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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이후 북한 대외관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
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임수호 외 2016). 특히 2010년 5·24 조치 이
후 북한과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크게 경색되었고 북한의 대중 경제의
존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이석 2012). 1998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중 무역
이 차지하는 비중은 28%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50%를 상회하였고 최근에
는 90%에 육박하고 있다(KITA 2017 통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대북 투자 또한 증가하였다. 중
국의 대북 투자액은 2000년도에 100만 달러 정도였으나 2004년도에는 5,000만 달
러로 증가하였고 2012년도에는 약 1억 9,000만 달러에 달하였다(임수호 2016).
중국의 대북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임수호(2016), 김병연·정승호(2015), 배종렬·윤
승현(2015) 등에 의하여 중국의 대북 투자를 분석·추정하려는 시도가 일부 진
행되었으나, 이들의 연구는 투자 전반에 관하여 분석되었고, 개별 기업의 투자
사례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중국 기업의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연구는 기초
적인 투자 정보조차 식별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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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 농업부문의 외자 유치가 활성화된다면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가 발생될 수 있다. 우선 농업기반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사회의 고용
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농민, 노동자, 소비자들이 시장
경제체제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김영훈(2006)
에서 언급된 북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자본의 공급 및 제도
의 개혁)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군사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였고,
이후 북한과 서방 세계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투
자는 중국의 주도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문을
포함하여 북한의 투자 여건을 파악하려면 중국 기업의 투자 사례를 면밀히 분
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농식품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과 중국의 투자 관
련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둘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 사
례를 분석·평가하여 북한 농업의 투자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전체 산업 및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동향을 제도 및 정책, 투자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둘째, 임수호
(2016)에서 식별된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17개)를 대상으로
정성·정량적 투자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투자 사례를 순수 농업 분야(1차 산
업), 농식품 가공 분야(2차 산업),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셋째, 수집된 투자 정보를 활용하여 중국의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사례를 분석
하고 북한의 투자 여건을 파악한다. 시사점 분석에서는 북한의 농업 관련 투자
여건 및 법률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대북투자 성공요소, 문제점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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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최근 수행된 중국의 대북 투자 관련 연구는 임수호 외(2016), 김병연·정승호
(2015), 배종렬·윤승현(2015), 최수영(2013), 정형곤 외(2011) 등이 있다.
임수호 외(2016)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식별된 중국의 대북 투자 관련
자료(공식･비공식 자료 포함)를 수집하여 교차 검증하였다. 임수호 외(2016)는
기업별 투자 데이터와 대리변수를 활용하여 중국의 대북 투자액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투자액의 편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의 대북
광업 투자액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대리변수(무역액 등)를
선정하고, 추세를 활용하여 투자액을 추정하였다. 대리변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에 투자한 기업은 191개였으며 대북 투자액
은 약 10억 9,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임수호 외(2016)는 경제 전반 및 광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대북 투자액을 추정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반면, 본 연구의 목적
은 농식품부문에 집중하여 북한의 투자 여건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선행 연
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임수호 외(2016)에서는 농식품부문 중국 투자 기업의
일부 목록이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김병연·정승호(2015)는 2012년 2월과 2013년 8월에 중국 단동시 소재 대북
거래기업을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176개 대북 거래기업1이 조사되었다. 김병
연·정승호(2015)의 조사 결과, 무역 기업 122개, 투자 기업 38개, 무역·투자 기
업 16개가 확인되었다. 상당수 대북 거래기업은 대북 위탁가공 생산업,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대북 사업 시작 동기는 주로
현재 수익률, 미래의 가능성(향후 전망)이었다. 단동시의 대북 거래기업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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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176개 기업은 단동시 대북 거래기업 전체 모집단의 30%(공식 대북 거래기업
기준) 수준이거나 10~20%(공식, 비공식 포함 기준)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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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적·지속적이지 않고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북한 법규 및 제도의 예측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요
인은 사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된 기업들은 대북 경영활동의
예상 이윤이 단기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고 응답하였다.2
단동시의 무역·투자 기업은 대북 사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북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의 통신, 전기, 제도 등 인프라의 미비
를 선정하였다.
<표 1-1> 대북 거래기업의 대북 사업 장애요인
대북 무역 기업

비율

대북 투자 기업

비율

북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

29%

북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

35%

납기 불이행

18%

주변국의 정책 영향

15%

통신, 통행의 어려움

15%

기타

13%

주변국의 정책 영향

15%

통신의 어려움

10%

품질 하자

12%

투자보장제도의 미비

7%

관리 기관의 부패

8%

전기 부족

7%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2%

관리 기관의 부패

7%

기타

1%

물류의 어려움

6%

자료: 김병연·정승호(2015: 76)를 참고하여 편집.

김병연·정승호(2015)는 단동 소재 대북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의 장
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단동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대북 투자기업이며, 연구 목적은 구체적인 북한의 투자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
다. 김병연·정승호(2015)의 연구 결과, 중국의 대북 거래기업이 북한의 잦은 법
규 및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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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후의 예상 이윤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은 47%였으며, 부정적, 모
른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은 각각 31%, 22%였다. 3년 이후의 예상 이윤에 대해서
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은 37%였으며, 부정적, 모른다고 대답한 기업은
각각 10%, 53%였다(김병연·정승호 201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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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투자 법규 및 정책 현황을 자세히 분석한다.
배종렬·윤승현(2015)은 중국 길림성을 중심으로 북한-중국 간 경제협력 실태
를 분석하였다. 200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 정부의 비준을 획득한 동
북3성의 대북투자 기업은 151개였으며, 이들 기업은 7가지 투자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었다. 길림성의 대북 투자는 2010년 5월 김정일의 동북3성 방중을 계
기로 길림성(창춘)-연변조선족자치주(훈춘)-북한(라선특별시)를 연결하는 경제
협력축이 가동되면서 활성화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라선경제특구에 전기·
교통·통신 등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라선 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
선되었다. 길림성의 대북 투자는 과거 조선족이 진행하는 소규모 투자에서 대
기업 및 외국계 투자 회사가 중심이 된 대규모 투자로 변하였다.
배종렬·윤승현(2015)은 중국 길림성을 중심으로 동북3성의 대북 무역 및 투
자기업의 대북 사업 계기, 현황, 성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투자 유형을 분류
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농식품부문 중국 전역의 대북 투자 기업 사례를 확인
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북 투자 여건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배종렬·윤
승현(2015)에서는 길림성의 농업 분야 대북 협력 사례(북대황집단의 고효율농
업시범구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투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이를 본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2013)은 대북 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광산업, 의류 제조업 분야의 대
북 투자 확대가 양국 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대북 투자의 실
태 분석 결과, 중국 기업이 단독으로 북한에 투자했던 사례는 라진선봉경제무
역지대3 투자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대북 투자는 합영회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수영(2013)에서 분석된 북중 합영회사는 총 205개였으며, 중국 측 투자 기
업은 주로 북중 접경지인 요녕성, 길림성에 소재해 있었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
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의 민간기업이거나 성(省)·현(縣)·시(市) 등 지
방정부 소유의 기업(SOE)이었으며 국영기업은 소수였다. 중국 기업의 대북 투
자는 자원부문, 의류·섬유부문, 제조업부문, 건설·인프라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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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라선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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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중국의 광산업 분야 대북 투자는 북한의 대중 수출 구조를 광산물 중심
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최수영(2013)은 양국 간 위탁가공 투자가 점
차 확대됨에 따라 향후 의류 제품이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수영(2013)은 광산업, 의류 제조업 분야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가 확대됨
에 따라 향후 북한의 수출 품목이 광물 및 의류 제품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농식품부문의 대북 투자 증대 효과는 광산업, 의료 제조업
의 투자 증대 효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중국 기업이 북한 내
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투자할 경우 북한의 수출 증대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교통·물류 인프라 사정이 열악
하여 농식품의 유통기한 내에 국외에 수출할 수 없을 경우, 수출 증대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목적을 수집
하고 투자 여건을 확인할 예정이며, 나중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북한
의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을 추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수영(2013)은 담배, 음료, 식품 등 식품가공업 분야의 대북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으나 구체적인 투자 형태, 기업 정보가 식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북 투자 기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정형곤 외(2011)는 2000년대 후반까지 시행된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의 변화 실태와 그 특징을 분석하고, 라선, 황금평 지역의 경제특구 투자 상황
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외자 유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중
국의 대북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북한의 대중 투자 의존도는 대폭 상승하였다.
중국 기업은 주로 북한의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제조업, 유통업
분야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의 산업기반시설 관련 투
자는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라선,
신의주 황금평 지역에 경제특구가 설치된 이후 황금평 지역은 중국의 요녕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었다.
정형곤 외(2011)는 북한의 외자 유치 정책을 분석하였고 이는 라선 지역의
투자유치 여건을 분석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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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북한의 투자법, 조세 정책, 투자 기업에 부과되는 요금 등 구체적인
투자 여건의 분석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
으로 연구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대북 투자 연구는 배종렬·윤승
현(2015)을 제외하고 대북 투자 전반에 관한 분석이 대다수였다.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사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북 투자 여건에 관한
분석 또한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사례를 투자
기업 중심으로 조사하여, 전력, 통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분야, 북한의 기업
투자 법제 분야 등 구체적인 북한 농업투자유치 여건을 파악한다.

4.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
북 투자 사례이다. 농식품부문에는 순수 농업, 농식품 가공업, 농업 전후방산업
등의 세부 분야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북한, 중국, 국내 자료를 활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북한 자료는 Foreign Trade of DPRK, 조선신보,
로동신문, 북한의 학술 논문, 북한이 운영하는 투자 홈페이지(투자조선) 등이
다. 중국 자료는 인터넷 자료로 상무부, 국무원,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 정부 사
이트, 중국의 투자 회사 홈페이지 및 기업정보검색사이트(풍보) 등을 활용하였
다. 또한 중국 측 문헌 자료로 연변일보, 유방일보 등 중국의 지방일간지와 중
국 학술 논문을 활용하였다. 이 밖에도 임수호 외(2016), 김병연·정승호(2015),
배종렬·윤승현(2015) 등의 국내 연구 자료와 연합뉴스, 통일뉴스 등 각종 신문
자료도 활용하였다.
문헌 및 인터넷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투자 기
업 및 기관을 현지 조사하였다.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중국의 대학·연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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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직하는 관계자·실무자·연구자를 중심으로 인터뷰하여 대북 투자와 관련
이 있는 정성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투자기관 및 기업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배종렬·윤승현(2015)은 투자기업과 투자모(母)기업의 혼동, 중복
사례 집계 등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다면 평가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제

2

장

중국의 전체 산업 및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동향

1. 제도 및 정책 동향

1.1. 북한의 농식품부문 해외투자유치정책
가. 1980년대 및 1990년대 북한의 해외투자유치정책
김일성 정권의 북한은 전통적 자립경제노선을 고수하였고 외자 유치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정영구 2017). 그러나 1970년대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 우방
국가의 원조가 감소하자 북한은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을 도입하여 외자를 유
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1차 오일쇼크와 주력 수출 품목의 국제가격 하락으
로 차관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은 추가적인 차관 도입을 할 수가 없었
다. 이에 북한은 상환 부담이 없는 합영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외국 자본을 유
치하고자 하였다.
1984년 9월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시행 초기 2년간 일본과
서방국가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낮은 대외신용
도,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외국인투자법제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실패하게
되었다(정영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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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북한은 ｢정무원결정 제74호｣을 통하여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
역지대로 지정하였다. 당시 라선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는 기업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무비자 입국 등의 우대조치를 제공하였다. 1992년 10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약 1년간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등 57
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1995년부터 라선 지역의 외자
유치를 위하여 미국·일본·중국 등지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사절단도 유치하였다(정영구 2017).
이전에 비하여 진일보한 대외개방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북한의 외자유치 실
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 투자환경의 낙후, NPT 탈퇴 등 군사
적 긴장 고조, 김일성 주석 사망과 극심한 자연재해 등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정영구 2017).
<표 2-1> 1980년대 및 1990년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령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채택일

합영법

1984. 9. 8.

외국인투자법

1992. 10. 5.

합작법

1992. 10. 5.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1993. 1. 31.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993. 1. 31.

외국인기업법

1992. 10. 5.

토지임대법

1993. 10. 27.

외국투자은행법

1993. 11. 24.

자료: 정성장(2012: 76)을 참고하여 수정.

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김정일 정권의 해외투자유치정책
1995년에서 1998년까지 북한에서는 극심한 대기근과 경제 위기(소위 고난의
행군)가 발생하였고,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국제사회와 한국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1998년 유엔개발계획4과 북한은 공동으로 입안하여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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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환경보호계획5(이하 AREP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AREP 프로그램
은 자연재해 피해 농경지 복구, 식량생산 목표량에 맞춘 농자재 공급과 생산기
반 정비, 산림황폐지 복구, 농업부문 관리능력 향상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김영훈 외 2012: 54). 그러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고 중장기적 기반 조성
보다는 단기적 투입재 지원에 그쳤다는 한계점이 있었다(김영훈 2012: 30).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농업지원을 유치하였다. 한국의 농업지원은 초기 남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농업기술지원, 보건의료지
원 등으로 다변화되어 농업개발사업으로도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였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와 남베이징
제협력공동위원회를 활용하여 농업개발협력을 시도하였다(최용호 외 2016).
북한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2002년 ‘7·1 경제개선관리조치’를 발표하
고 해외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경제관리
개선에 대해서’라는 후속 지침을 발표하였다. ‘경제관리 개선에 대해서’에서는
북한이 자국과 합작사업을 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내수시장을 개방하고 세금감
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각종 규제조치를 크게 완화하거나 철폐한다는 내용6이
포함되어 있다(KOTRA 2006).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가 개방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외국인투자
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단

4
5
6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Agricultural Rehabilit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
해당 지침에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자기업이 북한 공장 및 기업과 직접 생산계
약을 체결하는 합작사업을 개시할 경우 생산품을 합의된 가격 아래 북한 내에서 팔
거나 경영상 필요한 물자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또한 북한 내에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북한
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북한의 내수 시장을 사실상 개방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순생산기지의 역할을 뛰어넘어 북한을 생산과 판매가 자
유로운 시장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자기업에 적용하는 항만비, 전
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난방비 등 각종 요금과 수수료를 북한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
로 부과하고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KOTR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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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북한은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였
다. 2000년대 들어 신의주, 금강산, 개성 등 특수경제지대 관련 법률이 제정되
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은행법, 외
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세관법, 공증법, 보험법, 무역법 등
을 개정·보충하여 통상 및 외국투자부문의 여러 법규를 재정비하였다. 2004년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북투자와 관련한 법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양법률사무소를 개소하였다(정영구 2017).
<표 2-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관련 주요 정비 현황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채택 및 수정연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합영법

’84

’94

’99

’01

’04

’06

’07

’08

’11

합작법

’92

’99

’04

’06

’07

’08

’08

’11

외국인기업법

’92

’99

’04

’05

’06

’07

’11

외국인투자은행법

’93

’99

’02

’11
’08

’08

’11

’1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93

’99

’01

’02

외화관리법

’93

’99

’02

’04

세관법

’83

’90

’93

’01

’09

공증법

’95

’04

보험법

’95

’99

’02

’05

’08

무역법

’97

’99

’04

’07

’09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00

’11

외국투자기업등록법

’06

’09

’11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06

’08

’11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08

’11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09

’11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11

’11

’12

주: 본 표 안의 숫자는 채택 및 수정연도를 의미한다.
자료: 정성장(2012: 76), 정영구(2017),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한편 김정일 사망 4일 이후인 12월 21일에 북한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여
러 법령을 개정·발표하였다. 당시 개정된 법령에는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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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은행법 등이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중국의 경제특구정책 도입 성과를 참조하여 북한 내 경제
특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2년에 신의주, 금강산, 개성을 경제특
구로 신규 지정하였고, 2011년에는 황금평을 추가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한
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개설하고
한국 자본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법 조항이나 남북한 간 합의와는 별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금강산관광지
구는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으로 잠정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시행된 2009년 이후 몇 차례 중단 위기를 겪었으며, 2016년 2월에는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최용호 외 2016).
2002년 9월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였다. 북한당국은 신의주를
특수행정단위로 중앙의 관할 아래에 두지만 자율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을 부여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다. 이는 정치제도 면에서 홍콩식을, 경제특구제
도 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토양 위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선천
특구를 선별·혼합한 방식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계
획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초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
이 중국 당국에 탈세혐의로 체포되면서 무산되었다(최용호 외 2016).

다. 김정은 정권의 개방정책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집권 1년차부터 이른바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인민
의 생활을 향상키기 위하여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
는 등의 개혁개방 조치를 단행한다(임수호 외 2015; 정창현 2013). 경제관리개
선 조치는 주로 북한 내부의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성격이었고, 대외개방 조치

7

특히 외국투자활동 조절통제제도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변화는 북한 투
자의 중요 변화 사항 중 하나이다(배종렬 201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관
한 변화는 부록 1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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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의 자본을 도입하여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성격의
정책으로 이해된다.
<그림 2-1> 김정은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 선군경제노선 계승

▲
∙
경제관리개선 조치
∙ 내각책임제 강화
∙ 공장, 기업, 협동농장의 자율성 확대
∙ 농가 분조인원 축소
∙ 국가납부금 축소

◀∙

김정은 시대의
北 경제노선 ∙ ▶

대외개방, 특구 확대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 해외자본 유치
∙ 법적, 제도적 정비
∙ 대외교류 확대

∙
▼
∙ 계획경제 복원
∙ 국가공급체계 정상화
∙ 국가재정 단일화
주: 선군경제노선은 2013년 3월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전환된다.
자료: 정창현(2013).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김정은은 협동농장 포전담당책임제 등 경제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2012년 1월 담화). 이후 4·6 담화 및 5·14 조치를
발표하며 내각중심제(책임제)를 강조하고 군대의 경제관할권을 축소시켜 내각
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6월 28일에는 6·28 방침을 발표하며, 당과
군대가 관할하였던 경제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였고, 협동농장의 분조 인원을
축소시켰다. 이 밖에도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였다(임수호 외 2015; 정창
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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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김정은 정권의 경제관리개선에 관한 주요 조치 및 내용
연도

조치 이름
(또는 월일)
1월 담화

2012

2013

주요 내용
협동농장 포전담당책임제 등 경제개혁 시범실시

4·6 담화
5·14 조치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강조, 군의 경제관할권 축소 및 내각 이전

6·28 방침

당 군 소관이던 경제사업의 내각 이관, 협동농장의 분조 인원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 등

12·1 조치

기업소 독립채산제 시범 실시, 경제개발구 추진

3·1 조치

협동화폐제 실시

3월 31일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 제정

8·15 조치

기업소 독립채산제와 포전담당책임제 공식화 및 전면 실시

11월 21일

신의주 특구 및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발표

자료: 임수호 외(2015: 63).

2012년 김정은 정권은 대외개방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 김정일 정권과 유사하게 외자
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당시 북한은 주요 투자·교역 대상
국인 중국을 상대로 각종 상품박람회, 투자설명회, 토론회 등의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2012년 5월, 평양춘계국제상품박람회를 개최하고, 동년 9월에는 평양추계국
제상품박람회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길림성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에도 4회 연속 참가하였다. 동년 9월 22일 북한은 중국 북경에서 투자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의 해외투자연합회(민간단체)는 북한의 합영투자
위원회와 30억 위안 규모의 ‘북한투자전용펀드’8를 설립하기로 협정을 체결하
였다. 이때 중조민간자본전략합작협의9를 향후 지속 개최한다고 협의하였다(中
国经济网 2012. 9. 24.).10
북한투자전용펀드는 초기 자본금 10억 위안으로 설립되며 단계적으로 30억 위안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9 中朝民间资本战略合作协议.
10 中国经济网. 2012. 9. 24. 中朝投资合作高层峰会近日在京举行(图).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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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인 2013년부터 김정은 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다소 차별성이 있는
대외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기존의 ‘경제특구’가 아닌 ‘경제개발
구’ 형태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5월 29일, 김정은 정
권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동년 11월에 각 도(道)에 13개의 경제개발구
와 신의주 특구를 설치한다는 정령을 발표하였다(임을출 2015: 15). 이 경제개
발구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수 있게 조치한 최초의
단일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4).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중심의 대외개방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폐쇄적인 경제특구에서 개방적 경제개
발구 개발로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둘째, 과거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예외적이
었던 경제특구가 북한 전 지역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셋째, 경제개발구
의 분야, 규모, 개발방식, 개발주체 등에서 다양화와 특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특구 및 개발구의 외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자유치전담기
구를 신규 설립하고 기존의 기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10월,
외자유치 전담기구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새롭게 설립하였다. 조선경제개발
협회는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정보 제공,
투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4).
2014년 6월, 북한은 기존의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
합하여 대외경제성으로 확대·개편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4). 이는 대외
경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원활하게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대외무역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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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 정책 비교
구 분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내부개혁조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6·28 새경제관리체계

개방 방식

점(點) 형태 개방

선(線) 형태 개방

대내경제와의 관계

특구와 내지(內地)의 분리
북한 국내산업 및 기업과 분리 운영

특구와 내지(內地)의 연계
국내 산업 및 기업과 연계 가능

특구형태

종합형 특구(중앙급)
*남한자본이 단독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
광특구는 단독형 특구

중앙급/지방급 특구로 이원화 특구의 다양화
종합형특구, 복합형특구, 특화된 단일형 특구 등

특구개설기관

중앙지도기관

중앙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특구개설지역

동서남북 변방

각 도·시, 내륙

특구의 지위

경제 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라
선경제무역지대법)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
구법)

특구개발목적

외화획득과 제한된 개방지역의 경제개발

외화획득과 지역균형발전, 주민생활향상, 무역의 다
각화 및 다변화

자료: 임을출(2015: 222).

