 보
장받지 못하고 있고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은 국
가 주도의 경제체제에 반하므로 통제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얻은 이익으로 계획경제를 회생시켜 정권유지에 기여하는 역
할도 수행하는 모순적 성격을 지닌다.
현재 북한에서는 시장의 확산으로 잉여 인력이 돈주의 자본과 결합하
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도 시장기구와 자본주
의 원리를 빠르게 터득하고 있다. <표 3>이 예시하는 것처럼 북한주민들
의 시장 활동 비중은 거의 70%에 달하고 있다. 가계소득 중 비공식 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도 2010년대에는 70%를 상회한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53)

53)

정은미·김병로·박명규·최규빈.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3,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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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한주민의 장사활동 경험 유무 (%)
장사 경험

2011

2012

2013

2014

2015

있다

68.6

69.3

74.4

69.8

76.7

없다

27.6

29.9

25.6

30.2

23.3

무응답

3.8

0.8

-

-

-

합계(N)

105

127

135

149

146

출처: 정은미·김병로·박명규·최규빈,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3, 2016년, p. 32.

현재 북한의 시장화 정도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북한에서는 체제전환
이전 구소련이나 동유럽과 달리 상품 구입을 위한 긴 줄에 서는 대신 현금
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북한경제가 시장경제로
의 이행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로 인해
당장은 체제이행이 불가능하겠지만 김정일 시대보다는 변화의 여건이
훨씬 성숙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54) 앞서 서술한 것처럼 북한의 많은
기업소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생산물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
기업소들은 잉여생산물을 임의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을 운영자금 등으
로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산화가 자본주의 국가
기업의 혁신이나 진화와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국산화는 향후
다가올 북한의 체제이행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국산
화는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외생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
54)

20년간 평양에서 외교관 생활을 수행한 팜 띠엔 번(Pham Tien Van) 베트남 종신대사
는 김정은 집권 후 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제가 도입되어 주민들이 할당량 이외의 잉여
분을 갖게 하는 정책이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기 전 5년 정도 경험한 시범단
계와 비슷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과의 차이점은 베트남에서는 지방 관료들이 먼저
도급제를 시행하고 나중에 중앙 지도자들이 그 성과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북한은 지도자의 결정에 따른 점이라는 차별성을 지적하고 있다. 도이모이를 도입할
당시, '개혁이냐, 죽음이냐'라는 비장한 슬로건이 나왔던 것처럼 북한도 큰 각오로 임해
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
518050500084.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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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위로부터의 개혁보다는 국가기업소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이 밑에서 위로 전달되어 완성되는 상향식 개혁이 나름 진행되고 있
는데, 그 중심에는 국산화를 통한 기술발전, 수입대체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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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전망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직면한 경제적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김
정은 정권으로서는 선대에서 주장해 온 자력갱생과 주체의 개념이 혼재
된 국산화를 내세워 자생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동시에 국산화 전략과
시장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입대체를 통한 부수 이익도 기대하는 듯하다.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국산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경
제적 자립 정책과 일치한다. 동시에 국가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북한의 국산화 상품의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식료품, 의
류, 화장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수입 대체와 상품 수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부분
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
한의 강력한 독재체제, 모순된 이데올로기 강요, 규모의 경제 미달성, 경
직된 노동제도와 자본 부족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제약과 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국산화 정책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는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불가능하며 노동 인력의 자유
로운 이동과 같은 기본적인 시장 원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록 김
정은 정권이 국가기업소에 개인투자를 허용하고 독점권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 개혁의 성격을 띠기
에는 미약한 현실이다. 국가가 시장에 기반을 둔 때로는 협의하기도 하겠
지만, 현재 국가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환경 하에서 시장과 국가는 불안정한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북한 지도부가 국가기업소의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고 해외 자본 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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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제도를 갖춘다면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국내외 자본유치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실을 고
려할 때 북한의 내부 자원 동원을 활용한 국산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국
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장기화 될수록 북한경제의 성장 동력은 감소될 것
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수입 대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
가 가능해지면 북한경제는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다. 여기에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한국과
의 산업협력으로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단기적
으로는 저임금에 기초한 low-tech 상품부터 국산화를 달성하여 생산 효
율성과 동시에 대외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산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정책으로 이어져 북한경제의 최적 성장경로가 될 것이
다. 이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과 제도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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