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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북한은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군사
적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체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 준 경제발전전략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
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센티브 확대, 시장 활성화, 경제특구
확대 등과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체제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과정에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미 변화의 문턱은 넘어섰다는 데에
는 많은 북한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북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량과 북한 내 시장에서의 정보 유통속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체제 변화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향후 북한이 추구하게 될 개혁·개방의 모습과 그것에 부합
하는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경제에
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따른 농업부문
대북정책의 모색은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북한농업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
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별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
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머지않아 우리 정부가 남북 농업협력정책
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의 집필에는 여러 국내외 북한경제 전문가와 사회주의 농업 전문
가들이 참여해 주셨다. 알찬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화여자대

학교의 조동호 교수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박지연 박사, 인천대학교의 이명
헌 교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해외에서 참여해 주신 독
일 중동부유럽농업개발연구소(IAMO)의 알퐁스 발만(Alfons Balmann) 소장
을 비롯해 프란지스카 샤프트(Franziska Schaft) 박사, 타라스 가갤륙(Taras
Gagalyuk) 박사과정생께도 사의를 표한다. 또한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조

언을 아끼지 않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정책과 정현출 과장, 본원의 어명근 명예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과정에서
이 연구의 분석과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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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북한농업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
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무엇보다도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장경영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또한 북한경제 내부에서 자본 축적
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농업기자재 확보와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
한 외부자본 유치는 불가피함.

○ 북한의 관점에서 대외농업투자 유치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
회적 안정을 도모하며 식량자급 및 영양상태 개선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
라 환경의 보전과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임.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
한의 대외농업투자 유치에 기여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 및 교역 강화, 막
대한 통일비용과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 동북아 평화 유지 및 긴장감
해소, 북한에 대한 정보 입수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 20여 년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를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체제는 개혁·개방으로의 문턱은 넘어섰으나 큰 진전

은 보이지 않아왔음. 그러나 최근 제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경제정책의
변화와 시장 활성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북한이 본격적인 개
혁·개방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임. 한편 향후 북한이 추구하게 될 개
혁·개방의 모습과 그것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으나,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황별 대
응책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북한경제에서 농업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혁·개방 흐름에 따른 농업부문 대
북정책의 모색은 시의적절한 과제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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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로 진행되었음. 동독
및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은 독일의 중동부유럽농업개발연구소
(IAMO)가,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은 이화여

자대학교와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가, 체제전환국의 농업부
문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은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자료
를 보완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 북한의 개혁 개방 동향과 각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 관해서는
·

기본적으로 방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한편, 독일과

루마니아로의 해외조사출장을 통하여 보완적인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음.

○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 시나리오 전망을 위해서 국내외 북한전문가 네트
·

워크를 통한 자문회의를 활용하였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국내에서 개최
된 여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 참고하였음.

○ 체제전환국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농업기구

(FAO),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발표하

는 통계자료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였음.

v

연구의 구성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농업 변화
○ 현재까지 북한경제는 공식 외형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
·

고 있음.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도 자력갱
생에 토대를 둔 자립경제라는 북한만의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음. 하지만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 20여 년의 북한 경제체제 변
화를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점진적으로 접목시키려 하고 있음.

vi

○ 김정은 정권은 이전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

전을 꾀하고 있으나, 기존의 경제특구가 아닌 ‘경제개발구’ 중심의 새로
운 형태로 대외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음

○ 북한의 이러한 개혁 개방의 흐름 속에서 농업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
·

음. 그 일련의 변화는 첫째, 집단농업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분
조를 축소하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둘째, 농
업생산물에 대한 농민의 몫을 확대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

으며, 셋째, 협동농장에 대한 자율경영권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경영구조가 전환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부문은 가시적인 성

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국가의 과도한 수탈로 농장구성
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 하였으며, 북한경제 내에서 농업
생산요소의 공급을 확대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 하였음. 따라서
북한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
혁하는 동시에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요구로 인해 개혁 개방을
·

맞이하였음.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자원의 불균형 분
배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 소련의 개혁·개방에 따른 지원 축소, 정치권
력의 세대교체 등이 공통적으로 개혁·개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
이후 개혁·개방과정은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는데, 루마
니아 등 동구권은 급진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들은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구분됨.

○ 구사회주의국가 대부분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개혁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였음.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
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서 농업부문이 개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도 농업
부문이 경제개혁의 선봉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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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전환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미래에 농업부문의 개

혁, 특히 제도적 개혁이 선행될 것으로 보임. 경제적 인센티브의 강화,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 확립,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
는 가격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또한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 민간자본
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경제성장의 종잣돈(seed-money)이 될 수 있음.
특히 공적개발재원은 거버넌스 등의 정치적 요구가 선행적으로 달성되
어야 구체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단계에서 민간
자본 유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현재까지 북한체제에서는 경제가 정치의 강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음.
체제유지라는 목표 때문에 보수적 정치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경
제개혁적 조치와 개방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
하고 있음. 최근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군사적 도발로 인해 국제
사회 및 남한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현재 북한은 체제내부의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와 이원적 경제구조를 잘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현 상태
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북한 내부적 차원, 한국 내부적
차원, 국제적 차원의 변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두 가지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북한체제 내 보수적 정치의 영역
이 경제·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내부갈등이 폭발한다면 급변사
태에 의한 급진적인 개혁·개방이 전망되며, 중국의 태도 변화나 조용한
정권 교체 등에 의하여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고 사료됨.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 일반경제부문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수준을 나타내는 요소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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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체제전환의 진전을 평가하는 요소로 나누어 체제전환국을 대
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먼저 농업분야에서 농업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농업공공기관이 잘 정비될수록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높
아지며, 지배구조와 구조조정의 진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농업금융시
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식품제조업분야에서 투자유치의 가능성에는 농업경제의 규모, 소규모기
업의 민영화, 농업공공기관의 정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규모에는 가격자유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남.

○ 투자유치의 가능성과 투자규모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농업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업진흥에 기여하는 공

공기관을 보유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효율적 기업
구조, 농업금융시스템, 가격에 의한 시장조절기능 등은 투자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농업부문 가운데 순수 농업생산분야와 식품제조
업분야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제
<점진적 개혁·개방하에서의 한국 정부의 과제>

○ 점진적 개혁 개방의 초기단계는 북한농업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본격적
·

으로 도입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후속단계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
전환을 완성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음.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에서는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이 실험적이
면서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북한에 도입되고 안정적
으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따라서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
리오 하에서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정부는 북한을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방향으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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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농업투자유치로 인한 성과 즉 경제

적 이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야 함. 이를 위
해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 추진하여 성공사례로 이끈 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정부는 북한으로의 기업진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해야

함. 북한의 농업환경변화와 특수성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적절한 대응
을 위해 정부는 진출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함.
-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남북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한국정부는 남북한 간 교역 및 투자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북한의 인프
라 구축 및 개선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해 민간기업의 활동을 측면 지
원해야 함.
- 한국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 북한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
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농업투자유치
를 확대하는데 우리 정부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급진적 개혁·개방하에서의 한국 정부의 과제>

○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진적 개혁 개방은 지배세력 간 권력투쟁으로 인한
·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거나 열악한 민생경제가 더욱 심화되어 내부갈등
이 폭발하는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현 체제가 붕괴하고 대안적 세력이
정권을 잡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 급변사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농업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체제전
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 하에서 농업부문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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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시장자유화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대상 식품제조업 해외직접

투자 유치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존의
국가통제에 의한 농업생산요소 및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시장 중심의
유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국가가 정한 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가격결정제도 개
편이 병행되어야 함. 다만 급진적 개혁·개방과정 초기에 급격한 가격
변동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격제도 운영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

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나타내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 직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을 신속히 추
진하였고,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사회
주의 농업개혁에 있어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핵심적
인 요소임. 동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급진적으로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민이 충분한 정보와 경험
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결정의 자율성
을 보장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었
음. 이 점은 남북한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농업금융시스템은 체제전환국 대상 순수 농업분야 해외직접투자 유

치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급진적
으로 개인영농제가 추진됨에 따라 영농자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금융서비스 제공능력 제고, 금융비용 상승, 이자율 변동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는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

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 이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과 마찬가지로 대부
분의 국가들이 농업부문 민영화 역시 신속히 추진하였고, 국가 간 차
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임. 농업에서의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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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적인 탈사회주
의 개혁정책에 속하며, 후속적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한편 농지 사유화와 농업부문 민영화과
정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규모
가 규모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

접투자 유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급
격한 변혁 속에서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공공기관의 혁
신적 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한국의 농업부문 공공
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북한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신속히
수립하여 정책 추진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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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operation Policies to Attract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in the Future Reform and
Opening Period of North Korea (Year 1 of 2)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changes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urpassed the threshold of reform and opening, but no big progress has been
mad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soon become a path
of full reform and opening, given the changes in economic policies and the
pace of market activation exposed in the recent 7th Congress. Therefore,
it is a good tim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situationspecific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prospects for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North Korean economy, cooperation policies toward the
agricultural sector of North Korea should be sought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of reform and opening.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ooperation policy
issue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the agricultural sector of North Korea according to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scenarios.
Method of Research
This is the first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entitled ‘A Study on Cooperation
Policies to Attract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in the Future
Reform and Opening Period of North Korea’, which is l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and sponsored by the Korea Council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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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East German and Eastern European transition countries has been conducted by Leibniz Institut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IAMO) in Germany. Ewha Womans University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North Korea Developmen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ave participated in the analysis of Asian
transitio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FDI in the agricultural sector of the transition countries
has been conducted jointly with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s for the reform and opening trends of North Korea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past communist countries, the researchers basically have collected and summarized a vast amount of domestic and overseas previous
research. In addition, they complemented the data and conducted expert interviews by an overseas survey on Germany and Romania.
Advisory meetings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networks
formed by KREI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scenarios. Moreover, the researchers attended
various symposiums on topics related to North Korea, listened to diverse
information and opinions, and referenced important notes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Finally, using the econometric methodology and the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FAO, EBRD and World Bank, the researchers empiricall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FDI in the agricultural sector of the transition
countrie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Trends and Agricultural Sector’s Change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 is attempting reformative
measures to partially or gradually integrate the market economy system into the traditional planned economic system. In addition, it is also promoting the opening policy by a new form center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rather tha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Along with
these trends,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ies have also changed
considerably. First, the collective agriculture system is shifting toward a
family farming system. Second, the incentive system is being strengthened
by expanding farmers’ share of agricultural products. Third, the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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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tructure is shifting toward the expansion of autonomous management rights for cooperative farm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market.
Despite the effort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 agricultural sector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visible results.
<Implications from Reform and Opening of Major Transition Countries>
The transition countries have been reformed and opened due to political
needs and economic demands. Promoting the reform and opening of the socialist countries is commonly influenced by important factors such as the
economic crisis arising from the inefficiency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and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 reduction of support
by the Soviet reform and openness, and the generation replacement of political power.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country.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Romania are radical while the Asian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have experienced gradual reform and opening.
The reform of the agricultural sector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transition process. This is because the agricultur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generally has a high proportion of their GDP and thus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large political influence. Likewise, in North Korea, the agricultural sector is likely to become the forerunner of economic reform.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Scenarios>
The form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is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the internal conditions of North Korea, the internal conditions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If the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in the North Korean regime fail to accep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and internal conflicts explode, radical reform and opening will
happen by sudden changes. On the other hand, gradual reform and opening
can occur by changes in Chinese attitude or quiet regime replacement.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Attracting FDI in Agriculture
Sector of Transition Countries>
W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in order
to attract FDI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sector in the process of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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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pening? In particular, which of the various institutional and policy
variables are more effective to attract FDI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sector?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analyzed what factors were
important determinants of attracting FDI in agriculture to Eastern European
countries.
For pure agriculture as a primary industr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agricultural economy and the better the agricultural public institutions are maintained,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attracting agricultural investment. Also, they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progress of the corporate management restructuring and the better equipped the agricultural financial system, the greater the investment scale.
For food manufacturing as a secondary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size of the agricultural economy, privatization of small enterprises,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ssibility of attracting agricultural
investment. Also, it was found that price liberal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investment scale.
<Challenges of the Korean Government by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Scenarios>
The following are challeng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attract
FDI in agriculture of North Korea under the gradual reform and opening
scenario. Fir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lead North
Korea’s continuous reform and opening. Second, in the beginning of reform and opening it should actively seek out successful cases in which
economic gain can be realized through attracting agricultural investment.
Third, it should contribute to lowering risks and eliminating uncertainty
about the multinational firm’s entry into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economy. Fourth, it should actively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Finally, it should actively support North Korea to form cooperative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llowing are challeng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attract
FDI in agriculture of North Korea under the radical reform and opening
scenario. Fir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co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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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state control into
the market distribution system in North Korea. In addition, it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North Korea can have the pricing system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mand and supply in the market. Second, it should strengthen
promotion and education so that farmers can have sufficient information
and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reorganization of agricultural management structure. Third, it needs to improve its ability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and to prepare for rising financial costs and interest rate fluctuations. Fourth, it should ensure that privatization in North Korean agriculture is swiftly promoted so that subsequent reforms can be resilient. Finally, it should support the inefficient
and bureaucratic public institutions in North Korea so that they can be
quickly revamped to fulfill their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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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배경
북한은 올해 초 제4차 핵실험(’16. 1. 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16. 2. 7.)
를 감행한 데 이어 최근 제5차 핵실험(’16. 9. 9.)까지 시도하며 핵개발 고도
화를 추진함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 및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제재
라는 대북 압박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능력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제재를 결의(’16. 3. 3.)하였으며, 중국
과 러시아도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5차 핵실
험 이후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국 정부는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까지 가동을 전면 중단
(’16. 2. 10.)하면서 국제사회와 연계한 ‘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체제를 강

하게 압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북한은 ‘단호한 대응’을 언급
(’16. 3. 4.)하는 한편 제7차 당대회(’16. 5. 6~9.)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

조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현재 매우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 준 경제발전전략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
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이었다. 인센티브 확대, 시장 활성화, 경제특구
확대 등과 같은 움직임은 본격적인 체제전환의 과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
리가 따르나 이미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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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북한의 변화 전망에 있어서, 북한이 이란과 같이 스스로 핵을 포기
하고 단계적으로 개혁·개방적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당장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편 김정은의 건강 악화, 권력엘리트 간 내
부적 갈등, 대북제재와 같은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한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
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수입과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반면 현재 정치적 상황은 안정적 식량 확
보에 호의적이지 않아 농업부문과 식량수급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들의 해
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FAO의 발표1에 따르면, 2015/16년 북
한의 총 식량생산량은 542만 톤으로, 작년 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측
했다. 당분간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교류협력과 지원을 기대하기 힘
들며,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
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태풍 및 수해로 함경북
도와 양강도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반면, 대외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
치적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북한 농업에 관한 연구는 식량지원을 포함한 남북 간 농업협력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으로 대표되는 농업협력
프로그램은 추진분야, 원칙, 전략,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되
어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개선, 남북경제통합, 통일 상황에 대비하여 미
래 한반도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발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인 통일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도 항상 제기되어 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

세계정보·조기경보시스템(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GIEWS)의 최신보고서. 2016. 4. 27.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November/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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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방향을 전망하고 농업부문의 과제와 대응책을
준비하는 일은 꾸준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농업·농
촌부문의 역할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북
한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량난 해결이며, 북한 내의 농업부문 성장을
통한 안정적 식량 확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2 2014년 현재 농림어업
부문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1.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진
적 산업구조하에서 농업의 성장은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 증가, 고용
과 소득의 기회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농업 및 농촌인구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은데, 농업부문의 발전은 본
격적인 개혁·개방과정에서 작게는 북한의 지역사회,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
북아의 사회적 혼란 억제 및 안정 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생산성 및 식량자급도 향상이 부진한 이유는 제도와 정책적
한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 집단영농체
제로 인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재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보
듯이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귀결되었다. 정책적으로, 산업 간 자원의 불균형
분배는 농업부문의 생산기반과 기술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이어져 식량안보
달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체제유지라는 최우선 목표 때
문에 역대 북한정권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수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외
화부족으로 충분한 양의 식량 수입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러한 북한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자본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선진농업기술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북한경제
내부에서 자본 축적은 어려운 만큼 농업기자재 확보와 생산기반 정비를 위
한 외부자본 유치는 불가피하다.
World Bank(2007)는 빈곤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어서 농업 GDP 성장이 다른 산
업부문에 의한 경제성장보다 최소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통계청의 북한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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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경제체제의 큰 흐름에 따라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
구할 경우 그 방향에 맞춰 농업투자 활성화에 대한 북한 정권과 한국 정부
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대외농업투자 유
치는 식량자급 및 영양상태 개선에 효과적이며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며 환경의 보전과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
다. 또한 북한의 대외농업투자 유치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및 교역 강화, 막
대한 통일비용과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 동북아 평화 유지 및 긴장감 해소,
북한에 대한 정보 입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1차년도)는 향후 북한체제가 변화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현실
적인 개혁·개방4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농업부문의 대외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
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 현 체제의 급속한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와 당분간
체제의 안정적 유지가 예상되는 경우 대북정책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래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미래 관련국 정세의 불확실성, 북한 내 정
보의 부족, 북한정권의 정책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북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체
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과 체제전환국과의 정치·경제적 공통
4

개혁의 일반적인 목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체계를 확립함으로
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계획 폐지, 예산제약의 경성
화, 가격 자유화, 유통체계의 국가독점 해체, 집단농장의 구조조정 및 사유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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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북한의 현재 상황 및 특수성에 기초한 현실성 있는 개혁·개방 시나리
오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어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
인을 제도 및 정책변수에 초점을 맞춰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의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에서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농업개혁의 요소 중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 실제로 유의한 요
인은 무엇인지 선별하는 데 효과적이다. 제도·정책적 결정요인으로는 크게
경제일반 분야와 농업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일반 분야의 체제전환
요소는 국가계획 폐지 및 국가독점의 해체, 가격의 자유화, 대외무역 확대,
경쟁정책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 등이 포함되며, 농업 분야의 체제전환 요소
는 집단농장의 해체 및 농지사유화, 농업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조조
정 등 제도의 완비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농업여건은 농업경제 규모, 시장
과 가격의 자율성, 농업전후방 산업의 민영화, 농업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등
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래 대북 농업투자의 대부분이 한국으로부터 수
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비한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
오별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된다. 1차년도 연구는 해외농업투자 가운데 민
간부문이 주체가 되는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2차년도 연구는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공공부문의
농업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1차년도와 2차
년도 연구는 농업투자의 주체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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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2차년도 연구의 주요내용
구분
연구
내용

1차년도
∙
∙
∙
∙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전망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과정 분석
체제전환국 대상 해외직접투자 유치 실증분석
북한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과제

2차년도
∙
∙
∙
∙

공공부문 농업투자의 역할과 효과
국내외 대외농업투자 기관 및 기업 대상 조사와 분석
대북 투자 기관 및 기업 조사와 분석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협력방안

1차년도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북한정권이 추진한 개혁적 조치들의
내용과 그 방향을 평가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방정책에 대하여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과정을 살펴본다. 사회주의 국
가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농업부문은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의 경험과 북한의 특수성 및 현주소에 기초하
여 가능성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모색한다. 이는 향후 대북정
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북한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본 도입이 필수적인바, 체제전환국 분석을 통하여 농업부문 해외직접투
자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요인을 논의한다. 또한 체제전환국을 대
상으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제도·정책적 변수 중 어느 요인이 보다
중요한가도 밝혀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1차년도 연구의 결론부분으로, 앞서 논의한 북한의 개혁·개
방 전망 및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별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실
질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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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차년도 연구의 구성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다. 동독
및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은 독일의 중동부유럽농업개발연구소
(IAMO)가 참여하였다.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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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가 참여하였고, 체
제전환국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은 인천대학교와 공동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 각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독일과 루
마니아로의 해외조사출장을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
하였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전망을 위해서 국내외 북한전문가 네트
워크를 통한 자문회의를 활용하였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국내에서 개최된
여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 작성 시
에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국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
계농업기구(FAO),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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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향후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도출하기에 앞서 북한정권이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에까지 이르는 경제개혁조치와 개방정책을
분석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경제개혁조치를 통하여 북
한의 농업부문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고찰해 보
고자 한다.

1. 북한의 경제개혁
1.1. 김정은 정권 이전의 경제개혁정책
1.1.1.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전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은 개혁·개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권영경 2012: 5). 이는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우방국들의 몰락과 자신들의 계획경제 대비 한국 경제의 성장을 목도하였
기 때문이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김일성은 경제 관료와의
담화에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량립할 수 없다.

…

우리는 다른 나라들

이 어떤 방법을 받아들이건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창조한 련합 기업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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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식으로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
이 떠드는 개혁·개방바람에 끌려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개혁·개방은 망국의
길입니다.

…

우리의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입니다”고 언급했다.