2014년 7월,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구 6개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20개로 파악된다(임을출 2015: 15).
김정은 정권은 내륙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설치한 경제개발구를 대외경제교
류, 국제시장 정보 수집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수출을 견인하며 외국인 투자
를 끌어들이는 등 경제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시도는 북한체제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지
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개발구 정책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만, 내륙 지역에 확대된 경제개발구는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진원지가 되어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임을출 20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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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북한의 중앙 경제특구와 지방 경제개발구

자료: 임을출(2015: 211).

1.2. 중국의 대외진출정책 및 동북3성 진흥정책
가. 중국의 대외진출정책(走出去)과 농식품부문의 대응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 교역 수지 흑자, 외자유치를 통하여
축적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정책(走出去, 저우추취)11을 적극
11

저우추취(走出去, Go Global)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 기
업의 해외 진출은 우리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기업(자유경쟁시장)의 결정에 의해 진
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해외투자촉진정책의 일환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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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저우추취 전략의 주요 목표는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시키며 자국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 기업은 해외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05년 2월
중국 상무부가 중국 13개 성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기업 중 34%가 글로벌 M&A를 고려하고 있었다(배영준 2005).12 중국의
지방 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동성 유방
시의 기관지에 따르면, 당시 유방시에서 2009년 1~5월까지 신규 진출한 해외
진출기업은 13개로 총 94개 기업이 30여 국가에 진출하였으며, 북한도 투자대
상에 포함되었다. 유방시 해외진출기업의 총 투자액은 3,281억 달러였으며, 투
자 분야는 방직의류, 기계제조, 제지, 화공, 전자, 식품가공, 피혁, 어업, 목재가
공 등으로 다양했다. 당시 유방시 기업은 북한에도 투자하였는데, 농업 및 광산
분야의 대북 투자 사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려졌다. 유방시 정부는
해외 투자기업의 농업, 산림, 석탄, 금속광산 등의 자원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
다(潍坊日报 2009. 7. 18.).
2000년대 초반부터 저우추취 정책이 국가 핵심 전략으로 채택됨에 따라, 중
국 국무원 및 농업부는 농업부문의 해외진출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1년
국무원은 농업과 농촌업무에 관한 의견13을 발표하고 농업부문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기업에 주문하고, 중국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
여 토지를 개발·이용하고 농산물 재배를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의 식량 및 농산물 자급 수준이 높았으며, 중국 기업
의 해외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즉, 2000년대 초반의 중국 해외투자 형
태는 중국 농기업 주도로 진행된 해외 농업투자는 많지 않았으며, 주로 정부
주도의 대외 원조 형태로 진행되었다(전형진 2014).
중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두, 식물성 기름, 면화, 식용 당 등 주요 농

12
13

단되어야 한다.
배영준 2005. 7. 27. “중국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 이유 있다.” LG주간경제.
關於農業和農村工作的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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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공급량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국 농산
물의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농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6년 상무부와 농업부, 재정부는 공동으로 “농업의 해외투자전략 실시 가
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14”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2010년도 ‘중앙 1호 문
건’에서는 국제농업과학기술과 농업개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장려정책을
제정하였고 일정한 조건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국제 농산물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
하여 농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를 가속화하고 중국은 주변 국가와 농업 생산부
문 및 수출입부문에서 협력할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금융 기관에
중국 농기업이 해외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 및 체계를 개발하여 구
축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발맞추어 중국의 농식품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우추취
전략에 동참하였다. 중국 농식품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대외무역의 확
대, 글로벌 생산유통망의 구축, 토지자원의 개발, 기술 향상, 무역장벽의 회피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하였다(전형진 2014).
중국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빠르게 증가
하였다. 2008년 해외직접투자액은 1.7억 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18.1억 달러
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중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농업부문 투자
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0.31%에서 2013년 1.68%로 증가하였다.

14

關於加快實施農業“走出去”戰略的若干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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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농업부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flow 기준)
단위: 십만 달러, 백만 달러, %

주: 농림축산어업 투자액 단위는 십만 달러이며, 대외투자액 단위는 백만 달러임.
자료: 전형진(2014).

나. 중국 동북3성 진흥정책
중국, 북한, 러시아가 중심이 된 두만강개발계획(TRADP)15은 2005년 9월부
터 몽골, 한국의 동해안 도시가 포함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16으로 확대되
15

TRADP(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는 1992년 유엔개발계획이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6개국 공동 참여하였으며, 두만강 유역 및 동북아 지역 개발을 최우선 추
진 과제로 선정되었다. 1993년에 북한은 라진시와 선봉군을 통합하여 직할시로 승격시
키고 북한 최초의 자유무역경제지대로 기능하게 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참가
국들의 취약한 협력 추진 체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1997년 동아시아 금
융위기 발생 이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TRADP 참여국은 다자 간 공동 개
발보다는 국가별 개별, 양자 개발 형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UNDP의 개발 구상이
개별 국가 중심 개발로 전환되어 사업이 유명무실화되었다(박지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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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실시되었다. 두만강개발계획 발표 이후 북한 라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진입 관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림 2-4> 두만강개발계획 및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사업 범위
두만강개발계획(TRADP)

(중국) 연길
(북한) 청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중국) 동북3성, 내몽골
(몽골) 동부지역
(북한) 라진·선봉 등 두만강유역
(러시아) 연해주 일부
(한국) 동해안지역
- 부산, 울산, 속초, 동해 등

자료: 기획재정부(2013. 10. 30.).

중국 정부는 두만강개발계획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요녕
연해 경제벨트 발전계획 및 장길도 개발계획 등 동북3성 진흥정책을 추진하였
다(서종원·안병민 2011; 박지연 2015; 바이두백과).
2009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요녕 연해 경제벨트 발전계획’17을 국가전략사
업으로 확정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단동을 중심으로 요녕성 연해지역
의 5개 도시를 1개 선으로 연결하고(5점 1선) 지역별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5점 1선 인근 지역을 고도의 개방지대 및 공업지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16
17

Greater Tumen Initiative.
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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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해벨트를 중심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연
해 도로 및 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를 개선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요녕성
내륙 지역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박지연 2015).
요녕 연해 경제벨트 발전계획 발표 이후 단동시는 단동변경경제협력구18를
조성하고 대북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요녕성 및 단동
시의 개발 계획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황금평 개발 사업도 주목을 받았다.
2009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도문강 구역 합작개발 규획 강요19(이하 장
길도20 개발계획)’를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하였다. 장길도 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는 길림성의 중심 도시인 장춘시와 길림시를 중심으로 도시 산업 클러스
터를 형성하고, 훈춘 특수경제기능구를 건설하여 북한,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장길도 개발계획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동해
지역 항구를 도문시, 용정시 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해양 출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21
훈춘시의 특수경제기능구는 ‘중국두만강지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이하 훈
춘국제시범구)’로 확장되었다. 중국 정부는 훈춘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전
진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임수호 외 2017). 2012년 4월
중국 국무원은 훈춘국제시범구의 설립을 비준하였고, 동년 5월부터 본격적으
로 개발하였다. 훈춘국제시범구는 2017년 현재에도 건설되고 있다. 장길도 개
발계획의 발표·추진 이후 라진항은 중국 장길도 지역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관
문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18
19
20
21

丹東邊境經濟合作區.
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
장길도는 장춘시, 길림시, 도문시의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서종원·안병민(2011), 박지연(2015)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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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장길도 개발지역

자료: 서종원·안병민(2011).

1.3. 북중 관계 및 북중개발협력계획
가. 북중 관계(2009～2011년)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 및 북한 국제사회 관계는
크게 경색되었다. 2009년 5월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동북아시아
의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강화되어 실시되었다.
당시 국제사회는 G2 국가로서의 중국책임론을 제기하였으나 북중 관계는 제2
차 핵실험 이후에도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였다(이동률 2011).
중국 정부는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2009년을 ‘중조 친선의 해(中朝
友好年)’로 지정하였다. 2009년 10월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북중 수교
60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 평양에 방문하였고, 원자바오와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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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때부터 북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이 모색되기 시
작하였다.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중국 정부는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문
서’,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등 8개 문서에 조인하고, 신압록강대교 건설
에 합의하였다.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 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군사
적 긴장감이 매우 높아졌으나 북중 관계는 오히려 매우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
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례적으로22 중국을 세 차
례 방문하였고 북중 간 정상회담이 3차례 성사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및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국제사회 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었으나,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위기 국면을 해소시키
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이동률 2011).
<표 2-5> 2010년 전후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
회차

시기

정상

제1차

2009년 10월

김정일－
원자바오

주요 내용

제2차

2010년 5월

후진타오－
김정일

- 천안함 사건 직후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
- 전략적 소통 강화 등 협력 5개안 제시

제3차

2010년 8월

후진타오－
김정일

- 장길도 개방 선도구 방문
-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후 중국 방문

제4차

2011년 5월

후진타오－
김정일

- 김정일의 연쇄 3회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

- 북중수교 60주년 기념차 북한 방문
- 제2차 북핵실험 이후 첫 고위급 방문

자료: 이동률(2011)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나. 라선·황금평 지역의 개발협력사업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4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라선·황금평 지역의
북중 간 개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 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라선·황금평 지역의 개발에 관한
22

이렇게 단기간에 연이어 성사된 정상회동은 북중 관계 역사에 있어 흔하지 않은 사
례라고 한다(이동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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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시작되었다. 북중 정상회담의 협의 사항에 따라 라선과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위하여 ｢조중 공동개발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23
설치가 논의되었다.
제3차 북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2010년 8월 개최)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중공
동지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10년 11월에 개최되었다. 이때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
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의(이하 황금평·위화도 협의)’
가 체결되었다.
황금평·위화도 협의가 체결됨에 따라 경제지대를 공동 개발 및 관리하기 위
하여 조중공동지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 산하에 계획분과위원회가 조
직되었다. 계획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
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이 작성되었다(中國經濟周刊 2012).24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의 내용 가운데 라선 지역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 목표는 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
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발전시켜 라선시를 북한의 선
진제조업기지, 동북아 지역의 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 관광중심으로 건설시키
는 것이다. 농식품 가공업 분야에서는 식품가공업을 포함한 경공업을 부흥시키
고 재배 분야에서는 현대고효율농업 사업을 착수하여 북한 농업을 개선시킨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3

24

中朝共同開發共同管理羅先經濟貿易區和黃金平經濟區, China and DPRK will jointly
develop and manage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Huangjinping
Economic Zone.
계획요강에는 중국에서 ‘중조 합작개발 라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구 2011~
2015년과 2025년 장기목표계획요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27
<표 2-6>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계획 개요
구분

항목
중점항목

- 중국, 러시아와 육로 및 해상으로 연결된 지역적 특성을 잘 발휘하여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
류망, 관광의 공동개발과 건설에 중점

발전목표

-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농업의 6대 산업을 발전시
킴으로써 북한의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 관광중심으로 건설

경공업

- 임가공, 위탁가공, 보상무역, 현지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절약하고, 효과가
빠른 경공업 제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먼저 경공업산업 기초를 구축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수출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
- 식품가공업: 입쌀가공, 잡곡가공, 버섯가공, 과일채소가공, 수산물가공, 축산물가공, 주류 및 샘
물생산 등을 적극 발전

현대고효율
농업

- 굴포지구에 현대농업시범구를 설치하고 현재의 농경지를 충분히 이용, 구릉지를 적극 개간하여
채소, 입엄, 과수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을 연구개발하여 종류를 확대하며, 표준화된 수산양식
단지를 건설
새 품종, 새 기술, 새 장비를 도입, 응용한 시범사업을 국내 타 지역으로 적극 보급
- 시범구 내에서 선진적인 농업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와 시장의 효과적 연계를 강화하여 농
업생산투자, 경영관리, 이익분배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

1중추,
3방향,
5통로

- 라진, 선봉, 웅상항을 1중추로 하여 북으로는 중, 러와 연결되고, 남으로는 북한의 청진과 접
하며, 동으로는 동해로 향한 3방향
- 중국 훈춘, 도문, 러시아 핫산, 북한 청진과 통하는 육상통로 및 동해의 해상통로 등 5통로 구축

도로

- 단기적으로는 원정-라진, 선봉, 웅상항 도로망 및 원정-권하 북·중 국경 인도교 개보수를 통
한 통과능력 제고 및 관광도로로 개조
- 향후 라진-원정고속도로, 라진-청진고속도로, 라진-두만강고속도로를 신규 건설

철도

- 단기적으로는 라진-선봉-남양철도를 개보수하고, 부분적 구간 및 설비 수준을 향상시키며, 항
구건설수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항구역 내의 현존 철도를 항구역 밖으로 이설
- 장기적으로는 중국 훈춘-북한 훈륭철도를 건설하며, 라진-남양철도, 라진-청진철도를 확장

전력

- 단기적으로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최대한 선봉화력발전소의 중유발전기를 대
체하고, 향후 100만 kw 발전능력을 조성하며, 풍력, 태양력발전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방안도 연구
- 단기적으로는 부하중심지역에 110kv 변전소 및 해당 송전선로를 배치하고 적당한 시기에 건
설계획을 마련하여 110kv 전압등급의 골간전력망을 구축
- 장기적으로는 부하증가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220kv 변전소를 건설하고, 점차 220kv 위주의
송전망을 건설. 또한 주변 전력망과 연계 강화

급수

- 점차적으로 수자원 능력 확보 및 급수체계를 완성하며, 급수 수압을 높이고 직접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옥상물탱크의 수량을 축소. 급수 능력, 수질 및 안전성을 제고

개발목표

산업배치

기반시설
(SOC)

주요내용

주 1) 산업배치에 관한 내용은 6개 산업 가운데 농식품업과 관계가 있는 2개 산업의 내용을 수록.
2) 기반시설(SOC)에 관한 내용은 8개 분야 가운데 농식품업과 관계가 있는 5개 분야의 내용을 수록.
자료: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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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
고 라선 지역 및 황금평에 5년간 총 3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중조공동지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고 라
선경제특구 공동 개발구가 착공되었다. 제2차 회의 기간 동안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공동관리 대상 착공식’(8일, 황금평), 라선경제무역지
대 공동 개발 착공식(9일, 라선시)이 차례로 개최되었다. 당시 중조공동지도위
원회 회의에서는 훈춘-라선의 도로 개선 프로젝트, 라진항의 중국 내수화물 초
국경 운송 프로젝트, 라선고효율시범농업구 프로젝트, 장춘아태집단의 라선
100만 톤 시멘트 프로젝트, 중국 관광객의 라선 자가운전 관광 프로젝트 등 5개
프로젝트에 합의하였다(배종렬·윤승현 2015).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2차 회의 이후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
제지대의 중국 측 파트너로 길림성과 요녕성 정부가 선정되었고 라선경제무역
지대의 북중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11년 7월 28일, 중국 길림성과 북한 라선시는 ‘중조 라선시경제무역지대
(2011~2020년) 계획에 관한 구조 협의25’를 체결하고, 이어 8월에는 ‘라선시경
제무역지대 공동개발 및 관리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중조 라
선경제무역지대의 총체 규획26’을 작성하였다.
중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총체 규획에는 농업, 광산업, 전력업, 인프라 사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북중 경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북대황집단의 고효율농업시범구, 장춘아태집단27의 연간 시멘트 100만 톤
생산, 경제무역지대 내 자가용 관광 실시, 중국 Sinotrans-CSC 및 국가전기집
단, 홍콩 초상집단(招商集團)의 라진항 개발 투자, 녹지집단(綠地集團) 인프라
건설과 국가전력망공사의 전력공급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5
26
27

關于中朝羅先經貿區(2011~2020年)規劃框架的協議.
中朝羅先經貿區總體規劃.
長春亞泰集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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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중조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

자료: 연변일보(2012. 10. 29.).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
도자로 집권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 상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경제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
력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 길림성 정부는 라선시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2년 2월 5일 길림성에서 개최된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라선시경제무역지대를 북한의 선진 제조업 기
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VOA 2012. 2. 5.).
2012년 8월 14일, 북한과 중국 정부는 북경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
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 부장이 주재하여 ‘황금평과 위화도, 라선지구 공
동 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는 라선·황금평 사업을 평가28하고 향후 북중 간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28

라선·황금평 사업 평가: 양국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두 개의 경제지구 개발
협력이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와 이미 실질적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 쌍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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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다. 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개최 결과, 북한과 중국은 라선지구
관리위원회와 황금평·위화도지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선포하고 관리위원회 설
립을 위한 협정과 경제기술협력 협의에 서명하였다(연합뉴스 2012. 8. 14.).
당시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원칙과 각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발표되었다. 북중
개발협력사업은 ‘정부 인도, 기업 위주, 시장 원리, 상호 이익'의 원칙 아래, 라
선 지역에서는 원재료 공업, 장비 공업,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 경공업, 서비스
업, 고효율의 현대 농업을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북한의 선진 제조업 기지로 육
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라선 지역을 동북아, 세계 물류 중심 및 지역 여행의
중심지로 육성시키겠다는 목표도 담겨 있다. 반면, 황금평·위화도 지역은 정보
산업, 여행·문화·창의 산업, 현대 농업, 의류 가공업을 중심으로 개발해 점진적으
로 지식 집약형 신흥 경제지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 8. 14.).
2012년 8월,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에 관리위원회가 출
범되고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기술
협력협정에는 농업 협력과 라선 지역에 송전 및 산업원구 건설 등 상세 계획
등의 관련 협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진다(中国科学院地理科学与资源研究
所 2012).
2012년 9월 26일, 중국 북경에서는 조중공동지도위원회가 주최하여 북한 라선
경제무역구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의 투자설명회가 개최되었다. 투자설명회
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계획 개요가 보다 구체화되어 발표되었다.
투자설명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은 북한과 공동으로 라선경제무역
지대에 라진-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연해산업벨트를 조성하고, 10개 공업
단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진 지역에 창고보관·물류, 장비제조, 첨단
미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시스템 건설, 인재 배양, 법규 제정, 통관 간편화, 통
신 및 농업 협력, 구체적 프로젝트 등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뤘다. 북한은 이를 위
하여 라선경제무역지구법과 황금평·위화도경제지구법을 제정하였다. 라선, 황금평
개발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전통적인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
고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연합뉴스 201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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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피복 및 식품가공 등 4개 단지, 선봉 지역에는 원자재공업, 방직피복, 장
비제조업, 농부산물가공 등 4개 단지, 웅상 지역에는 종합목재가공단지, 굴포
지역에는 현대적 고효율농업시범단지를 배치하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또한 중
국 측은 북한 내 10개 공업단지에 육·해상 교통로, 전력공급, 통신망 등 사회기
반시설도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설명회에서 중국 기업들은 북한
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고 전해진다(KOTRA 2013. 1. 3.).
2012년 10월 4일, 북한 농업성과 중국 농업부는 북중 간 농업부문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2. 10. 4.).

2. 투자 동향

2.1. 전체 산업
2017년 기준, 공식적으로 발표된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자료는 매우 부족하
다. 국내의 최신 연구는 임수호 외(2016)이며, 해당 연구에서는 배종렬·윤승현
(2015), OSC(2011)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와 투
자 추정액을 제시하고 있다.29
임수호 외(2016)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대북 투자를 시행한 중국 기업은
총 191개로30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 북한에 투자된 금액은 약 10억 9,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31

29
30
31

본 연구에서 활용한 대북 투자 관련 참고 자료는 부록 2를 참조.
이 중 투자액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은 102개였다.
임수호 외(2016)에서는 광산업 분야 투자액이 과대추정되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
를 대리변수를 활용해 투자액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비광산업 분야의 투자액은 보정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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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중국의 대북 투자액은 많지 않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
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2년에는 1억 8,924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투자액이 지속적
으로 하락하였다. 2015년도 투자액은 5,720만 달러였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는 주로 제조업 및 광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광업
분야 기업은 61개, 제조업 기업은 51개, 경공업 기업은 36개였다. 이 밖에도 서
비스 기업 23개, 인프라 기업 3개가 북한에 투자하였다. 농식품부문의 17개 기
업도 북한에 투자하였다.
<그림 2-7> 중국 기업의 전체 대북 투자액(2000~2015)
단위: 백만 달러

주: OSC 기반, 언론 보도 등 각종 참고자료의 투자 합산액을 기반으로 임수호 외(2016)가 대리변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투자액이다.
자료: 임수호 외(2016: 45-46)를 참고하여 필자 편집.

투자 시기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대북 투
자는 주로 광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에 활발히 투자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제조업 분야 및 경공업 분야의 투자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
의 투자는 2000년대 초반 및 200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 매년 1건 이상 투자되
었다. 2008년에는 인프라 분야 투자가 최초로 진행되었고 2011년과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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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건이 추가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문 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북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
였다. 2000년대 담배 제조업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였고 최근에는 맥주 제조업,
목재 가공업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였다.
<표 2-7> 2000년대 이후 분야별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 수
단위: 개
분류

농식품업

광업

경공업

제조업

서비스

인프라

합계

2000

1

-

-

-

-

-

1

2001

1

-

-

-

-

-

1

2002

-

-

-

2

-

-

2

2003

-

1

1

-

-

-

2

2004

1

1

1

1

2

-

6

2005

-

4

1

4

4

-

13

2006

3

15

1

9

3

-

31

2007

1

16

6

4

1

-

28

2008

1

4

1

-

-

1

7

2009

-

7

3

2

-

-

12

2010

3

3

5

4

-

-

15

2011

-

2

6

9

4

1

22

2012

1

3

6

2

4

1

17

2013

-

5

3

5

1

-

14

2014

3

-

-

6

2

-

11

2015

2

-

2

3

2

-

9

합 계

17

61

36

51

23

3

191

주: 임수호 외(2016)에서 기록된 제조업, 인프라 투자 건수는 각각 67건, 4건이다. 각각의 항목에서 농식품부문 투자 사례
(제조업 16건, 인프라 1건)를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자료: 임수호 외(2016: 44-45)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시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20092012년)으로, 이때 전체 투자액의 62.5%인 6억 8,116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다음으로 투자가 활발한 시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이때 전체 투자액의
22.9%인 2억 4,962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김정은의 집권(2012년) 이후부터는
투자액이 예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9,615만 달러,
5,721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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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살펴보면, 광업 분야 투자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조업, 인
프라 서비스, 경공업, 농식품업 순이었다.
<표 2-8> 중국 기업의 분야별 대북 투자액(2000~2015)
단위: 만 달러
농림축산
식품업

광업

경공업

제조업

서비스

인프라

합 계

2000

61.2

-

-

-

-

-

61.2

2001

305.0

-

-

-

-

-

305.0

2002

-

91.7

-

65.0

-

-

156.7

2003

-

38.7

13.3

-

-

-

52.0

2004

35.0

546.4

250.9

32.1

704.0

-

1,568.4

2005

-

4,691.6

52.2

294.2

233.0

-

5,271.0

2006

155.0

3,880.7

52.2

928.1

380.0

-

5,396.0

2007

334.0

3,819.5

574.1

1,056.3

700.0

-

6,483.9

2008

39.0

5,611.8

52.2

-

-

380.0

6,083.0

2009

-

10,186.0

78.8

1,440.0

160.0

-

11,864.8

2010

155.0

8,629.3

165.2

1,626.6

-

-

10,576.1

2011

-

10,189.8

284.1

4,260.4

190.0

4,000.0

18,924.3

2012

316.8

10,096.2

996.4

1,200.0

1,514.8

976.8

15,101.0

2013

-

9,605.5

108.7

2,032.0

24.5

-

11,770.7

2014

202.0

8,059.5

-

1,174.0

179.0

-

9,614.5

2015

70.8

3,946.9

203.8

1,239.0

260.0

-

5,720.5

합계

1,673.8

79,393.6

2,831.9

15,347.7

4,345.3

5,356.8

108,949.1

주 1) OSC(2011) 및 언론 보도 등 각종 참고자료의 합산 투자액을 바탕으로 임수호 외(2016)가 투자액을 추정하였다.
2) 임수호 외(2016)에서 기록된 제조업, 인프라 투자액은 각각 1억 6,743만 달러, 5,673만 달러이다. 각각의 투자액
에서 농식품부문 투자액(제조업 1,396만 달러, 인프라 316.8만 달러)을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자료: 임수호 외(2016: 45-46)를 참고하여 필자 편집.

광업 분야에 전체 투자액의 약 72.9%인 7억 9,393만 달러가 투자되었고, 제
조업 분야에는 약 14.1%인 1억 5,348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2007년 이후32 최근까지 매년 1,000만 달러 이상 투자되었고 특히 2011년에는
4,26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32

단, 금융위기 시기(2008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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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및 경공업 분야에는 각각 4,345만 달러, 2,832만 달러가 투자되
었다. 농식품 부야에는 전체 투자액의 1.5%인 1,674만 달러가 투자되었고 투자
액이 가장 적은 분야였다.

2.2. 농식품부문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식별된 중국의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사례는 총 17건
(총 1,673.8만 달러)으로33 일정한 추세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400만 달러를 초
과하지 않는 소액 투자가 주를 이뤘다.
농식품부문 중국의 대북 투자는 주로 농식품 가공 분야(2차 산업)에 집중되
어 있으며, 순수 농업 분야(1차 산업),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 관련 투자 사례는
많지 않았다.
순수 농업 분야(1차 산업) 관련 투자 사례는 2건으로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
사(벼농사) 및 평양승복합영회사(하우스 재배) 등이 있다. 라선북대황우호농업
회사 투자 사례의 경우, 2011년 북중 정부의 협력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
년 현재 사실상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

33

임수호 외(2016)에서 정리한 기업별 투자 목록 세부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부문 중
국의 대북 투자 기업 및 투자 내역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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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액(2000~2015)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임수호 외(2016)를 참고하여 편집.

농식품 가공 분야의 투자 사례는 11건이었다.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이
하 길림연초)의 대북 연초 산업 투자 사업의 경우, 투자 규모는 다른 투자 사례
에 비하여 비교적 컸고(61만~334만 달러), 길림연초는 북한 내 1개 독점출자회
사와 2개 합영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선시길성동아회사는 2013년 이후 라
선 지역에 3차례 투자하였으나, 현재는 북한 관료의 부패, 비우호적 태도로 2017
년도 대북 투자 계획을 잠정 보류하였다고 응답하였다.34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 투자 사례는 3건으로 조중명서투자관리유한회사, 률
수현공로객운유한공사(이하 공로객운), 요녕화풍목업고분유한공사(이하 화풍
목업)의 투자 사례가 있다. 이 중 공로객운과 화풍목업은 각각 북한의 농기계
분야와 사료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였다. 조선은풍합영회사 투자 사례의 경우,
화풍목업주식유한회사(합영회사의 중국 측 투자회사)는 2017년 2월 북한 평양
에 방문하였고 북한 측과 추가 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화풍목업은 북한 내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34

길성중양수출입유한회사 장충효 동사장과의 전화 인터뷰 결과(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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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내역
투자 기업 정보
연도

투자 금액
(만 달러)

합작회사명

투자 기업명

소재지

분야
(상세)

2015

조중명서투자관리(북경)
유한공사

북경

농업전후방
(비료)

39

평양승복합영회사

2015

훈춘정성공무유한공사

길림

임업
(목재가공)

31.8

두만강목재가공창

2014

안휘성안국제발전유한회사

안휘

식품가공업
(면류)

35

조선성안합영회사

2014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

길림

식품가공업
(맥주)

35

라선시길성동아회사

2014

률수현공로객운유한회사

강소

농업전후방
(농기계)

132

라진대양회사

2013

천진시홍화세가유지유한공사

천진

식품가공업
(홍화씨유)

39

조선묘향홍화식품유한공사

2013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

길림

농업
(벼농사)

316.8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사

2010

단동항풍상무유한회사

요녕

기타
(서비스)

39

성심합작회사

2010

단동대동강무역유한회사

요녕

식품가공업

77

국광합작회사

39

원봉합작회사

2008

수광시용태포장유한회사

산동

농업
(하우스재배)

2008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길림

식품가공업
(담배)

325.89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2006

연변홍달공무유한공사

길림

식품가공업

35

조선라선미연상업회사

2006

대련천일상무유한공사

요녕

식품가공업
(조미료)

40

흠금합영회사

2004

본계시기금물자중개판매처

요녕

식품가공업
(음료)

35

모란봉음료합영공사

2004

요녕화풍목업고분유한공사

요녕

축산업
(사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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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풍합영회사

2001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길림

식품가공업
(담배)

305

라선신흥연초회사

2000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길림

식품가공업
(담배)

61.2

대동강연초유한회사

합계

17건

자료: 임수호 외(2016)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1,673.8

비고
(시기)

투자 보류 상태
(2017. 2)

실질적 종료
(2017)

투자 진행 상태
(2017. 2)

제

3

장

중국의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사례

1. 순수 농업 투자 사례

1.1.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
북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현대고효율농업 사업을 진
행하기 위하여, 북대황집단35은 2012년 6월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36(이
하 길림간일농업)와 2012년 7월 훈춘시북대황경무유한공사37(이하 훈춘북대

35

36

37

북대황집단(北大荒集團) 소개:
흑룡강성 간척지의 북대황집단(北大荒集團: 黑龍江省農墾總局, 북대황집단)은 중
국 최대의 현대농업기업그룹이다. 북대황집단은 ① 113개 농(목)장, 536개 국영기업
및 국영지분기업, 593개 비국영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② 중국기업 500강 순위에서
96위를 차지하였다. ③ 산하의 북대황농업주식유한회사는 2002년 주식시장에 진출
하였다. ④ 경작지 4,000만 무, 삼림 1,343만 무, 초원 533만 무, 수면 402만 무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녹색유기식품생산기지(녹색‧유기농산품 연 생산량 1,000만
톤)로 본사는 하얼빈시에 있음(배종렬·윤승현(2015: 70-71).
吉林省墾一農業科技有限公司, 2012년 6월 설립. 길림성간일농업은 벼, 옥수수, 야채
재배 및 판매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지원, 생산자료판매를 위주로 한다.
琿春市北大荒經貿有限公司, 2012년 7월 설립. 훈춘시북대황의 경영품목은 수출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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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를 설립하였다. 2013년 말 길림간일농업은 라선시 굴포 지역에 라선북대황
우호농업회사38를 설립하고 고효율농업시범구(농장명: 북대황라선우호농장) 사
업을 시작하였다.
북대황라선우호농장의 경작 면적은 333.3ha(중국 측 발표)로 주요 재배 작물
은 벼이며 토마토, 오이, 가지 등 채소 작물도 일부 재배하고 있다. 농장 안에는
모내기용 벼를 재배하기 위한 온실과 트랙터 등의 시설·설비가 갖춰져 있다.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사는 2012년 설립 이후 2016년까지 북대황라선우호농
장을 운영하였으나, 길림간일농업은 2016년 10월에 폐업 신고를 하였고 현재
북대황라선우호농장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이다.
<그림 3-1> 북대황라선우호농장 사진

자료: 黑龙江日报(2012. 11. 30.)(검색일: 2017. 2. 17.)

38

역과 판매를 위주로 하는데, 판매 품목은 농산품, 농업생산자료, 화학비료(소매), 화
공품 및 원료, 건축자재, 일용백화, 기계설비, 기계전기설비, 전자상품, 침구용품, 화
장품, 장난감, 공예품 등이다.
羅先北大荒友好農業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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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북대황라선우호농장 관련 정보
분 류
위 치
운영 회사
면 적

내 용
∙ 북한 라선시
∙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사
(중국의 북대황집단 산하 길림성간일농업과기유한공사의 독점 출자)
∙ 북한 측 설명 - 555.4ha(560정보)
∙ 중국 측 설명 - 333.3ha(5,000무亩)

주요 재배 작물

∙ 벼

기타 재배 작물

∙ 토마토, 오이, 가지 등 각종 채소

주요 시설 및
설비

비 고

∙
∙
∙
∙
∙

볏모육성온실 100동(동당 400m² - 규격 60×6.8m),
종자침전싹틔우기통 25개
발전기 2대
도로 연장 길이 2,000m
도랑 연장 길이 10,000m

∙ 실질적 종료 상태

자료: 北大荒(2016. 5. 12.) 및 배종렬·윤승현(2015)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가. 사업 배경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김정일 위원장(2009년 10월)의 두 차례 방중(2010년
5월, 8월)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2010년 11월 19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
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조중공동지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산하에 계획분과위원회
가 조직되었다.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회의에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
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이 작성되었으며(中國經濟周刊 2012. 11. 26.), 총
계획요강에는 현대고효율농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9 공동개발총
계획요강 제2편 4장 13절에 따르면, (라선시) 굴포지구에 현대농업시범구를 창
설하여 (중략) 시범구 내에서 선진적인 농업생산체제를 창조하고 농가와 시장
의 효과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투자, 경영관리, 이익분배의 새로운 체

39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제1편 2장 5절, 제2편
3장 6절, 제2편 4장 1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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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모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1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길림성과 요녕성 정부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의 중국
측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이어 2011년 7월 28일에는 길림성과 라선시가 ‘라선
시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및 관리 공동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중조 라
선시경제무역지대(2011~2020년) 계획에 관한 구조 협의40’를 체결하였다. 구조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현대고효율농업사업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나. 북대황라선우호농장의 건설 과정
2011년 4월 길림성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는 길림성 훈춘시 농업국을 통
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북중 농업시범기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41 2011년
4월부터 약 1~2개월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6월 9일부터 식용버섯, 벼, 옥수
수 시범구의 농작물 재배가 진행되었다. 북중 농업시범기지는 식용버섯, 벼, 옥
수수의 예상 작황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용버섯 시범구에서는 약 78.2만 위안(약 1억 3,68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
여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생산하였다. 벼 시범구에서는 4ha 규모 벼 재배 시범
구가 라선시 농업연구소 및 선봉농장에 조성되었고 45만 위안(약 7,87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옥수수 시범구는 선봉시 용수농장에 4ha 규모로 조성되었다.
시범 사업 결과, 표고버섯 시범구에서는 1만 봉(또는 1.2만)이 생산되었고 목
이버섯 시범구 규모 5만 봉지가 생산되었다. 벼 시범구에서는 ha당 6.08톤의
벼가 생산(추정치)되었고, 옥수수 시범구에서는 옥수수가 ha당 7.497톤이 생산
되었다.

40

41

關于中朝羅先經貿區(2011~2020年)規劃框架的協議, 해당 협의는 도로, 교량, 항만,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한다는 의향이 담겨 있는 ‘중조 라선경제무역지
대의 총체 규획(中朝羅先經貿區總體規劃)을 구체화한 것이다.
http://www.xinnong.com/news/20110722/941584.html(검색일: 2015. 9. 27.) 해당 자료
는 배종렬〮·윤승현(2015) 프로젝트 진행 시 검색이 가능했으나 현재 관련 웹페이지는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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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들어 시범기지는 농업시범지구로 확대·개편되어 운영되었고 시범
지구의 운영은 북대황집단이 담당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 당국이 규모와 자금,
운영상 비교우위와 노하우가 있는 농업 전문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
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월 농업시범지구에 농업용 물자가 수송되어 비닐하우스가 설치되고,
2012년 6월에 모내기가 완료되었으며 2012년 10월 26일에는 벼를 수확하였다.
북대황집단은 농업시범지구를 운영하면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당시 농
가에 도입되었던 모델(가정연산승포책임제42)을 우호농장에 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대황집단이 농업시범지구이 도입한 모델은 ‘국유농장에 가정농
장 결합(國有農場套家庭農場)’으로 이 모델은 300무(20ha)가 하나의 생산 단위
가 되어, 각 생산 단위는 경영관리, 파종, 정지, 모내기, 경작지 관리, 수확 등에
필요한 농업생산 기계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해야 했다. 시범기지 운영 결과,
2012년의 우호농장 단수는 라선 지역 기존 생산량의 2배 수준인 1무당 평균 약
400kg이었고 연초에 수립한 벼 수확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전해진다.
훈춘시의 기업, 북한 지방 정부, 북한 농가가 참여하는 3자 협력 개발 방식은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농업
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북한 농가는 생산 열의가 제고되어 높은 수확고가
기대되었고, 북한 지방 정부는 부족한 식량을 확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2

가정연산승포책임제, 1978년 개혁개방 당시 해당 제도는 중국에 전국적으로 확산·도
입되었다. 가정연산승포책임제의 핵심은 가정이 1개 생산단위가 되어 스스로 청부형
태를 결정하여, 자체적으로 경영하고, 독립적으로 채산(결산)하여 농가의 적극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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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라선경제무역지대 북중 농업시범기지 상황(2011년)

추진 일정

프로젝트

작황

□ 훈춘시 농업국은 2011년 4월 북중 농업협력 라선지역 식용버섯 시범구 및 벼 시범구 프로젝트 정식으로 시작
- 라선시에 식용버섯 및 벼 시범구의 초보적 결정 및 협력 프로젝트 추진표 확정
- 식용버섯 및 벼 시범구 실시 방안 제정, 기술인원 파견 및 조사, 프로젝트 운영 중의 문제점 북한 측과 협조와 소통
- 20여만 위안 자금으로 생산설비, 농기구 등 구입, 라선으로 이동
- 5월 말, 모내기 시작(예상)
- 6월 9일, 북중 농업협력 라선지역 벼 시범구 및 식용버섯 프로젝트, 옥수수 시범구 프로젝트 정식 가동
- 7월 중순, 표고버섯 및 목이버섯(5만 봉지) 생산 시작(예상)
○ 식용버섯 시범구 조성
- 주요재배: 표고버섯 1.2만 봉, 목이버섯 5만 봉지
- 위치: 라선시 농업연구소 내, 면적: 1.3ha
- 총투자(예산): 78.2만 위안
○ 벼 시범구 조성
- 위치: 라선시 농업연구소 및 선봉농장
- 면적 및 시설: 전체 면적 4ha(농업연구소 1ha, 선봉농장 3ha) 벼 시범구 비닐하우스 건설 1,000㎡ 2동
- 총투자(예산): 45만 위안
○ 옥수수 시범구 조성
- 위치: 선봉시 용수농장, 면적 4ha
- 표고버섯 시범구 1만 봉(또는 1.2만), 목이버섯 시범구 규모 5만 봉지
- 벼 시범구 생산량 6.08톤/ha(추정)
- 옥수수 시범구 생산량 7.497톤/ha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길림성 훈춘시(吉林省琿春市) 인민정부; 북·중 라선경제무역구 관리위원회 중국 측 담당자
인터뷰(2012. 11. 30.)를 종합하여 필자 정리.

<표 3-3> 라선경제무역지대 북중 농업시범지구 상황(2012년)

진행 현황

경영 방식

농업
시범기지
작황
향후 계획

□ 2011년 12월 조중라선북대황친선농업회사 건설 사업 시작
-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두만강 농장’ 설립
- 북대황 두만강 농장에 벼농사 1무당 천근(斤) 생산 실험구 프로젝트 실시확정
- 라선시에 4회, 20여명 고찰단 파견, 기초농업상황 파악(벼재배, 토양, 수원, 기후)
- 가정농장 경영방식채택, 벼 재배 시험지구, 560여 정보(560㏊, 555만㎡) 면적확정
- 2012년 4월 1일, 농업용 물자수송, 목단강 하이림 농장→훈춘 권하세관→라선시
- 2012년 4월 4일, 종자를 물에 불리고 비닐하우스 설치
- 2012년 6월 15일, 모내기 전부 완성
○ 국유농장에 가정농장결합(國有農場套家庭農場)
- 자체경영, 독립채산, 자체관리형태의 토지임대방식을 북한 농업개발에 응용
- 농장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지원, 농장 부조, 직공(가정농장 성원)의 자금 등을 결합한 방식
- 300무(20ha)를 하나의 생산단위로 하여 경영관리, 파종, 정지, 모내기, 경작지 관리, 수확 등에 필요한 농업생산
기계설비를 구비
- 총 경작면적은 1만 무(667ha), 주요 작물은 벼
- 2012년 10월 26일 수확시작, 자연재해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무 당 평균 생산량이 400kg에 달함
- 2012년 한 해에 5,000무(333ha) 생산 및 수확 목표 달성, 벼 생산량은 라선지역의 현지 생산량보다 2배
- 북중 북대황라선우호농장의 현대화한 벼 과학기술시범농작지 5,000무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북한에 우수한 쌀을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하고 현지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곡식 정밀가공, 목축(양식) 등 다방면의 협력 의사

자료: 흑룡강 경제망(黑龍江經濟網); 흑룡강성 목단장시(黑龍江省牧丹江市) 관리국; 흑룡강성 북대황망(黑龍江省 北大荒網); 북중
라선경제무역구 관리위원회 중국 측 담당자 인터뷰(2012. 11. 30.)를 종합하여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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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조중라선북대황친선농업회사 벼모집집중육성기지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홈페이지(http://www.kcna.kp: 2017.10. 9.).