김정일은 집권 이후 군사력을 중시하는 선군(先軍)경제노선을 채택했으
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심각한 경제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계획경제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시장 기능을 활용하
고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체제 내부의 개혁문제를 고민해야만 했다. 그
결과, 2002년 북한에서는 선군경제건설노선 및 실리사회주의노선이라는 이
중노선을 내세운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발표했다.5
7·1조치는 1948년 토지개혁 이후 북한에서 있었던 가장 큰 경제적 변혁

이라고 불린다. 7·1조치의 주요 내용에는 임금 및 가격의 현실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유통시장의 자율화, 기업경영의 자율권 확대 등이 있다<표
2-1>. 7·1조치는 북한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혁이라기보다 생활필수

품 생산부문이 개혁의 주요 대상이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군수공업 및 기간
산업부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계획과 조정이 작용하였고, 주로 경공업,
농업, 상업부문에서 분권화, 화폐화, 시장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한계적
조치의 배경에는 사회주의 완성단계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는 종국적으로 소
멸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한 북한당국의 입장이 있었다. 이 조치는 사유
화 없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북한당국이 기대한 성과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이 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시장은 계획경제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제의 주도적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7·1조치 시행 당시 이 조치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었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사전준비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사회주의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단기적 조
치로 보았다. 7·1조치 시행 이후 14년여가 흐른 지금, 이 조치는 시장경제화

5

7·1조치 이전 북한에서 시행한 개혁조치는 농업 부문에서 분조관리제 개선 등
의 노력이 있었으나 시장의 기능을 계획경제와 결합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개
선의 수준에 머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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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구하는 경제개혁이 아니고 선군경제노선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었
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표 2-1>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배급제도 폐지

- 식량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배급제 폐지
(※ 노약자에게는 배급제 유지)

가격·임금 인상

- 식량 가격 수십 배 인상(농민시장 가격 수준)
- 주택사용료, 광열수도비, 교통요금 등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15~20배 인상

분권화 확대

- 중앙의 계획권한 중 일부를 농장과 기업소에 이양
- 독립채산제 강화를 통해 경영관리 자율성 부여
- 기업 노임 지급의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자체분배 확대

환율 현실화

- 공식환율을 달러당 북한 원화 150원으로 현실화
-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

원부자재시장
개설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소와 농장이 기자재와 투입요소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

자료: 조동호 외(2002: 253-268)를 이용하여 작성.

1.1.2.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추가적 개혁조치
7·1조치 시행 이후 북한에서는 대외개방 확대, 시장 허용 및 유통 활성화,

국가재정 확충 등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조치가 추진되었다. 먼저, 북한은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외정책으로 경제특구를 신설했다. 2002년
9월 신의주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동년 11월 금강

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 을 공표했다.
또한, 북한정권은 2003년 3월에 시장의 개설을 허용하고 확대하는 조치
를 취했다. 북한당국이 시장을 승인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상품
의 양적 증대 및 질적 개선을 통하여 생활필수품의 소비 수준을 향상시키
며, 둘째, 화폐 사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며, 셋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조직 개선과 효율성 증대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한편, 북한정권은 소비재의 유통공간인 시장을 허용함과 더불어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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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생산 원료 및 기자재의 유통공간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6도 설치하였
다. 이 생산재시장은 각 공장이나 기업소들 간에 과부족되는 원료나 부속품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관 계획기관
이 공장 및 기업소 간 연결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정부통제하의 제한된 시장
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도 북한은 2003년 5월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고 판매하였다. 이는
일반 주민들의 여유자금, 즉 ‘장롱 속 자본’을 동원하여 경제발전을 꾀하려
는 시도였으나, 당시 공채 판매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
서는 북한의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공채발행을 평가하고 있다.

1.1.3. 계획경제정책으로의 회귀
박봉주가 주도하는 내각은 김정일의 지시로 7·1조치를 확대하는 개혁시
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려 했었다. 박봉주 내각은 7·1조치들로 북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가 어렵다고 보고, 가격개혁, 재정금융개혁, 상업
은행 개설, 외자 유치,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시장기구 확대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준비하였다(권영경 2012: 16).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
성을 주장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 엘리트세력에 의해 이러한 개혁적 정책의
추진은 반대에 부딪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7·1조치의 철회까지 주
장하고 나섬에 따라 2005년 하반기 이후 공장, 기업소, 농장에 부여된 분권
화 조치, 포전담당제, 부업영농제 등의 부분적 경영자율권이 박탈되었다.
보수적 경제정책의 성격을 띠는 조치들은 그 이후 한동안 이어졌다. 2006
년부터 종합시장 밖으로부터 시작하여 종합시장까지 단계적으로 통제강화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2009년에는 화폐개혁이 단행되었

6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남거나 부족한 자재가 발생하면, 유관 계획기관에 통지
하고 남는 공장·기업소와 부족한 공장·기업소를 연결해 주는 형태의 생산재시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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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정부는 화폐개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수입 확충, 시장경제적
활동 억제 등을 달성하여 계획경제로의 복원을 꾀하는 한편, 부정부패자를
색출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
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양문수 2010: 70-72).
7·1조치 철회 및 계획경제정책으로의 회귀 시도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북한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고착되는 결과를 낳았다. 시장통
제와 같은 경제개혁의 중단은 암시장 확대라는 부작용을 통해 시장을 이전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따라서 북한 경제구조의 이원화를 심화시켰
다. 둘째, 거시경제의 심각한 불안정성이 발생했으며 시장 왜곡 현상이 확
대되었다. 화폐개혁과 함께 외화거래 금지, 종합시장 철폐 등의 조치가 동
시에 취해졌는데, 이로 인해 각종 상품의 공급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환율과 물가의 폭등 현상이 발생했다(권영경 2012: 21). 반면 시장에서는 달
러 및 위안화 등의 외화 거래가 만연했고, 국정가격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짐
에 따라 양극화가 확대되었다. 셋째, 중국의존형 대외경제관계가 강화되었
다. 한국 및 서방국가와의 대외관계 악화와 시장 활성화의 영향으로 북한의
대(對)중국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과 나선, 황금
평·위화도 등 북·중 접경지의 경제특구 공동개발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1.2.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정책
1.2.1. 2012년 6·28 새경제관리체계와 2014년 5·30조치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공식 출범한 이후, 장거리미사일 발사(’12. 12.
12.)와 제3차 핵실험(’13. 2. 12.)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군사

강국건설이라는 유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는
더욱 더 높아졌고 대외관계는 이전보다 악화되었으며, 북한의 현실에서 절
실하게 필요한 경제정상화의 토대는 더욱더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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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2012년 ‘6·28 새경제관리체계’를 발표하고
이를 일부지역 기업소와 협동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6·28경제조치
의 특징은 기업 관리, 농업 관리, 재정금융, 유통 부문, 가격 부문 등에 있어
서 경제 주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허용한다는 점이다<표 2-2>.
6·28 새경제관리체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는 7·1조치의 평가와 유사하다. 우선 소극적인 입장은 7·1조치와 같이
김정은 체제의 통치기반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치가 실시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적극적인 입장은 북한의 현실
에서 시장경제화가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적 모
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조치가 7·1조치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점진적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표 2-2> 6·28 새경제관리체계의 주요 내용
분야

내

용

경제정책
주관기관

∙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 주도

농업분야

∙ 분조단위 축소
- 현재의 10~25명 분조단위 → 4~6명 분조단위로 축소
∙ 필요 생산비용 국가 선지불, 작업분조에 토지 할당, 기업소·협동농장·각급 기관들이 보유한
유휴토지 작업분조에 임대
∙ 곡물 수매가격, 생산비용 시장가격으로 계산
∙ 생산물분배 방식을 정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 작업분조와 국가 간 생산물 3:7 비율로 분배, 시장가격의 70% 수준으로 국가수매, 나머지는
작업분조에 자율판매, 현물분배 허용
∙ 목표량 초과분의 작업분조 처분권 부여

국영 기업소분야

∙ 최초 생산비 국가가 투자(비용지불)
∙ 자율적으로 기업소 자체 계획에 의해 원자재 구매
∙ 생산·판매한 후 기업소와 국가 일정한 비율로 판매수입 분할
- 생산물, 생산비용의 판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계산
- 생산설비, 자재, 전력 등 기업 간 자유거래 허용
- 국가납부금은 외화로 납부
- 생산물의 시장판매 허용
∙ 기업소 재투자, 획득 판매수입 등 자율 사용 허용
- 그러나 개인에 의한 공장·기업소 설립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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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야

노무관리
임금소득
배급제 관련

서비스·상업분야

내
용
∙ 공장·기업소 간부는 당이 임명
∙ 기업소의 개인투자 허용
∙ 배급제시스템 이원화
- 국가예산제 공장·기업소(군수공장, 중앙이 관리하는 특급·1급·2급 기업) 국가기관 사무원,
교육·의료부문 종사자는 배급제 유지
- 국가예산제 기업소·공장의 ‘생필직장’, 독립채산제 기업은 전면 임금제 실시 (전면 임금제
실시하는 기업소·공장 근로자들의 임금 현실화)
- 무상치료제도, 무료교육제도는 유지
∙ 개인투자 부분 합법화
- 개인들의 운송, 편의 봉사소, 상점, 식당에 투자를 통한 경영 참여 허용
- 이윤의 10~20% 국가납부, 개인투자 기관에서의 노동력 고용

자료: 김중호(2014: 10).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은 당, 국가, 군대기관 등 책임일군(간부)과의 회

의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7 이 담화는 국내에서 5·30조치 또는 5·30방
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북한당국의 공식적 발표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담화의 문건 일부를 입수하여 개별 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독자적인 자율경영권을 부여하고 생산물의 자율처분 비중이 확대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폭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8
또한 문건에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9
7
8
9

통일뉴스. 2015. 1. 6. “김정은 ‘5.30담화’와 내각 상무조.”
국민통일방송. 2014. 9. 23. “北, 공장기업소에 자율권 부여. 5.30조치 실태는?”
김정은은 이 담화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
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여 부강조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절실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를 결합하고 과학기
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혁신적인 관리방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한편 담화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
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
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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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정치·경제정책
2016년 초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조치를 강

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
지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했다. 이 당대회에서 나타난 군
사 및 국내정치부문 국가전략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기존의 국가전략인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노선으로 격상시키고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김정은의 유일영도
체계를 공고화하면서 당의 역할과 권위를 강조했다.
경제부문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전략’10을 언급하면서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였다.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에너지문제 해결이 인민생활 향상에 있어서 핵심임을 역설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각 생산단위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하였다.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제시하는 몇 가지 경제 정책 및 제도들을 분석해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혁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국가경제발
전 5개년 전략’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계획’ 수립에
기초하여 경제관리를 실현했으나, 이제는 ‘전략’의 수립에 기초하여 경제관
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는데, 계획과 전략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계획은 최소단위가 월 또는 연 단위로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
을 포괄한다. 즉 국가계획위원회-개별산업성-(연합기업소)-개별기업으로 이
어지는 모든 인민경제의 주체가 계획의 대상이다. 반면 전략은 통상 3년 이
상의 기간을 두고 수행하며, 북한의 위계구조상에서 중간 혹은 상위층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계획에서 전략으로의 변화는 계획경제의 와해와
시장화의 확산이라는 경제적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10

그러나 7차 당대회에서 5개년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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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가능하며(양문수 2016: 17-18), 경제활동에 대한 일반주민 통제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기업차원의 경제전략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또한 김정은 정권에
들어 추진되고 있으며 7차 당대회에서 강조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 계획에서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전
략하에서 이 제도는 기업에 대해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상의 범위와 자율성의 허용 수준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력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와 기업 간 역할 분담이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정권의 대응방식인 이원
적 국민경제 운영을 공식화하고 이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
다. 즉 전력부문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은 국가의 계획경제 틀 속에서 관리
하는 한편, 여타 산업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민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1조치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김
정일 시대의 경제개혁과 김정은 정권 경제정책의 변화양상을 짚어 볼 수 있
다(양문수 2016: 50-51). 첫째, 7·1조치는 급진적, 집약적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으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보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7·1조치는 개별 생산단위의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개선 등 미시적
차원의 조치와 더불어 가격체계 재편, 배급제 변경, 세제 개편 등 거시적 차
원의 정책을 수반한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춘 정책이었다. 반면, 우리식 경
제관리방법은 개별 생산단위의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제고 등의 미시적 조
치가 중점적이기 때문에 정책패키지로서 완결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성
이 있다.
셋째, 7·1조치는 박봉주 내각이 주도하여 추진된 것으로 김정일 또는 당
차원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은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당 차원의 뒷받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7·1조치보다 제도
화 수준 면에서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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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하에서는 이원적 경제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조
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개혁의 대상범
위와 자율성 허용 수준 면에서 7·1조치보다 더 진전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2. 북한의 경제개방
2.1. 김정은 정권 이전의 개방정책
김정일 시대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 이후
의 식량 부족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농업 부문의 부
족한 자본을 대외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한 결과, 다양한 지원과 협력사업
이 추진되었다.
가장 처음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대응은 1998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과 공동으로 입안하고 추진한 ‘농업회생 및 환경보호

계획(Agricultural Rehabilit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 AREP
Program)’이다. AREP 프로그램은 자연재해 피해 농경지 복구, 식량생산 목

표량에 맞춘 농자재 공급과 생산기반 정비, 산림황폐지 복구, 농업부문 관
리능력 향상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었다(김영훈 외 2012b: 54). 그러나 지원
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고 중장기적 기반 조성보다는 단기적 투입재 지원
에 그쳐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김영훈 2012: 30).
당시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농업지원도 유치했다. 한국의 농업지원은 초
기 남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농업기술지원, 보건의
료지원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농업개발사업으로도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으며 남북농업협력
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활용하여 농업개발협력을 시도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국제자본을 유치하고자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표 2-3>,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개방전략도 시도하였다.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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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1990

년대 초반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한 공급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노
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표 2-3> 김정일 시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령 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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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2000. 4. 19.

외국투자기업등록법

2006. 1. 25.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2008. 10. 2.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2006. 10. 25.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2009. 1. 21.

황금평·위하도경제지대법

2011. 12. 3.

자료: 정성장(2012: 76).

2002년 북한은 7·1조치 시행과 더불어 9월에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

정하였다. 북한당국은 신의주를 특수행정단위로 중앙의 관할 아래에 두지
만 자율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부여하여 운영하려고 했다. 이는 정
치제도 면에서 홍콩식을, 경제특구제도 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토양 위
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선천특구를 선별·혼합한 방식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계획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
의 초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혐의로 체
포되면서 무산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북한은 한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특구 개방 전략도 펼쳤
는데, 한국자본이 단독 투자·개발하는 형태의 특구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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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광지구가 이때 개설되었다. 그러나 법 조항이나 남북한 간 합의와는 별
도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으
로 잠정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시행된 2009년 이
후 몇 차례 중단 위기를 겪었으며, 2016년 2월에는 전면적으로 가동이 중단
되었다.

2.2. 김정은 정권의 개방정책
김정은 정권은 이전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
전을 꾀하고 있으나, 기존의 경제특구가 아닌 ‘경제개발구’ 중심의 새로운
형태로 대외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5월에 외자유
치를 위한 경제개발구법 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에 각 도(道)에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설치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였다(임을출 2015: 15). 이 경제개발구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
제개발구를 설치할 수 있는 최초의 단일 법 규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현
대경제연구원 2016: 4). 또한 북한정권은 2014년 7월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는데, 북한이 추진 중인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모두 20개로
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개발구 확대는 외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
전을 도모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주력 사업이 되고 있다(임을출
2015: 15).

북한은 법·제도 정비와 함께 외자유치 전담기구도 정비하고 있다. 2013년
10월 외자유치 전담기구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새롭게 설립하였는데, 이

협회는 경제 특구 및 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하는 목적 외에 각
종 토론회, 정보 제공,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 협회는 양강도 삼지연군에 위치한 무봉 국제관광특구를 본격적으로 개
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대경제
연구원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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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북한의 중앙 경제특구와 지방 경제개발구

자료: 임을출(2015: 211).

또한 북한은 기존의 경제개발기구를 통합하는 작업도 수행 중이다. 2014
년 6월 대외경제부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무역성에 합영투자위
원회와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격상시
켰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4). 이러한 의도는 그동안 해외자본 유치 및 대
외무역에 있어 업무가 중복된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대외경제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 정책은 김정일 정권에서와 큰 차이점이 발견된
다. 첫째, 패쇄적인 경제특구에서 개방적 경제개발구 개발로 방향이 변화하
고 있다. 둘째, 과거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예외적이었던 경제특구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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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셋째, 경제개발구의 분야, 규모, 개발
방식, 개발주체 등에서 다양화와 특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표 2-4>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 정책 비교
구 분
내부개혁조치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6·28 새경제관리체계

점(點) 형태 개방

선(線) 형태 개방

특구와 내지(內地)의 분리
북한 국내산업 및 기업과 분리 운영

특구와 내지(內地)의 연계
국내 산업 및 기업과 연계 가능

종합형 특구(중앙급)
* 남한자본이 단독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특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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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경제무역지대법)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구법)

특구개발목적

외화획득과 제한된 개방지역의 경제개발

외화획득과 지역균형발전, 주민생활향상, 무역의
다각화 및 다변화

개방 방식
대내경제와의
관계
특구형태

자료: 임을출(2015: 222).

김정은 정권은 내륙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설치한 경제개발구를 대외경제
교류, 국제시장정보 수집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수출을 견인하며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등 경제발전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북한체제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경제개발구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자
본주의 황색바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
다(임을출 2015: 31).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국식 모델을 상당히 모방한 것으로 보인
다. 경제개발구(經濟開發區)라는 명칭의 사용, 중앙급·지방급의 구분, 공업·
농업·관광·수출 가공 등 분야별 구분 등에 있어서 중국과 유사하기 때문이
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정책은 이전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진전되었
으나, 중국과 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제발전을 위한 외자를 충분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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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과거의 몰수라고 보이는 조치 때
문에 북한정부의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은 부정적이어서 잠재
적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
하고 있다. 둘째, 북한 내에서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획득한 사례가 부족하
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믿음 역시 부족하다. 셋째, 인
프라의 부족, 제도의 한계성이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넷째, 북
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인하여 북중관계의 악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도 미래 투자유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
공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견제가 작용한다.11

3. 북한의 농업정책
3.1. 김정은 정권 이전의 농업정책
3.1.1. 사회주의 초기 농업정책
김일성 시대의 북한농업의 특징은 집단농업체제의 확립 및 강화로 대표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노동력의 대규모 상실,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
계층의 분화, 농공 간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
를 건설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통제를 강화해야만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
11

예를 들어, 양강도는 북한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혜산경제개발구 개
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혜산
경제개발구 개발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혜산경제개발구의 성
공은 중국 길림성 백산시와 장백현 등지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로 백산시와 장백현 지방당국은 강력한 견제를 하였고, 그 결과 중국인 투자
유치 성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양문수 201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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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서는 농업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생산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였고(정은미 2007: 252), 농업생산 단위에서 집단화가 추진되었다.
당시 북한의 농업협동화는 빈농을 중심으로 집단화하여 당과 국가의 조
직이 농촌지역에 침투하여 기존 농촌지배 권력구조를 파괴하고 새롭게 수
립된 정부와 농민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
다. 농업집단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북한정권은 농촌의 경제자원에 대해 국
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단농업체계를 개편시켰다. 평균 20~30호
의 농가들로 구성된 농업협동조합들의 2~3개가 통합되면서 농업협동조합
의 수는 감소하였고 평균규모는 증가하였다. 1964년 당시 북한의 협동농장
은 3,778개, 국영농장은 191개였으며 전체 경작지에서 협동농장이 차지하
는 비중은 90%에 달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농업의 구조는 현재까지 지속되
고 있다(정은미 2007: 252-253).
한편 1966년부터 시행된 분조관리제는 북한농업생산체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협동농장의 최말단 조직이며 분배단위를 일컫는 분조는
제도도입 초기 10~25명으로 이루어졌으나, 시대에 따라 규모가 변화해 왔
다.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에서 목표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생산물을 해당
작업분조에게 지급하는 분배체계이다. 다시 말해 이 제도는 부분적 인센티
브 부여를 통해 분조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초과된 생산물을 현물 지급이 아닌 낮게
책정된 정부의 수매가로 지불함에 따라 초기 분조관리제는 동기유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했다. 이후에도 이 제도는 사회주의 집단농
업체제가 갖는 비효율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농업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주체농법이다(권태진 1999: 11). 개념적
으로 주체농법은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 등 농업환경에 맞
도록 농작물을 선택하고 재배하는 것이다. 이는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
고 기술혁신을 통해 주곡 자급을 달성하려는 김일성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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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협동농장의 인센티브 분배 개선 조치(1996. 6.)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1995~96년 연이은 대홍수 발생으로 이
른바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겪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
량은 400만 톤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대홍수 발생으로 1995년 식량 생산량은 345만 톤까지 감소했으며 당시의 식
량 부족량은 약 165만 톤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전형진 1999: 84).12
국가적 위기는 식량배급체계와 더불어 농업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식량생산의 급격한 감소로 중앙의 식량배급체계는 약화될 수밖
에 없었는데,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능동적인 농정시
책을 추진했고 개혁·개방적 조치를 단행했다.
<그림 2-2> 식량위기 이후 농정시책과 개혁·개방 조치
농정목표
생산증대
농업회생

농업정책수단
-

다모작
작물 다양화
초식가축 사육
생산기반 복구

외부 : 자본유치
AREP Programme
남한, 국제사회의 지원
중앙 경제특구 설치
지방 경제개발구 설치

내부 : 개혁조치
분조관리제 개선(1996)
7·1조치(2002)
6·28방침(2012)
5·30조치(2014)

자료: 김영훈(2012: 25)의 <그림 1>을 수정·보완.

12

1990년대 중반의 북한 연간 최소 식량소요량은 약 51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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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협동농장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첫 조치로 북한은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
다.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는 과거 분조관리제의 전통적인 분배방식에서 목
표 대비 초과 생산분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당시 농민시장가
격은 정부수매가격 대비 65~350배에 달했고 이러한 이중가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물 지급은 획기적인 동기유발 기능이 내재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6년 이후 북한은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
다. 농업생산의 경우도 1998년을 제외하면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는 중국
농업 생산책임제의 보급 및 확산 현상과 비교된다.13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동기유발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작업분조의 초과생산 달성, 둘째, 초과생산을 달성
한 분조의 추가분배분 취득, 셋째, 추가분배분의 시장판매 허용, 넷째, 농장·

⇒ 동기유발 ⇒ 생산증대, 다섯째, 농장 농민의 소득
증대 실현 ⇒ 자본축적 ⇒ 확대재생산 등이 그것이다.
농민의 소득증대 실현

·

<표 2-5> 북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변화와 비교(1966년 vs 1996년)
구분

기존 분조관리제(1966~)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구성

∙ 10~25명
∙ 농장원들의 연령,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인원을 배치

∙ 5~10명
∙ 주로 가족 및 친척으로 구성

∙ 가족경영요소 강화

생산
계획

∙ 해당연도 국가전체의 생산목표에 따라
분조에 제시된 계획치

∙ 최근 3년간 평균수확고와 이전
10년간 평균수확고의 평균으로
설정

∙ 목표 현실화

∙ 초과생산분 국가에서 수매

∙ 초과생산분 분조 자유처분

∙ 가격인상 효과

농산물
처분

비고

자료: 김영훈(2002: 2).