다. 고효율농업시범지구 운영 근황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라선경제무역지대 북중 농업시범기지(지구)43의
운영 성적은 비교적 양호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농업시범지구 운영상 문
제점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농업시범기지에 필요한 비료 및 농기자재가 중국에서 지원되면
농업시범기지에 전부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라선경제무역지대 타 지역의 농사
에 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농업시범기지부터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지원된 비료 및 농기자재를 자신들의 국영농장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농사 적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알려졌다. 이후 농업시범기지에 대한
사업 집중력이 저하되었고 수확량 역시 떨어졌다고 한다.44
라선경제무역지대 북중 농업시범기지의 작황이 주변 북한 농장에 비하여 양
호하였으나 북한 측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비료와 농약이 독
하기 때문에 농토의 산성화 문제를 지적했고, 이 때문에 농지의 미꾸라지부터

43
44

이하 농업시범기지로 약칭한다.
중국 측 관리위원회 담당자 인터뷰(2015. 10. 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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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저수지의 물고기까지 모두 없어져 북한 농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없어
졌다는 불만도 제기하였다. 이 때문에 농업시범기지에서 수확되었던 상당량의
곡식과 채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에게 판매되어, 기업의 수익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45
2015년도 시범기지 운영 사업은 북대황집단이 담당하지 않고 길림성 장춘의
한 기업46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7 사업 자금으로는 50만 위안이 지원되
었고 이는 농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운영 그리고 필요한 물자지원에 해당하
는 비용으로 생각된다.48 2015년도 농업시범기지의 결산 방식은 라선북대황친
선농업회사 측(생산 담당 회사)은 벼 총 생산량의 40%(토지, 전력, 농업용수 등
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를 현물로 환산하여 라선농업총회사 측(투자 회사)에
우선 넘겨주며, 남은 생산물(60%)로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원가 보상 등 라선
북대황친선농업회사 측의 이윤으로 처분하는 것이었다. 이때 노동 보수는 당해
연도 총 생산량의 17.4% 범위에서 현물로 지불하였다.49
훈춘시북대황과 길림성간일농업은 각각 2016년 12월과 2016년 10월에 폐업
하였고 북중 라선경제무역구 관리위원회는 2016년 후반부터 활동이 중단된 상
태이다. 따라서 2017년 현재, 라선북대황친선농업회사의 고효율농업시범지구
의 경영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이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군사
도발로 유엔 안보리 제재와 중국의 제재가 시행되었고 이에 북한과 중국 지방
정부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라선 지역의 경협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45

46
47

48

49

이 밖에도 농업시범기지에서 생산된 쌀은 독한 비료와 농약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신체에는 해롭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길림성 장춘 기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에 라선농업총회사를 세웠다.
이후 훈춘시북대황과 길림성간일농업이 2016년 각각 폐업을 함으로써 고효율농업시
범지구 사업은 종료되었다.
북중 라선경제무역구 관리위원회 중국 측 위원장의 부탁으로 장춘의 어느 한 기업
(중국 측 위원장의 친구라고 함)이 지원의 형태로 농사를 진행한 것이다. 관리위원회
중국 측 담당자 인터뷰(2015. 10.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현지조사 인터뷰 결과(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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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효율농업시범기지 평가
북중 농업시범기지(지구)는 시작 이후 2014년 이전까지는 북한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일정한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계획 사업에 대
한 북한 측의 관심도가 낮아졌고, 농업시범기지 지원은 이전에 비하여 약화되
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농장에 배치된 인력은 농사법을 모르는 노동자가
상당수 배치되거나 이마저도 인력 배치가 늦어져 농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
하였다. 농민은 농장을 농업시범기지를 본인의 개인 소토지(뙈기밭 등) 경작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필요한 농기계를 가져다 사용하고 비료를 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농장의 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
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의 관심은 라선특별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지역
의 체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만의 결과물만을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당국이 의도했던 바는 북한이 원하는 물질적인 부분을 중국 기업이
충족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50

1.2. 수광시용태포장유한회사51
수광시용태포장유한공사(이하 수광용태)52는 산동성 유방시(濰坊市)에 소재
한 포장재 및 포장 제품 생산 회사이다.53 수광용태는 과일 및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종이 박스·비닐, 플라스틱 바구니 등 채소과일류의 포장재 및 포장

50
51
52
53

필자의 견해이다.
潍坊日报(2009. 7. 18.)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壽光市龍泰包裝有限公司.
현재 수광시용태포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몇 건의 법정소송으로 경영상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회사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이다.
(http://www.11467.com/shouguang/co/226.htm: 201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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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채소 저장 목적의 상온 창고, 냉동 저장고, 채소
가공 하우스 설비 등의 농업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수광용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평양에 204만 달러54를 투자하여 평양원
예지도국과 함께 원봉합작회사55를 설립하였다. 수광용태는 평양에서 하우스
재배를 진행하였고 채소를 재배하여 북한 내수시장(평양)에 판매하였다.
수광용태는 평양에서 200무亩(1.33ha) 규모의 토지를 임대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비닐하우스56 80개 동57을 건설하였다. 노지와 비닐하우스에서 2모
작을 진행하였고 토마토, 고추, 가지 등 채소류 작물을 재배하였다. 하우스 1개
동의 연간 채소 생산량은 30톤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수광용태-평양원예지도국의 농업 협력은 북한(혹은 평양)에서 최초로 진행
된 외국과 북한 간 농업 분야 투자 사례로 알려졌다. 당시 수광용태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며, 평양원예지도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한다. 생산된 채소 작물은 평양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고 소비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으며, 원봉합작회사의 수익이 매우 양호하였다고 전해진다.
원봉합작회사 투자 사례는 비교적 성공적인 농업 협력 사례 중 하나로 판단
된다. 이는 평양원예지도국은 농업 재배 기술을 이전받고 수광용태는 평양에서
주요 신선채소 공급자58로 수익을 획득하였고, 평양 시민은 겨울철에도 신선
채소 소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54

55
56

57

58

상무국 신고 금액을 기준 수광용태의 대북 투자액은 39만 달러이지만, 유방일보는 투자금
액을 204만 달러로 보도하였다. 본문의 <표 2-9>의 투자 금액은 상무국 신고 기준이다.
园峰合作会社.
평양시에 건설된 비닐하우스는 중국 삼원주촌(三元朱村)에서 연구개발한 하우스로
사용 기간이 길고 보온성이 뛰어나 북한의 기후 조건(한랭하며 비교적 큰 일기 편
차)에 적합하였다고 전해진다.
2008년 8월 시점까지 비닐하우스 20개 동을 건설하고, 2009년 7월 18일까지 비닐하
우스 60개 동을 추가 건설하였다.
열악한 북한 농업 사정을 감안할 때, 가을 및 겨울철에는 신선채소가 매우 적게 공
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가을 및 겨울철에는 원봉합작회사가 매우 중요
한 신선채소 공급자로 역할을 하여 비교적 높은 수익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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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 가공 투자 사례

2.1. 훈춘정성공무유한공사
2006년 길림성 정부는 훈춘수출가공구의 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대정책을 실
시하였고, 이에 대련시에 소재한 대련굉승가정생활용품유한공사는 훈춘수출가
공구에 투자하면서 훈춘정성을 설립하였다. 훈춘정성의 공장면적은 8,800평방
미터, 건설면적은 1,375평방미터이며 현재 자본금은 500만 위안으로 등록되어
있다(기업정보검색사이트: 풍보风报).
훈춘정성은 중국 내 자회사로 목제품생산기업 2곳, 무역회사 2곳을 두고 있
다. 국외에는 러시아와 북한에 각각 3개, 1개를 독점 투자하여 목재생산기업을
설립하였다.59 훈춘정성은 원자재 및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과 러시아
에 진출(走出去)한 것으로 판단된다.
훈춘정성은 러시아 내 비로비잔유한공사, 도탑오이목재유한공사, 달리사유
한책임공사 등 3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9년 극동 연방지구 유대인 자
치주 수도인 비로비잔에 3,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비로비잔유한공사를 설립하
였다. 비로비잔유한공사의 면적은 100,000평방미터로 위생젓가락, 판재 및 원
목 등을 생산한다. 2014년 시베리아 극동 연방지구 아무르주에 18,600만 위안
을 투자하여 도탑오이(圖塔烏爾)목재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도탑오이목재유
한공사의 면적은 70,000만 평방미터로 아이스크림 막대, 판재와 목재 등을 생
산한다. 2016년 러시아 동시베리아에 있는 이르쿠츠크주에 1,023만 위안을 투
자하여 달리사(達利斯)유한책임공사를 설립하고 위생젓가락, 목재 등을 생산
하고 있다.
훈춘정성은 2015년 북한 라선경제특구에 31.8만 달러를 투자하여 두만강목

59

延边就业指导中心 홈페이지 참조
(http://career.ybu.edu.cn/index.php/corpinternmsg/corpdetail/id/1478: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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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창을 독자 설립하였으며 이 가공창의 공장 면적은 150,000평방미터이
다. 훈춘정성은 채벌한 원목을 활용하여 아이스크림, 위생젓가락, 바닥재, 판재,
가구 및 원목 등 목재 가공품을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 원목 벌채는 북한 정부
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훈춘정성은 북한 당국(혹은 라선시)과 직접
적으로 투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아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훈춘정성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 계약할 때
북한의 노동자 공급 건을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60 즉, 훈춘정성은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저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북 투자를 진행하였을 가
능성이 있다.

2.2. 안휘성안국제발전유한회사
안휘성안국제발전유한회사(이하 안휘성안국제)는 안휘성 국유기업인 안휘
성양유식품수출입(집단)공사61의 범계열사 가운데 하나이다. 안휘성안국제발
전유한회사의 모기업은 안휘안량국제발전유한공사62로, 안휘안량국제발전유한
공사의 모기업은 안휘안량공구고분유한공사63이다. 안휘안량공구고분유한공사
의 모기업은 안휘성 국유기업인 안휘성양유식품수출입(집단)공사이다.
안휘성안국제는 2001년에 설립되었고 최근까지의 누적 무역액은 6억 달러
에 달하는 안휘성의 대표 수출입 기업 중 하나이다. 안휘성안국제는 양곡사료,
기계설비, 일용품, 난방 사업부 등 4대 사업부를 경영하고 있으며 10개의 독립
된 사업부에서 양유식품, 전자정보, 일용경공업, 설비 및 기계 일체, 공업원료

60
61
62
63

필자의 견해이다.
安徽省粮油食品进出口(集团)公司.
安徽安糧國際發展有限公司.
安徽安糧控股股份有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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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생산품의 수출입 및 경쟁 입찰 등의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안휘성안국제
는 100여 개 국내외 지사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중국 내 상해(上海), 심천(深
圳), 저주(滁州), 무호(蕪湖) 등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표 3-4> 안휘성양유식품수출입(집단)공사 범계열사 목록
계열사 명

설립년도

주요 경영 분야

안휘안가복식품유한공사(安徽安可福食品有限公司)

1992. 6.

채소, 과일, 견과류 가공

안휘성안국제제발전유한공사(安徽盛安國際發展有限公司)

1993. 9.

부동산개발

황산수호산장유한공사(黃山秀湖山莊有限公司)

1996. 3.

부동산개발

안량기화유한공사(安糧期貨有限公司)

1996. 7.

상품 선물 중계

안경안량식품유한공사(安慶安糧食品有限公司)

2002. 8.

수산물 절임 가공

안휘안량융자담보유한공사(安徽安糧融資擔保有限公司)

2002. 11.

담보, 재무관리, 투자,

국원증권고분유한공사(國元證券股份有限公司)

2007. 10.

증권거래·인수, 투자운용

안휘안량공구고분유한공사(安徽安糧控股股份有限公司)

2010. 8.

수출입대리, 프로젝트 투자

자회사
· 안휘안량실업발전유한공사(安徽安糧實業發展有限公司)
· 안휘안량지산유한공사(安徽安糧地產有限公司)
· 합비건공집단유한공사(合肥建工集團有限公司)
· 안휘안량흥업유한공사(安徽安糧興業有限公司)
· 휘성애지농업과기유한공사(徽省愛地農業科技有限責任公司)
· 안휘안량소액대관유한공사(安徽安糧小額貸款有限公司)
· 안휘안량명태신능원과기고분유한공사(安徽安糧明太新能源科技股份有限公司)
· 안량투자(케냐)유한공사(安糧投資(肯尼亞)有限公司)
· 안휘안량국제발전유한공사(安徽安糧國際發展有限公司)
자회사
· 안휘성안국제발전유한회사(安徽盛安國際發展有限公司)
자료: 안휘성량유식품진출구 중문 및 영문 홈페이지64 및 안휘안량공고고분유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필자 정리(검색일:
2017. 9. 3.).

안휘성안국제는 2014년 12월 북한 평양에 35만 달러를 투자하여 조선성안합
영회사65를 설립하였다. 평양에서 옥수수 국수 등 각종 면류의 생산·판매, 곡

64

65

<http://www.ahcof.com>, <http://www.ahcof.com.cn/cn>, <http://www.ahcofholdings.com>
(검색일: 2017. 9. 16.).
朝鮮盛安合營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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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식용유 식품 수출입, 포장지 생산 및 판매한다.
안휘성안국제는 북한 내수 시장을 진출하기 위하여 조선성안합영회사를 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휘성안국제의 모회사가 중국 국유기업인 안휘성양
유집단이라는 점과 이 회사의 주요 경영 범위에 곡물, 식용유, 음료, 차 등의 수
출입이 포함되지만 면류 생산은 주력 경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떄 안휘성안의 투자 사례는 지원적 성격의 투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66

2.3.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67(이하 길성중양)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에
소재한 농림식품 가공·수출입 전문 회사이며, 주요 경영 업무는 농부산품 매매
및 수출입, 음료 가공 판매, 원목·패널 판매, 건재·농자재·오토바이 부속품·포
장식품의 판매 및 수출입 등이다.
길성중양은 북한 라선경제특구에 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2013년 6월 설
립)68, 라선시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2014년 1월 설립)69, 라선시길성동아
회사(2014년 7월)70 등 3개 회사를 설립하였다.71 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

66
67

68
69
70
71

필자의 견해이다.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 소개: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는 길림성의 농식품 전문 기업으로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및 검역 책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량수매허가증과 전국 공업상품 생
산허가증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붉은 땅콩, 흰 땅콩, 검은 땅
콩, 녹두, 팥, 흰 강낭콩, 붉은 강낭콩, 강낭콩 꽃, 옥수수, 대두, 좁쌀 등 각종 잡곡이
다. 수출 대상국은 남미, 서유럽, 동남아, 호주 등이다(吉林省吉盛粮业进出口有限公
司 홈페이지). <https://cczlsl.1688.com/page/creditdetail.htm>. (검색일: 2017. 9. 1.).
吉盛農業發展有限責任公司.
羅先市吉盛農業發展有限責任公司.
羅先市吉盛東亞會社.
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 라선시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는 투자 회사명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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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시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의 경영 분야는 농산품 수매, 수출입, 농자재
수입 등이며, 라선시길성동아회사는 맥주 및 주정공장을 운영하며 라선시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한다.
<표 3-5>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의 대북 투자 사례
투자모회사

송원시길성중양수출입유한공사

북한 투자 기업명

비준일자

투자 분야

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

2013. 6.

농업 재배

라선시길성농업발전유한책임공사

2014. 1.

농업 재배

2014. 7.

식품가공업
(맥주)

라선시길성동아회사
자료: 필자 정리.

길성중양은 2013~2014년 동안 3차례 대북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길성
중양은 농업 분야 대북 투자 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72 길성중양은 길림성의 주요 농식품 전문기업 가운데 하나로 라선경제무역
특구에 투자한 다른 기업들보다 기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길성중양은 자사의 북한 투자회사와 북대황
등 주변 회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여 맥주, 음료, 주정으로 가공한 뒤
북한 내수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라선시길성동아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
다. 라선경제무역 특구 개발 계획에 식품가공업 발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길성중양은 투자 시 우호적인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길성중양의 장충샤오 대표는 북한 관료의 부패 및 비우호적인 태도로 인하
여 2017년도 대북 투자는 잠정 보류하였다고 밝혔다.73

72

유사하고 투자 분야 역시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동일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
2012년 북대황집단의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 이후 중국 기업은 북한 농업 분야 진
출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한다. 길성중양은 북대황집단의 투자 모델을 참고하
여 농업시범구를 직접 운영하거나 향후 북한의 농자재 내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농자재 수입회사를 설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배 작물의 다종화하거나
지역별 농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투자를 1년간 2차례 진행했던 것으
로 판단된다(필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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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천진시홍화세가유지유한공사
천진시홍화세가유지유한공사(이하 천진홍화)는 2008년 중국 천진시에 설립된
식용유 생산 기업으로 홍화씨식용유 및 홍화씨혼합식용유를 생산하며 중국에서
유일하게 홍화 원료의 수매, 압착, 정제, 포장에 이르는 전(全)공정을 수행한다.
천진홍화는 국유기업인 천진식품집단74의 범계열사 가운데 하나이다. 천진
홍화는 천진시농공상진항공사75의 자회사이며, 천진농간집단총공사76의 손자
회사이다. 그리고 모든 기업의 모회사는 국유기업인 천진식품집단(天津食品集
團)77이다. 천진식품집단의 계열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천진식품집단의 계열사 목록
기업명

등록자본
(만 위안)

설립년도

4,000

2008. 6.

831

1993. 7.

천진시농공상진항공사 이외의 27개 회사
천진시농공상진항공사(天津市農工商津港公司)
자회사
· 천진시홍화세가유지유한공사(天津市紅花世家油脂有限公司)
· 천진시농공상진항공사(天津市農工商津港公司)

100

2013. 7.

· 천진정도생태가기유한공사(天津正道生態科技有限公司)

1,000

2012. 11.

· 천진시복항면업유한공사(天津市福港棉業有限公司)

5,000

2007. 6.

· 천진시진항천조축목과기유한공사(天津市津港天兆畜牧科技有限公司)

4,000

2016. 3.

· 천진정도종기복무전업합작사(天津正道農機服務專業合作社)

73
74
75
76
77

장충샤오 동사장과의 전화 인터뷰 결과(2017. 2. 20.).
天津食品集团.
天津市農工商津港公司.
天津農墾集團總公司.
천진식품집단은 2015년 3월 천진시 위윈회 및 시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유법
인의 독자기업이다. 천진식품집단의 주요 경영 범위는 현대적인 농업·목축·어업 분야,
식품생산 가공업 분야, 창고물류 및 무역 분야, 부동산개발 등이다(천진식품집단 홈
페이지). <http://www.tjspjt.com/index.aspx>. (검색일: 2017. 10. 5.). 천진식품집단은
천진시 소재의 대형 그룹을 하나로 묶었으며, 그룹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그리고 그
룹의 생산 브랜드까지 천진식품집단이 소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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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등록자본
(만 위안)

설립 연도

3,300

2007. 6.

· 천진식품집단상무유한공사(天津食品集團商貿有限公司)

10,000

2015. 3.

· 천진랑통여유용품유한공사(天津郎通旅遊用品有限公司)

500

2005. 8.

· 천진중방주보고완유한공사(天津中房珠寶古玩有限公司)

1,000

2008. 3.

100

2002. 1.

· 천진시대항빈해전창(天津市大港濱海磚廠)

16

1997. 4.

· 천진시강원내업발전중심(天津市康源奶業發展中心)

31

1997. 1.

· 천진빈해신구대항붕달전창(天津濱海新區大港鵬達磚廠)

10

1999. 4.

· 천진시농업상진항공사경흥물자공사
(天津市農工商津港公司競興物資分公司)

35

1993.8

기업명
· 천진시항원부농종식유한공사(天津市港源富農種植有限公司)

· 천진시방원생태농업유한공사(天津市方元生態農業有限公司)

· 이외 17개 자회사 보유
주 1) 천진시농공상진항공사 이외의 27개 회사에 관한 상세 목록 및 관련 정보는 천진식품집단유한공사 홈페이지78 참조.
2) 천진시홍화세가유지유한공사 등 32개 천진시농공상진항공사에 관한 상세 목록 및 관련 정보는 기업정보검색사이트:
풍보风报 및 천진시농공상진항공사 홈페이지79 참조.
자료: 천진식품집단유한공사 홈페이지, 천진시농공상진항공사 홈페이지, 기업정보검색사이트: 풍보风报를 참조하여 필자 정리
(검색일: 2017. 10. 1.).

천진홍화는 2013년 1월 북한에 39만 달러를 투자하여 조선묘향홍화식품유
한공사(이하 묘향홍화)80를 설립하였다. 묘향홍화는 북한 내에서 식물성 식용
유 생산, 유지생산 기술서비스, 각종 농산물 수매 등의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천진홍화의 경리(대표)인 리밍칭(李明清)은 2012년 3월 제8차 천진시농공상
항공사 직공대표대회에서 북한에서 천진홍화 건설을 촉진하여 올해 안에 생산
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天津农垦渤海农业集团有限公司 2012.
3. 5.). 즉 2012년 이전부터 북한에 식용유 공장 설비 투자 및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고, 2012년 말 이후에 식용유 생산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진홍화의 투자 시기 북한은 상당량의 식용유를 중국에 수입하고 있었다.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은 중국에서 9,780톤의 식용유를 수입하였고, 수
78
79

80

천진식품집단유한공사 홈페이지. <http://www.tjspjt.com/index.aspx>. (검색일: 2017. 9. 30.).
천진시농공상진항공사 홈페이지. <http://www.spjggs.cn/index/columnsId=36.html>.
(검색일: 2017. 9. 30.).
朝鮮妙香紅花食品有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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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액은 1,336만 5,000달러에 달하였다(VOA 2011. 6. 1.). 따라서 천진홍화는
북한의 식용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평양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천진홍화는 평양기초식품공장 개건에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013년 평
양기초식품공장81은 식용유 생산공정 등을 개건(리모델링)하였다(로동신문 2016.
8. 11.; 조선중앙통신 2013. 6. 7.). 공장은 개건 이전에는 기술 및 설비가 낙후된
상태였으며 선진 설비와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천진홍화가 북한에
투자한 시기는 평양기초식품공자의 개건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천진홍화는 평양기초식품공장 개건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82

2.5. 단동대동강무역유한회사
단동대동강무역유한공사(이하 단동대동강무역)는 북한의 철광석, 망간, 석탄
등 각종 광물 자원을 도매·수출입하는 무역회사이다. 단동대동강무역 각종 광
석 및 석탄 이외에도 잡화, 의류·신발·모자, 지역 농특산품, 수산물, 건설 자재,
전기기계제품 등의 도·소매 업무 및 화물 수출입, 국제화물운송대리, 통관 수속
업무를 수행한다.
단동대동강무역은 2010년 6월 평양에 77만 달러를 투자하여 국광합작회사83
를 설립하였다. 국광합작회사는 농식품 분야 기업으로 과자, 사탕, 조미료, 배
81

82

83

평양기초식품공장의 규모는 부지면적 10만 2천여㎡, 연건평 6만 3천9백여㎡이며, 된장,
간장, 식용유, 조미료, 맛소금, 비타민E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필자의 견해이다. 이러한 추측을 약하게 지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리밍칭은
2012년 당시 천진시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天津政务网 2015. 1. 25.
天津市市管干部提任前公示), 국유기업 산하 자회사인 천진농간집단총공사의 부총경
리를 겸직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회사 관계자와의 비공식 인터뷰에 따르면, 천진집
단과 북한 정부 사이에 연결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조선묘향홍화식품유한공사의
설립 사례는 천진시와 북한의 공적 투자(혹은 중국의 대북 지원 성격의 투자)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國光合作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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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음료 등을 가공하여 생산한다.
단동대동강무역은 광물 수출입업이 주요 업종이며, 식품가공업과는 큰 연관
성이 없다. 단동대동강무역이 2016년 북한에 최소 31만 7,000달러 상당의 물
자84를 지원(WHO 2016)하는 등 북한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국광합작회사의 설립 사례는 단동대동
강무역이 북중 간 광물자원 중계무역을 확장하고 북한 내 경영활동을 원활화
하기 위한 지원적 성격의 대북 투자일 가능성이 있다.