13

중국의 생산책임제는 1978년 안휘성 변경의 1개 현에서 재도입되었고 이후 중
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이 제도는 시장경제하의 농업경
영형태로까지 발전하였으며, 당시 중국의 농업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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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체제하에서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새로운 분조관리
제는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다. 첫째, 책정된 목표생산량 수준이 높아 작업
분조가 초과생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생산량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둘째, 초과생산분 현물분배에 있어서 차등 분배가 인정되기 어
려운 공동체 분위기 및 사회적 압력이 있었다. 셋째, 곡물거래의 합법적 지
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유시장의 불안정성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생산요소시장이 부재하여 시장에 초과생산분을 판매한 소득의 재투
자 및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했다. 다섯째, 종자, 비료, 농약, 전력 등 농업생
산자재의 공급부족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앞서 살펴본 2002년 7월 1일에 단행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농업부문에서
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1조치 내용 중 농업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국정 식량수매가격의 대폭적인 인상과 협동농장
의 식량 자체처분권 확대가 그것이다. 북한정부는 농업생산물의 가격 인상
이 분권화 확대와 함께 협동농장의 작업분조와 농장원 개인에게 동기를 유
발시켜 궁극적으로 농업생산량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러나 7·1조치로 인하여 기대되었던 농업생산의 증대는 실현되지 못했
다. 그 주된 이유는 취약한 농업 생산기반과 기자재 공급에 기인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인프
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 하였으며, 비료, 농약, 농기계와 그 부속품, 전력
등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 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새로운 분
조관리제와 7·1조치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은 열악한 농업생산기
반과 취약한 농업기자재 공급능력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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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포전담당제의 실시
2002년 초 북한은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를 축소한 포전담당제를 시범적

으로 실시하였다. 시범지역인 신의주와 온성에서는 3~4가구를 분조로 구성
해 농사를 짓게 하고, 목표 대비 초과생산 부분에 대하여 자체 분배를 허용
하였다(권태진 2002: 9). 이 규모는 1996년에 실시한 ‘새로운 분조관리제’에
서의 분조 규모보다 더 작은 형태이다.
이어 2004년 북한은 황해북도 수안과 함경북도 회령 지역의 30여 협동농
장을 선정해 가족단위로 분조를 재편하고 농지를 할당해 주는 포전담당제
의 일종인 가족영농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토지사용료, 생산자재의 비용, 군
량미 등 국가 납부 수량 이외의 잉여생산물을 담당 농민이 자율적으로 처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생산물 분배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며, 중국 개혁기의 포산도호(包産到戶) 혹은 포간도호(包幹到戶)의 형
태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영훈 외 2013: 44). 성과 면에서 2004년 가
을 이 지역의 알곡 생산량이 전년도 생산량에 비해 150~200% 증가했다고
보도되었다.14 그러나 이후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제도 자
체가 시범농장에서 사라졌다고 전해졌다.15
이는 당시 시범농장 식량생산 증가의 원인이 포전담당제 자체가 갖고 있
는 개혁적 성격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해당 농장에 농자재를 우선 조
달해 주고 뚜렷한 성과를 보여야 하는 북한 특유의 관료주의적 폐단으로 유
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4

15

연합뉴스 2013. 2. 27일 자 기사와 동아일보사 2010. 7. 신동아 통권 610호
pp. 312-323.
동아일보사 2010. 7. 신동아 통권 610호. pp. 312-323.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농업의 변화

29

3.2. 김정은 정권의 농업개혁정책
3.2.1. 6·28 새경제관리체계
6·28 새경제관리체계는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발표한 경제조

치이다. 따라서 이 조치는 향후 김정은 정권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6·28 새경제관리체계에서 나타난 농업부문의 주요 내용으
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표 2-2>, 첫째, 협동농장 및 공
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적 비용의 국가 보장, 둘째, 초기비용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계상, 셋째, 국가와 협동농장(공장)은 생산물을 70:30으로 분배,
넷째, 개인 소유몫 처분의 자유화, 다섯째, 협동농장 내 작업 분조의 규모를
4~6명으로 축소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첫째, 협동농장 및 공장의 생산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조달분배체계에 해당된다.
이는 기업과 농장에 대한 예산을 정부보조로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업과 농장의 특징 중 하
나는 연성예산제약 문제이며, 이 때문에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기업과 농장
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조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바로 세우겠
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시장가격으로 농자재를 보장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당시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요소인 비료의 공급은 수요량의
50%를 밑돌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거나 농장

과 공장의 직거래를 통해 조달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농업생
산의 초기비용을 보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장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북한의 시장가격 물가는 상승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정
부예산으로 농자재를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가와 협동농장이 70:30으로 생산물을 분배한다는 것은 국가의 과
도한 수탈로 보인다. 생산의 3요소(토지, 노동, 자본) 중 협동농장에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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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수 있는 요소는 자본재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그 자본재도 국가가
거의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생산물 중 국가의 몫이
70%라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수탈행위라고 판단된다.

넷째, 개인 소유몫 처분의 자유화는 시장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장은 자생적
으로 생겨나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미 거래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는 조치이며 해당 조치로 인해 곡물의 시장
거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곡물의 국가수매와 국가배급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작업분조의 규모 축소는 6·28 새경제관리체계의 다른 내용에 비
해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에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7·1경제관리개선조치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실제로 분조구성원 규모가 축소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
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3.2.2. 5·30조치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은 간부들과의 담화를 통해 시장경제 요소를 상

당히 받아들여 생산에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개인과 기업소의 분배권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데
일리NK 2015. 2. 16.).
5·30조치의 농업 부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장에 대한 자율 경영권

부여, 둘째, 농가에 책임경영농지 배분, 셋째, 농가 농업소득의 분배 확대 등
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2). 즉, 협동농장과 기업소가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작업분조를 폐지하고 노동력 1인당 0.3ha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50~60%가 농가 책임경영제하에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수매의 비중 40%, 농가 소득을 60%로 정해 농가 인센티브를 확대했
다. 5·30조치는 1978년부터 1980년대 중반에 추진된 중국 농업의 ‘생산책
임제’ 개혁과 비견될 수 있다(아래 박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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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조치가 전면적으로 실행되면 북한 농업생산도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당초 ‘6·28방침’과 ‘5·30조치’로 기대된 가
시적 농업생산 성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4/15년 식량작물의 생
산량은 전년대비 1% 상승에 그쳤으며<표 2-8>, 2015/16년도 수급 전망은
식량수급량은 480만 톤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표 2-9>.

[참고]
중국의 농업생산책임제는 1978년 ‘포산도호(包産到戶)’로부터 시작되었다. 생산책임제 개혁은 개별 농가에게 농지를
배분하고 목표치는 정부가 수매한 뒤 초과 산출물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추가 배분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4년
만에(1982년) 생산-분배 체제는 ‘포간도호(包幹到戶)’ 형태로 발전했다. 포간도호는 목표치(정부수매)의 초과 생산량은
농가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 농업은 ‘포간도호’가 공식화된 후 2년 만에 사실상
의 개인농 체제로 전환되었다.
<표 2-6> 중국의 농업생산책임제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포산도호
(包産到戶)

∙ 개별농가에 책임농지 배분
∙ 목표치(정부수매) 초과생산분에 대한 추가 배분

1978~

포간도호
(包幹到戶)

∙ 개별농가에 책임농지 배분
∙ 목표치(정부수매) 초과생산분 자유 처분

1982~

자료: 이일영(1997: 7-10).
생산책임제 개혁 당시 중국의 농업생산은 급속하게 성장했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농업생산액은 48.2% 상승하
였다<표 2-7>. 이 시기는 중국 농업에서 생산책임제가 도입되고 개별농으로 전환되던 시기이다.
<표 2-7> 중국의 개혁기 농업생산액 증가율 변화
단위: %
연도

경종작물

임업

축산업

부업생산

합계

1975~80

13.0

36.1

31.9

26.2

16.9

1980~85

36.2

54.9

65.5

170.8

48.2

1985~90

17.3

1.8

38.5

71.5

26.1

자료: 이일영(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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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최근 북한 식량수급 상황
단위: 만 톤
구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국내 생산량

450

469

441

492

503

508

국외 도입량

41

42

33

(30)

(30)

(30)

소요량

531

534

536

539

542

547

부족량

40

22

63

16

9

9

주: ( )는 예상치.
자료: FAO Statistics; FAO/WFP, CSFAM.

<표 2-9> 2015/16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쌀

옥수수

맥류

잡곡

서류

두류

계

공급량

1,284

2,516

66

156

515

264

4,801

소요량

1,705

2,654

182

165

515

275

5,495

부족량

421

138

116

9

0

11

694

자료: FAO(2016. 4. 27.).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5/16(November/October)｣. GIEWS Update.

4. 소결
현재까지도 북한경제는 공식적, 외형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표
방하고 있다.16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
음으로써 노동자에게 열심히 일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문제
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

16

실제로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
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김정은은
2016년 5월 8일 7차 당대회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 것”이며, “인
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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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제체제에 비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결국 1990년대를 전후하여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측
면에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계획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도 자력
갱생에 토대를 둔 자립경제라는 북한만의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북한이 자력갱생, 자립경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국제적 요인과 국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950년대 중반 대외원조가 감소하
게 된 데다가 구소련의 스탈린 격하운동에 따라 당내 반(反)김일성 운동이
고조되자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에 이어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을 내
걸게 되었으며 이는 1957년 ‘정치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립’
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의 양대 강국이었
던 소련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독자적인 노선을 더욱 강구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자주적인 노선을 보다 강화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적 요인으로는 식민지 시절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
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으며 분단으로 인해 한반도 내부의 지역적 분
업을 활용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즉 1950~60년대의 상황에서 ‘자립경제’라는 구호는 국내정치적
으로 매력적인 구호일 수밖에 없었던 실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자립경제의 선택으로 인해 국제분업의 이익에서 멀어짐으
로써 기술의 낙후 및 성장의 둔화를 경험해 왔다. 자립경제의 추구는 필연
적으로 제3국과의 경제관계를 제한하는 폐쇄적 경제운영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는 국제적 분업시스템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상품과 자원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자립경제를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자체적으로 공급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했고 이는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연결되었으며, 그 결
과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과 농업의 부진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자립경제 추구는 선진국으로부터
의 최신 기술은 물론 외부 자본의 도입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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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기조는 경제 핵 병진노선으로 대표된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이는 김정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체제의 장
기적 안정성은 대외적으로는 안보의 구축,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안
정성의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이후 정치적 안정성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성택의 처형으로 상징되는 공
포정치, 잦은 군부인사와 계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례적인 승진 강등
인사, 경제적 이권을 재배분하는 기능을 가진 인사이동,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통한 외부와의 긴장 조성으로 대내 일치감 확보 등은 모두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김정일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견해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이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대
외 안보의 구축이 핵심일 것이다. 사실 안보는 한 국가 혹은 한 체제가 생존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따라서 안보를 핵 개발을 통해 구축하려
는 것이 문제이지 김정은의 북한이 확실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예
측 가능한 일로 풀이된다. 권력 엘리트들의 충성 확보를 통해 정치적 안정
성을 이룩했다면, 일반 주민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서의 진전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의 구축이 필수적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
서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안보의 구축,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북한이 추진
하고 있는 경제 핵 병진노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경
제 핵 병진노선은 2013년 3월 3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되었으며, 나아가 2016년 5월 6~9일 7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에
경제 핵 병진노선이 명기됨으로써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한 최상위 국가
전략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흔히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을 핵개발을 위한
정책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문자 그대로 ‘병진’이며 경제에도 상
당한 비중을 가진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북한이 경제건설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도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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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의 첫 국가전략으로 병진노선을 제기하
면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북한당국이 경제 문제의 해결을 시급한 국
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동호 2013:
43-44).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김정은은 “경제강국건설을 다그

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시기 우리 당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정책 세부목표들은 정리하면, 첫째, 자립경제의 건설은 수십 년 전부터 북
한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
천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7 둘째,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경
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경제의 수준이나
국제적인 경제제재 환경으로 볼 때 첨단산업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는 곤란하며,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자립경제를 추
구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다. 셋째,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경
제의 균형적 발전 과제를 주문하고 있다. 북한이 계획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획을 통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이미 당연히 확
보되었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불
균형 상태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가경제발전

５개년전략

은 이번의 7차 당대회 경제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18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를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17

18

그러나 북한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자립경제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로는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 실현, ② 첨단설비를 비롯한 기술수단들의 자체 생산, ③ 에너
지의 자체 충족, ④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등이다.
계획경제체제라면 중장기 경제계획하에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93년) 이후 중장기 경제계획을 발표하지 못하
고 있다가 이번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장기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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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계획’이 아닌 ‘전략’인가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이 없는 계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제는
시장의 존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과거처럼 경제 분야별로 상세한 장기계획
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제는
공식부문의 공장, 기업소조차 시장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제품을 판매하
는 등 시장을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활동은 사전
에 국가가 임의로 조절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숫자를 담은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인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북한이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 점진적으로
접목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혁 흐름 속에서 농업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일련의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집단농업체제의 비효율
성을 극복하고자 분조를 축소하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농업생산물에 대한 농민의 몫을 확대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협동농장에 대한 자율경영권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경영구조가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부문은 가시적인 성과
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국가의 과도한 수탈로 농장구성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 하였으며, 북한경제 내에서 농업생산요소의 공
급을 확대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 하였다. 따라서 북한농업의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외
부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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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사
례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체제전환국들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쳤던 초기조건과 대외환경들을 논의해 왔다. 이 장에
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개혁·개방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하여 북한과 상
대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를 점진적으
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의 경제 및 농업 개혁은 현
재 북한정권이 주로 참고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베트남의 해외자본 유치 경
험은 북한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많은 동유럽 체제
전환국들 가운데 루마니아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정치·경제적으로
북한과 유사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정
은 북한의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는 데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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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개혁·개방과 농업 변화
1.1. 정치·경제부문 개혁·개방
1.1.1. 개혁·개방 이전 정치·경제 및 대외적 초기여건
개혁·개방 이전 중국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모델에 따라 구성된 고
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상공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통해 생산수단의 국유공유제와 계획화 시스템을 수립했으
며,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 전략을 실행하였다(김석진 2008: 37-38).
중국은 1970년대 말까지 대다수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회로 남아있
었다.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경제성장 수준은 기대 이하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결과 개혁·개방 시작 당시 중국은 가난한 후진국에 불과했다(김석진
2008: 37-44).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노선은 수많은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

래했으며, 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김석진 2008:
37-44). 모택동이 사망하고 문화대혁명이 종료된 1976년 이후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중국 공산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개방 노선
을 결정하게 된다(김석진 2008: 37-44).19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도할 당시, 정치·경제적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지도부의 교체와 지도부 성격의 변화가 개혁·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모택동 사망 이후 권력승계투쟁에서 승리한 등소평 중심의
신지도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 이 공산당 신지도부는 모택동 개인숭배
가 가져온 폐해를 절감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수립하고 공산당 엘리트 집단
내부의 타협과 조정에 의해 개혁과 개방을 진행해 나갔다. 새로운 중국 지

19

당시 모택동을 승계한 화국봉 지도부는 전통적 소비에트노선에 따라 야심찬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했으나 이것이 수많은 낭비적 투자로 귀결되면서 외화난
과 자재난 등 심각한 위기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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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의 집단지도적 성격은 중국의 개혁전략이 점진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을
갖게 된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안치영 2013: 29-96).
중국 공산당의 통치역량은 구소련, 동유럽 공산당에 비해 일반 국민 사이
에서 훨씬 높은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김석진 2008:
37-44). 소수 노동자계급에 의존해 쿠데타식으로 정권을 장악한 소련 공산

당이나 외부세력인 소련 군정에 의존해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한 동유럽 국
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수십 년간에 걸친 외세 및 구지배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공산당이 조직,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히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
는 농민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김석진 2008: 37-44). 또한 중국 공
산당은 엘리트 계층 내부의 결속력도 탄탄했으며, 정치권력층의 전횡과 부
패가 일반 국민에게 낸 상처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중국은 유럽과
같은 근대적 자유, 민주적 사상과 정치적 경험이 부재했기 때문에 서구식
민주화의 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김석
진 2008: 37-44).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일반 주민들도 기존의 제도와 공산당의 지도를 무
시하고 사적인 시장경제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초기의 가장 중요한 개혁
인 가족농 제도는 집단농장 체제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당의 방침과 무관
하게 자생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며, 도시에서도 일자리를 구하
지 못한 청년 세대가 비공식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을 개시하였다(김석진
2008: 37-44). 이러한 변화를 인식한 중국 공산당은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공산당의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시도 이전부터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과
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대외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도 서방 선진국이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국경제 규모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아 그 영향력은 크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정재호 2002: 353-402). 반면 중국은 해외에 거주
하는 화교의 존재가 개혁·개방에 중요한 초기조건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이재유·허흥호 2008: 48). 개방을 개시하면서 경제특구를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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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로 대만, 홍콩 등 화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치적으
로 대만, 홍콩과의 통일을 앞당긴다는 목표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정
재호 2002: 353-402).

1.1.2. 개혁·개방의 전개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1978~1984
년)는 농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로서 정부가 주도한 개혁이라기보다
는 일반 주민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개혁의 성격이 강했다(김용남
2002: 409-429; 김석진 2008: 39-41). 이 시기의 대표적인 개혁적 조치는 가

족농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1979년 이후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나중에
는 정부의 공인 아래 집단농장 체제가 해체되고 농가생산청부제 즉 가족농
제도가 정착되면서 농업생산이 급증했다(강희정 2002: 332-341). 가정생산
청부책임제의 실시가 중국 농업 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작
용을 함과 동시에 또한 이후 일련의 개혁추진을 위한 양호한 사회환경을 조
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의 가정생산청부책임제 개혁은 중국 경제체
제전환의 기점이 되었으며, 경제전환 초기의 돌파구가 되었다(레이다 2002:
241-268).

또한 이 시기에는 농촌지역에서 향진기업20이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도시
지역의 상업, 서비스부문에서 개인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집체기업도 발전
하기 시작했으며, 방권양리21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이 실시
되었다(김석진 2008: 39-41). 농업 및 경공업 부문으로 자원배분의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인민은행(중앙은행)과 4대 국유상업은행으로 구성되는 국유
상업은행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재정수입을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갖는 재
정 분권화 조치를 실시하였다(박희진 2009: 31; 김석진 2008: 39-41). 한편 대
20
21

농촌의 향, 진, 촌 단위 지방정부 관할하의 집단소유제 기업.
방권양리란 정부관료가 행사하던 권한의 일부를 기업 관리자에게 이양하여 국
유기업 경영의 자주권을 제고하는 한편 이윤 유보제를 실시하여 국가에 상납하
던 이윤의 일부를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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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역 자유화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정상적 교역관계
를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무역계획을 축소했으며, 신규 무역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곽복선 외 2014: 90-107). 더불어 외자유치를 위해 4개 경제특
구(심천, 주해, 산두, 하문)를 설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시작하
였다(곽복선 외 2014: 90-302). 1984년에는 14개 연해개방도시를 추가 지정
하기도 하였다.
2단계(1985~1988년)는 도시지역에 중점을 두고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함

과 동시에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다(박희진 2009:
33; 김석진 2008: 39-41). 이중가격제를 통하여 가격개혁을 추진하였고, 경

영자주권을 부여하는 경영청부제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의 본격화가 이루어
졌다. 또한 개혁·개방의 1단계에서 등장했던 향진기업이 이 시기에는 더욱
급속히 발전하여 중국의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도시 집체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1단계에 이어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기존의 경제특구 외에 1985년과 1988년에는
주요 연해지역 전체를 연해경제개방구로 지정하여 개방했다(곽복선 외
2014: 90-302).

중국의 개혁·개방 3단계(1989~1992년)는 일종의 과도기로서 개혁이 일시
후퇴했다가 재출발하는 시기로 평가된다(김석진 2008: 39-41). 1987~1989년
에 경제과열이 물가상승을 유발하면서 공산당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1989년 천안문사태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89년 이래 긴축정책을 실시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켰으며, 정치·이념적

으로는 사회주의 및 공산당 지배의 원칙을 강조했다(서진영 2008: 416-465).
그러나 1990년대 초는 중국 정부가 쌍궤제 병행을 단일화한 시기로, 1992
년 중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혁의 목표로 삼았다. 경
제체제 전환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부터 전통적인 계획경제모형을 시장
경제모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레이다 2002: 241-268).
이 시기에도 가격 자유화와 같은 중요한 개혁은 계속 진행되어 이중가격
제가 거의 사라지고 가격이 대부분 상품의 거래를 규율하게 되었으며 도시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제도가 폐기되었다(김석진 2008: 39-44). 또한 국유기

42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와 시사점

업의 개혁도 계속되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2단계에서 시작된 경
영청부제의 실험이 일반화되었다. 더불어 198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
으로 허용된 사영기업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근·한동훈 2000: 119-157).

한편 1991년 경기가 회복되고 1992년에 등소평이 남순강화에서 개혁·개
방의 지속 방침을 천명하자, 개혁 분위기가 재활성화되었다(김석진 2008:
39-44).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중국 정부는 1992년에 양자강 연안 및

주요 내륙지역의 도시들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을 개
방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 들어 경제부문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시장경제의 형성과정 중

거시적 경제체제가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였다. 따라서 경제질서
의 정돈과 함께 거시적 조절시스템의 전환은 4단계(1993년 이후) 개혁과제
중 대단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거시경제 분야의 일련의 개혁조치는 시기적절하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외환제 및 세수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중국
인민은행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 등 일련의 법률 공포는 경제환경
을 바로잡으려는 과정 중에 실시되었다(우샤오치우·구기보 2002: 294-321;
곽복선 외 2014: 90-302). 조세제도 개혁도 추진되었는데, 1994년 부가가체
세를 도입하고 기업소득세를 단일화하는 등 현대적인 재정제도를 갖추었으
며, 기업소득세 단일화에 따라 종전의 국유기업 경영청부제는 종료되었다
(임반석 2006: 267-357). 1994년부터는 특히 지방정부로부터의 중앙은행 독

립성을 강화하여 거시경제정책 수행능력을 강화했으며, 1992~1994년 기간
의 경기과열에 대처해 1995~1997년 동안에 긴축정책을 실시했다(임반석
2006: 267-357). 또한 1994년에 환율을 단일화한 데 이어 1996년부터 경상

계정의 자유태환을 실시해 시장경제에 적합한 외환제도도 완성했다(임반석
2006: 267-357).

한편 1998년 이래 중앙정부의 산업관리 부문을 대폭 축소해 정부와 기업
을 분리하는 조치를 실시했고,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하는 등 정부개혁을
감행하였다(김석진 2008: 39-44). 그리고 1998년 이후 국유기업의 잉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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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량으로 실직시켰고, 상당수 중소 국유기업을 매각, 파산, 합병 등의 방
식으로 정리했으며,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이근·
한동훈 2000: 119-157). 2000년대 이후 소규모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계속
진행되고 대형 국유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이 발전하는 한편, 국유은행의 주
식회사화도 추진되었다(김석진 2008: 39-44). 더불어 중국은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현대적인 무역제도가 완성되었고 무역자유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1.1.3. 개혁·개방의 성과
중국의 개혁·개방 단계별 성과를 경제규모(GDP)와 개인소득(1인당
GDP)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혁·개방 1단계 기간 동안 GDP 및 1인당 GDP

는 1978년 각각 3,679억 위안, 385위안에서 1984년 7,314억 위안, 702위안
으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2.1%, 10.5%로 나타났는데, 1단계
의 경우 농촌 중심의 개혁을 통한 농업부문의 경제성장으로 다른 단계에 비
해 GDP 및 1인당 GDP의 성장은 낮았다.
개혁·개방 2단계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혁이 단행되어 기업 활동을 활
성화한 결과로, 이 시기의 GDP 및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0.0%,
18.4%로 나타나 다른 단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개혁·개방 3단계는 개혁이 잠시 지체된 시기이다. GDP 및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단계에 비해 각각 4.3%p 감소하여 성장속도가 감소하였
다. 그러나 3단계 후반부인 1990년대 초반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
혁의 목표로 삼고 중국 내 모든 지역을 개방하였다. 그 결과 GDP 및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개혁·개방 4단계는 주로 거시경제 분야의 개혁조치가 이루어졌다. 조세,
외환, 금융개혁과 국유기업의 사유화·민영화가 이루어졌으며 WTO에 가입
하면서 무역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가파르게 경제성장을 하
였고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은 16.7%, 15.8%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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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국의 개혁·개방 단계별 GDP 및 1인당 GDP 현황(1978~2001)
개혁개방
1단계

개혁개방
2단계

개혁개방
3단계

개혁개방
4단계

분류

단위

1978

1984

1985

1988

1989

1992

GDP

억 위안

3,679

7,314

9,124

15,174

17,188

27,208

35,599 109,276

1인당
GDP

위안

385

702

866

1,378

1,536

2,334

3,027

8,717

GDP

%

100.0

198.8

248.0

412.5

467.2

739.6

967.7

2,970.5

1인당
GDP

%

100.0

182.3

224.9

357.9

399.0

606.2

786.2

2,264.2

GDP

%

12.1

20.0

15.7

16.7

1인당
GDP

%

10.5

18.4

14.1

15.8

1978년
대비
연평균
성장률

1993

2001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2016. 9. 6.), 필자 계산.

<그림 3-1> 중국 GDP 및 1인당 GDP 변화 추이(1978~2001)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2016. 9. 6.).

다음으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은 농촌 중심
의 개혁이 이루어졌던 개혁·개방 1단계에 두드러지게 성장하였으며 이후
중국경제의 전반적 성장에 따라 감소하였다. 반대로 3차 산업의 경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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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인다. 2차 산업
의 경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 단계에 걸쳐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3-2> 중국 산업구조 변화 추이(1978~2001)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2016. 9. 6.).

마지막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총 무역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무역
액은 1978년 355.0억 위안에서 1988년 3,821.8억 위안으로 10여 년 사이 10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증가폭은 더 컸다.
무역개방도(GDP 대비 무역액의 비중)의 경우 1단계에 상승추세에 있었
으나, 그 이후 3단계 초반까지는 22~25% 수준에서 정체되었다가 3단계 후
반부터 30%를 넘어서는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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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중국의 개혁·개방 단계별 무역 현황(1978~2001)
단위: 억 위안, %
개혁개방 1단계

개혁개방 2단계

개혁개방 3단계

개혁개방 4단계

1978

1984

1985

1988

1989

1992

1993

2001

무역액

355.0

1,201.0

2,066.7

3,821.8

4,155.9

9,119.6

11,271.0

42,183.6

수출액

167.6

580.5

808.9

1,766.7

1,956.0

4,676.3

5,284.8

22,024.4

수입액

187.4

620.5

1,257.8

2,055.1

2,199.9

4,443.3

5,986.2

20,159.2

무역수지

-19.8

-40.0

-448.9

-288.4

-243.9

233.0

-701.4

1,865.2

무역개방도

9.7

16.4

22.7

25.2

24.2

33.5

31.7

38.6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2016. 9. 6.).

<그림 3-3> 중국 무역 변화 추이(1978~2001)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2016. 9. 6.).

1.2. 농업부문 개혁
1.2.1. 농업부문 개혁의 전개
1단계(1978~1984년) 시기 개혁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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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가생산책임제의 추진은 중국의 체제전환과정 전체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농가생산책임제는 농촌생산청부제라고도 불리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제도의 실시를 체제전환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이일영 1997:
317-319; 박준근·구자옥·김호 2000: 29-31; 이일영 1999: 58-70). 농촌생산

청부제는 인민공사의 고도로 집중된 경영체제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개별
농가를 기초로 이중적인 경영체제를 수립하여 농가의 분산경영과 집체의
통일경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농가청부제는 1979년에 시작되어
1982년 6월 말에 이르기까지 전체 농촌생산대의 99.2%가 실행하게 되었다
(정정길 2004: 579-610).

둘째, 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을 제고시키고 농업생산
자에 대한 조세를 경감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1979년 이후 중국 정
부는 농산물 가격을 대폭 올렸는데, 18개 품목의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평
균 24.8% 상향조정하였다(정정길 2004: 579-610; 이일영 1999: 58-70). 또
한 중국 정부는 획일적인 수매 할당량의 범위와 수량을 차츰 축소시켰으며,
1984년 말에는 농산물의 계획수매 대상품목을 종래 113개에서 38개로 축소

시켰다(정정길 2004: 579-610).
셋째, 농업생산기술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촉진하였다. 특히 1970년대
말 식량과 면화생산에 대하여 다수확품종을 대규모로 보급하기 시작하였으
며, 10여 개의 화학비료공장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생산과 소비
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권태진 외 2004: 4-82; 정정길 2004: 579-610).
이러한 농촌개혁의 성공과 생산효율의 제고는 농촌 산업구조의 신속한
변혁을 가속화시켰고, 시장경제가 농촌자원 분배상의 조절작용을 강화하였
으며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유리한 국면을 획득하여 다방면
으로 농촌경제의 진일보한 발전과 개혁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였다
고 평가된다(정정길 2004: 579-610).
1985년에 접어들면서 농업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1985~1988년) 시기에 중국 정부는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과 농촌의 산업구조 개선에 집중하였다(권태진 외 2004: 4-82; 정정길
2004: 579-610). 농산물 유통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농산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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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유통체제에도 두 단계의 개혁조치가 이루어졌다(박준근·구자옥·김호
2000: 29-31). 첫번째 단계에서는 농산품 수매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육류, 계란, 조류, 가금류, 수산품의 소매가격을 인상하는 한
편, 도시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물가관리체제에 대
해서도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과거의 정부 단일 계획가격을 정가, 협정가격,
시장가격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개선하였다.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농업경제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농촌사회 총생
산액에서 농업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에 68.6%였던 것이 1988
년에는 46.8%로 하락한 반면, 농촌공업 총생산액의 비중은 19.4%에서
38.1%로 높아졌고, 건축업 총생산액은 6.6%에서 7.1%로, 운수업 총생산액

은 1.7%에서 3.5%로, 상업총생산액은 3.7%에서 4.5%로 각각 높아졌다(박
준근·구자옥·김호 2000: 29-31).
다만 2단계 시기에는 농촌 조직구조의 허약성과 아울러 농업생산 여건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농민이 획득한 자원보상과 자금공
급부족이 점점 심화되어 식량생산에 대한 의욕이 급격히 쇠퇴하였다(정정
길 2004: 579-610; 이일영 1999: 58-70). 게다가 국민경제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산물 유통체제의 개혁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정정길 2004: 579-610).
3단계(1989~1992년) 시기 중국은 국민경제의 전면적인 조정시기로서, 이

전 시기 추진해오던 농가생산청부경영책임제의 확립, 농촌의 산업구조 조
정 및 농산품 가격과 유통체제의 개혁과 농산물 시장의 육성 등이 지속되었
다. 특히 농가생산청부경영책임제의 완전한 확립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1985년부터 추진되어오던 농산물에 대한 시장조절 메커
니즘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30
여 년간 시행해오던 계획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농민에게 생산경영자주권과
상품처분자주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독립된 상품생산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농촌은 본격적인 자급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
불어 농업금융체제의 조정과 관리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한데, 농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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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
였다(권태진 외 2004: 64).
1993년 이후(4단계) 중국의 농촌 개혁은 농업부문 시장경제 개혁의 강화

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당시 농촌개혁은 한층 더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였는
데, 4단계 주요 농업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정정길 2004:
579-610). 먼저, 농가생산도급제 위주의 책임제 안정, 통합과 분리를 결합하

는 상충경영체제 완비, 농촌기본경영제도의 법률적 지위 확립, 토지승포기
간의 30년 불변연장 등이 대표적이다(이재옥 외 2002: 126-132). 다음으로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구매와 판매 및 화학비료 유통체제 개혁, 식량, 면화
의 수매가격 제고, 농업생산자재의 가격상한제 실시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로 중국은 농업투자 증대와 투자구조 조정을 실시하였다(이재옥 외 2002:
126-132). 넷째, 중국 정부는 농업과학기술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

다. 한편 농민들은 개혁의 실천과정에서 주식합작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주식제도와 합작제도의 장점을 결합시켰기 때문에 농촌의 현 생산력 발전
수준과 농민의 의식수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상품경제 발전과 대량생산
의 객관적 수요에 적응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2.2. 농업부문 개혁의 성과
개혁·개방 이후 농가의 소득수준은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의 평균 순소득
은 1978년 134위안에서 1998년 2,162위안으로 2,028위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101.4위안씩 증가한 셈이고, 개혁·개방 이후 농가의 소득 수준
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준근·구자옥·김호 2000: 40-56; 권태진
외 2004: 28-82). 증가율의 수준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00년 이전까지는 모두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질소득 증가율

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으며, 명목소득 증가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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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국 농촌 가구의 소득 증가

자료: 박준근·구자옥·김호(2000).

다음으로 20년 동안 중국 농촌산업구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정정길
2004: 594-601; 권태진 외 2004: 28-82). 농촌 산업구조 가운데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2·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1차 산업 가운
데 농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목축업과 어업의 비중이 높아졌다(권
태진 외 2004: 28-82). 경종부문 가운데 경제작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식량
작물의 비중이 낮아졌다. 비농업 가운데 2차 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높아졌다(권태진 외 2004: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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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국 농촌산업구조 변화 추이

자료: 정정길(2004: 600)의 <표 2>를 재구성.

<그림 3-6> 중국 농림어업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정정길(2004: 596)의 <표 4>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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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임업과 목축업 또한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개혁·개방 이후의 20
년 동안 임산물 생산액은 1.9배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5.9%에 달하였다(정정길 2004: 595-599; 권태진 외 2004: 28-82). 목축업 생

산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1978년과 비교하여 보면, 목축업 생산액은 약
5배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9.9%에 달하였다(권태진 외 2004:
28-82). 최근 몇 년 동안 목축업 발전은 더욱 빨라졌는데, 1992년부터 현재

까지 연평균 11.6%의 속도로 증가하였다(정정길 2004: 595-599; 권태진 외
2004: 28-82).

2.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농업 변화
2.1. 정치·경제부문 개혁·개방
2.1.1. 개혁·개방 이전 정치·경제 및 대외적 초기여건
북베트남은 1975년 4월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1976년 12월 베
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산업복구와 경제부
흥을 위해 여러 차례의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6년까지, 경제의 자유화와 사회주의적 통제를 번갈
아 추진하며 대부분의 경제계획은 실패하게 된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1976년 12월 베트남공산당 제4차 당대회
에서 제시된 제2차 5개년계획(1976~1980)은 통일 후 수립된 최초의 5개년
계획이다. 본 계획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남부베트남에 적용하여 생
산수단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를 강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
적인 목표는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초를 건설하고 전국에 농·공기
구를 주요 부문으로 하는 새로운 초보적 경제기구를 형성”하며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을 개선”하는 것에 있었다(백학순 2003: 29-54).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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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과는 미미하였다. 특히 남베트남에서 조급히 강행된 농업집단화,
국가의 사기업 흡수 및 상업의 장악, 1977년부터 1980년까지 4년간에 걸친
홍수, 태풍, 가뭄 등의 자연재해, 캄푸치아 침공과 중국과의 전쟁 등이 그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GDP의 경우, 제2차 5개년계획의 원래 목표는
매년 13~14% 증가였으나, 실제 연평균 성장률은 목표에 크게 하회하였다.
GDP 성장률은 1978년에 1.7%를 기록하였으나, 1979년에는 6.7%, 1980년

에는 -3.5%를 기록하였다.22
다음으로 1979년 9월 개최된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일부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는 ‘신경제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신경제정책의 기본
인식은 첫째, 캄푸치아 침공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악화하고 해
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자원을 총동원하여 증산에
힘써야 하고, 둘째, 효율적인 노동력 동원을 위해 농민과 근로자의 물질적
욕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백학순 2003: 29-54; 이한우 2011:
39-64). 이러한 개혁조치 덕분에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1981년에 5.8%,
1982년에는 8.2%, 1983년에는 7.1%로 크게 성장하였다.23 식량은 1980~1984

년까지 4년간 연평균 100만 톤씩의 증산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식량의 증
산은 제2차 5개년계획기간의 증산기록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었으며,
1983년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였다(이한우 2011: 39-64; 백학순
2003: 29-54). 공업 분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경공업, 소규모

수공업 등 위주의 지방공업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1980~1982년에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이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백학순 2003: 29-54).

22
23

UN 통계(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2016. 8. 20.).
UN 통계(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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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베트남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1971~1985)

자료: UN 통계(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2016. 8. 20.).

신경제정책의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
다.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던 것이다(권
태진 외 2004: 82-113; 백학순 2003: 29-54).
결국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 정부로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주
의 경제원칙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적 재통제를 실행하게 된
다. 대표적인 조치가 남부베트남의 농업집단화의 재강화 조치이다. 1983년
2월 당시 남부베트남의 농업집단화 비율은 농가의 농지가 각각 15%와 10%

였으나, 1985년까지는 집단농장의 최하위 단위인 단결조를 완성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농업집단화를 재강화한 결과 1984년 1월에는 농가와 농지의
집단화율이 각각 35%와 30%로 상승하였다(백학순 2003: 29-54).
또 다른 조치로 남부베트남에서는 유통에서의 재통제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 정찰제를 실시하였는데, 형식은 자유가격제를 지지했으나 정
찰가격 상승을 통제하여 실제는 강력한 통제가격제를 실시하였으며, 더불
어 베트남 정부는 1985년 통화개혁을 실시하였다. 구 10동을 신 1동으로 평
가절하하고 개인은 공식환율로 1,000달러에 해당하는 구 15,000동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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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구 20,000동까지만 교환을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통
화개혁이었다(백학순 2003: 29-54). 이러한 통화개혁은 여느 통화개혁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고 사적부문이 보유하는 자원을 국가에게 강제 이전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실시되었다. 그런데 통화개혁에 대한 소문이 일주일 전
에 새어나가 화폐자산이 실물자산의 구입과 미국달러 구입에 모두 쏠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권태진 외 2004: 82-113; 백학순 2003: 29-54). 그 결과
는 초인플레이션이었는데, 통화개혁 후 2년간 약 1,000%의 물가상승을 기
록하였다(권태진 외 2004: 82-113; 백학순 2003: 29-54).
전술하였듯이 베트남은 매우 심각한 체제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베트남
공산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공산당은 전쟁에 승리해 남북 베트남을 통일하는 성
과를 달성한 후, 야심차게 전국적 차원의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했으나 사회
주의 건설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970년대 후반에 매우 심각한 경제난
에 봉착하였다(김석진 2008: 45-46). 남베트남에서 실시한 상공업 국유화
조치와 종전에 상류층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농업 집단화 정책도 농민들의 저항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권태진 외 2004: 82-113; 백학순 2003: 29-54). 더욱이 1978년 베트
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중국 및 서방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국제적 고립
이 심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베트남의 개혁은 1979년 신경제정책, 1986년 도이모이라는 두 차례의 노
선 전환에 의해 추동되었는데 지도부의 점진적 교체가 이러한 전환을 가능
케 한 배경이 되었다(김석진 2008: 59). 베트남 공산당은 전쟁이 종료된 후
1976년 제4차 당대회 이래 당대회 때마다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교체해왔다. 지도부의 점진적 교체 과정에서 보수파, 원로파의
경계가 있었지만, 개혁파, 소장파의 입지가 점차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석진 2008: 59).

한편 베트남에서는 개혁정책의 실행이 종전의 최고 지도자 및 공산당 지
도부에게 정치, 이념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김석진 2008: 59). 종전
의 최고 지도자인 호찌민은 사회주의 건설자라기보다 독립운동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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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국의 아버지로서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정책의 실행이 호찌
민의 오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송정호 2012: 34-37; 문태운 2002:
497). 또 호찌민 이후에는 특별한 개인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 종

료 후 짧은 사회주의 건설 기간의 오류에 관해서도 최고 지도자가 개인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송정호 2012: 34-37; 문태운 2002: 497).
더욱이 베트남 공산당은 엘리트 계층 내부의 결속력도 탄탄했다. 베트남 공
산당의 주요 간부들은 오랜 전쟁기간 중의 전우로서 끈끈한 결속력을 갖고
있었다(백학순 2003: 29-54).
당시 베트남의 대외환경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베트남은 통일 이전
중·소 간 균형정책을 유지하였으나, 통일 후 동남아지역 주도권을 두고 중
국과의 경쟁관계에 돌입하였고, 1978년 6월 중국은 베트남 원조를 중단하
기도 하였다. 신경제정책을 추진한 1980년대 전반기에는 캄보디아 침공 문
제로 인해 서방 선진국 및 중국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으며, 소련
의 원조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도이머이를 추진한 1980년대 후반
에는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전개되고 원조도 점차 줄어들게 되어 대
외여건은 더욱 불리해졌다(김석진 2008: 55). 베트남의 대외관계는 주요 개
혁조치를 실행한 후인 1990년대에 가서야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1989년 캄보디아에서 철군하고 1991년에 파리평화협정을 맺어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미국과는 1995년에야 비로
소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중반에 유럽, 일본과
의 무역을 정상화했으나, 미국과의 무역은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을 위한 협
상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2001년에 가서야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었다(김
석진 2008: 67).

2.1.2. 개혁·개방의 전개
베트남은 1986년 12월 15~19일 제6차 베트남 공산당대회는 도이머이정
책을 채택하였다. 도이머이의 핵심은 경제의 자유화와 대외개방의 촉진으
로 정리될 수 있다. 물론 보수세력의 주장도 반영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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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골격도 유지한다는 원칙도 함께 강조되었다. 전략적 산업의 국가통제,
민간부문과 상업구조의 점진적 전환, 국영기업 생산품의 국가관리, 노동인
구 지역 안배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원칙이 개혁파와 보수파의 합의
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도이머이정책의 경제개
혁 기본방침은 다음의 9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식량, 소비재, 수출품목의 증산

②

다원적인 경제구조 현실은 인정하되 소규모 상행위에 대한 통제 유지

③

관료기구 쇄신 및 관료조직 체계정비

④

당 간부와 국가 관료들의 훈련제도 개선

⑤

스탈린주의적 중공업모델에서 농업과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전략 전환

⑥

지방정부와 개별기업체의 자율성 증대 및 중앙정부 통제의 분권화

⑦

수송, 통신망, 조세제도의 개혁

⑧

국가의 현물 보조금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⑨

효율적인 통계기법 도입

과거에 추진했던 신경제정책이 사회주의 노선의 부분적인 궤도수정이라
고 한다면 도이머이정책은 경제운영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재춘 2014: 53). 이후에서는 베트남의 5개년 개발계획을 중심으
로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정책을 차례로 서술한다.