2.6.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85(이하 길림연초)는 중국 길림성에 소재한 담배
회사로 연길궐련공장86과 장춘궐련공장87이 연합·재편하여 설립하였다. 2006년
12월 1일 중국 국가연초전매국88이 이 회사를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길림연초
의 대표브랜드는 장백산이며, 2014년 상반기에는 장백산(금향괴), 장백산(황인
삼), 장백산(호운) 등을 출시하였다.
길림연초가 북한에 투자·설립한 담배 회사는 대동강연초유한공사, 라선신흥
연초회사,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등 3개 회사89이다. 2000년 평양에 대동
강연초유한공사, 2001년 라선특별시에 라선신흥연초회사를 설립하였고, 2008년
평양에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를 재투자(400만 유로-약 639만 달러)하여
설립하였다.

84

85
86
87
88
89

정보기술장비 11만 8,155달러, 실험 장비 2회 4만 8,650달러 및 7만 8,000달러, 의료
장비에 7만 1,900달러 등.
吉林煙草工業有限責任公司.
延吉卷煙廠.
長春卷煙廠.
國家煙草專賣局.
길림연초의 대북 투자 기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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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연초는 북한 담배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길림연초의 김
홍천 부총경리는 투자항목논증회에서(TobaccoChina 2012. 6. 29.) “2011년 3개
투자기업은 14.1만 상자를 생산 및 판매하여 북한 궐련시장의 점유율이 40%
이상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국 연초는 지속적으로 저우추취
전략을 실시하고 중국 연초기업이 북한 시장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
연초업계와 더 고차원적이고 더 넓은 영역에서 합작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90

가. 북한의 담배산업 투자 여건
길림연초의 북한 진출 당시 북한의 담배산업은 미성숙했던 시기로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길림연초는 북한 연초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북한의 내수 시장을 진출하기 위하여 북한에 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91
첫째, 북한 담배 기업의 경쟁력이 미비하였으며, 외국에 대한 기술·설비·원
료 의존도가 높았다. 2000년대 북한 연초산업의 상황은 개별 기업의 규모가 영
세하였고, 산업의 유통경로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담뱃잎92, 담배 가공
기계, 부속품, 부대재료 등 생산 원부자재가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북한의
담배 기업은 외국에 대한 기술, 자재, 원부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둘째, 2002년 7·1 조치로 외국 기업의 북한 시장 진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
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북한 연초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업도 외국기업과 합
90

91
92

투자항목논증회에서는 중국연초업계의 북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건의 사
항이 발표되었다. 첫째, 북중 연초업계 간 기술, 문호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강
화, 둘째, 북한에 투자한 3개 기업의 통일적 관리 및 대북한 시장 개척을 위한 통일
적 계획 수립, 셋째, 궐련판매망 수립을 통해 북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
계화, 넷째, 궐련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재료의 현지화 생산을 실현, 다섯째, 수
익의 재투입을 통한 생산규모 확대, 여섯째, 기업의 저우추취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정책 제정 등이다.
배종렬·윤승현(2015) 및 陈玉秋·黄英华(2009)를 참고하여 정리.
북한은 1990년대부터 만연했던 북한의 식량난으로 식량작물의 경작면적을 확대하였고
담뱃잎 경작면적은 감소하여 담뱃잎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59
영, 합작의 형태로 협력하여 자국의 연초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북한 연초산업의 진입 장벽이 제거되어 길림연초는 북한의 담배산업에 진입할
수 있었다.
셋째, 길림연초 진출 당시 북한의 연초산업은 연초전매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2007년 7월 21일 북한에서 담배통제법이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
령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연초 생산, 공급 및 수출입 업무의 통일적 관리와 지
도를 위하여 북한연초협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담배통제법 시행에도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 담배통제법의 제정 이후 동 법률을
실시할 수 있는 세칙과 관련 법령들이 미비하였다. 다음은 북한연초협회는 비
상설기구였으며 연초사업을 전체적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완전한 연초사업 전매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즉, 2007년 이전의 북한 궐련
시장은 미성숙하였고 연초 기업의 법적 규제는 많지 않았다.

나. 길림연초의 경쟁우위 요소
길림연초는 대북 담배시장 진출 시 길림성 이외의 중국 기업 및 북한 담배
기업에 비하여 다음 네 가지 장점이 있었다.93
첫째, 문화적 장점이다. 중국 연초업계는 2000년대 이후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북한 시장을 선정한 이유는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북중 우의(友誼)와 길림성 조선족 지역의 조선
족 직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환경, 궐련시장 및 소비자의 흡식 습관을 잘 이
해하고 있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 정부와 연초업계가 양호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경쟁 우위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다.
둘째, 지리적 장점이 존재하였다. 길림성은 북한과 인접하고 있었으며, 사람
의 왕래와 물자 공급이 편리하였다. 이는 중국 연초가 북한 연초시장을 개척할
때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되었다.
셋째, 풍부한 원료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북한에 투자한 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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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렬·윤승현(2015)을 참고하여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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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업은 국가연초전매국의 비준으로 설립되었고, 국외기업에 필요한 담뱃
잎 등 전매물자는 전부 중국연초업계관리시스템에 기입되어 있다. 즉, 국가의
통일적 관리 및 분배가 가능하여, 국외 기업의 경영 수요를 최대한도로 만족시
킬 수 있다.
넷째, 경쟁우위 요소가 있었다.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궐련공업기업의 배합
방법은 국내 모회사에서 개발되었고, 필요한 담배사(絲)는 모두 국내 기업에서
북한으로 발송되었다. 또한 기술직원은 모두 모회사에서 파견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북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되었다.

다. 길림연초의 북한 연초시장 진출의 애로사항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길림연초의 대북한 시장 개척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첫째, 기업 내부의 자재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에 투자한 연초가공기업은 자재 공급 능력이 부족하였고, 담배를 생산할
때 필요한 원부자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운송되어야 했다. 따라서 원부자재 원
가가 상승한다면 수익이 감소되는 구조였다.
둘째, 북한 합작 측의 수익에 대한 재투입 의식이 낮았다. 북한 합작기업의 주
요 목적은 중국과의 합력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분배받아 자사의 자금 압력을
해소시키고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합자기업은 기업의
이윤분배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이윤의 재투입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셋째, 낡은 설비가 북한에 투자되었고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 중국 투자기업
은 설비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투자된 설비는 80년대, 90년대에 사용하던 구형
기계가 대부분이었고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노후화된 설비였다. 또한
투자된 설비와 북한의 기계가 호환이 잘 되지 않아 효율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넷째, 기업 자체의 판매경로 확보에 한계가 예상된다. 북중 간 협력기업에서
생산되는 담배 제품은 북한 측 합작기업 또는 북한 무역회사가 책임져야 했다.
따라서 북한 내 판매망이 구축되지 못한다면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한
계점이 있을 수 있었다.

61

2.7. 연변홍달공무유한공사
연변홍달공무유한공사94(이하 연변홍달)는 2003년 길림성 연길시에 설립된
기업으로 식품, 수산물, 음료, 냉동창고, 건재 등을 판매·수출하면서 수출입 대
리 업무도 수행하였으나 이 회사는 2007년 11월 폐업하였다(기업정보검색사이
트: 풍보风报). 연변홍달은 2006년 4월 북한 라선 지역에 35만 달러를 투자하
여 조선라선미연상업회사95(이하 라선미연)를 설립하였고 라선미연은 라선 지
역 시장에 술, 음료 등 가공식품을 판매하였다.
연변홍달은 라선시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에서는 ‘7·1 경제관리개선조
치’ 후속 조치로 2005년 11월 신규 경제 지침(‘경제관리 개선에 대해서’)이 발
표되었고, 라선 지역의 민간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었다. 또한 라선 지역의 시장
은 북한 청진시로 유통되는 중계 시장의 역할을 하는 등 북한 북부지역 거점
시장으로서의 장점도 갖고 있었다. 이 밖에도 2006년 라선 지역이 중국의 광역
두만강계획에 중요 거점으로 포함되는 것 역시 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당시에 라선 지역에는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용품점, 백화점, 일반
상점 등 도·소매 서비스업, 여객 및 물자 운송시스템 등 물류숙박시설이 발달
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연변홍달은 투자 기회와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2.8. 대련천일상무유한공사
대련천일상무유한공사96(이하 대련천일)는 2001년 3월에 대련시에 설립된

94
95

延邊虹達工貿有限公司.
朝鮮羅先美延商業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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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술, 일용잡화 등 소비재 도·소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0년 11월에
폐업하였다(기업정보검색사이트: 풍보风报).
대련천일은 2006년 4월 평양에 36만 달러를 투자하여 흠금합영회사97(이하
흠금합영)를 설립하였다. 흠금합영은 냉동식품, 냉음료, 조미료, 육류제품 및
각종 식품을 가공·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정보검색사이트: 풍보风报).
그러나 36만 달러 상당의 실물이 투자된 것을 고려할 때 식품가공업 관련 기계
설비가 투자되었을 것98으로 추측된다.99
대련천일은 북한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투자를 진행한 것으
로 보인다. 북한의 노후 공장에 신규 설비 및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조미료 생
산 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평양의 시장은 대부분 개조·증축되
고 매매가 활성화되었고(KOTRA 2005. 11. 25.), 따라서 이러한 요인도 경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련천일은 조세 우대 정책과 동
일 분야 중복투자 금지규정이 있어 북한 내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대련천일상무유한공사의 대북 투자 내용
구분

프로젝트
명칭

위치

유치
규모

기업형태

식품

조미료
생산

평양시

36만 달러

합작

출자내용
북

중

전력,
용수

설비,
원재료

우대 정책

비고

소득세 10%,
3免2半,
중복투자 금지

내수

자료: KOTRA(2006. 7. 10.).

96
97
98
99

大連天溢商貿有限公司.
鑫錦合營會社.
필자의 추정이다.
조선경제자순망(朝鮮經濟質詢網)은 2006년도 북한의 대외 투자유치 프로젝트 사례를 수
록하고 있다. 조선경제자순망 자료에는 조미료 투자 사례의 내역이 발표되어 있으나, 투
자 기업명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대련천일의 투자 시기는 2006년 4월(상무부 비준일 기
준)로 해당 기간 조미료 생산을 목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대련천일이 유일하다(KOTRA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자 사례를 동일한 사례라고 가정한다(필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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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본계시기금물자경소처
본계시기금물자경소처100(이하 본계기금물자)는 1996년 5월에 설립된 집체
소유제101 기업이다. 본계기금물자의 건축자재, 광공업 부품, 전기기기 제품, 화
공품, 금속재료, 노동보험 용품, 자동차 부속품 등을 판매·수출입 업무를 진행
한다.102 이 회사는 요녕성 본계시 계호구채둔시장103에서 일용백화, 담배·술·
사탕·차, 냉음료, 고기·달걀 등을 도·소매하는 매장104을 보유하고 있었다.
본계기금물자는 북한의 조선경공업성무역회사와 협력하여 2004년 7월(상무
부 기준일) 평양에 35만 달러를 투자하여 모란봉음료합영공사105(이하 모란봉
음료)를 설립하였고, 2005년 4월부터 음료의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였다(조선
신보 2005. 5. 13.).
본계기금물자가 투자·설립한 모란봉음료는 북한 내에서 코카콜라 등 수입
음료수를 대체하는 북한산 음료수로 알려졌다(배종렬·윤승현 2015: 173-201). 중
국의 언론매체 신화넷은 모란봉음료합영공사의 음료의 생산과 판매 모두 호조
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산된 상품은 평양시 각 상점과 대형 종합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북한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신화넷
100
101

102

103
104

105

本溪市基金物資經銷處.
한 마을이 집단으로 소유권을 갖지만 의결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사실상 국유
기업으로 향진기업은 집체소유제를 말한다.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향진 소속 주
민들이 중소기업을 형성, 경영과 생산 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며 우
리나라의 농촌 새마을 공장과 비슷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검색일: 2017. 9. 8.).
易企查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qicha.com/company/210500005004110>. (검색일:
2017. 9. 21.).
溪湖區彩屯市場.
易企查 홈페이지 참조. <https://www.eqicha.com/company/2105008969827>. (검색일:
2017. 9. 21.).
牡丹峰飲料合營公司, 북한에서는 ‘모란봉 탄산과일물합영회사'로 명기되어 있다.
<https://namu.wiki/w/%EC%BD%94%EC%BD%94%EC%95%84%20%ED%83%84
%EC%82%B0%EB%8B%A8%EB%AC%BC>. (검색일: 201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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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또한 조선신보는 ‘수입산 음료를 밀어내는 모란봉’이라는 기사를 보도
하며, “조선(북한)에서 수입산 코카콜라와 조금도 짝지지(기울지) 않을 음료수
모란봉이 지난 4월부터 생산돼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소개한다. 모란봉 음료는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통일행사에 제공되었으며(조선신보 2005. 5. 13.), 해당
음료는 북한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명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업 전후방산업 투자 사례

3.1. 조중명서투자관리유한회사
조중명서투자관리(북경)유한공사106(이하 명서투자관리)는 ‘광복지구 상업중
심’의 중국 매장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2014년 6월 중국 북경에 설립된 기업
이다(기업정보검색사이트: 풍보风报). 명서투자관리가 판매하는 품목은 전자제
품, 장치 및 부품, 일용품, 문화용품, 체육용품, 화장품, 의류, 신발·모자, 침, 방
직품, 공예품, 완구, 시계, 안경, 트렁크, 가죽가방, 식용농산품, 건축자재, 사진
장비, 기계설비, 일반장비, 특수장비, 화학제품 등이며, 투자관리·자문, 화물·기
술의 수출입, 수출입 대리 등의 업무도 진행한다.
명서투자관리는 2015년 11월 평양에 39만 달러를 투자하여 평양승복합영회
사(이하 평양승복)를 설립하였다. 명서투자관리는 자신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북한에 비료를 판매하고자 평양승복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명서투자관리는 평양에 개설되어 있는 ‘광복지구 상업중심’107,108의 중국 매
106
107

朝中明瑞投資管理(北京)有限公司.
‘광복지구 상업중심(光復地區商業中心)’은 중국의 비해몽신무역(북경)유한공사(飛
海蒙信貿易(北京)有限公司, 이하 비해몽신무역)와 북한의 대성총상사(大聖總商社)
가 합작하여 만든 매장(슈퍼마켓 또는 백화점)으로 두 회사는 2012년 2월(상무부
비준일) 설성합영회사(薛聖合營會社)를 설립하였다(비해몽신무역에서 65%(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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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명서투자관리는 ‘광복지구 상업중심’
을 경영하면서 북한 내 상업유통 시스템에 정착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인적 네
트워크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명서투자관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상업유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북
한에 비료를 유통시키고자 평양승복합영회사를 설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된다.109 현재 북경지복래의 주요 해외 판매처에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서투자관리는 북경지복래110의 국외 대리점인 북한 판매 대리점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에 지복래 상품111을 수출·판매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112

108

109
110

111

60%)의 지분 소유). ‘광복지구 상업중심’은 2009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약 2년간
개·보수하여 2012년 1월 정식 개업하였다. ‘광복지구 상업중심’의 전체면적 2.7만 평방
미터, 경영면적 약 1.3만 평방미터이며,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식품·생선·일
용품, 2층은 복장·가구·악기, 3층은 레스토랑·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설계되어 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은 2010년 중국 방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소성(江蘇省) 양
주시(楊州市) 슈퍼마켓을 시찰하면서 “우리도 대형 슈퍼마켓트(광복지구 상업중심)를
만들라”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다(인민망 2012). 북한 당국의 북한식 슈퍼
마켓 설립 의도는 북한 내 확산되고 있던 장마당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준(準)국영 기
관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슈퍼마켓에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아시아프레스 2012. 9. 25.), 경영 방식의 후진성, 북한 내부의 우려 및 반발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FA 2017. 1. 31.).
필자의 견해이다.
북경지복래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06년에 자본금 2000만 위안으로 북경에 등록되
었으며, 같은 해 중국 농업에서 수여하는 생물비료등기증을 받았다. 북경지복래는 미
생물비료를 생산하는데, 온실, 과수, 전지, 차, 연초 등의 전문비료를 생산한다. 북경지
복래의 홈페이지에는 해외판매 대리점이 북한과 말레이시아로 설명되고 있어 명서투
자관리의 대북한 투자 분야가 농업인 이유는 북경지복래의 북한 판매 대리점의 역할이
라는 것으로 판단된다(지복래 홈페이지, http://www.dflswf.com: 2017. 9. 23.).
지복래는 북경지복래의 활성세포비료 상품의 브랜드로, 주요 원리의 이름이 지복래
로 되어 있다. 지복래 비료는 10% 이상의 증산을 높이는 기술과 작물의 전체 생육
기간 중 질소비료를 30% 낮추는 기술을 갖추었다고 한다. 알카리성 토지 개량, 중
금속 복원, 농약 잔류 분해 등을 해결하고 있는 우수한 비료라고 홍보하고 있다(지
복래 홈페이지, http://www.dflswf.com: 2017.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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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승복합영회사의 경영 분야에는 생물농약연구개발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이 회사는 북한에 농업 관련 기술 지원을 수행 중이거나 향후 북
한 내에서 지복래 비료의 생산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2. 률수현공로객운유한공사
률수현공로객운유한회사(이하 공로객운)113는 강소성 남경시에 소재한 교통
운수 회사로 리수이현에서 시내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114 공로객운은 2014년
2월 북한 라선경제특구에 132만 달러를 투자하여 라진대양회사를 설립하였다.
공로객운은 중국에서 농기구 부속품을 수입하고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북한 내
수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라진대양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북한의 자동차 제조업 및 농기계 제조업의 투자 분위기 및 전망
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의 3대 자동차그룹 가운데 하나인 일기집
단(一汽集團)이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자동차 공장 설립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凤凰网 2013. 8. 29.), 중국 대형 기업의 라선시 진출은 률수현공로객운의 대북
한 진출에 안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중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위원회’ 및 북한이 주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 및 상품박람회가 2012년 이후 중
국과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대북 투자의 불확실성을
112

113

114

또한 명서투자관리는 전문적으로 화물 수출입, 기술 수출입, 수출입대리 등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수입되는 북경지복래의 비료 역시
직접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률수현공로객운유한회사의 대표는 손지원(孫繼文, 손계문)으로 손지원은 2004년부
터 2006년까지 농업 관련 회사인 률수십리농업을 운영한 바 있다. 률수십리농업은
가축·수산물 양식 및 판매, 채소·묘목재배 판매, 사료가공 및 판매를 위주로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률수현공로객운은 남경률성객운유한공사(南京溧盛客運有限公司), 남경률수기거객
운유한공사(南京溧晨汽車客運有限公司), 남경률가파사유한공사(南京溧佳巴士有限
公司)와 상호 교차 투자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67
일정 수준 감소시켜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
로객운은 초기에 일정한 정도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추측된다.115
초기 라선경제무역지대 중조공동위원회는 식품가공업 및 농작물 재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중조 라선시경제무역지대(2011~2020년) 계획
에 관한 구조 협의), 북대황집단이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농업시범구를 운영하
기 위하여 진출하는 등 농림축산업 분야의 투자 전망이 양호했다고 전해진다.
2011년부터 라선국제상품 전시회에는 트랙터 등 농기구의 전시도 함께 이루어
졌으며 실제 판매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률수현공로객
운의 농기계 조립과 판매도 투자 성과가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중국 북대황
집단이 투자한 현대고효율농업시범구 사업이 중단되고 및 길성중양의 2017년
도 대북 투자 계획이 난항을 겪는 등 투자 환경이 불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최근 공로객운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3. 요녕화풍목업고분유한공사
가. 요녕화풍목업고분유한공사 소개
요녕화풍목업고분유한공사116(이하 화풍집단)는 중국 사료업계 10위인 회사로
비교적 영향력 있는 사료 생산 기업이다. 2010년도 사료 판매량은 210만 톤에
달하였다.
화풍집단의 경영 분야는 프리믹스 사료, 농축사료, 배합사료 등 사료 분야,
무역 분야, 산업화 분야, 종합 분야, 식품 분야 등 5개이다. 화풍집단은 주로
사료 관련 가공·생산·무역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무역, 닭고기 생산 산업화, 동
물약품, 양식설비, 농산물 정밀가공, 농업전자상거래 관련 자회사가 100여 개

115
116

필자의 견해이다.
遼寧禾豐牧業股份有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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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른다. 화풍집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29개 성시(省市)에서 판매되고 있으
며, 국외에는 북한, 네팔,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지에 지사
를 갖고 있다(바이두백과).117 현재 화풍집단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해외에
5개 공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료 및 사료원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화풍집단
의 해외 공장은 북한 및 네팔에 있으며, 북한 내에서는 조선은파산무역회사와
함께 투자하여 조선은풍합영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3-8> 화풍집단의 성장 과정

1단계

1995~1999년
- 외자기업 중국 독점 마감
- 프리믹스 사료 민족
브랜드 창립

2단계

2000~2005년
- 주주 참여 확대
- 사업 확장 돌파구 실현

3단계

2006~2010년
- 국제화 진행 가속화
- 종합경쟁력 지속적 향상

4단계

2011~현재
- 화풍집단 상장
- 신규 사업 확장 모색

- 화풍집단 성장단계의 첫걸음으로 1997년에 중국 동북에서 제일 큰 규모의 프리믹스
사료 생산 및 판매기업으로 등극
- 1998년 심양의 천지(天地)사료공장 합병 등 동북지역으로 자사 설립 확장
- 1999년 심양시 혼남(渾南)하이테크단지에 자체 현대화 공장 및 청사 설립, 원료공급을
위한 무역회사 설립
-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해외 첫
- 2005년

총 25명으로 주주 확대
북경에 자사 설립으로 전국 확대 준비
주식제 기업으로 전환, 총 18개 지사 보유
심양시 농업하이테크단지에 위치한 ‘화풍사료공업단지’의 일정한 규모로 성장,
합작기업으로 북한에 조선은풍합영회사 설립
설립 10주년으로 해외 2번째 합자기업 네팔화풍 설립

- 2006년 네덜란드 Royal De Heus Company와 합자를 통하여 본부 청사, 심양화풍의
신규 공장 준공으로 중국의 유명 브랜드로 선정
- 2008년 네덜란드 은행에서 4.3억 위안 신용대출
- 2009년 금융위기 극복과 더불어 기업의 온라인 사업화로 발전, ERP 전면도입을 통하여
정보화 관리
-

2011년 화풍집단의 판매액은 1백억 위안 초과
2012년 요녕화풍식품 건설, 식품 분야 진출
2013년 중국제조기업 500강 기업으로 선정
2014년 상해거래소에 정식 상장, 화풍집단 판매총액 160억 위안 돌파로 신규 기록 달성
2015년 창사 20주년을 통하여 지사 설립 확장, ‘파미특(派美特)’ 체인 애완동물병원
설립, ‘광대집(逛大集)’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시작, 인도 NEXUS사료유한회사와 흑
룡강화우(黑龍江華宇)집단과 계약 체결하여 인도, 러시아에 합자로 공장 건설 계획
- 2016년 닭고기 생산 2.75억 마리로 중국에서 3위, 돼지사육 사업 시작, 국제 신규
프로젝트 증가로 인해 이란, 필리핀과는 이미 합작 의향서 체결, 사료첨가제·생물제재·
수의약과 지능양식설비 등 제품은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 국가에 판매하
고 있고 자회사 6개 설립

자료: 禾丰集团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필자 정리(검색일: 2017. 10. 9.).