가. 국내정책
< 제4차 5개년계획(1986~1990) >

도이머이정책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990년까지의 경제목표를 충분한
식량과 소비재 공급, 그리고 외환확보를 위한 수출증대에 두고 일련의 쇄신
정책을 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1979년 하반기부터 1982
년까지의 신경제정책을 통한 경제자유화 정책의 강화, 둘째, 근로자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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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지급 폐지 및 현금지급으로의 변경, 셋째, 기업경영자의 의사결정권 확
대 및 베트남 공산당의 지도노선보다도 하위 생산직종자의 의견에 기초한
의사결정 중시, 넷째, 10명 이내의 사영기업 활동 허가, 다섯째, 각 성 정부
에게 수출입 활동 허가, 여섯째, 하이퐁시와 호찌민시에 수출가공지역 개설,
100% 외국인 소유 투자를 인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국유화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외국인투자법 공포, 일곱째, 관료조직의 20~25% 감축 등이었다
(백학순 200: 29-54; 양운철 2011: 1-5). 해당 개발계획에서의 가장 특징적

인 부분은 사회주의 가격체계가 동시에 계획, 계산, 제재기능을 하는 소위
사회주의 회계체계를 도입하여 시장경제체제에 근접하는 경제운용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백학순 2003: 29-54).
이러한 정책은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여러
문제들도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특히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제6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는 거
시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다지출을 줄이고, 물가상승률을 낮추며,
인플레이션,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 불공평의 수준을 완화시키기 위
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1986년 초에 금과 외환보유고가 2주일간의
수입대금액에 불과한 1,500만 달러까지 떨어져서 정부는 사기업을 장려하
고 자본주의국가들에게 개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백학순 2003: 29-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1988년에 1,000%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거의 20%에 달하게 되었으며, 1988년 초에는 큰 기근과 더불어
많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하였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다(백학순 2003:
29-54; 양운철 2011: 1-5).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지만, 도이머이정책은 성과를 내어 1988년 후반
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정부는 본격적으로 경제건설에 나서게 되었
다(이한우 2011: 15-64). GDP 성장률도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1980년대에 매년 평균 75만 톤의 식량을 수입했으나 1990년에는 130만 톤

의 쌀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이한우 2011: 15-64; 백학순 2003: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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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베트남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1985~1994)

자료: UN 통계(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2016. 8. 20.).

< 제5차 5개년계획(1991~1995) >
1991년 제7차 당대회는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포괄적인 계획을

통과시켰는데, 그 하나는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건설 프로그램”
이었고, 다른 하나는 “2000년 전략: 사회경제적 안정화와 발전”이었다(이한
우 2011: 15-64; 백학순 2003: 29-54). 전자는 당 자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
고, 후자는 사회, 경제, 교육, 대외관계 문제 등 베트남의 여러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그 도구는 시장 메커니즘이었다.24 국회는 1993
년 20~40개에 달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혁신
적인 것은 토지법이었다. 토지소유권은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전 인민, 즉
국가가 가지고 있었으나, 토지사용권은 가족, 개인에게까지 확대되었고, 토
지사용자는 사용 토지를 매매, 임대, 양도, 상속, 저당까지 할 수 있게 되었
다(송정남 2001: 79-100; 박정원 2006: 125-179).
24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어떤 다원주의적 요소나 개혁적 변화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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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1992년에 도이머이정책 도입 이후 최초로 전년도에 세운 주요
경제목표를 달성했다. 독립 이후 처음으로 약 2천만 달러의 수출초과를 이
루어 그동안의 무역역조 현상이 반전되었으며(김석진 2008: 207-243), GDP
성장률도 8%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25 1991년 70%였던 인
플레이션이 1992년에는 15%로 감소하였다(백학순 2003: 29-54).
< 제6차 5개년계획(1996~2000) >
1996년 6월 베트남공산당 제8차 당대회는 도이머이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재확인하였으나, 단호한 개혁안들을 산출하지는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수
주의자들은 1996년 제8차 당대회에서 1991년 제7차 당대회에 비해 더 큰
힘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백학순 2003: 29-54).26 예컨대,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2개월 전에 모습을 드러냈고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될 예정으로
되어있었던 정치보고서에 원래 당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부
문의 비율을 60%까지 높이도록 되어있었으나, 결국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국
영부문이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완화되었다(백학순 2003:
29-54; 안승욱 1997: 29-84). 이는 일종의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관

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동시에 정치보고서에서 정치적 다원주
의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제8차 당대회와 제6차 5개년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는 다음
과 같다. 즉 베트남 정부는 고율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성장률의 공업화
격려, 거시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인적자원, 과학기술 및 인
25
26

UN 통계(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2016. 8. 20.).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제8차 당대회에서 고령의 최고지도층 3인방이 유
임되었다. 사실상 파벌 간의 세력관계가 새로운 최고지도층의 선출을 어렵게
하였고, 당대회와 같은 회의를 통해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것
이 상이한 파벌들에게 특별히 나쁠 것이 없는 것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
었다(백학순 2003: 29-54).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와 시사점

61

프라에 중점을 둔 발전의 기초 확립이라는 세 가지 경제목표의 달성 등을
결정하였다. 2000년까지 매년 GDP의 9~10% 성장을 통해 1인당 2000년
GDP가 1990년의 두 배가 되고, 공업생산은 연평균 14~15%를 달성하고, 농

업은 매년 4.5~5.0%, 서비스업은 매년 12~13%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백학
순 2003: 29-54).
한편 1997년 말에 베트남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IMF의 구
제금융을 받고 경제관리하에 놓이게 되자, 베트남 경제가 이로부터 큰 영향
을 받게 되었다. 1998년에 들어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세계은행, ADB,
UNDP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개혁의 속도

를 대폭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김석진 2008: 234-235). 베트남 정부는
농촌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주요한 이슈라고 간주하고
사회 경제적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농업발전과 농촌경제에 초점을 맞
추었던 것이다.

나. 대외경제 정책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

베트남 최초의 외국인투자법은 1977년 제정되었으나, 규제조항이 엄격하
여 실질적인 투자유치에는 부적합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987년 12
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을 구체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1987. 12. 29. 외국인투자법 공포

②

1988. 9. 30.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공포

③

1990. 6. 30. 외국인투자법 1차 개정

④

1992. 12. 23. 외국인투자법 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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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993. 4. 16.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1차 개정

⑥

1996. 11. 12.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

⑦

1996. 11. 23.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2차 개정

⑧

1997. 2. 18.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3차 개정

⑨

1998. 1. 23.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4차 개정

⑩

2000. 6. 외국인투자법 4차 개정

한편 외국인투자법 제정 및 정비와 함께 토지법, 석유가스법, 국유기업법,
기업파산법 등과 같은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들을 개정하고 국유기업의
민영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식 매각을 허용하였다. 법률
정비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조직도 정비하였는데, 1989년 4월 외
자유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협력투자위원회를 설립하여
외자사업설립 관련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이후
1995년 말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협력투자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기획

투자부를 신설하고 외국자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그림 3-9> 베트남 FDI 유치 현황

자료: UNCTAD(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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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 신기술 도입, 수출산업 개발·육성, 고용 창출 등을 목적
으로 1989년 12월부터 수출가공구(Export-Processing Zones)와 산업단지
(Industrial Zones) 조성을 추진하였다. 1989년 수출가공구 설립을 결정하고,
1991년 호찌민시의 탄투안(Tan Tuan)을 수출가공구로 처음 승인하였고 이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수출가공구는 공업용 자유무역지대로,
수입원료 조립·가공을 통한 수출품 생산에 일차적 목적이 있는데, 수송수단
과 창고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노동력 동원이 용이한 하노이, 하이퐁, 다낭,
호찌민 등 대도시에 설치되었다. 수출가공구의 유치업종은 섬유, 의복, 신
발, 피혁, 인형,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류를 이
룬다. 그러나 산업간접자본이 미비하고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수출이
행 의무 등이 부과됨에 따라 수출가공구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단지는 수출가공구보다 세제상 혜택은 적지만 사
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운영, 공산품의 제조, 가공, 조립 등 폭넓은 업무를
할 수 있고, 생산품의 국내 판매도 가능하여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았다.
<그림 3-10> 베트남 GDP 대비 FDI 유치 현황

자료: UNCTAD(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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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볼 때, 베트남 정부의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투
자유인정책에 의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캄보디아 침공
이후 미국이 주도한 대 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로 유치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1989년 캄보디아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미국
이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을 허용한 1993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는 급증
하였다.
< 무역 >

도이머이정책 추진 이전 베트남의 무역은 베트남 수출입공단에 의해 독
점적으로 관리되어왔다. 베트남 수출입공단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상호경제원조협의회(COMECON) 가입국들과 수출입계획을 수립하고 무역
을 관리하였다(김석진 외 2008: 158-160). 1986년 12월 도이머이정책을 채
택하고 1987년부터 본격적인 개혁조치가 취해졌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도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도이머이정책으로 통제가 약화되면서 베트남의 수입은 급증하여 1987년
베트남의 수입액은 수출액의 3배에 달하였다(김석진 2008: 207-234). 1989
년 베트남 정부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역회사의 설립 자유화, 국
유기업의 외국기업과의 직접거래 허용, 수출보조금 폐지, 라이센스 및 쿼터
의 완화, 환율 현실화 등 일련의 무역관리제도를 개혁하였고, 개혁조치에
의해 수출이 대폭 증대하면서 무역적자의 폭이 줄어들었다. 수출증대는 초
기 경제개혁 성과에 따른 공산품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1989년부터
증산된 쌀과 유전개발에 의한 원유가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관리제도의 개혁으로 베트남의 무역액은 점진적으로 증대되었으나,
미국 주도의 대 베트남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무역증대에 한계
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3년 8월 미국이 국제금융기관의 대 베트남 금융지
원을 허용함에 따라 1994년부터 베트남의 무역규모는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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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베트남의 무역 현황(1987~1996)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출액

854

1,038

1,946

2,404

2,087

2,581

2,985

4,054

5,449

7,256

수입액

2,455

2,757

2,566

2,752

2,338

2,541

3,924

5,826

8,155

11,144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2000: 415).

< 국제원조 >
198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미국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

하자 1991년 미국 부시 행정부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시
하였고,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8월 국제
금융기구의 베트남 지원을 허용하였다(이한우 2011: 30-31). IMF는 구조조
정 융자 등을 지원하였고, 세계은행은 송전선사업, 관개개선사업, 농업구조
개선사업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도 국도 확충사업,
상수도사업, 관개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DA)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실제 국제사회의
대 베트남 지원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약정된 지원이 집행
된 것은 2002년부터 통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GDP 대비 8% 내외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GDP의 상승

으로 지원액의 절대규모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GDP대비 지원 비율
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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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베트남 공적개발원조 규모

자료: OECD(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6. 8. 15.).

<그림 3-12> 베트남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

자료: OECD(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6. 8. 15.).

한편 농업 분야의 ODA를 살펴보면, 약정액은 초기 전체 ODA 중 10%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후 5%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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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베트남 공적개발원조 규모 대비 농업부문 지원(약정액)

자료: OECD(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6. 8. 15.).

집행액의 경우는 초기 1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최근에는
3%대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농업부문에 대한 외부 재원이 비교적 대규모로 도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서 농업에 대한 외부
지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
가 나타나는 원인은 후술되어 있듯이 베트남의 경우 농업의 개혁·개방에 있
어 비교적 성공한 경우이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그림 3-14> 베트남 공적개발원조 규모 대비 농업부문 지원(집행액)

자료: OECD(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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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개혁·개방의 성과
도이머이정책을 추진한 경제적 결과로서 전술한 특징 이외 개혁·개방의 결
과 베트남 경제에서 일어난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유경제부문의 지도적인 역할하에 상품 경제가 형성되었다는 것
이다. 이제 경제를 정부만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책임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1992년 개정헌법과 각종 법률은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과 사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발전하고 동시에 상호간에 협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이문식 1998: 213-226; 백학순 2003: 29-54).
둘째, 국가의 통제를 받는 시장메커니즘이 경제의 운용메커니즘이 되었
다. 경제관리체계의 개혁은 독립적인 기업형태의 형성과 평행으로 국내 자
유시장의 형성과 국제시장과의 점진적인 통합을 목적으로 생산과정에 기여
하는 모든 요소들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시장체계가 발전되어야 했고, 또
한 시장경제를 위한 법적인 틀을 형성하기 위해 거시적 수준에서 관리개혁
을 실행해야 했다(이문식 1998: 213-226; 백학순 2003: 29-54).
셋째, 새로운 정향하에 경제구조의 전환과 공업화를 재촉하면서 개방경
제를 발전시켰다(이문식 1998: 213-226; 백학순 2003: 29-54). 폐쇄된 자급
자족의 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의 변화를 위해 지방경제의 개방과 행정단위
에 따라 이루어졌던 시장 분할의 철폐, 각 특정지역, 지방, 그리고 나라 전체
에서의 경제구조 폐쇄 요소의 점진적 극복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베트남 경
제의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베트남 지도부는 도이머이정책을 통해 체제수정적 내지는 체제전환적 개
혁이 아닌 체제보완적 개혁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공산
당이 도이머이정책을 채택한 것은 물론 경제를 회복시키고 강화시켜 체제
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즉, 사회주의의 틀 내에서 더 나은 상태
의 베트남 사회주의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1979년 9월에 도입한 신
경제정책이 정책의도와 실제효과 면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체제보
완적 개혁조치였다면, 1986년 12월 도이머이정책은 베트남 지도자들의 체
제보완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체제수정적 개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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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실제 체제수정적 효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다(이
한우 2011: 32-35).

2.2. 농업부문 개혁
2.2.1. 농업부문 개혁의 전개
베트남에서 1980년대 중반의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80% 이상이었고 총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부문 경제활동인구는 70% 이상이었으며, 농업부문의
생산량 증대는 식량문제 해결과 공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시급
한 과제였다(이강구 2009: 12-27). 그런데 개혁 이전 베트남 농업은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집단농장 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1980년대 초
까지 ‘합작사관리위원회’가 계획, 생산, 분배를 결정하였으며, 벼농사에 적
합한 비옥한 토지와 기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농업생
산구조와 1977년부터 4년 연속 발생한 자연재해로 농업생산량은 급감하였
다(이한우 2011: 99-119).
1981년 집단농장의 기본구도를 유지하면서 개별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생

산물계약제를 도입하였다(권태진 외 2004: 82-118; 이한우 2011: 99-119). 협
동조합(합작사)이 생산대와 생산물 계약을 맺고, 생산대는 다시 개별농가와
최종생산물에 대한 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협동조합은 생산지원활동을 담당
하고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개별농가가 담당한다. 계약 물량을 초과하는 잉여
농산물은 농민이 자유처분하며 목표가 미달하는 경우는 다음해에 보충하도
록 하는 성과급제도이다. 이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1980~1983년 기
간 동안 식량생산은 연평균 100만 톤 가까이 증가하여 1983년에는 식량자급
을 달성하였다(이한우 2011: 99-119).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
과, 낮은 농산물 가격, 정부수매의 연불지급, 개별농가의 장기 토지사용권
불허 등으로 영농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하면서 식량생산은 다시 정체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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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정부는 토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중앙위원회는 농업 발전을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토지법에서 토지는 전 인민의 소유이고 토지 관리는 국
가가 경영하나, 토지사용권은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과 사
용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이한우 2011: 99-119). 농업발전 조치의 주요
내용은

①

국가기관은 농업세만을 징수,

②

농민의 부담 축소를 위해 농업

세율과 생산물 청부계약물량을 1990년까지 고정,
에 30~40%의 이윤 보장,

④

③

국가수매 시 생산비용

농산물 및 투입재의 매매는 현금 사용 등이다.

이러한 조치로 물물교환적 성격이 강했던 농산물 거래는 비용과 이윤이 고
려된 명확한 가격구조를 갖게 되었고, 개별 농민에게 토지사용권이 안정적
으로 보장되자 식량생산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8년 4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농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농업경제

및 경영체제의 개편을 발표하였다(이한우 2011: 99-119). 농업생산의 기본단
위였던 협동농장을 사실상 해체하고, 개별 농가를 농업생산의 기본단위로
삼는 농가계약제를 실시하였다. 이 조치는 합작사가 농가에 토지를 배분하여
약 15년간 계약을 맺어 경작하게 하고, 계약 물량을 5년간 고정시키며, 농민
이 생산량의 40% 이상을 수입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이한우 2011: 99-119). 정부는 이 조치에 의거하여 농지의 일부를
가족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나머지 농지는 입찰에 의해 분배하였다. 토지
사용기간도 종전의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개간지는 40~50년간 사
용권을 부여하였다(박정원 2006: 125-179; 이한우 2011: 99-119). 그 결과
영농경험과 자금력이 있는 농민은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
업의 기계화 및 규모의 경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9년 당 중앙위원회는 농민을 경제단위체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농민들

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켰으며, 1993년 6월 토지의 실질적인 사유화 조치에
가까운 혁신적인 ‘개정토지법’이 통과되었다. 농지 사용기간을 3ha 이내에
서 50년까지 허용하고,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의 임대, 상속, 저당, 양도
등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송정남 2001: 79-100; 박정원 2006: 125-179). 이
에 따라 대규모 농장이나 식품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부문이 실질적
으로 사유화되어 농업부문 개혁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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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농업부문 개혁의 성과
농가계약제의 채택은 농촌에서 생산 및 분배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
장 큰 변화는 생산 및 분배조직으로 기능하던 합작사가 해체되거나 그 역할
이 대폭 축소되고 변경된 것이다. 특히 남부의 합작사 및 생산집단은 대부
분 붕괴하였고, 북부의 합작사는 생산단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농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하고 있다. 전국의 합작사 수는 1988년
17,335개, 1989년 18,631개, 1990년 16,341개로 명목상 급속히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무력화된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 규모도 축소되
었고, 합작사 관리 인원도 감소되었다(진승권 2006: 117-205; 이한우 2011:
99-119). 집체농업 하에서 합작사 및 생산대는 생산 및 분배를 전담하는 경

제조직인 동시에 사회적, 행정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었다.
농가계약제 시행 이후 합작사는 대부분 경제적 기능을 농가에 양도하고, 행
정적 기능을 지방행정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집체화 시기의 기능을 거의 상
실하였다. 단지 1990년대 초반에 일부 지역에서는 합작사가 부분적으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북부 농촌에서 합작사가 관개시설 관리
및 종자보급, 비료공급, 농작물보호, 신기술 보급 등 농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다. 관개시설은 국유였고 합작사가 이를 관
리하며, 농민 중 특별조를 조직하여 운영되었다(진승권 2006: 117-205; 이한
우 2011: 99-119).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988년 농가계약제의 전면
적 채택 이후 합작사가 과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
는 한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순수한 경제조직으로 변화해갔다(이한우
2011: 99-119).

과거 합작사는 명목상으로는 생산조직이었지만, 실제로는 공공작업에 대
한 인구동원, 세금징수, 토지관리 등 일부 행정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한우 2001). 싸 이하에서는 합작사가 이를 담당하였다. 합작사가 1988년

농가계약제 시행 이후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한 경제조직으로
변함에 따라 집체화 시기 합작사가 수행하였던 경제적 기능 중 많은 부분은
농가가 수행하고 행정적 기능은 지방행정조직이 관장하게 되었다(권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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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4: 82-118; 이한우 2011: 99-119). 즉, 토지배분, 세금징수, 사회조방
제공 등은 인민위원회의 직접 관리하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혁 과정에
서 지방행정 조직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농민과 싸 인민위원회와의 관계
는 더 이상 합작사를 통하지 않고 수행되고 있다. 합작사의 기능이 약화되
고 규모도 촌규모로 축소된 후 당 간부의 직접적 통제는 가해지고 있지 않
다(이한우 2011: 99-119). 과거에는 생산대장이 세금 및 부장급을 징수하였
는데 이제는 싸 인민위원회 주관하에 촌별로 촌장이 이를 징수하여 싸에 납
부하도록 되었다. 촌장은 촌민들에 의해 선발되는데,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징수, 호구관리, 촌내 각종 사회문제 등을 담당하며, 매월 2~3회 싸 인민위
원회와의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인민위원회의 행정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한우 2011: 99-119). 경제개혁으로 인한 지방권력구조의 변화는
당 및 사회단체의 역할이 축소되고 행정조직의 역할이 점점 더 중시되는 방
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한우 2011: 99-119).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전반적으로 당 간부들이 행정조직의 주요 직위를 겸직하여 통치하고 있
어서 형식적으로는 지방정치의 근본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이한
우 2011: 99-119). 이상의 논의는 한 마디로 베트남의 농촌사회에 경제적으
로 큰 변화가 있었던 반면 정치적 변화는 미약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현대
농업개혁정책의 집행이 곧 지방에서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동으
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농민의 자율성 증대, 행정조직의 역할 강화와
당 역할의 부분적 약화로 이어져 기존의 당·국가 지배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한우 2011: 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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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마니아의 개혁·개방과 농업 변화
3.1. 정치·경제부문 개혁·개방
3.1.1. 개혁·개방 이전 정치·경제 및 대외적 초기여건
과거 사회주의 시대의 루마니아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북한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통일이라는 과제를 가
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적 측면에서 두 국가는 1인 독재지배
구조가 오랜 기간 유지됨에 따라 정치적 대안세력과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
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가의 자원은 농업이 아닌 건설, 중공업 분야 등에
대부분을 집중 투자하였다는 점이 유사하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체제 형성과정은 주변의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루마니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에
대항하여 군을 파병했다. 그 결과, 이미 발칸반도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
던 소련에 의해 루마니아에 공산화가 추진되었다. 주변의 다른 동유럽 국가
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정권 초기 루마니아는 소련의 후원 아래 공산주의 이
데올로기에 입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도입되어 전 산업에 걸쳐 생
산수단의 국유화와 집단생산체제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52년 집권
한 게오르게 게오르규-데지(Gheorghe Gheorghiu-Dej)는 1950년대 말 헝가
리의 민주화 운동 등으로 소련의 간섭이 약화된 틈을 타 민족주의에 기반한
자주적 공산주의 노선을 모색했다. 한편으로는 발칸반도의 유일한 라틴계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의 전체주의
적 통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루마니아를 농업국가로 묶어두려는 소
련의 전략에 반발하여 강력한 스탈린식 공업화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독자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려 하였다.
1965년 게오르규-데지에 이어 집권한 니콜라이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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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루마니아식 스탈린주의 체제의 완성을 위해 기존의 자주노선을 대내외
적으로 계승해 나갔다. 대외적으로 차우세스쿠 체제하의 루마니아는 독자
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였다. 1950~60년대 중국과 소련의 대립(중소 분쟁)
시기에는 중국에 우호적이었으며,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또한 냉전체제하에서 반대진영과의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추구하여 서방세계의 환영과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27 한편 대내적
으로 차우세스쿠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에 철저한 개
인 우상화, 족벌정치, 주민통제 등을 가미시켰다(임원혁 1998: 9).28 이러한
루마니아의 독특한 통치형태는 현재 북한체제가 보여주는 주체사상, 권력
집중 및 개인숭배, 공포정치 및 사회통제 등과 매우 유사하다.
차우세스쿠의 공산독재체제는 강력한 억압장치 때문에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경제침체와 외부정보 유입으로 국내에서 반
발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인권 탄압 및 개혁 거부로 차우세스쿠의 대외
적 위상은 사라져갔다. 폴란드, 헝가리 등 주변국들에서 공산정권이 무너지
기 시작하면서 루마니아에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었고, 결국 1989
년 12월 티미쇼아라(Timisoara)시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소요사태
는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반면 군부는 분열하여 진압에 실패하게 되면
서 24년의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은 급작스럽게 막을 내리게 된다.
루마니아의 경제는 공산화 이후 1960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게오르
규-데지와 차우세스쿠가 펼친 스탈린식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성장가도를 달렸다. 이 시기 루마니아 정권은 농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을 재
배치하며 10%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이룩했다.
27

28

루마니아는 1967년부터 서독과의 경제·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69년 닉슨
(Richard Nixon) 대통령의 루마니아 방문 이후 1972년에는 IMF에 가입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추구하였다.
차우세스쿠와 김일성은 친분관계가 각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1년 북한
을 방문한 차우세스쿠는 집권 후반기에 대규모 건축공사와 우상화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그는 1980년에 부인을 제1부수상직에 임명하는 등 족벌 독재체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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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후 중공업부문으로의 과도한 투자와 대규모 집단화가 지속됨
에 따라 경제성장의 흐름은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중공업 중심의 비효
율적인 자원배분과 국내외 수요를 무시한 경제정책은 막대한 대외부채를
남기며 더 이상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지 못하였다. 여기에 1980년 전후로
자연재해와 국제적 석유파동이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루마니아의 경제는 급속히 침체되었다.
<그림 3-15> 공산주의 시대 루마니아의 GDP와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UNCTAD(http://unctadstat.unctad.org/EN/: 2016. 9. 6.).

한편 대외부채문제에 직면한 차우세스쿠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간섭
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외채를 상환하겠다는 목
표를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입억제정책
과 수출극대화정책이 동시에 취해진 결과, 차우세스쿠 체제는 외채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하고 있었다. 외환을 확보하기 위
하여 중공업부문의 투자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불
균형이 초래되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외화유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무리한 식량수출로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
난을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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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확산은 결국 차우세스쿠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그림 3-16> 공산주의 시대 루마니아의 무역 현황

자료: UNCTAD(http://unctadstat.unctad.org/EN/: 2016. 9. 6.).

3.1.2. 개혁·개방의 전개와 성과
1989년 12월 차우세스쿠 정권은 갑작스럽게 붕괴하였지만 루마니아에서

는 체제개혁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변국들과 다른
정치적 환경이 작용하였다. 차우세스쿠 독재통치의 영향으로 루마니아에서
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이끌 정치적 대안세력이 형성될 수 없었
다. 또한 국가 주도의 계획과 통제가 아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전무하여 제대로 된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구축되고 추진되지 못 한 결과이
기도 하다.
차우세스쿠 정권붕괴 후 사태수습은 소련 유학파이며 공산당 출신의 일
리에스쿠(Ion Iliescu)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1990~1996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루마니아 체제전환 초기의 중심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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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에스쿠 정부는 옛 공산당 세력이 중심이 됨에 따라 식량수출 금지, 에
너지 소비제한 폐지, 사농업 합법화 등 근본적인 경제개혁과는 거리가 먼
소극적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투자 위축과 물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의 감
소와 안정화정책의 미비가 원인이 되어 1990~1992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
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1992년 이후 IMF 등으로부터의 차관이 도입되면서 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수정되어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3년 하반기부
터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등 경제개혁의 성과가 나
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마니아 정부는 IMF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
하였을 뿐, 보다 근본적인 개혁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의해 지연되었다.
<그림 3-17> 공산주의체제 붕괴 이후 루마니아의 GDP와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UNCTAD(http://unctadstat.unctad.org/EN/: 2016. 9. 6.).

1996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연합 정부는 연정을 구성한 후 국유기업

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조치 등 본격적인 개혁정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 갈등으로 개혁의 성과가 여전히 부진하였고 개도국의 외환위기와
EU의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1997~1999년에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

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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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사회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비로소 루마니아는 EU 가입이

라는 국가적 목표 및 구체적 방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연간 약 5%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되었다.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IMF 등 국제기구와 EU에서 지원이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가 개선되어 외자유치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에서의 고
정투자도 대폭 늘었으며 국내소비시장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주변 유럽국
가 수출시장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도 호조세를 띠었다.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와 함께 EU에 가입한 루마
니아는 대외투자유치 확대와 건전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8> 루마니아의 무역과 FDI 유치 현황

자료: UNCTAD(http://unctadstat.unctad.org/EN/: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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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부문 개혁
루마니아는 공산화 이전 ‘유럽의 빵공장(breadbasket of Europe)’이라 불
릴 정도로 농업부문의 강국이었다(Drost 2013: 46-47). 16~18세기에는 세계
에서 4번째로 많은 밀을 수출할 만큼 곡물 생산으로 유명했다. 19세기에는
루마니아 전체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 경제
였기 때문에 특별한 농업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루마니아 농업은 큰 변
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중 첫 번째는 1945년 소련군 주둔하에 단행된 토
지개혁이다. 토지개혁에 따른 국유화과정은 무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압수된 농지는 약 1.3ha의 소규모로 분할하여 농민
에게 재분배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집단영농체제의 구축이었다. 1962년 농
업 집단화의 완성단계에 총 농경지의 93.4%가 국유화되었으며, 731개의 국
유농장이 있었다. 이후에도 국유농장의 합병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1971년
에 국유농장의 수는 144개로 감소하였다. 세 번째 변화는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공업부문에서 발전시킨 기술을 농촌으로 확대 보급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초기 공업화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농기계를 자체
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여 1938년 2만 6천여 대에 불과하였던 트랙터 수가
1989년에는 11만 6천여 대로 증가하였다(Drost 2013: 46-50).
<표 3-4> 공산주의 시대 루마니아의 농장형태
구

분

경작 중인 농지면적 대비 비중(%)

평균 규모(ha)

국영농장

29

5,001

협동농장

59

2,374

개인 생산자

12

0.5

자료: Drost(2013: 52)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러한 공산주의 시대의 농업정책은 농업으로부터 노동력을 이탈시켜 중
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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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의 초기에는 스탈린식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
면서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것과 더불어 공업부문으로부터 보급된 농기계의
이용성 확대는 생산성을 개선하여 농산물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향상된 농업기술의 보급만으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농업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당시 주변
국과의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루마니아의 농업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이었다. 이는 좋은 기후나 향상된 기술수준만으로 정책적 실패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공산정권 주도의 과도한 중공업 육성정책과 집
단농장화로 농업부문의 투자와 농업생산의 인센티브는 사라지게 되었다.
젊고 유능한 인력들은 농촌을 빠져 나갔으며, 국영농장의 규모가 너무 커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었다. 또한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1980년대에 들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기계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지도 않았다(최용호 2015: 95).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에 농업 집단화가 해체되고 농지사유화가 진

행되었지만 체제전환 시기의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상황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때문에 루마니아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최용
호 2015: 96). 루마니아의 새 정부는 농지의 재사유화를 정책목표로 수립하
였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 하였다. 결국 일리에스쿠 정부는 농지의 상환(restitution)과 판매(sale)를
혼합하여 사유화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농지는 최대 10ha를 상한으로 국유
화 이전 주인에게 일부 반환되었으며, 국유화 후 국영농장에 종사했던 농민
에게는 0.5ha씩 배분되었다.
농지 사유화의 결과로 루마니아의 농지는 더욱 소규모화되는 한편, 도시
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농업부문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이 증가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또한 이전에 없었던 기업체가 생겨나고 소
규모 농가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결성되는 등 농업생산구
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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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1997년 루마니아의 농업생산구조
농장 분류

면적(천 ha)

점유율(%)

농장 수

평균 농지크기(ha)

농기업

1,792

12

490

3,657

농민 협동조합

1,748

11.8

3,875

451

가족 협동조합

1,245

8.4

12,089

103

개인 농장

8,674

58.6

3,715,396

2.33

기타

1,330

9

N/A

N/A

합계

14,789

자료: Drost(2013: 53).

한편 농지의 재사유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Drost 2013:
53). 먼저, 토지개혁 이전 원주인에게 농지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원주인 확인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비되었다. 다음으로, 국가 독점에서는 벗어났지만
농업 투입재 및 농산물의 독점은 여전하였고 폭동으로 파괴된 관개체계는 복
구되지 않았다. 또한 이전에 사용되었던 농기계가 분배되는 데 어려움이 있
었을 뿐만 아니라 분배된 농기계들은 소규모 농지에 효율적이지 않았고, 그
나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노후화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 했다.
한편 농가의 낮은 구매력 때문에 새로운 농기계 구입은 더더욱 어려웠다.
2000년대 초반 이래로 EU 가입을 위한 필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는 농업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최용호 2015: 97). 효율성
강화, 기술수준 향상, 금융 등 농업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비료 구입, 트랙터
생산, 관개시스템 개선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7년 EU
가입 시점 당시 EU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루마니아의 농업환경은
안정감을 가지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평균 농지규모는 매우 작
아서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구조와 부합되기
어려웠다. 정부의 보조로 농기계 등 기술 공급이 증가했지만 노후화되었고,
EU 평균의 기술보유 수준보다 현저히 낮았다. 트랙터 1대가 담당해야 하는

농경지 크기가 루마니아에서는 50.5ha인 반면, 나머지 EU 국가 평균은
19ha이었다. 또한 EU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농업생산성은 낮으며 GDP 대

비 농업의 비중과 농업부문 고용률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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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루마니아 농업부문 목표와 발전전략
국가목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농정목표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빈곤 감소
⦁식량안보 및 식량안전
⦁경제적 선순환

농업·농촌 발전전략
[농촌개발]
⦁농업인·농촌인구의 삶의 질 개선
⦁농업·농촌의 환경 개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
농업기반시설의 근대화

자원 확보

환경 보전

⦁생산기반
⦁주거환경

⦁천연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토양
⦁산림

자료: Otiman et al.(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현재 루마니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하여
농업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낙후된 농업부문을 현대화시키고 농
촌지역을 개발하며 농업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최용
호 2015: 97-100). 생산기반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 농업 기반시설을 근대
화시키고, 천연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등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농기
계 생산 등 전·후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토양과 산림 등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농촌 발전전략을 통해 루마니아 정
부는 농촌인구의 빈곤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식
량안보 및 식량안전을 모색하고, 농업부문이 경제적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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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별로 독특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체제전환과정에서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쳤던 공통된
조건과 변수의 분석은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 개혁·개방의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참고하
기 위하여 많은 체제전환국 가운데 북한과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평가
되는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요구로 인해 개혁·개방을
맞이하였다.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자원의 불균형 분배
에서 발생하는 경제난, 소련의 개혁·개방에 따른 지원 축소, 정치권력의 세
대교체 등이 공통적으로 개혁·개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개혁·
개방과정은 정치권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는데, 루마니아 등
동구권은 급진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점진적
인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개혁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경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농업이 국민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전체 인구 중에서 농민과 그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
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영향력도 크다(권태진 외 2004: 216-301).
기업부문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개혁하더라
도 국유부문을 흡수할 수 있는 적절한 경영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농
업은 개별농가가 경영주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으며 협업
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새로운 경영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농업부
문이 개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권태진
외 2004: 216-301).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도 농업부문이 경제
개혁의 선봉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체제전환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농업부문의 개혁이 특히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체제전환국의 농업개혁은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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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심
에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이 존재했던 것으로 분
석할 수 있다. 먼저 생산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농업조직의 형태, 즉 집단
농장인가 개인농 혹은 가족농인가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
어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농업개혁은 농민의 생산 인
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 두 가지 개혁을 핵심으로 하였다(김석진
2008: 109-116). 첫째,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둘째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인상하거나 농산물 시장거래 및 가격을 자유화
하여 농공 교역조건을 농업에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권태진 외 2004:
216-301).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효율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제도개혁의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권태진 외 2004: 216-301). 다음 단계로는 소유제도
의 개혁을 바탕으로 농업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과제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
된다. 중앙집권적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보다는 시장을 바탕으로 생산
주체의 자율적 판단과 수익성 원리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두얼 2012: 136). 상부로부터의 생산목표 하달과 이에 따른 농
자재 공급, 수매제도를 탈피하고 생산주체가 자율적으로 경영목표를 설정
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조직을 관리함으로써 계획경제의 저효율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권태진 외 2004: 216-301).
가격결정에 있어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는 가격체계의 변화를 정
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에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 즉 시장 메커니즘의
본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권태진 외 2004: 216-301). 초기에는 이중가격과
왜곡된 상대 가격체계를 단일가격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및 경
영효율을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가의 수매제도를 축소, 폐지하고 경영주체의 자율적 시장판매를 확대해
야 하며, 국가에 의한 분배제도를 축소, 폐지하고 시장을 통해 물자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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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의해 대부분의 물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장에서는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 해외재원조달의 특징도 논의
하고 있다. 특이점은 베트남의 경우 초기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공적개발
원조보다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야에 따라 조달되는 재원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나, 총합적으로는 공적 재원 조달의 약정이 선행되고, 이후 민
간 재원이 유입되었으며, 공적 재원의 집행은 다소 시일이 경과한 후 이루
어진 것으로 통계상 관찰된다. 따라서 외부 재원으로서 민간 재원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개혁·개방의 종잣돈(seed-money)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적개발
재원은 거버넌스 등의 정치적 요구가 선행적으로 달성되어야 구체적인 집
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경우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에는 민간재원 도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
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 현 체제의 급속한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와 당분간
체제의 안정적 유지가 예상되는 경우 대북정책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래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미래 관련국 정세의 불확실성, 북한 내 정
보의 부족, 북한정권의 정책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북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구 사
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과 체제전환국과의
정치·경제적 공통점과 북한의 현재 상황 및 특수성에 기초한 현실성 있는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체제의 현주소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전망하기에 앞서 북한의 현재 모습을 정치의 영
역과 경제부문의 특성 및 사회현상으로 나누어 재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현
재까지 북한의 정치부문이 나아가는 방향과 특성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핵능력 고도화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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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의 대외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당
분간 경제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조성도 힘들어졌다.
둘째,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당 중심의 김정은 정권이 공고
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권력승계 후 핵심통치기관을 장악하고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를 공고화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한편, 2인자 권력 집중
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정은은 친위집권엘리트의 교체를 빈번히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정은에 대한 불만세력이 출현하고 집권엘리트 간 권력투쟁이
점화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셋째, 북한은 무자비한 공개처형을 통한 공포정치로 체제위해요인을 제
거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권력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반체제 지
도자의 출현과 세력의 결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체제불만에 대한 증
거는 고위층 인사 탈북, 해외노동자 집단탈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최근 북한은 주민들의 체제 결속력 및 순응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
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관료사
회의 만연한 부정부패, 잦은 내부 강제동원, 배급제 와해 등은 주민들의 불
신감과 불평불만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민통제 약화에서 기인하는
반정권 대규모 봉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부문의 특징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도 북한체제의 미래
상을 전망하는 데 필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가 정치의 강
한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 정치행태가 개혁적 경제조치들
의 방향과 모순되어 성과달성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단편적인 예로, 최근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활터전은 붕괴하고 있는 반면, 핵문제나 인권문제 등에 대한 보수적 태도
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지 못 하고 자원수출마저 제한되는 상황을 겪고 있
다. 때문에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실되고 체제에 대한
회의감마저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북한 내 경제정책의 실패는 계획경제체제의 와해 및 시장경제체제
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시장을 정권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다. 이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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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가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됨에 따
라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문제 해소의 실패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생
산단위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자력생존이 강화되고 있는 정책은
정권이 예기치 못하는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밀무역과 유통을 위한 유동인
구가 큰 폭으로 증대되는 한편, 시장 등 주민들의 생존현장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가 출현하고 있다. 또한 시장 활성화에 따른 신흥부자(돈주)
의 출현과 빈부격차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
해 외부문물 및 이동통신수단의 확산은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주의 및 물질만능주의 확산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체제 수호의지
약화는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체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2.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앞에서 논의한 북한의 체제변화 요인과는 별도로, 체제변화의 내용에 대
한 모든 시나리오를 정치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나누어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김석진 2012: 55). 먼저, 북한의 미래 정치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최고 권력자 자
리를 유지한 채 독재권력을 공고화하여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할 수 있다. 둘
째, 김정은 위원장이 실권하고 새로운 권력자 또는 지도부가 등장하지만,
새 정권은 기존 정권의 성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셋째, 종국
에 사회주의 정권이 권력을 상실하고 개혁적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정치상황과 별도로 북한의 미래 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
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의 경제정책을 거스르는 과거 고전
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며, 둘째로 더
이상의 개혁적 조치 없이 지금과 같은 성격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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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처럼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시장경제
로 이행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따른 급진적
체제전환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은 정치·경제상황의 변화와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북한경제는 정치영역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있어 정치부문과 경제부문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정성적 논의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현재 북한체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을 전망하고자 한다.

2.1. 시나리오 1: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
북한정권이 향후 계획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
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계획경제 재건의 명분과 주민들의 지지,
둘째, 관료사회의 역량과 충성심, 셋째, 체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자금과 자
원 확보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실정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
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앞선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현 경제정책
은 주민들의 자력생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체
제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개
혁·개방을 전망하는 데 있어 이 경우는 사실상 배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시나리오 2: 현상유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독재정권과 오늘날의 북한은 생존전략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김석진 2012: 61). 첫째, 독재권력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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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얻어낸 원조나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
다. 둘째, 권력집단이 장악한 공식경제와 일반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비공
식경제라는 이중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참고해 보면, 외부의 대규모 지원이나
풍부한 자원보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체제개혁으로 경제적 효율
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어도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2.3. 시나리오 3: 중국 및 베트남식 점진적 개혁·개방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이 권력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통
한 경제발전을 이룸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
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비록 점진적이긴 했으나, 집단농장의 해
체와 가족농제도의 성립, 사기업 활동의 자유화 등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공산당 스스로 이런 과
정을 허용하고 합법화하였다. 이는 구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나타났던 개혁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이들 국가들은 국유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분권
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근본적인 사회주의 경제시스템과 국가통제는 유지
하면서 세부적인 경제운영방법만 개선하려 하였다. 지금까지(최소한 7·1조
치까지) 북한의 개혁 양상을 살펴보면, 북한체제는 아직 이러한 한계에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및 베트남의 경험을 보면, 경제위기와 더불어 세대교체에 따
른 새로운 개혁파 엘리트지도부가 형성되는 것을 계기로 개혁·개방이 추진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정권 스스로는 정치적 위험을 우려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혁·개방을 위한 적극적 시도를
못 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반면 김정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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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험과 시일 경과에 따른 엘리트집단의 세대교체는 북한의 개혁·개방 가
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 및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나 베트
남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마다 그리고 시대
에 따라 처한 대내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도 개혁·개방의 초
기여건, 추진과정, 실행전략 등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4. 시나리오 4: 급진적 개혁·개방
급진적 체제전환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법상 엄연히 주권국가인 북한의 급변사태를 미리 상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
례에 어긋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안
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중대한 변수임에 틀림없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권이 붕괴하는 경우는 많지만 북한의 급진적 변화를 예측
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비슷한 사례에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
일 것이다.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급진적 체제전환을 경험한 사례에 해
당하며,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즉, 소련형, 동유럽형, 중부유럽형으
로 구분된다(서재진 외 1993: 16).
첫째, 소련의 경우는 지배엘리트가 분열함에 따라 정권이 붕괴한 특징이
있다. 보수적인 상급관료와 타성에 젖어있는 하급관료들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정치적 혼란을 양산
한 결과,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고 소련연방은 해체의 길을 걸었다.
김정은의 권력 세습이 안정화기에 도달했다고 평가되는 현 상황에서 경제
위기로 인한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세력과 보수층의 분열은 소련형 체제붕
괴에 가능성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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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유럽 국가들 중 루마니아는 현재 북한의 독재체재와 매우 유사하
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종철 2010: 120).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독재체제는
민중봉기, 군부의 이반, 반차우세스쿠 세력의 쿠데타의 순으로 진행되며 붕
괴하였다.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이한다면 루마니아와 유사한 극적인 형태
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
셋째, 중부유럽형은 시민사회 세력이 형성·조직되어 주도한 시민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우 중부유럽 국가들과 같은 정도의 시민
사회 형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이 유형은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 밖에도 동독은 서독으로의 대량이주, 민중봉기, 지배세력의 분열, 시민
세력과 지배세력의 타협 등이 주요한 붕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1>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붕괴 경로와 결과
구분

소련

루마니아

동독

붕괴의 주요 계기점
∙
∙
∙
∙

1985년
1987년
1988년
1991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의 시동
이후 시장화 개혁
이후 서구식 정치 개혁 실시
보수세력의 쿠데타 실패와 민족분열