117

바이두백과 참조.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17.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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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은풍합영회사 관련 정보
2003년 4월 12일 화풍집단과 조선은파산무역공사가 합작·협력 협의문에 정
식 서명하고 조선은풍합영회사 설립 및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118 2004년 2월 28일에 화풍집단과 조선은파산무역공사는 공동 출자하여 조
선은풍합영회사를 설립하였고 4월 북한 및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비준받
았다.119 2005년 11월 조선은풍합영회사의 신규 설비가 증설되고 시험 생산에
들어갔으며, 2006년 5월 조선은풍합영회사는 정식 개업하여 사료첨가제를 생
산하기 시작하였다.
화풍집단과 조선은파산무역공사의 전체 투자액은 80만 달러로 화풍집단의
지분 비중은 55%120이며 조선은파산무역공사는 45%이다. 화풍집단은 주로 설비,
원료와 기술을 투자하고, 조선은파산무역공사는 토지와 공장을 투자하였으며
합자기간은 10년이다.
<표 3-9> 화풍집단의 대북 투자 시기 및 주요 내용
시기

주요 내용

2003년 4월

- 중국 화풍집단과 북한 조선은파산무역공사 간 MOU 체결

2004년 2월

- 화풍집단과 조선은파산무역공사 공동출자 후 조선은풍합영회사 설립

2004년 4월

- 북한 및 중국 정부의 정식 비준

2005년 11월

- 조선은풍합영회사 신규설비 증설 후 시험생산

2006년 4월

- 조선은풍합영회사 정식 개업 및 생산 가동

자료: 禾丰集团 홈페이지(검색일: 2017. 10. 5.); 中国日报(2014. 10. 10.); 新华网(2006. 4. 10.)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현재 조선은풍합영회사의 주요 설비는 사료 생산 설비 및 양돈, 양계장 등이
있다. 2011년 기준, 중국 측의 파견 인원은 3명이며, 북한 측 관리원은 48명이

118

119

120

禾丰集团. 禾丰集团与朝鲜银波山贸易公司正式签定合作办厂协议.
<http://www.wellhope-ag.com/show.php?id=10000>. (검색일: 2017. 2. 27.).
禾丰集团. 禾丰集团朝鲜分公司即将成立.
<http://www.wellhope-ag.com/show.php?id=10102>. (검색일: 2017. 2. 27.).
화풍집단의 55% 지분에는 10%의 기술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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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측 근로자와의 업무 진행은 북측 관리원을 통해서 수행되지만, 사장이
중국인임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은 화풍집단에게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7년 현재, 화풍집단은 평양시에 현대식 양돈장을 건설하고 있으
며, 사료에 활용할 수 있는 어류 양식장 및 어분장을 건설하는 등 축산 분야의
추가 투자를 건설할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향후 북한의 내수 시장 진
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121
<표 3-10> 조선은풍합영회사의 기업 정보
분 류
위 치
운영 회사
주요 생산 품목

주요 시설

비 고

내 용
∙ 북한 평양시
∙ 조선은풍합영회사
(중국의 화풍집단과 북한의 조선은파산무역회사 합자 출자)
∙ 돼지, 소, 가금류, 수산물 대상 혼합 사료
∙ 돼지, 닭 등 육제품
∙ 9·27 양계장
∙ 신규 설립 양돈장
∙ 혼합 사료 가공 시설
∙ 최근 회사 운영 및 판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 화풍집단은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2017년 2월, 화풍집단 홈페이지).

자료: 禾丰集团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검색일: 2017. 2. 27.).

다. 조선은풍합영회사의 생산 관련 정보
조선은풍합영회사는 2006년 4월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사료첨가제를 생
산하고 있었으며 돼지, 소, 가금, 수산 등 프리믹스 사료(사료첨가제) 7개 시리
즈, 43가지 제품을 생산하였다. 2011년 상반기 조선은풍합영회사의 총자산은
2,100만여 위안이었으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북한 판매량은 18,720톤이
다(中国饲料行业信息网 2011. 6. 16.).

121

禾丰集团. 金卫东董事长2017年首次出访. <http://www.wellhope-ag.com/show.php?id
=67786>. (검색일: 201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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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풍합영회사의 브랜드 ‘은풍’의 사료첨가제는 북한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명도가 있다. 북한 중앙방송은 2010년 10월에 김정일이 9·27 양계장을 시찰
한 것을 보도하였다. 당시 양계장 책임자는 생산임무를 2개월 단축하여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은풍합영회사의 프리믹스 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
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은풍’은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밖에도 조선은풍합
영회사는 북한 중앙방송에서 사료첨가제에 관련된 기술강좌를 진행하였고, 상
당한 광고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中国饲料行业信息网 2011. 6. 16.).
<그림 3-3> 조선은풍합영회사 사진

자료: 禾丰集团(검색일: 2017. 2. 27.).

4. 기타

4.1. 단동항풍상무유한공사
단동항풍상무유한공사122(이하 단동항풍)는 조선족 사업가인 심청송이 2002년

122

단동항풍상무유한회사(丹東恆豐商貿有限公司)의 대표는 흑룡강성 녕안현(寧安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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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동시 단동변경경제합작구에 설립하였다. 단동항풍은 대외무역경영권,
변경소액무역권을 갖고 있는 대외무역 및 유통기업으로 전문적인 대북 무역회
사이다.123 회사의 총면적은 700평방미터 이상으로 현재 30여 명의 직원이 근
무 중이다. 주요 수출 상품은 기계설비일체, 건축 자재(상하수도관 자재 등), 화
공 원자재, 경방직물, 자동차 및 관련 부속품, 금속 원자재, 식량〮식용류 등을 중
계무역을 수행한다. 주요 수입 상품은 유색금속, 실크, 누에 등으로 주요 수출
입 대상국은 북한과 한국이다.124
심청송은 대북 무역업자 및 단동시 및 요녕성의 정협위원125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서 기반을 다졌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네트워
크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심청송은 2008년 단동시 정협위원으로 활동하고
2013년에는 요녕성 정협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심청송은 북한에 일정한 기부
와 북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북한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조선중
앙통신 2016. 8. 27.).126 심청송의 이러한 배경은 단동항풍의 대북 사업이 상당
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127

123

124

125
126

127

출신의 조선족 심청송(沈青松)이며,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6만 위안으로 고정자산
총액은 2,000만 위안, 유동자금은 1,000만 위안 이상인 유한책임공사이다. 심청송
은 2008년 단동시의 정치협상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심청송은
단동시 조선족기업가협회 상무부회장 겸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길림뉴스 2011. 7. 29).
단동항풍이 대련세관으로부터 A류 수출입무역회사 칭호를 수여받았음. A류 수출입
무역회사 칭소는 단동시 내에서 10개 미만이라고 함.
智联招聘 홈페이지 <http://company.zhaopin.com/CC312538027.htm>, 猎聘 홈페이지
<https://www.liepin.com/company/gs1625316>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검색일: 2017. 9. 3.).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에 상당함.
2016년 8월 27일 중앙통신에 의하면, 재중 조선인 총연합회중국 단동시 조선족 기
업가협회를 비롯한 재중동포 단체들과 중국 단동 항풍 상무유한공사 총경리 심청
송 등 동포들, ‘선군절’ 즈음 김정은에게 축하 전문(월간 북한 동향 2016년 8월호,
p. 99) 심청송의 실명과 단동항풍이 북한 중앙통신을 통해 언급되는 등 심청송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요녕성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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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단동항풍은 북한 평양에 성심합작회사128를 설립하였다. 단동항
풍은 과자·사탕·빵·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판매하였고, 성성커피숍(星星茶館)을
운영하였다.
당시 평양에서는 농식품 수요가 변화하고 있었고, 단동항풍은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자, 스파게티를 판매하는 서양식
레스토랑이 증가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커피 전문회사인 헬무트 사커가 평양에
카페129를 개점하고, 싱가포르 회사와 계약된 햄버거 가게130, 이탈리아 요리 전
문식당이 추가 개설되는 등 외식업이 성장하고 있었다고 한다(이데일리 2011.
12. 13.).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성성커피숍의 투자 성과는 양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동항풍이 운영하는 성성커피숍은 2005년 평양에 설립된 별무리 카페와 동
일한 가게일 가능성이 존재한다.131 만약 별무리 카페와 성성커피숍이 동일한
가게라면, 단동항풍은 북한 지역사회에 일정하게 공헌을 위하여 별무리 카페를
인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132
심청송은 대북한 무역·투자의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탄화규소 공장 개조 프
로젝트에 투자하고(2012년) 의류수출가공 계약 체결(2014년)을 맺는 등 북한과
활발하게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 별무리 카페>
2005년 6월 21일 평양 한복판에 식당 별무리 카페가 개장하였다. 미국 기독교 안식일 교회의 구호단
체 아드라(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ADRA)가 운영하는 유럽형 카페 ‘별무리’는
제과점과 레스토랑을 겸한 스위스식 카페인데, 2개의 방을 포함해 한꺼번에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평양 시내 고려호텔 인근에 문을 열었으며 22가지의 빵과 과자, 35가지의 서양 음식을
판매한다. 총 8만 달러의 카페 개설 자금 중 일부는 스위스 소매회사 미그로스(MIGROS)와 아드라 스위

128
129
130
131
132

<http://www.lnzx.gov.cn/qh_1104/zf/2016-01-28/Article_46914.shtml>. (검색일: 2017. 9. 28.).
星心合作會社.
비엔나 커피숍.
삼태성청량음료점.
성성(星星)은 별무리라고 번역할 수 있음.
필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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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부담했으며 북한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있었다. 구호단체 아드라는 지난 1999년부터 북한에서 인도
주의적 개발사업과 재난구호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드라가 2002년 평양에 세운 빵공장에서는 하루 5만
개의 빵과, 30만 개의 영양 과자가 생산돼, 북한 전역 학교와 고아원의 어린이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굶
주린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빵공장 사업은 3년 이상 지속되어 왔지만, 공장 운영이 쉽지만은 않았
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빵공장에서 생산된 빵을 팔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다가
별무리 카페를 개장하게 되었다.
세부 운영은 북한 측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데, 현재 10명의 북한인이 고용되어 있다. 별무리 카페는
에스프레소와 라테, 카푸치노, 모카 같은 커피의 경우 한 잔에 미화로 5달러를 받고 있다.
자료: RFA. 2005. 8. 9. 서구식 식당서 피자 즐기는 북한인들: 평양 별무리 카페, VOA. 2014.12.2. '북한, 차·커피
문화 유행 … 호텔, 찻집보다 140배 비싸'를 참고 후 필자 정리.

4.2. 투자조선(投资朝鲜)
투자조선133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대북 투자유치를 위하여 홍보하는 사이트
로 북한 투자 당국(혹은 국영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추정된다.134
북한의 투자유치 희망 항목은 화학공업, 전력 및 채광공업, 농업, 식품부문 등
16개이며, 이 중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분야는 재배부문 및 가공부문이 있다.
재배부문의 투자 홍보 항목은 양계장, 양돈장, 말·사슴 목장 등 축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북한 내수 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
도 약초 생산 확대, 제초제 생산 등의 분야에서도 투자 홍보가 진행되고 있었다.
투자유치 희망 지역은 평양시,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으로 다양하였다.

133
134

투자조선 홈페이지. <www.idprkorea.com>. (검색일: 2017. 2. 26.).
투자조선 사이트는 북한 투자 당국(혹은 국영기관)이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운영한다고 한다(중국 모회사 고위 관계자 인터뷰 내용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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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북한의 투자유치 항목(순수 농업 분야)
상세 내용

홍보
시기

항목명

2014. 10.

조선남포양계장합작
朝鲜南浦养鸡场合作项目

남포시 강서군

∙ 산란계, 사료
∙ 내수 시장

조선남산무역회사

2014. 10.

조선남포양돈장합작
朝鲜南浦养猪场合作项目

남포시 강서군

∙ 종돈, 사료
∙ 내수 시장

조선남산무역회사

2013. 4.

축사열차폐식태양광온실
蓄热壁式太阳能温室项目

평양시

2008. 6.

말·사슴목장투자
马鹿牧场投资项目

평안남도

2007. 5.

제초제생산공장
除草剂生产工厂项目

-

2007. 4.

린산약초규모확대
邻山草药扩大规模

황해북도

∙ 약초 생산 설비 투자
∙ 동남아, 유럽 수출

2007. 4.

사슴목장 확대생산
鹿场扩产

함경북도

∙ 사슴 제품 증산(20만 유로)
∙ 수출(70), 내수(30) 시장

2007. 4.

사료첨가제 수입
饲料添加剂进口

-

2007. 4.

토끼털가공기업 신설
新建兔皮加工企业

2007. 4.
2007. 4.

위치

투자 내용

북한의 관련 단위

∙ 온실건재, 설비, 종자 등

-

∙ 신품종 도입·사육

-

∙ 제초제 생산, 기술 발전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함경북도 마전양녹목장

∙ 비타민, 미량 원소 첨가제 생산

-

평양시 또는
신의주시

∙ 토끼털 가공 생산설비, 기술
∙ 내수 시장

-

버섯가공기업 신설
新建蘑菇加工企业

평양시 또는
신의주시

∙ 버섯 가공
∙ 내수 시장

-

대두재배·가공합작항목
高产大豆种植与加工合作项目

함경남도

∙ 대두 종자, 농자재, 양파 등
∙ 내수 시장

-

자료: 투자조선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검색일: 2017. 2. 26.).

가공부문에서는 김치, 사탕, 통조림, 냉면 등 다양한 농식품의 생산 설비 투
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있다. 투자유치 희망 지역은 평양시, 남포시,
신의주시 등 북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 분야 투자 홍보 지역과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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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북한의 투자유치 항목(농식품 가공 분야)
상세 내용

홍보
시기

항목명

2014. 10.

조선남포식품가공합작항목
朝鲜南浦食品加工合作项目

남포시

2014. 5.

조선식품가공항목 유치
朝鲜食品加工厂项目招商

-

2013. 4.

조선압록강호텔합영항목
朝鲜鸭绿江饭店合营项目

신의주시

2007. 10.

조선소시지식품가공업 유치
朝鲜香肠食品加工厂项目招商

평양시

2007. 4.

사탕 생산
糖果生产

-

2007. 4.

김치가공기업 신설
新建泡菜加工企业

2007. 4.

위치

투자 내용
∙ 제분, 식용유, 설탕, 첨가제

북한의 관련 단위
조선남산무역회사

∙ 소시지, 전병, 아이스크림, 라면
∙ 내수 시장

-

∙ 호텔 경영 현대화, 확대
∙ 내수 시장

-

∙ 소시지 가공 설비 확대(세제 및
각종 우대 정책 제공)
∙ 내수 시장

북한정무원 소속
무역회사

∙ 사탕, 과자 가공 설비 확대

-

평양시 또는
신의주시

∙ 설비 투자, 생산 기술(우대 정책 제공)
∙ 내수 시장

-

냉면가공기업 신설
新建冷面加工企业

평양시 또는
신의주시

∙ 설비 투자, 생산 기술(우대 정책 제공)

-

2007. 4.

통조림생산기업 신설
新建罐头生产企业

평양시 또는
신의주시

∙ 통조림 가공 설비 투자
∙ 수출 및 내수 시장

-

2007. 4.

조미료 생산
调料生产

-

∙ 조미료 생산 확대(소뼈)
∙ 내수 시장

-

2007. 4.

사탕음료 생산
糖果饮料生产

평양시 또는
신의주시

∙ 사탕, 음료, 흑맥주 생산 설비 확대
∙ 내수 시장

-

2007. 4.

사탕음료 생산 항목
糖果饮料生产项目

평양시
용성지구

∙ 사탕, 음료, 흑맥주 생산 설비 확대
∙ 내수 시장

-

자료: 투자조선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검색일: 2017.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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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 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사례 분석

2000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농식품부문 대북 투자는 농업, 임업, 축산업, 담
배제조업, 음료가공업, 채유가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분야
별로 살펴 보면, 순수 농업 분야(1차 산업)에 2건, 농식품 가공 분야(2차 산업)
에 11건,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 3건이 투자되었으며, 이 밖에도 기타 투자
사례가 1건이 있었다.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는 농식품 가공 분야
투자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었다.

1.1. 투자 형태
외국 자본이 투입되어 북한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기업은 경영 방식에 따라
합영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으로 구분된다.135 최근까지 중국 기업은 북한 농

135

합영투자는 외국투자자가 북한 측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며,
투자 비율에 따라 양측의 이윤이 배분된다. 합작투자는 외국투자자 및 북한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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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문에 투자하여 최소 합영기업 7개, 합작기업 6개, 독자기업 1개를 설립
하고 경영을 하였다.136 순수 농업 분야는 합작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식품
가공업 분야는 합영 형태가 많았다. 이는 농작물 재배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합작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였고,
식품가공업 분야에서는 북한 당국이 중국의 설비,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합영 투자를 유치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 농업 분야의 합영회사 투자 사례는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식
품가공업 분야의 합영회사 투자 사례는 조선성안합영회사, 평양백산연초유한
책임공사, 흠금합영회사, 모란봉음료합영공사, 대동강연초유한회사 등 5개였
고, 농업전후방산업 분야에는 평양승복합영회사, 조선은풍합영회사 등 2개 회
사가 있었다.
순수 농업 분야의 합작회사 투자 사례는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사, 원봉합작회사
등 2개가 있었다. 식품가공업 분야에서는 조선묘향홍화식품유한공사, 국광합작
회사, 두만강목재가공창 등 3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기타 분야의 합작회사
설립 사례도 1건 있었다. 독자회사 설립 사례는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라
선시에 투자하여 라선신흥연초회사를 설립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되었다.

1.2. 중국 투자기업 소재지 및 투자 대상 지역
북한에 투자한 중국 투자기업의 소재지는 길림성과 요녕성 등 북중 접경지
역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환발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북경시, 천진시, 산동

136

공동으로 투자하지만 북한 측이 경영에 책임을 지며, 계약조건에 따라 이윤이 분배
되는 방식이다.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북한 내 독자적으로 투자·설립·운영한다
면 독자기업으로 분류된다(대북투자지침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합작
법 등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라선시길성동아회사, 라진대양회사, 조선라선미연상업회사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설립 유형을 분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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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강소성, 안휘성의 소재 기업도 일부 있었다.
투자조선 홈페이지에서는 평양시,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 다양한 지
역에서 외자 유치를 홍보·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는
평양, 라선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이었다.
<그림 4-1> 중국 투자기업의 소재지별 분류

지역별 투자 기업 수
1개
7개
5개
1개
1개
1개
1개

자료: 필자 정리.

중국의 대북 투자로 평양시에는 총 11개 농식품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 중
순수 농업 분야에서는 원봉합작회사 등 1개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는 조선성안합영회사, 조선묘향홍화식품유한공사, 국광합작회사 등 7
개 기업이 설립되었다.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서는 평양승복합영회사, 조선은
풍합영회사 등 2개가 설립되었으며, 기타 사례도 1건이 있었다.137
라선시에는 총 6개 농식품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 중 순수 농업 분야에서는

137

이 밖에 기타 투자 사례 1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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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사 등 1개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는 라선시길성동아회사, 조선라선미연상업회사, 라선신흥연초회사, 두만강목
재가공창 등 4개 기업이 설립되었다.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서는 라진대양회
사 1개가 설립되었다. 2013년 이전 라선 지역에 투자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였
으나 2013년 이후에는 4건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라선 지역의 농식품부문 투
자는 2013년 즈음부터 활성화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투자 승인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138 지금까지의 대북 투자 사
례는 북한 당국의 투자 수요를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선 지역에서
는 개발 수요가 있으며 평양에서는 소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 자본이 투자하여 서양식 레스토랑, 슈퍼, 카
페 등을 설립하고 있었다. 일부 계층에 한정될 수 있겠지만, 평양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재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선 지역에서는 2009년 이후 북한과 중국의 당국 주도의 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분야의 투자도 추진되었으며, 북한의
임산물 원자재 및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진행되었다. 라
선 지역 농식품부문 투자 활성화는 북한 당국의 제도적 정비와 북중 간 경제
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말부터 북한 당국은 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기업에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또한
북중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라선북대황우호농업회사가 설립되는 등 라
선 지역의 농식품부문 이전에 비하여 투자 관심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된다.

1.3. 투자 유형
현재까지 조사된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는 주로 북한의 내수 시

138

하단의 투자 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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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16건)였으며, 원자재 및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
자는 1건 있었다. 이는 중국의 투자 기업이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여건으로 북
한 생산 후 중국 수출 방식은 적합하지 않아, 북한 내수 시장을 주 목적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내수시장진출형 투자는 각 기업의 투자 배경(혹은 목적)에 따라 판매확대형,
대북지원형, 무역원활화형으로 구분된다. 판매확대형 투자 사례는 6건이었으
며, 2015년에 평양 내 비료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평양승복합영회사가 대표적
이었다. 대북지원형 투자 사례는 6건이었으며, 2014년에 북한의 면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투자한 조선성안합영회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4년의
화풍목업의 투자 사례는 대북 지원적 성격으로 투자하여 이후 북한 내 수요를
창출하고 판매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015년에 진행된 훈춘정
성의 두만강목재가공창 투자 사례는 합작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의 목재
등 원자재, 라선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되었다.

2. 시사점

북한 당국은 합영·합작사업과 경제발전을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업 추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266-269). 첫째, 합영
합작사업의 대상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공장, 기업소를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거나, 첨단기
술에 기초해서 새로운 공장·기업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타산에 기초하여 합영·합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쌍방의 투자총액 △판매수입액 △생산제품의 원가 △누적 자금
수입액 △북측이 공급하는 전기 및 용수의 가격 △임금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오승일 2010: 37).139
셋째, 합영·합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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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자유치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전력·통신·물류체계 등의 관련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합영 합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영·합작기업들의 정상적인 기
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
고 그 결정 존중 △해당 기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일방적 행정지시 금지 △ 생
산공정의 신기술 도입 장려 △판매시장 확대 지원 △연간 결산과 이윤 배분 사
업의 정확한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부당한 행정 간섭이
나 정치논리로 외자기업이 손실을 입지 않고 이전에 비해 자유로운 경영활동
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김형곤 외 2011: 44).

2.1. 법률적 투자 여건
북한 내 외국기업/개인 투자에 관한 법적 규정은 사회주의헌법 제2장 37조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사회주의헌법 제2장 37조에 따르면, “국가(북한)는 우리나
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을 장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주의헌법 규정을 근거로 북한에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체계의 모법(母法)은 외국인투자법이며, 하위에는 합
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경제특구법 등이 있다. 그 하위의
법령에는 세금, 토지임대, 공증, 보험, 파산 등의 기타 부속 관계법령이 있다.

139

7·1 조치 이후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에서의 실리와 경제적 타산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거래를 하고 합영, 합작
을 하여도 최신 기술을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원칙에
서 해야 하며 경제적 손익타산을 똑똑히 하여 더 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하
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오승일 20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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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체계

자료: 정영구(2017).

2.1.1. 외국인투자기업 창설 절차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창설 승인 절차는 외국 측 투자자(기업)와 북한의 기업
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창설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영투자위원회에 제출하
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기업창설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총투자액
과 등록자본, 업종, 종업원수, 존속기간 같은 사항을 밝힌 기업창설신청서와 규
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기업법 제2장 제7조).140
투자관리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141에 심
140

내나라 홈페이지. <http://www.naenara.com.kp/ko/trade/?law+4>. (검색일: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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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외
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
를 신청자에게 보낸다(외국인기업법 제2장 제8조).
<그림 4-3>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창설 승인 절차

자료: 합영투자위원회(2012).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도(직할
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며, 세관등록, 세무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한다(외국인기업법 제2장 제9조). 이때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한 투
자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외국인기업법 제2장 제13조).

141

합영투자위원회 발표 자료에서는 15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내리기 위한 내부 규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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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창설 승인 절차

자료: 합영투자위원회(2012).

2.1.2.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 규정
북한에 투자한 외국기업 및 외국인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지방세 등 8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중 투
자기업에 관련된 세금 항목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이며,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세금 항목은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지방세이다.
기업소득세는 북한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과 북한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결산 이윤의 25%이지만, 라
선경제무역지대 투자기업은 세율은 14%이며, 투자 장려 업종인 경우 결산 이
윤의 10%이다.
거래세는 농업, 공업, 경공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생
산, 판매한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부과되며, 농산물 및 축산물의 거래세
율은 각각 0.9~1.2%, 0.6~1.5%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식료품의 거래세율
은 5.0~25.0%로 비교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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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세는 외국투자기업이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북한의 자원
을 채취하는 경우 부과되며 산림자원 10~25%, 수자원 10~25%, 동식물자원
10%로 생산 및 서비스부문에 비하여 세율이 다소 높다.
<표 4-1> 대북 투자기업의 기업 관련 세금 항목
적용대상
기업
소득세

세율
적용대상

거래세

세율

적용대상
영업세

세율

적용대상
자원세

세율

외국인투자기업이 공화국 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적용
· 결산 이윤의 25%
· 장려 대상인 경우 결산 이윤의 10%
· 라선경제무역지대인 경우 결산 이윤의 14%
공업, 농업, 경공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자체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적용
· 전기제품
1.2~3.0%
· 연료제품
0.6~1.5%
· 금속제품
1.2~2.1%
· 기계 설비
1.2~1.5%
· 화학제품
0.6~1.8%
· 건재제품
0.6~3.0%
· 고무제품
1.2~2.4%
· 섬유제품
3.0~4.5%
· 신발제품
0.9~1.2%
· 일용제품
1.5~5.0%
· 전자제품
1.8~4.2%
· 식료품
5.0~25.0%
· 농산물
0.9~1.2%
· 축산물
0.6~1.5%
· 임가공부문
1.5%
· 가죽, 털제품
2.5~4.0%
· 기타공업제품
2.0~5.0%
봉사부문과 건설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
· 건설부문
2.4%
· 광고
4.2%
· 체신 및
· 동력부문
1.8%
· 오락
6.0%
1.2%
교통운수 부문
· 상업부문
2.4~3.0%
· 무역
2.4~4.8%
· 급양부문
3.0%
· 관광
3.6%
· 금융 및
1.5%
보험부문
· 여관
4.8%
· 위생편의
5.4%
외국투자기업이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적용
· 지하자원
20~25%
· 수산자원
10~16%
· 산림자원
10~25%
· 동식물자원
10%
· 물자원
10~25%

자료: 합영투자위원회(2012)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합영/합작 기업 소속의 외국인 임직원은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북한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
또는 북한에서 1년 이상 체류·거주하면서 북한 밖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노동 보수에 대한 소득세율은 5~30%이다. 재산세는 북한 내에서 외
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부과되며 재산세율은 건
물과 선박·비행기가 각각 1.0%,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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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대북 투자기업의 개인 관련 세금 항목
적용대상
개인소
득세

세율
적용대상

재산세

상속세

세율
적용대상
세율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 또는 공화국 영역 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공화국
영역 밖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에게 적용
·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율
5~30%
· 재산판매에 의한 소득세율
25%
· 증여에 의한 소득세율
2~12%
· 기타 소득
20%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적용
· 건물
1.0%
· 선박과 비행기
1.4%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과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
6~30%

자료: 합영투자위원회(2012)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외국투자기업 및 체류·거주 외국인은 도시경영세와 자동차이용세를 납세해
야 한다. 도시경영세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의 월노임총액의 1%가 부과
되며, 외국인에게는 월노동보수액 또는 소득을 취득할 때 수입금의 1%가 부과
된다. 자동차이용세는 소유하고 있는 차종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표 4-3> 대북 투자기업의 지방세 항목
적용대상
도시
경영세

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이용세

세액

외국투자기업,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
·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노임총액의

1%

· 외국인은 월노동보수액의

1%

· (또는) 소득을 취득할 때 수입금의

1%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
· 승용차
대당/년

100유로

· 화물 운반용차 외의 차량
차체중량톤당/년

20유로

· 소형 반짐 버스
대당/년

100유로

· 자동차 전차
대당/년

15유로

· 화물 자동차
적재톤당/년

15유로

· 10석 버스
대당/년

100유로

· 화물 운반용차
적재톤당/년

15유로

· 11석 이상 버스
좌석수당/년

15유로

주: 1유로당 원화의 환율은 2012년 1,448원, 2013년 1,453원, 2014년 1,399원, 2015년 1,255원이다(KEB하나은행
외환포탈).
자료: 합영투자위원회(2012)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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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우대 정책 및 각종 요금
가.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우대 정책
북한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관세 혜택, 경영상 우대 등
각종 투자유치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관련 우대 정책에는 기업소득
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임직원에게도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의 우대 정책이 제공된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투자 장려부문과 라선경제무역지대 생산부문의 외국투
자기업이 10년 이상 운영될 때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세, 2년간 50% 감
면되고, 재투자 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환급받게 된
다. 거래세의 경우 수출하는 제품 및 북한 당국이 요구하여 생산하여 판매하는
물품은 북한 내 거래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유사 제품의 중복 투자 금지를 보장하여 투자기업이 상당한 수준
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사례도 존재한다. 대련천일의
투자 사례의 경우, 북한 당국은 대련천일 이외의 투자를 금지하였다고 전해지
며, 이로 인하여 해당 기업은 상당한 수준142의 시장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표 4-4>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투자자 우대 정책

기업
관련

142

기업
소득세

∙ 장려부문과 라선경제무역지대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운영될 때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세, 2년간 50% 감면
∙ 3,000만 달러 이상의 하부구조건설부문 투자 대상으로 이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세, 3년간 50% 감면
∙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 반환, 하부구조건설부문인 경우 100% 반환

거래세

∙ 수출하는 제품 및 국가적 요구에 의하여 공화국 영역 안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영업세

∙
∙
∙
∙

건설, 교통운수, 동력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국가적 요구의 의해 봉사(서비스)하였을 경우 100% 면세
외국투자은행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을 경우 50% 감면
라선경제무역지대 안의 하부구조를 건설하는 경우 100% 면세
라선경제무역지대 봉사부문 50% 감면

일반적으로 70~100%로 알려졌다(중국 모기업 관계자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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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개인
관련

자원세

∙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은 5~10년간 면제
∙ 자원을 그대로 팔지 않고 현대화된 기술공정에 기초하여 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국가적
조치로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하였을 경우 50% 범위에서 감면
∙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에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50% 범위에서 감면

개인
소득세

∙ 월노동보수액이 500유로 이하인 경우 면제
∙ 증여소득이 5,000유로 이하인 경우 면제

재산세

∙ 라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자금을 구입하였거나 건설한 건물의 재산세는 그것을 구입하
였거나 준공한 달로부터 5년간 면제

상속세

∙ 상속액이 10만 유로 아래인 경우 면제
∙ 상속세액이 2만 5천 유로 이상인 경우 3년 안에 분할납부

자료: 합영투자위원회(2012)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정리.

나. 라선경제자유무역지대의 우대 정책
라선경제자유무역지대에서는 외국 투자기업에 저렴한 기업소득세, 5면3감
조치, 3면2감 조치, 관세 혜택 등 각종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기업소득세율은 14%
이며, 이는 중국지역의 특구 15%, 홍콩 18%, 싱가포르 26%에 비하여 세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기업에는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5년간 기업 소득세가 면제되고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5면 3감’), 또한 10년 이상 운영한 생산부문의 외국 기
업에는 역시 이익이 나는 해부터 3년 면세, 2년 50% 감면이, 투자 규모가 3천
만 유로 이상인 외국 기업에는 4년 면제, 3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3면 2감)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 규칙’).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활동하는 외국투자기업에는 영업세와 교역세 항목에서
의 세제혜택이 있다. 재산세는 비생산용 고정자산에만 국한되며, 외국 기업의 건
설 사업 촉진을 위하여 직접 건설 또는 자기 자본으로 구입한 경우, 준공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KOTRA 2011. 6. 20.; KOTRA 2012. 9. 17.).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관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1.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필요한 물자, 2.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
한 수입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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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지대에 들여오는 물자, 4.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화물, 6. 다른 나라 정부, 기관, 기업, 단체 또는 국제
기구가 기증하는 물자, 7. 이 밖에 따로 정한 물자 등이다.143
이 밖에도 소득의 송금, 투자재산의 반출, 토지이용과 관련한 특혜, 개발기업
에 대한 특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반환 등의 장려·특혜 조치도 법적
으로 보장되어 있다.
소득의 송금, 투자재산의 반출과 관련한 법적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무역지대에서는 합법적인 이윤과 이자, 이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 같은 소득을 제한 없이 북한 영외로 송금할 수 있고, 투자자는 경제무
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제한 없이 경
제무역지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토지이용과 관련한 특혜,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는 다음과 같다. 경제무역지대
에서 기업용 토지는 실제 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 분야 및 용도
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특히 하부구조
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위치의 선택
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반환에 관련한 법적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무역지대에서 이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새로
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
액의 50%를 반환한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
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 전부를 반환한다.

143

단, 관세가 면제된 대상은 다음의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관세 상점의 상품
을 제외하고 관세면제 대상으로 들여온 물자를 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판매할 경우
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기업이 경제무역지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
대 또는 지대 밖의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할 경우에는 그 상품 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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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요금 및 최저임금
북한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인프라 관련 요금에는 각종 부동산 임
대료, 전력, 용수 요금 등이 있다. 부동산 임대료 가운데 토지임대료 및 주택·사
무실 구입비는 평양시와 지방이 구분되어 차등 부과되며, 전력 및 용수 요금은
장려 대상과 비장려 대상으로 구분되어 차등 부과된다.
부동산 임대료에는 주택 및 사무실 구입비, 주택 및 사무실 임대비, 토지임대
료 등이 있으며, 평양과 지방으로 구분되며, 라선시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지
시로 별도의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택 및 사무실 구입비는 평양인 경우 70~180유로/㎡, 지방에서는 55~150유로
/㎡가 부과된다. 주택 및 사무실 임대비는 공장건물인 경우, 1.86유로/㎡, 주택은
2.0유로/㎡, 사무실·공공청사는 2.8유로/㎡, 창고는 1.6유로/㎡가 부과된다. 토지
임대료는 평양인 경우, 35~60유로/㎡, 지방에서는 7.5~50유로/㎡가 부과된다.
라선시의 토지임대료는 토지의 입지에 따라 1~3부류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토지용도별로 1-3항으로 구분하여 책정하고 있다(라선시정부 2012. 9. 29.). 이
렇게 제시된 임대료에 기초하여 토지임대 기간, 토지입지 조건, 토지의 용도 외
에는 투자 규모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표 4-5>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임대료
단위: 달러/1제곱미터
토지입지
토지용도

1부류

2부류

3부류

1항. 상업, 금융, 호텔, 오락

50

40

30

2항. 주택, 공공건물

40

30

20

3항. 공업, 창고

30

20

10

주: 1부류 지역-도시중심구역, 항 주변, 관광적지), 해당구역-유현동, 신흥1동, 신흥2동, 청계동, 동명동의 일부, 창평동,
역전동, 남산동, 신안동, 안주동, 안화동, 해양동, 신해동, 비파 전체, 관곡동 철길 안쪽, 하현동, 중현동, 상현동, 송평
동 전체.
2부류 지역-도시주변, 1, 3부류에 속하지 않는 토지), 해당구역-유현동(명호역 밖), 신흥1동, 신흥2동, 쳥계동, 동명동
의 일부, 관곡동 철길 산쪽, 승리화학 뒤쪽, 백학동, 웅상동 전체.
3부류 지역-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소택지, 산림구역 해당구역: 기타.
자료: 토지사용료 면제대상과 기간(라선시인민위원회 지시 제68호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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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입지분류를 살펴보면, 1부류 토지는 상수, 하수 및 오수, 전기, 통신, 난
방, 도로를 비롯한 하부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1
부류에는 주로 도시중심구역과 항만 주변구역의 토지가 속한다. 2부류의 토지
에는 주로 도시주변과 1, 3부류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속한다. 3부류 토지는
하부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개발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토지이다. 주로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미개발지인 산야, 습지 같은 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사용료 우대조치는 토지임대법의 규정에 준해서 이뤄지고 있다. 장려부
문과 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감면하여 주거
나 10년까지 면제(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제92-95조, 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
제15조, 라선법 부동산규정 제65조)를 하고 있다.
라선시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와 마찬가지로 토지입지별 분류 및 토지용
도별 분류를 하고 있다. 하부구조건설대상, 첨단과학기술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수출제품 생산대상에 대해서는 5~10년 기간에서 면제가 가능하
다. 기타 장려대상에 대해서는 3~5년 기간에서 면제 가능하다.
<표 4-6>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면적당 토지사용료
단위: 달러/1제곱미터
1부류

토지입지

2부류

3부류

토지용도

일반

장려

일반

장려

일반

장려

1항. 상업, 금융, 호텔, 오락

1.0

0.5

0.8

0.4

0.6

0.3

2항. 주택, 공공건물

0.8

0.4

0.6

0.3

0.4

0.2

3항. 공업, 창고

0.6

0.3

0.4

0.2

0.2

0.1

주: 1부류 지역-도시중심구역, 항 주변, 관광적지), 해당구역-유현동, 신흥1동, 신흥2동, 청계동, 동명동의 일부, 창평동,
역전동, 남산동, 신안동, 안주동, 안화동, 해양동, 신해동, 비파 전체, 관곡동 철길 안쪽, 하현동, 중현동, 상현동, 송평
동 전체.
2부류 지역-도시주변, 1, 3부류에 속하지 않는 토지), 해당구역-유현동(명호역 밖), 신흥1동, 신흥2동, 쳥계동, 동명동
의 일부, 관곡동 철길 산쪽, 승리화학 뒤쪽, 백학동, 웅상동 전체.
3부류 지역-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소택지, 산림구역 해당구역: 기타.
자료: 토지사용료 면제대상과 기간(라선시인민위원회 2012. 9. 29.).

전기사용료144는 장려 대상인 경우, 0.033유로/kWh, 비장려 대상은 0.053유
로/kWh가 부과된다.145 공업과 외국기업의 전기사용은 분기별 납부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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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대북투자지침서 2014).
용수 사용료는 장려 대상인 경우, 0.065유로/㎡, 비장려 대상은 0.090유로/㎡
가 부과된다. 공업용수는 장려, 비장려 대상 구분 없이 0.063유로/㎡가 일괄 부
과된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과 거주지에는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출액으로 수도 요금이 산출된다고 전해진다.
북한 정부는 2005년 11월 ‘경제관리 개선에 대해서’라는 지침을 발표하게 되
는데,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최저인건비를 월 30유로로 결정
하였다. 이는 당시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인건비인 57.5달러보다 낮은 것이었
다. 2012년에 합영투자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의 최저인건비
는 2005년과 동일한 월 30유로였으며, 이 밖에도 보험료 7유로/년 항목이 추가
확인되었다.
북한 노동자는 성실하며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2007; 연합뉴스 2017. 1. 17.), 실제로 중국 현지 조사 결과에서 연변
지역의 기업·학계·정부 측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146가 전반적으로 근면, 성실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47 따라서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은 생산성이 뛰어
나고 임금이 저렴한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4
145
146
147

220V 또는 380V 주파수 60Hz 기준이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이와 동일한 0.033유로/kWh이다(商务部 2014).
연변 지역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현지조사 인터뷰 결과(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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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림 4-5> 북한의 투자 분쟁 해결 중재기관

자료: 합영투자위원회(2012).