∙
∙
∙
∙
∙

붕괴 유형

붕괴의 결과

개혁·개방
지배세력 분열
보수쿠데타
민중봉기
민족분열

사회주의 체제 붕괴 및
소련 연방 해체

∙ 1987년의 식량폭등
∙ 1989년의 퇴케시 목사 탄압 사건 및 민중봉기
∙ 1989년 11월 14차 루마니아 공산당 대회에서의 개혁
거부
∙ 1989년 12월 22일의 부쿠레슈티 광장 시위

∙ 민중봉기
∙ 군부의 이반
∙ 친위쿠데타

∙
∙
∙
∙
∙

∙
∙
∙
∙

1980년대 경제개혁의 실패
1988년 반체제세력의 형성
1989년 대규모 탈출
1989년 재야민주단체들의 결집과 민중시위
1990년 동독 공산정부와 재야세력 간의 대연정 및
연립정부 구성

대량탈출
지배세력 분열
민중봉기
시민세력과
지배세력의 타협

차우세스쿠 부부 처형

서독으로의 흡수 통일

자료: 이종철(2010: 127)

북한의 급변사태는 그 발생계기의 불확실성과 다양성 그리고 복잡성으로
인해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한계상황하에 급변사태의 유발요인
을 제한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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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급진적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경제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은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약
화시키고 있다. 농업 및 산업생산의 마비, 국가배급제 붕괴, 대규모 주민동
원사업 전개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또한 외부지원 축소,
자립적 경제발전 강조, 군수 및 당경제 우선정책, 과도한 군비지출, 대규모사
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으로 경제난 해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안보위협을 빌미로 자신의 체제 결함과 정
책 실패를 은폐해 왔으나,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주민들의 의혹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고난의 행군 세대가 점차 북한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는 점도 정권유지에 잠재적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셋째, 중간간부층의 부정부패와 심리적 동요로 국가통제력이 점차 이완
되고 있다. 생필품 부족으로 암시장 거래가 확산되고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일상화는 사회전반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중간간부층도 개인의 생존문
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반면, 국가로부터 주민들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자
원도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증대되고 있다.
넷째, 정권의 위기관리수단 부재와 그릇된 관리방식은 체제 유지에 부정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변화, 외부정보 유입 등을 체제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강제적으로 저지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외관계
를 협력이 아닌 대결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
사일 도발로 인하여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동참은 불가피
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젊은 권력엘리트의 성장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
에 긍정적이지 않아 중국이 북한의 최대 정치·경제적 후원자의 역할을 축소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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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최고 통치권력의 안정화는 북한정권의 지상최대 과제이며, 국가안보와
일반주민의 지지는 북한체제 유지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
권을 포함한 역대 모든 북한정권은 군사력 강화와 경제문제 해결에 매달려
오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은 하나의 정책방향
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경
제발전은 최고권력자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북한체제 수성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억제해야 하지만,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난 해결에는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인하여 계획경제시스템
이 붕괴된 이래 경제 개혁·개방을 시행

→ 중단 → 재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2002년 7·1조치로 시작된 경제정책은 2005년 후반 개혁 반대세력에 의해

보수적인 계획경제정책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통제정책이 과거
보다 더 심화된 경제적 모순을 낳음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출범과 더불어
이전보다 더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개방의 측면에서도 소극적 경
제특구정책은 큰 성과 없이 유야무야되다가 최근 중국식 모델을 모방한 경
제개발구정책으로 진화되었다.
올해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김정은 정권은 김
정일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식 경제관
리방법, 경제개발구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김정일 시대보다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본격적
인 개혁·개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
권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
의 내재적 딜레마 때문에 김정은 정권 스스로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서기
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즉 김정은 정권은 필수불가결한 시장을 정권의 관리
가능한 범위에 묶어두면서 계획경제의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
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정권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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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한경제는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체제전환의
과도기적 특징을 쌓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체제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은 정치적 권력구조
의 변화이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개혁이 추진되기 전에는 반드시
중요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김병연 2005: 224).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요구가 최고권력자와 지배
권력층의 반대를 극복하여 개혁적 세력에게 정치권력이 이양되면서 급진적
경제개혁 및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 중국 및 베트남 또한 정치적 권력이 개
혁적 성향을 가진 세력으로 교체된 것이 점진적 개혁·개방의 배경이 되었다.
북한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시스
템의 구조적 모순이 야기하는 경제난과 시장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북한
의 경제개혁에 있어 상징적인 7·1조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만성적인 경
제난 극복을 위한 김정일 정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흐름을 보면,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장경제는 계획경제
를 잠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이 시장화의 진전
을 언제까지 관리 가능한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정치적 권력구조의 변화와 경제위기 상황 이외에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진승권 2006: 251).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사회가 행사한 압력이 급진적인 형태

의 체제전환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소련을 포함한 동유
럽 사회주의체제의 약화는 베트남에 대한 원조 중단을 가져왔고 이러한 외
부적인 충격은 베트남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켜 결국 도이머이개혁이
추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은 개혁·개방
의 속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크게 두 가지 개혁·개방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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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 모색이 가능하다. 먼저, 지배세력 간 권력투쟁으로 인한 심각한 분열
이 일어나거나 열악한 민생경제가 더욱 심화되어 내부갈등이 폭발한다면,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형태의 개혁·개방이 추진될 수 있다. 이
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경험으로서 급변사태에 의하여 공
산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대안적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개혁·개방이 본격
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정치권력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
는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
을 타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제건설을 모색한다면, 북한에서 점진적
형태의 개혁·개방이 추진될 수 있다. 이는 북한체제나 정치권력에 대한 반
발이나 저항이 나타나기보다는 지배세력 스스로가 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
하기 위한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갈 때 가능하며, 역사적으
로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전환 유형에 해당한다.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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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
혁하는 동시에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의 농업부문 해외투자 유치는 북한에 식량난 해소와 농업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한국에게는 남북협
력 강화를 통한 긴장감 해소, 통일비용의 축소, 북한정보 입수 등과 더불어
한국농업에 또 다른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
는 북한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
이며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체제전환국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
고자 한다. 특히 제도·정책적 변수 중 어느 요인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차별
성도 실증분석을 통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는 급진적 개
혁·개방 시나리오, 즉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농업에 필요한 외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과제 도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및 목적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이라 불리는 투자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

나 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 형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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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13: 6-7). 통상적으로 자회사 주식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그린필드(Greenfield)형은 다국적기업이 투자 현지에 생산, 유통, 판매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른 유형으로 인수·합병
(M&A)형은 다국적기업이 투자 현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일부분(10% 이

상)을 취득하여 해당기업의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목적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성주석
2013: 95-102). 첫째, 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목적이다. 즉 해외진출을 통하

여 자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광물자원, 농림수산물 등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및 자국 경제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목적
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제곡물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자국의 곡물 수급 안정화 방
안으로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해외농업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해외시장 확보의 목적이다. 즉 다국적기업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마케팅기법, 브랜드 등의 경쟁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한국 내 농업부문의 한 예로 도올, 썬키스트 등
외국계 과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다국적기업들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
하고 바나나, 오렌지, 자몽 등 수입과일 유통시장에 진출하여 상당한 시장
수요를 점유하고 있다.
셋째, 효율성 제고의 목적이다. 최근 국제적 추세는 무역장벽이 줄어들고
해외로의 원료,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다
국적기업들은 해외진출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생산·운송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메이저 다국적기업들은 그들의 자본, 생산기술, 우
수종자를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적합한 기후
및 저렴한 토지, 노동력과 결합하여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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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무역장벽 회피의 목적이다. 다국적기업들은 높은 무역장벽을 가진
타겟 해외시장에 바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해당국가와 가까운 지역에 생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해외시
장 진출을 꾀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분야의 경우 식량안보 및 자국의 농업인
보호 등으로 무역장벽이 타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무역장벽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섯째, 선진기술이나 고도화된 경영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
발도상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외직접투자를 활
용할 수 있다. 한 예로 스위스 농업생물공학 기업인 신젠타를 중국 국유기
업인 중국화공이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29
여섯째, 외교 강화의 목적이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과의 경제협력
차원으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지만, 대외협력 측면에서 장기
적으로 외교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동향
2.1. 총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동향
UNCTA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입액 기준 전 세계 FDI 규모는 2001년
6,841억 달러에서 2007년 1조 8,717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8

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겪으며 유입액은 급속히 감소하였고, 2010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2년 국제금융 위기를 겪으며 유입액은 다시 감
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조 2,0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FDI 전체 중 유입액 기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비중은 각각 2001년

에는 31%, 1%였지만, 2014년에는 56%와 4%로 증가하여 선진국으로의 유
29

한국일보. 2016. 2. 3. “중국화공 52조원에 스위스 농업기업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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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액 비중을 넘어섰다. 개발도상국 중에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
이 4,65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아메리카 1,594억 달러와 아프리카 539억
달러가 그 다음이었다.
또한, 유출액 기준으로도 FDI 총액에서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차지
하는 비중이 상승하였다. 2001년 개발도상국이 해외에 투자한 비중은 FDI
총 유출액의 10%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35%까지 상승하였고 2001년
체제전환국이 해외에 투자한 비중은 FDI 총 유출액의 0.4%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5%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5-1>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좌측)과 유출액(우측) 추이

자료: UNCTAD(http://unctadstat.unctad.org/EN/: 2016. 5. 6.).

2.2. 농업 부문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동향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전 세계 농업부문 FDI 유입액은 연평균 100억 달

러 이하 수준이었으나 1999년부터 15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8년까지는
64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로 농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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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FDI 유입액은 감소하여 2011년 28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 부문 FDI 유입액은 선진국의 경우 3.8배 증가

하였고 개발도상국은 8.3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식품가공업 부문 FDI 유
입액은 선진국의 경우 6.8배 증가하였고 개발도상국은 6.2배 증가하였다.
식품가공업부문 FDI 유입액은 농업부문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1년 51억 달러에서 2008년 564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2009년
유럽으로부터 유입이 거의 중단되어 117억 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이후
2010년 650억 달러, 2011년 868억 달러로 성장 중에 있다.

그러나 상기 수치는 과대 집계된 것으로 FAO의 1991년 조사 대상국은 30
개국이었으나 2008년 70개국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 환율 기준으로
환산되어 과거 FDI 유입액의 정합성이 떨어진다(Lowder et al. 2012: 3).
대륙별로 1991년 대비 2011년의 농업 및 식품가공업부문의 FDI 유입액
증가를 살펴보면, 농업부문에서는 남아메리카로의 FDI 유입액이 가장 크게
늘었고 다음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순이었다. 식품가공업부문에서는 북유럽
과 중앙아메리카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서유
럽과 북아메리카로의 유입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그림 5-2> 농업분야와 식품가공업분야의 FDI 유입액 추이

자료: FAO(www.fao.org/investment/investment-policy/fdi/en: 201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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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3.1. 선행연구 검토
3.1.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선행연구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수행되어 현재까
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경제
부문 변수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분석되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데이터 이용
가능성 확대로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부문 변수들 외에도
투자유치국의 사회·제도·정치적 특징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
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중에서 경제부문 변수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Scaperlanda and Mauer(1969)부터 시도되었다. 이들은 투자 대상국의 시장

규모가 클수록 외국투자자들의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한
편 해외직접투자자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시장규모를 가진 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한다고 주장하였다. Scaperlanda and Mauer(1969)의 연구 이후 해외직접투
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다수의 실증연구에서는 시장규모를 1인당 GDP로
측정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Schmitz and Bieri(1972)와 Lunn(1980)은
1952년부터 1966년 사이 미국으로부터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로의 투자 유입

액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럽경제공동체 소속국가들의 1인당 국
민소득이 투자유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그 밖에 Root
and Ahmed(1978), Wheeler and Mody(1992) 등30 많은 실증분석 연구에서
30

Swedenborg(1979), Papanastassiou and Pearce(1990), Dunning(1980), Kravis and
Lipsey(1982), Schneider and Frey(1985), Nigh(1985), Culem(1988), Chan and
Mason(1992), Shamsuddin(1994), Sader(1993), Tsai(1994), Billington(1999), Li
and Resnick(2003)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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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Scaperlanda
and Mauer(1969)의 시장규모 가설이 성립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서 경제부문 변수로는 시장규모 외에 실질
환율, 관세율, 투자 유치국의 임금수준, 실질경제성장률, 무역수지, 법인세
율 등이 있다.31 실질환율은 Aliber(1970)의 연구에 의해서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투자대상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할수록
환율위험이 증가하며, 이를 자본화할 때 높은 이자율로 할인해야 한다는 이
유로 실질환율의 상승은 해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Aliber(1970)의 연구 이후 Caves(1988) 등32은 실질환율
과 해외직접투자 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Torrisi(1985)는 투자 유치국의 전기 무역수지 적자가 수입 대체와 수출 다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일정수준의 수출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958~1980년 사이 콜롬비아의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 변
화를 실증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콜롬비아의 전기 무역수지 적자는
현기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켜 “전기 무역수지의 적자가 정부의 해외직접
투자 유치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입증하였다.33

31

32
33

한편, 투자 유치국 임금수준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론모형 위주의 선행연구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은 투자유치국일수
록 해외투자기업으로부터 생산요소가격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투자 유입이 증
가한다고 제시된 반면, 실증분석 연구에서는 임금수준의 영향 방향이 다양하
게 도출되고 있다.
Froot and Stein(1991), Blonigen(1995), Blonigen and Feenstra(1996).
Culem(1988), Tsai(1994), Shamsuddin(1994)의 연구에서도 전기 무역수지의 적자
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반
면 Schneider and Frey(1985), Dollar(1992), Hein(1992)의 연구는 해외직접투자 유
치국의 무역수지 흑자와 해외직접투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도출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높은 수출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106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Mundell(1957)은 관세차별 가설(tariff discrimination hypothesis)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무역장벽으로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불가능할 때 재화무
역 완전대체제로서 자본이동이 작용하며, 수출재화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
는 국가의 무역장벽은 수출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이론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Schmitz and Bieri(1972),
Culem(1988)은 실증분석을 통해 관세인하가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킴을

밝혔다.
투자유치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법인세율)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 사이에는 의견차이가 있었다. Hartman
(1984) 등34의 연구에서는 투자유치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모기업으로

부터 해당 투자국 내의 현지법인으로의 소득이전을 위한 투자가 증가한다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반면 Scholes and Wolfson(1990)과 Swenson(1994)
의 연구는35 투자 유치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M&A 형태의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성장률을 활용하여 해외직접
투자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존재하였다. Lim(1983)은 높은 경제
성장률은 해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하였고, Schneider and Frey(1985),
Culem(1988), Billington(1999)의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해

외직접투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
였다.36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으로 경제부문 변수들에 대

34

35
36

Guisinger(1985), Grubert and Mutti(1991), Hines and Rice(1994), Loree and
Guisinger(1995), Cassou(1997), Kemsley(1998), Billington(1999) 등의 연구가
있다.
1980년대 미국의 소득세법 제정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Tsai(1994)의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효과가 기간과 지역별로 다르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Nigh(1985)는 투자 유치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성
장률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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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확보 가능성 증
가로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개발도
상국의 정치, 제도적 요인에 주목한 실증분석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Kravis
and Lipsey(1982) 등37의 연구에서는 투자 유치국의 무역개방수준이 해외투

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아래 투자 유치국의 무
역개방정도가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Scaperlanda and Mauer(1969) 등38은 무역개방수준이 낮을수록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runetti and Weder(1998)는 제도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

내는 지수를 이용하여 제도적·법적 불확실성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도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가 감소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Wei(2000a; 2000b)는 국가별 청렴도 지수를 이용하여 국가의 부패정도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투자 유치국의 부패
정도는 해외직접투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
시하였다. Drabek and Payne(2001)의 연구는 국가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지
수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국가의 투명성이
결여될수록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뇌물 및 부패로 인하여 정책이
변경될 확률이 높아져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 Borensztein et al.(1998)과 Lipsey(1999) 연구는 투자 유치국의
교육수준이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
였다. Lee and Mansfield(1996)는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사회적·법적 안정
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지식재산권을 제시하여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
37

38

Schmitz and Bieri(1972), Lall and Siddharthen(1982), Kumar(1987), Hennart and
Park(1994), Edwards(1990) 등의 연구가 있다.
Caves(1974), Agodo(1978), Saunders(1982), Owen(1982), Culem(1988) 등의 연
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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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39 Wheeler and Mody(1992)는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13개 지수
(법적 제도의 우수성, 정치적 안정성, 불평등, 부패 등)를 활용하여 투자 유

치국의 위험도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위험도가 소
득수준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Barrell and
Pain(1999)은 입지우위에 입각하여 투자대상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수준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Altshuler et al.(1998)
은 투자 유치국의 무역정책이 폐쇄적일수록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감소함을
제시하였다.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제한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주요 연구로는 국가 간의 교역 및 경
제 규모의 효과를 연구한 이동기·조영곤(2000), 최창규(2004), 여택동·이민
환(2009), 산업의 경제적 특징 변수의 효과를 연구한 하종욱·최귀련(2003),
하종욱(2005), 이민환·여택동(2008), 정부부패지수 등 비경제적 특징 변수
의 효과를 연구한 고석남(2006), 국내집적경제의 효과를 연구한 이기동·황
석준·이민환(2008)의 연구와 김재훈(2015) 등이 있다.

3.1.2.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선행연구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며,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가 수원국에 미친 영향 분석과 투자환경 실태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FAO 문헌을 제외한 농업투자 결정요인 분석도 희소
하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국내외 논문
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FAO의 농업투자 관련 연구 내용을 제시한다.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Anwar et al.(2013) 논문
이 있으며,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GDP의 관계를 설명한 Yusuff et al.(2015)

39

외국투자자들은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국가의 안정
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인식하였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투자
유치국일수록 해외투자가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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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해외 식품시장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익과 FDI 관계를 실증
분석한 Gopinath et al.(2013) 연구 등이 있다.
Anwar et al.(2013)은 파키스탄 경제에 근본이 되는 농업 성장을 위한 농

업부문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종속
변수로 하고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율, 수입수출비율, 정부부채, 대
달러환율(Rupee/$) 등을 설명변수로 고려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분석결과를 통해 파키스탄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에 국내총생산, 수입수출
비율, 정부부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Yusuff et al.(2015)은 나이지리아 GDP와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가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로 유학 온 유학생들에 의해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수원국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진행되었다. 두엉반
탄(2015)은 베트남의 농업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실태를 살펴보고
베트남 농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경쟁국가보다 저조한 원인으로 첫째,
높은 투자 실패 가능성, 둘째, 투자 유치 정책의 부재, 셋째, 농업 인프라 저
조 등을 꼽았으며,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첫째, 정치 사회의
안정적 유지, 둘째, 행정 절차 및 법류제도의 간소화, 셋째, 국가차원의 FDI
홍보, 넷째, 농업 인프라 확충, 다섯째, 인력 수급 정책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왕동(2014)은 미얀마의 농업투자환경 및 투자현황을 조사하고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농업투자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 사례분
석과 SWOT 분석을 실시하여 미얀마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전략을 도출하
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미얀마 FDI 농업투자의 문제점으로 ‘낙후된 시설
및 인프라 부족’, ‘높은 위험 부담’, ‘투자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및 정치 사
회적 리스크’, ‘정부의 협약 인센티브 이행 여부’, ‘급등한 토지 및 건물 임
대료’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FAO(2012)는 농업투자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한 이용 가능한 데
이터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관련 연구에 한계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는 한
편,40 농업투자의 추세와 함께 농업투자 촉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
였다. 먼저 농업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는 전 세계 5억 호의 농가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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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으며,41 농민들의 농업부문 투자결정은 자신이 직면하는 개별적인
제약요인들과 다른 투자기회와 비교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과 리스
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모든 국가에서 농업투자와 연관된 상대적 수익,
리스크, 제약요인들은 전체적인 투자여건, 농업정책 농업에 필수적인 공공
재 공급 등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한 국가의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지수인 세계 법
의지배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for Rule of Law)42는 농업투
자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개하는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43나 정치위기관리그룹(Political Rick
Services Group)의 정치 리스크 지수(Political Risk Index)44와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의 광의적 범위인 농업자본스톡은 농업노동생산
성(농업노동자 1인당 농업GDP로 측정)과 농가규모, 농가 수, 농업노동력,
생산성 등의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투자 여건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①

토

지나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 계약이행, 범죄감소를 비롯한 안정성과 안전
성 보장,
④

②

대내외적 규제 및 세제 개선,

③

인프라와 금융시장제도 마련,

숙련노동자 육성, 신축적이고 공정한 노동법규 제정, 근로자들의 변화적

응 지원 등을 통한 노동시장 원활화이다. 이들 지수와 농업투자 간의 관계

40

41
42

43

44

FAO는 데이터가 개선된다면 농업투자에 관한 분석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
으로 내다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비교가능성과 일관성, 대상국가와 대
상연도, 최신정보, 데이터나 추정치가 아직 커버하지 못한 지역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Nagayets(2005)는 전 세계 농가의 수를 약 5억 2,500만 호로 추정하였다.
세계 법의지배지수는 사람들이 법률(특히, 계약이행, 재산권, 법원체계와 관련
된 법률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정도와 전체적인 범죄율을 측정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한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부패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공적 자
금의 횡령, 공무원들의 수뢰, 반부패조치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만들어진다.
정치리스크지수는 정부의 안정성, 사회경제적 여건, 투자와 관련한 리스크, 대내
외적인 분쟁, 부패, 정치, 법, 질서에 대한 군부와 종교의 영향력, 인종갈등, 민주
적 책임성, 관료주의 등의 항목을 질적으로 계측하여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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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우호적인 전반적 투자여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농업
부문의 투자여건을 평가하는 데도 매우 적정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3. 체제전환국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의 선행연구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과 관련한 국외 연구는 2000년
대 들어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동구 유럽의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하여 기
존의 해외직접투자 연구에서 다룬 경제적 특성 변수와 제도적 특성 변수에
체제전환 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Beven and Estrin(2004)은 1994~2000년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럽