외국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회주의헌법 제1장 16조, 외국
인투자법 제4조, 외국인투자법 제19조 등이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1장 16조는
“북한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4조는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투
자법 제19조에서는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을 국
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
일 때에는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투자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
만 북한의 중재, 재판 절차에 따라 해결하거나 제3국의 중재기관에 관련 문제
를 제기하여 해결하게 된다. 북한의 중재기관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
해사중재위원회, 조선쏘프트중재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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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북투자 사례 평가
2.2.1. 성공 요소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협력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투자된 사례도
존재하였으며, 화풍목업, 길림연초 등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투자하여 최근
까지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성공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투자기업과 북한 간의 문화적 긴밀성이다. 중국의 대북 기업가들
은 오래된 북중 관계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고 북한
의 정치경제적 환경 및 특성, 시장 정보, 소비자의 기호 및 요구 사항을 잘 파
악하고 있었다. 특히 길림연초는 북한 소비자의 기호 및 흡식 특성을 잘 이해
하여 북한 궐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중 간 지리적 인접성이다.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은 대부분 북한에 인
접한 동북3성 지역 또는 환발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
은 투자자 및 실무책임자들이 투자 결정 및 문제 해결 과정과 북한과의 물자
공급/반출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다. 북한 당국은
중국의 투자를 부족한 자본 및 기술을 확충·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고, 조
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및 시장 독점권 등 각종 특혜 조건, 저렴한 노동 임금
등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중국 측 투자 관계자가
북한 투자 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투자자의 편의를 배려하였다.148
넷째, 중국 투자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강점을 활용하여 북한에 투자
하였다. 길림연초, 화풍목업 등의 투자 사례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기술
또는 설비)을 바탕으로 이를 북한에 이전하고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는 방식을

1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현지조사 인터뷰 결과(2017. 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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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기술 개발과 같은 R&D 비용이 추가적으
로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투자 사례의 경우, 중국 내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
가 북한으로 반출되어 설비 투자 비용이 더 낮아지기도 했다.
다섯째, 적절한 투자 품목 및 안정적·점진적인 진출 방식 채택이다. 중국 기
업은 북한 내 일정 수준의 수요가 있는 담배, 면(麵)류, 식용유, 조미료 등의 가
공식품 또는 신선채소, 목재, 사료 등의 세부 품목에 투자하였다. 신선채소 및
목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유통 기한이 길어 교통·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북
한에도 장기간 공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기업은 안정적·점
진적으로 북한에 진출하였다. 중국 기업은 40만 달러 내외의 소액으로 북한에
투자하였으며, 길림연초 및 수광용태는 북한 시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투자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점진적 투자 방식은 북한 투자 리스크를 감
소시키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2.2. 문제점
일부 중국 기업은 대북 협력사업 진행상 여러 문제점을 겪기도 하였다. 우선,
북한 측 합영·합작 기업(단위)은 중국 측 투자기업을 대할 때 태도·의식에 문제
가 있었다. 길림연초 투자 사례의 경우, 북한 합작회사 측의 수익에 대한 재투
입 의식이 낮았다. 합자기업 건립 초기에 북한 합작회사의 목적은 합자기업에
서 얻은 이윤을 분배받아 북한 측 모(母)회사의 자금 결핍 문제를 완화하는 것
이다. 따라서 북한의 합작회사는 이윤분배에 민감하였으나, 확대재생산 의식은
취약하였다.
라선북대황우호농장의 경우, 우호농장 참여원은 우호농장에 활용되어야 할
농기자재를 본인 농사에 전용해야 할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우호농
장에서 사용되어야 할 비료 및 농기자재가 농업시범기지에 전부 활용되는 것
이 아니라 라선경제무역지대 타 지역의 농사에 전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
원된 비료 및 농기자재를 본인의 국영농장에서 우선 사용하여 농장 운영에 차
질이 발생하였고 수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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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 배후 산업은 낙후되어 있어 원부자재 공급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협력사업의 지속가능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몇몇 중국 기업의
생산 방식은 담배 사(絲), 농약, 비료, 종자 등의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반입하여
이를 북한에서 투입 및 가공하는 것이다. 만약 원부자재의 원가가 상승하게 된
다면 투자 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라선북대황우호농장의 경우, 선진적인 농업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
가와 시장의 효과적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투자, 경영관리, 이익분배의 새
로운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당초 사업의 목표였다. 그러나 농장 운영 방식이
농약, 비료, 종자 등의 생산요소를 중국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
목표가 퇴색하였다.
셋째,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농식품부문의 대
북 투자 사례는 대부분149 북한 내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이는 열악한 북한 교통·물류 인프라 사정으로 북한 내에서 생산하여 해외
로 수출하는 모델을 채택하기 어려웠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약 북한 내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생산물의 북한 내 판매처가 상실
되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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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연초의 3건의 투자 사례 및 훈춘정성의 두만강목재가공창 투자 사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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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활용된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사례는 북중 간 투자
협력 전수(全數)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는 최근까지 진행되었으며, 관련 사례
를 통하여 최근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여건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은 본 연
구의 성과라고 판단된다.
북한은 자체적인 개발 수요와 시장 수요에 의해 외국인투자법제를 개정하고
특구를 개방하고 있다.150 이에 중국 기업은 단순 재배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담배, 조미료, 식용유 등 식품가공업 분야, 비료 및 농자재 생산 분야 등
에 대북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식별된 중국의 농
식품부문 대북 투자 사례는 총 17건(총 1,673.8만 달러)으로 400만 달러를 초과
하지 않는 소액 투자가 주를 이뤘다.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는 농식품 가공 분야 투자에 비교적 집중
되었다. 순수 농업 분야(1차 산업)에 2건, 농식품 가공 분야(2차 산업)에 11건,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 3건이 투자되었으며, 이 밖에도 기타 투자 사례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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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2005년 경제관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내수 시장을 개방하고 외
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 말에는 외국인투자법
제 정비를 통해 라선시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 특혜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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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었다.
최근까지 중국 기업은 북한 농식품부문에 투자하여 최소 합영기업 7개, 합작
기업 6개, 독자기업 1개를 설립하고 경영을 하였다. 순수 농업 분야는 합작 형
태의 주를 이루었으며, 식품가공업 분야는 합영 형태가 비교적 많았다.
북한에 투자한 중국 투자기업의 소재지는 길림성과 요녕성 등 북중 접경지
역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북경시, 천진시, 산동성, 강소성, 안휘성 등 환발해
연안 지역의 기업도 있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조선에서는 평양시, 남포
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
나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는 평양, 라선 지역에 집중되고 있었다.
중국의 대북 투자로 평양시에는 총 11개 농식품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 중
순수 농업 분야에서는 원봉합작회사 1개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농식품 가공 분
야에서는 조선성안합영회사 등 7개 기업이 설립되었다.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
에서는 평양승복합영회사 및 조선은풍합영회사 등 2개가 설립되었다. 라선시
에는 총 6개의 농식품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 중 순수 농업 분야에서는 라선북
대황우호농업회사 1개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는 두만강
목재가공창, 라선시길성동아회사 등 4개 기업이 설립되었다.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서는 라진대양회사 1개가 설립되었다.
평양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 자본이 투자하여 서양식 레스토랑, 슈퍼, 카
페 등을 설립하고 있었다. 비록 일부 계층에 한정될 수 있겠지만, 평양 지역에
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재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라선 지역에서는 2009년 이후 북한과 중국 당국 주도의 개발협력사업이 추
진됨에 따라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분야의 투자도 추진되었으며, 북한의 임
산물 원자재 및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문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는 북한의 내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
자(16건)가 주를 이루었고, 원자재 및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1건 있었
다. 이는 중국의 투자 기업이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여건으로 북한 생산 후 중
국 수출 방식은 적합하지 않아, 북한 내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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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진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관세 혜택, 경영상 우대 등
각종 투자유치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관련 우대 정책에는 기업소득
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임직원에게도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의 우대 정책이 시행된다. 특히 라선경제자유무역지대
에서는 외국 투자기업에 저렴한 기업소득세 제공, 5면 3감 조치, 3면 2감 조치,
관세 혜택 등 각종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투자하여 최근까지 북한과 지속적 협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사례의 투자 성공 요소에는 중국 투자기업과 북한 간의 문화적
긴밀성, 북중 간 지리적 인접성, 중국의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우호적인 투자 환
경,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 투자, 적절한 투자 품목 및 안정적·점진적인 진출 방
식 채택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기업은 대북 협력사업 진행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겪기도
하였다. 첫째, 북한 측 합영·합작 기업(단위)은 중국 측 투자기업을 대할 때 태
도·의식에 문제가 있었다. 라선북대황우호농장의 경우, 북한 측 농장 참여자들
은 우호농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농사에 활용되
어야 할 수단으로 대하였다. 결국 라선북대황우호농장의 운영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배후 산업은 낙후되어 있어 원부자재 공급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협력사업의 지속가능 여부가 문제가 되
었다. 셋째,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 문제도 있었다. 농식품부문의 투자 사례는
대부분 북한 내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투자하였다. 이는 열
악한 북한 교통·물류 인프라 사정으로 북한 내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
을 채택하기 어려웠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내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북한 내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면 투자 기업의 장기적
발전 전망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2016년 초부터 재개된 북한의 핵실험 및 군사 도발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북
중 간 농업협력사업조차 중단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지속가
능한 투자 및 투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102
선결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제 보완, 인프라(전력, 통신, 도
로, 철도) 개선, 대외적 신뢰 구축 등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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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참고 자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된 이후 5차(1차: 1999. 2. 26., 2차: 2001. 5. 7., 3차: 2002.
11. 7., 4차: 2008. 4. 29., 5차: 2011. 12. 21)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
가 발생한 것은 제4차 수정보충(2008. 4. 29. 정령 2688호)이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제도는 외국투자기업
과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151 세금의 종류는 기업소득세, 개인소
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의 7개
종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4차 수정보충 시 자원세152
가 추가되어 현재는 총 8개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수경제지대의 운영과 관련된 북한의 세금제도는 현재 그 시행규정이 나오
지 않아 구체적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만을 기준
으로 할 때 기본골격에 있어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제5차 수정

151

152

세금부과의 논리기반에 대한 리수경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제도의 철폐는 어
디까지나 공화국 공민들에 한한 혜택이다. 그러므로 조세제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다른 나라 투자가들의 투자에 의해서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들에게는 세
금폐지에 관한 우리나라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 의연히 세금 납부 의미를 지게 된다”는 것이었다(리수경 1997: 19).
새로 신설된 자원세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
자원, 물자원 같은 것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①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개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10년간 면제하여 줄 수 있으며, ② 자원을 그대로 팔지 않
고 현대화된 기술공정에 기초하여 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국
가적 조치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하였을 경우, 그리고 장려부문의 외
국투자기업이 생산에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감면하여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신호 2010: 36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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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이 제4차 수정보충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배종렬 2012).
현행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2011. 12. 21 정령 2048호)에 따를 경우
특수경제지대와 일반 지역 간에 세금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기업소득세와
재산세 범주였다. 즉, ① 결산이윤의 25%로 되어 있는 기업소득세가 특수경제
지대는 결산이윤의 14%인데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은 10%가 적용된다는 것(제9조), ② 소득액의 20%인 외국기업
기타소득이 특수경제지대는 10%가 적용된다는 것(제10조), ③ 특수경제지대의
생산부문 외국인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운영 시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발생
하는 해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는
것(3면 2감: 제15조 2항), ④ 특수경제지대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것(제25조) 등이었다(배종렬 2012).
<부표 1-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제도
세금종류

비교항목

일반지역

특수경제지대

외국투자
기업
소득세

결산이윤의 25%(과세대상:①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료금소득 같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 ②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자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주 참조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같은 기타소득)

외국기업
기타소득

소득액의 20%(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같은 기타소득)

소득액의 10%

세금
감면

- 다른 나라,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제공 또는 다른 나라 은행의 우리나라 은행·기
업소에 대한 대부 시 그 리자소득 감면
- 장려부문 10년 이상 기업운영 시 이윤 생긴 연도부터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범위에서 감면(3면 2감)
- 철도, 비행장, 항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 투자 시 이윤 생긴 연도부터 4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 범위에서 감면(4면 3감)

생산부문 외국인
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운영 시
3면 2감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과
세율

- 로동보수: 소득액의 5~30%
-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좌동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대한 개인소득: 소득액의 20%
- 증여소득: 소득액의 2~15%
- 재산판매소득: 소득액의 25%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건물과 선박, 비행기: 등록된 재산값의 1~1.4%
(등록값 매년 재평가)

상속세

과세대상과
세율

상속받은 금액(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
좌동
의 6~30%: 상속재산값 평가는 상속 당시 가격

영업세

과세대상과
세율

봉사수입금(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좌동
위생편의 등)의 2~10%

기업
소득세

직
접
세

건물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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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세금종류
거래세

간
접
세

자원세

지방세

비교항목

일반지역

특수경제지대

세대상과
세율

생산물 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의 1~15%(기호품은 16~50%)
※ 생산업과 봉사업 겸업 시 기래세와 영업세 따로 계산

좌동

세금면제

수출상품은 면제(국가의 수출제한상품은 정해진 데 따라 납부)

좌동

과세대상과
세율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등의 수출·판매·자체소비: 자원의
좌동
종류에 따르는 세율은 내각이 결정
-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개발기업 5~10년간 면제
- 자원가공제품수출과 북한 기관·기업소·단체에 판매 시 감면 가능
- 장려부문 외국투자기업의 생산용 지하수 감면 가능

좌동

도시경영세

- 외국투자기업: 매월 노임총액의 1%
- 거주외국인: 매월 수입액의 1%

좌동

자동차
리용세

자동차 유형별에 따른 이용세액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결정(이용하지 않는 기간 면제
좌동
가능)

세금감면

주: 결산이윤의 14%(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은 10%).
자료: 배종렬(2012)을 참고하여 필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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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

대북 투자 관련 참고 자료
<부표 2-1> 선행연구(자료)별 대북 투자기업 정보
선행연구

발간 연도

식별 연도

식별 기업 수

자료 출처

정형곤 외

2011

2000~2009

36

각종 1차 자료 참고

비고

OSC

2011

1988~2011

351

각종 1차 자료 참고

불완전 정보 포함

KOTRA

2012

미상

37

자사 무역관 자료 취합

중국 기업 대상,
불완전 정보 포함

최수영

2013

1992~2011

205

OSC(2011) 데이터 기반

배종렬·윤승현

2015

2000~2015

70

각종 중국, 북한 자료 참고

중국 기업 대상

임수호 외

2016

1992~2015

191

최수영(2013),
배종렬·윤승현(2015) 등 참고
후 수정·보완

중국 기업 대상

자료: 필자 정리.

대북 투자 관련 기초 자료는 KOTRA(2012), OSC153(2011) 등이 있다. KOTRA
(2012)는 중국 성급(省級) 소재 무역관의 입수 자료를 취합하여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의 일부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투자 시기, 투자 금액 등 투자
관련 정보가 불완전한 사례가 다수였다. OSC(2011)는 북한의 발간 도서154, 북
한 매체,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기업 등록 목록, 중국의 B2B 웹사이트,
BBC, 신화사, 연합뉴스, 유럽경영연합155(평양 소재) 발표 자료 등 공개 자료를

153

154
155

OSC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센터로 주로 해외 통계, 회색 자료 등 다양한
공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 2015년 10월 28일 현재,
Open Source Enterprise로 개칭·변경되었다.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Open_Source_Center>. (검색일: 2017. 2. 21.).
FAS. <https://fas.org/blogs/secrecy/2015/10/osc-ose>. (검색일: 2017. 2. 21.).
Foreign Trade of the DPRK.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

107
활용해 대북 투자 기업 목록 및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OSC 자료는 투자
내역, 시기, 금액 등 투자 관련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임수호(2016)는 최수영(2013)에서 제시된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과 배종렬·
윤승현(2015)에서 제시된 기업, 그리고 연합뉴스 등 각종 매체 자료, KOTRA,
OSC 등 각종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대북 투자기업을 식별하고 투자 내
용을 정리하였다.156

156

해당 연구의 데이터 정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OSC 자료 중 기업명과 투자 시기가
누락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 홍콩 기업, 2000년 이전 투자기업 등 총 18개
데이터를 제거하여 187개 기업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이후 배종렬 외(2015)와 기타
문헌을 교차 확인하여 기업명･투자시기･투자액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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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3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의 대북 투자 회사 소개
<부표 3-1> 대동강연초유한공사
[개황]
대동강연초유한공사는 북한 수도 평양시 낙랑구에 위치, 1998년에 합영회사 설립(한국경제신문 2001. 11. 20.), 2000년 4월
27일 조업하였다. 길림연초와 북한해양무역회사가 합자하여 건설한 궐련 생산기업이다. 대동강연초유한공사의 투자총액은 120만
달러이고, 그중 중국 측 지분 51%(61.2만 US달러), 북한 측 지분이 49%(58.8만 US달러)이다. 대동강연초유한공사의 총자산은
423.55만 달러이고, 그중 고정자산은 166.84만 달러, 유동자산 256.71만 달러, 자산 부채율은 47.36%이다. 경영기한은 10년
인데, 2008년 다시 10년을 연장한다. 대동강연초유한공사의 부지면적은 5100평방미터, 직원은 총 120명, 그중 중국 측 직원이
9명이다. 대동강연초유한공사에는 궐련기계세트 5대, 경갑기계세트 2대, 연갑기계세트 1대가 있다. 연간 궐련 생산 능력은 15억
대이다.

[생산경영]
2010년 대동강연초유한공사는 궐련을 모두 6.5억 개 생산하였고, 6.9억 개비 판매하였다. 연간 판매수입은 359.88만 달러
이고, 이윤 2.11만 달러를 창출하였다. 2013년 궐련 생산판매량은 3만 상자(한 상자 50보루)로 전년 대비 50% 증대되었다.

[제품소개]
길림연초에서는 북한 합작 측의 정책적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중·저급 궐련 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하였으며, 대동강연초유
한공사를 중베이징제무역합작의 모범기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주요하게 생산하는 궐련 브랜드로는 고급 담배 “대동강
(경)”, “호랑이(경)”, 중급 담배 “일출(경)”, 저급 담배 “번개(연)”, “설경(연)” 등이 있다.
주: 경갑-하드케이스, 연성-소프트케이스.
자료: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http://www.jilintobacco.com.>, 중국연초배훈망157 <http://wiki.ctt.cn/wiki/ind
ex.php?doc-view-864> (검색일: 2017. 10. 16.).

157

中国烟草培训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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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라선신흥연초회사
[개황]
라선신흥연초회사는 북한 라선특별시에 위치, 1999년부터 기획·건설을 시작, 2001년 6월 7일에 시공대가 정식으로 북한에
투입되어 공장건물 건설 및 기초업무를 시작하였다. 공장의 제1기 공정은 2001년 10월 1일에 준공되었고 10월 18일부터 정식
개업했는데 모두 134일이 걸렸다(Tobaccochina).158 길림연초의 전신인 연길궐련공장이 북한에 독자로 설립한 궐련 생산기업
으로 등록자본은 305만 달러이다. 라선신흥연초회사의 총자산은 543.69만 달러이고, 그중 고정자산이 323.18만 달러, 유동자
산이 220.51만 달러이며 자산 부채율은 19.4%이다. 라선신흥연초회사의 부지면적은 8400평방미터, 직원은 54명, 그중 중국 측
인원은 17명이다. 라선신흥연초회사는 MK95궐련기세트 4대, ZB43A경갑기세트 2대, SASIB연갑기세트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연간 궐련 생산 능력은 15억 개비이다.
[생산경영]
2010년 라선신흥연초회사에서는 궐련을 모두 10.0억 개비 생산, 11.5억 개비 판매, 판매수입 777.07만 달러, 이윤 60.91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브랜드전략 및 제품소개]
라선신흥연초회사는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궐련수출가공기지로 라선경제특구의 정책적 우세와 독자기업의 경영우세를 이용
하여 북한 북부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자체 브랜드 수출, OEM 가공 등 여러 형식을 통하여 한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 국제
시장을 적극 개척하였다. 라선신흥연초회사에서 생산한 궐련 브랜드로는 주요하게 “나진(경)”, “풍수(경)”, “송림도(연)” 등이 있다.
자료: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http://www.jilintobacco.com.>, 중국연초배훈망 <http://wiki.ctt.cn/wiki/inde
x.php?doc-view-864> (검색일: 2017. 10. 16.).

158

해당 자료는 배종렬〮·윤승현(2015) 프로젝트 진행 시 검색이 가능했으나 현재 관련
웹페이지는 찾아 볼 수 없다(http://qikan.tobaccochina.net/qkzz/prime/page.aspx?id=3
316: 201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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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개황]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는 북한 평양시 용성구에 위치, 2007년 1월 합영의향서를 체결했고, 중국 연초전매국(2007. 11.
6.)과 상무부(2008. 1. 2.)의 비준을 받아 2008년 4월 23일 조업하였다(길림신문 2007. 11. 14.; 유예진 2007. 12. 10.).
길림연초와 북한연초수출입상사가 합자하여 건설한 궐련생산기업이다.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의 총투자액은 400만 유로(2008
년 4월 23일 환율로 계산하면 639만 달러)이고, 그 중 중국 측은 설비를 가치로 환산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지분의 51%(204
만 유로)를 차지한다. 북한은 토지, 공장 등 부대시설을 가치로 환산하여 투자하였고 지분은 49%(196만 유로) 차지한다. 평양백
산연초유한책임공사의 총 자산은 1514.19만 달러이고, 그 중 고정자산은 585.08만 달러, 유동자산 929.11만 달러, 자산부채
비율은 57.56%이다.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의 부지면적은 4940평방미터, 직원은 409명, 그 중 중국 측 인원은 37명이다.
회사는 8대의 MK9궐련기계세트, 3대의 MK95궐련기계세트, 5대의 ZB43A경갑기계세트, 5대의 SASIB연성기계세트를 보유하
고 있다. 연간 궐련 생산 능력은 50억 개비에 달한다.
[생산경영]
2010년,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에서는 궐련을 모두 40.2억 개비 생산, 42.1억 대를 판매하여 전 해 판매수입 2651만 달
러를 달성하고 이윤 106.8만 달러를 창출하였다. 2013년 궐련 생산판매량은 12.6만 상자(한 상자 50보루)였다.
[브랜드전략과 제품소개]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는 길림연초에서 북한에 투자하여 설립한 주요 궐련생산기업으로, 제품개발과 원자재 우세를 기반으
로 중국식 궐련을 육성하고, 고·중·저급의 궐련시장을 모두 섭렵하여 북한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였다. 평양백
산연초유한책임공사에서 생산하는 궐련 브랜드로는 고급 담배인 “동해(경)”, “금수강산(경)”, “평양(경)”, “아리랑(경)”, “보통강
(경)”, 저급 담배 “칠보산(경)”, “백산(연)” 등이 있다.
자료: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 <http://www.jilintobacco.com.>, 중국연초배훈망 <http://wiki.ctt.cn/wiki/inde
x.php?doc-view-864> (검색일: 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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