체제전환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해외직접투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Bevan et al.(2004)은 동유럽체제 전환국가의 1994~1998년 기간의 해외직

접투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민영화, 금융부문의
개혁, 외환과 무역의 자유화, 법제도 발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였다.
Carstensen and Toubal(2004)은 체제전환변수를 포함하여 1993~1999년

기간의 중동부유럽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변수인 시장잠재성, 상대적 부존자원량, 상대적 단
위당 노동비용, 노동숙련도와 체제전환변수인 민영화수준, 국가위험도 등이
중동부유럽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Tintin(2013)은 중동부유럽 6개 국가의 1996~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FDI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여, 체제전환국도 Scaperlanda and Mauer(1969)의 시장
규모 가설에 따른 GDP 규모가 클수록 FDI 유입이 증가한다는 사실과 Kravis
and Lipsey(1982) 등이 제시한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제도적 변수 중 국가안정성과 경제자유도 역시 높을수
록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Demekas et al.(2007), Kenisarin and Andrews-Speed(2008),
Chidlow et al.(2009), Raluca and Alecsandru(2012) 등의 연구가 동구권 체

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관한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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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체제전환국 연구는 박선화(2009), 설원식·권일숙(2014), 이해정(2007)
등의 연구가 있으며, 체제전환국 범위에 속하는 개별 국가에 대한 연구는 중
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되었다.
박선화(2009)는 독일의 통일 이후 경제제도 및 투자환경을 검토하여 분
석기간을 1991~1999년과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기간별 해외직접투자
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외국기업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투자입지
국으로서 독일의 장단점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그는 2000
년대 이후 독일의 해외직접투자 감소를 까다로운 경제제도로 지적하고 노
동법의 유연성과 임금, 기업의 세금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이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요하게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설원식·권일숙(2014)은 체제전환 이후 경과기간과 정치적 안정성 등의
요인이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을 체제전환국(10개국)과 비체제전
환국(39개국)으로 나누고 ‘FDI 유입 누적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체제전환
후 경과기간, 정부규제정도, 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합법성, 경제적 효과성,
환율, 이자율, 국제유동성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분석을 통해 비체제전환국과 비교하여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는 정
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이해정(2007)은 체제전환국 중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외자 유치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
하였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특구에 대
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많은 자주권 부여, 둘째, 외국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셋째,
장기적으로 북한기업과 내수시장 육성 정책 도입, 넷째, 남한기업투자우대
법 등 적극적인 남측자본 유인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혁황·이홍식(2012)은 중국의 각 시(city)를 대상으로 하여 2000~2011년
기간동안의 직접투자 패널을 구축하고 system GMM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생산효율 추구형보다는 시장추구형 해외직접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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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직접투자를 추진한 다국적기업들은 외국기업이 다수 위치하는 지역
을 선호하며 이에 따른 집적효과를 기대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설명변수 선정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보았듯
이 매우 다양하며, 기존 문헌들은 특정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변수를 선정하
고,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특정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분석대상 면에서 체제전환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가운데서도 농업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먼저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의 실증분석에는 시장경제체제
로의 이행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일반의 요소, 농업부문 체제전환의 진전을
평가하는 요소, 그 밖의 농업여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일반의 요소에는 기업규모별 민영화 및 사유화,
기업경영구조 개편, 가격 자유화,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경쟁촉진정책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농업부문 체제전환의 진전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농산물
시장자유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농업금융시스템, 농업전후
방산업의 민영화,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밖에 농
업여건에는 농산물 시장규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3. 분석 자료
3.3.1. 분석 대상과 기간
분석대상국은 중동구 유럽국가(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들과
독립국가연합(CIS)들로 한정하였으며 대상 국가는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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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
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
란드 등 16개국이다. 체제전환국에는 이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구 사회주
의권 국가들도 포함되지만,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45, 정치적 전통과 농업방
식의 유사성, 그리고 일관된 데이터의 획득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국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이는 설명변수로 이용되는 농업부문
체제전환 수준에 대한 지수가 이 기간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46

3.3.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각 국가의 연도별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액은 FAO가 제공
하는 농업 해외투자 데이터베이스(Foreign Agriculture Investment Database)47
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통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나라, 많은
연도에서 투자액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missing value)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을 주고 있다.

3.3.3. 체제전환국 일반경제부문 데이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을 대상으로 체제전환
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지수화하여 국가별 일반경제에 대한 체제전환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체제전환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즉 생산주체와 관
련된 소유권의 확립(기업규모별 민영화 및 사유화, 기업경영구조 개편)과
45

46

47

아시아 체제전환국 모두에서 총 FDI보다 농업부문 FDI 통계수치가 더 큰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1992~2014년 일반경제부문 체제전환 수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FAO 농업해외투자 DB(www.fao.org/investment/investment-policy/fdi/en: 2016.
5. 6.). 최근 이 FAO의 데이터베이스는 개편되었다(http://faostat3.fao.org.ho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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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로의 진전(가격 자유화,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경쟁촉진정
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요소는 기본적으로 1에서 4점까지의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숫자가 클수록 이행이 더 높은 수준까지 진행된 것을 의미하
고 추가적으로 +나

−가 붙으면 0.3점을 가감하였다.

<표 5-1> EBRD의 일반경제부문 체제전환 요소
부문

평가 기준

대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Large-scale
privatisation

1. 사유화가 저조하게 진행됨.
2. 포괄적 사유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사유화가 약간 진행됨.
3. 대기업의 25%에 대한 사유화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음.
4. 국영 기업 및 국영 농장의 50%에 대한 사유화가 진행되었음.
4+ 기업 자산의 75% 이상이 민간부문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음.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Small-scale
privatisation

1. 사유화가 저조하게 진행됨.
2. 상당히 사유화되었음.
3. 총괄 프로그램 시행이 준비되어 있음.
4. 소기업의 사유화가 완료되었으며 소유권 거래가 가능함.
4+ 국가 소유 소기업이 없음.

기업경영구조 개편
Governance and
enterprise
restructuring

1. 연성예산제약 하에 있음.
2. 적당한 수준으로 신용 및 지원 정책이 시행됨.
3. 지속적으로 경성예산제약이 시행 중이며, 지배구조가 일부 개선됨.
4. 지배구조가 상당히 개선됨. 새로운 기업투자가 발생함(금융부문 포함).
4+ 지배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됨.

가격자유화
Price liberalisation

1. 정부의 공식적인 가격 조정이 존재함.
2. 가격조정이 부분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남.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조달은 비시장가격으로 결정됨.
3. 상당한 수준의 가격자유화가 진행됨. 일부 정부 조달은 여전히 비시장가격으로 결정됨.
4. 포괄적인 가격 자유화가 진행됨. 비시장가격을 통한 정부 조달이 거의 없음.
4+ 가격자유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됨.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Trade and foreign
exchange system

1. 높은 수준의 수출입 통제가 있음. 외환 접근에 상당히 제한됨.
2. 수출입 통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됨.
3. 상당한 수준의 수출입 규제(양적, 행정적 포함)가 철폐됨.
4. 수출입 규제(양적, 행정적 포함)가 완전히 철폐됨.
4+ 무역 및 외환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됨.

경쟁촉진정책
Competition policy

1. 경쟁촉진정책이 부재함.
2. 경쟁촉진정책의 도입 초기로, 진입 장벽의 부분적 감소 및 지배기업의 부분적 규제가 있음.
3. 과도한 시장 지배력 규제, 경쟁환경 개선, 대기업의 분할, 진입장벽의 상당한 감소가 추진됨.
4. 시장 지배력의 규제되고, 경쟁환경이 향상됨.
4+ 선진국 수준의 경쟁촉진정책이 시행됨. 대부분의 시장진입장벽이 철폐됨.

자료: EBRD(http://www.ebrd.com/cs/Satellite?c=Content&cid=1395237866249&pagename=
EBRD%2FContent%2FContentLayout: 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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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데이터
세계은행(World Bank)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시장
자유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농업금융시스템, 농업전후방산
업의 민영화,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국가별로 지수
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각 지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시장자유화는 가격자
유화, WTO 규칙 준수 등 무역자유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된
다. 둘째,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농지사유화 법적 기초 확립,
대규모 농장 구조조정, 농지거래 활성화 등이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농업금융시스템에는 상업은행 출현, 농업분야 금융기관 출현, 효율적
농업금융체계 등을 포함하여 평가되었다. 넷째,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에
는 독점적 산업구조 개선과 외자유치제도 구축 등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는 정부기관의 구조조정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여 평가되었다.
각 지수는 1에서 10까지의 점수로 나타나며, 숫자가 클수록 체제전환의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표 5-2> 세계은행의 농업부문 체제전환 요소
부문

농산물 시장
자유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
구조 개편

평가 요소
1~2점:
3~4점:
5~6점:
7~8점:

가격과 시장이 통제됨.
참고가격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됨.
시장자유화가 대부분 이루어짐. 그러나 무역통제정책은 남아있음.
정부가 수출입시장에 개입하지 않음. 무역정책은 WTO 기준을 따름. 그러나 국내 시장은
완전한 자유화를 이루지 못함.
9~10점: 경쟁적 시장이 조성됨. 무역은 더 이상 보호되지 않음.
1~2점: 대규모 농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3~4점: 농지 사유화 및 농장 구조조정 법이 시행되기 시작함.
5~6점: 농지 사유화가 진행됨. 대규모 농장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7~8점: 대부분 농지가 사유화됨. 그러나 토지매매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음.
9~10점: 농업구조는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함. 토지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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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부문

농업금융 시스템

평가 요소
1~2점: 소련식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
3~4점: 새로운 금융 규제가 도입됨. 상업은행은 소수이거나 없음.
5~6점: 은행 시스템의 구조조정이 발생함. 상업은행이 설립됨.
7~8점: 농업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생김.
9~10점: 농업분야 전반에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이 존재함.

농업전후방
산업의 민영화

1~2점: 독점적 산업구조가 유지됨.
3~4점: 자발적 민영화와 대규모 민영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 해당함.
5~6점: 민영화 계획이 추진됨.
7~8점: 주요 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짐.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가 구축됨.
9~10점: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짐. 농업분야 국제경쟁력이 향상됨.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1~2점: 기존 계획경제 산하 기관이 존재함.
3~4점: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구조조정됨.
5~6점: 부분적으로 지방 정부 및 기관들이 구조조정됨.
7~8점: 정부는 연구, 교육 사업 등에 집중함.
9~10점: 민간 농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존재함.

자료: Csaki et al.(2016: 17).

3.4. 체제전환국 일반경제 및 농업부문 체제전환 추이
3.4.1. 일반경제 체제전환지수의 추이
주요 체제전환국별 일반경제 체제전환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헝가리와
폴란드는 체제전환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되었다. 불가리아
와 루마니아의 경우 체제전환 초기에 일반경제 체제전환지수는 헝가리나
폴란드에 비해 떨어지지만, 다른 체제전환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높은 수준으로 체제전환이 이행되었으나, 헝가
리와 폴란드만큼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러시아
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체제전환 초기에 지수들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
나, 이후 개선되지 못하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우
크라이나의 경우 초기에는 낮은 수준이었고 이후 한동안 그 수준에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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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몇몇 지수에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벨라루
스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모든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
었다. 벨라루스는 몇몇 지수부문에서 미약하게 개선되기도 했지만, 전체적
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초기 낮은 수준에서 개
선되는 부문이 하나도 없었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수준이 감소되었다.
<표 5-3> 국가별 일반경제부문 체제전환지수의 현황(1997~2005)
영역

대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기업경영구조
개편

가격자유화

경쟁촉진정책

선진화된 무역·
평균
외환정책

연도

’97 ’01 ’05 ’97 ’01 ’05 ’97 ’01 ’05 ’97 ’01 ’05 ’97 ’01 ’05 ’97 ’01 ’05 ’05

헝가리

4.0 4.0 4.0 4.3 4.3 4.3 3.0 3.3 3.7 4.3 4.3 4.3 4.3 4.3 4.3 3.0 3.0 3.3 4.0

폴란드

3.3 3.3 3.3 4.3 4.3 4.3 3.0 3.3 3.7 4.0 4.3 4.3 4.3 4.3 4.3 2.7 3.0 3.3 3.9

불가리아

3.0 3.7 4.0 3.0 3.7 3.7 2.3 2.3 2.7 4.0 4.3 4.3 4.0 4.3 4.3 2.3 2.3 2.7 3.6

루마니아

2.7 3.3 3.7 3.3 3.7 3.7 2.0 2.0 2.3 4.0 4.3 4.3 4.0 4.3 4.3 2.3 2.3 2.3 3.4

러시아

3.3 3.3 3.0 4.0 4.0 4.0 2.0 2.3 2.3 3.7 4.0 4.0 4.0 2.7 3.3 2.3 2.3 2.3 3.2

우크라이나

2.3 3.0 3.0 3.3 3.3 4.0 2.0 2.0 2.0 4.0 4.0 4.0 3.0 3.0 3.7 2.3 2.3 2.3 3.2

카자흐스탄

3.0 3.0 3.0 4.0 4.0 4.0 2.0 2.0 2.0 4.0 4.0 4.0 4.0 3.3 3.7 2.0 2.0 2.0 3.1

벨라루스

1.0 1.0 1.0 2.0 2.0 2.3 1.0 1.0 1.0 4.0 2.7 2.7 1.0 2.0 2.3 2.0 2.0 2.0 1.9

투르크
메니스탄

2.0 1.0 1.0 2.0 2.0 2.0 1.7 1.0 1.0 2.7 2.7 2.7 1.0 1.0 1.0 1.0 1.0 1.0 1.4

평균

2.7 2.8 2.9 3.4 3.5 3.6 2.1 2.1 2.3 3.9 3.8 3.8 3.3 3.6 3.5 2.2 2.2 2.4

자료: 유럽부흥개발은행(http://www.ebrd.com/cs/Satellite?c=Content&cid=1395237866249
&pagename=EBRD%2FContent%2FContentLayout: 2016. 9. 9.).

지수별 체제전환국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먼저 여섯 개의 지수 중 가격
자유화 지수는 체제전환 초기에 상대적으로 가장 수준(1992년 2.98)이 높았
으며, 체제전환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01년 4.01로 높은 수준을 달성하
였으며, 2014년까지 계속 높은 수준(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지수와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지수는 체
제전환 초기에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1992년 2.13, 2.33)이었다. 이후 두 지
수의 부문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 비교적 높은 수준(3.57,
3.44)을 달성하였고, 계속해서 개선되어 2010년 이후 높은 수준(약 4.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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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였다.
대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지수는 체제전환 초기에 낮은 수준(1992
년 1.44)이었으나, 체제전환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에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1999년 2.68). 이후 개선 속도는 점차 줄어
들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2014년 3.26).
기업경영구조 개편 지수와 경쟁촉진정책 지수는 체제전환 초기 가장 낮
은 수준이었다(1992년 1.29, 1.33). 체제전환과정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개
선속도가 비교적 느렸으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는 개선되지 못하
고 정체되어 있었다(2000년 2.10, 2.03). 이후 2000년대 초중반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다시 정체되어 낮은 수준(2014년 2.59,
2.68)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3> 일반경제부문 체제전환 지수 평균값 추이(1992~2014)

자료: 유럽부흥개발은행(http://www.ebrd.com/cs/Satellite?c=Content&cid=1395237866249
&pagename=EBRD%2FContent%2FContentLayout: 2016. 9. 9.).

지수별 국가 간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먼저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지수
의 체제전환 초기 표준편차는 다른 지수들에 비해 큰 편이었다. 이는 체제
전환 초기에 무역 및 외환정책 면에서 국가 간 차이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 이후에 국가 간 편차는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1999년부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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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국가 간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후 격차의 감소 속
도는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 간 격차는 많이 해소되었다.
가격자유화 지수의 체제전환 초기 표준편차는 지수들 중 가장 컸다. 표준
편차의 크기는 체제전환 직후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7년에 지수
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1999년에 국가 간
격차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이후 1999~2001년 가격자유화 지
수의 국가 간 격차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지수
들 중 가장 작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지수의 체제전환 초기 표준편차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1990년대 후반까지 편차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이였
다. 2000년대에 들어 국가 간 격차는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체제전환 초기에
비해 국가 간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다.
대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지수의 표준편차는 체제전환 초기에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체제전환 직후부터 1996년까지 빠른 속
도로 국가 간 격차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가 간 격차는 유지되거
나 소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이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려
2000년대 중반부터 지수들 중 가장 높은 편차를 기록하며 최근까지 유지되

고 있다.
기업경영구조 개편 지수와 경쟁촉진정책 지수의 체제전환 초기 표준편차
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체제전환 직후에 국가 간 격차는 소폭 상
승하였다. 1990년 후반부터 국가 간 격차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변
동폭은 작은 편이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 간 격차는 1990년대 후반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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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일반경제부문 체제전환 지수 표준편차 추이(1992~2014)

자료: 유럽부흥개발은행(http://www.ebrd.com/cs/Satellite?c=Content&cid=1395237866249
&pagename=EBRD%2FContent%2FContentLayout: 2016. 9. 9.).

<표 5-4> 일반경제부문 체제전환 지수별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추이(1992~2014)
평균값의 추이

표준편차의 추이

대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급속 개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높아짐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여 급속 개선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낮아짐

기업경영구조
개편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개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높아짐

가격자유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더 개선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낮아짐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여 급속 개선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낮아짐

경쟁촉진정책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개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높아짐

3.4.2. 농업부문 체제전환지수의 추이
농업부문 체제전환요소를 체제전환국별로 살펴보면, 헝가리, 폴란드와 같
이 초기 조건이 양호했던 국가들, 즉 1990년 초 체제전환 이전에도 산업화
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었던 국가들은 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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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체제전환에서 체제전환의 속도와 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중상위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카자흐
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저조한 진전을 나타낸다.
<표 5-5> 국가별 농업분야 체제전환지수의 현황(1997~2005)
영역
연도

농산물 시장
자유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농업 전후방
산업의 민영화

농업금융
시스템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97 ’01 ’05 ’97 ’01 ’05 ’97 ’01 ’05 ’97 ’01 ’05 ’97 ’01 ’05

헝가리

9

9

10

9

9

10

9

10

10

8

9

10

8

9

10

평균
’05
10

폴란드

9

8

10

8

8

10

7

9

10

6

7

10

8

8

10

10

불가리아

6

9

9

7

8

8

7

8

9

4

7

8

5

8

9

8.6

루마니아

7

7

9

7

8

8

6

8

9

6

7

8

4

7

8

8.4

러시아

7

7

6

5

6

6

7

7

9

6

6

7

5

4

5

6.6

우크라이나

7

6

6

5

5

5

7

7

8

5

6

7

3

5

5

6.2

카자흐스탄

7

8

7

5

8

8

7

6

6

5

6

5

5

5

5

6.2

벨라루스

3

2

3

1

2

2

2

2

4

2

2

2

1

1

4

3.0

투르크메니스탄

2

2

2

2

3

2

1

2

2

1

1

1

3

2

2

1.8

평균

6.3 6.3 6.9 5.4 6.3 6.6 5.8 6.6 7.4 4.7 5.7 6.4 4.7 5.4 6.4

주: 체제전환의 선두 주자인 헝가리와 폴란드 등은 2004년 EU 가입으로 2004년 이후 데이터 값이 없음. 하
지만 EU는 가입조건으로 높은 수준의 체제이행을 요구하므로 2005년 지수 값에 10점을 부여하였음.
자료: Csaki and Nucifora(2001)와 Csaki et al.(2006)을 활용하여 작성.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체제전환요소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전
후방산업의 민영화가 가장 빨리 진전되고, 그 다음으로 농산물 시장자유화
와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이 빨리 진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
면 농업금융시스템과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진
전 속도와 수준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별 평균값48을 기준으로, 다섯 개의 지수 중에서 농산물 시장자유화
는 1997년 비교적 높은 수준(5.94)이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가격과

48

2004년 EU에 가입한 체제전환 선두 주자 그룹 8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고,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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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자유화 부문은 꾸준히 개선되어 높은 수준(2002년 6.56)에 도달하였
다.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2005년 6.72로 더 개선되
었다.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과 농업 전후방산업의 민영화 지수는
농산물 시장자유화 지수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지수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양호한 수준(1997년 5.24, 5.53)이었다. 전자인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
영구조 개편 지수는 1990년대 후반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개선 속도는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높은 수준
(2005년 6.39)을 달성하였다. 후자 농업 전후방산업의 민영화 지수는 1997

년 양호한 수준에서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지수만큼 빠른 속도
로 개선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4년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
어 매우 높은 수준(2005년 6.72)으로 개선되었다. 두 지수 모두 2005년에는
농산물 시장자유화의 전환 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지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였고(1997
년 4.71), 1998년 소폭 개선(5.00)되었지만 더 이상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였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시 개선되기 시작하
여 2005년 양호한 수준(5.67)으로 개선되었다. 이것은 출발수준이 비슷하게
낮았던 농업금융시스템(1997년 4.35) 지수가 급속하게 개선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농업금융시스템 지수는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선
되어 2005년 상당한 수준(5.94)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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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농업부문 체제전환 지수 평균값 추이(2004년 EU 가입국 제외)

자료: Csaki and Nucifora(2001)와 Csaki et al.(2006)을 활용하여 작성.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농업부문 체제전환요소 중 국가 간의 편차가 줄어드
는 요소와 시기가 있는 반면, 국가 간 편차가 커지는 요소와 시기도 있다는
점이다. 지수별로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지수의 표준편차는 1992년 2.26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후 2001년
1.76으로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지수의 표준편차는 급격하게

낮아져 국가 간 격차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2년부터 다시
표준편차가 높아져 2005년 1.97로 나타났다.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 지수의 표준편차 추이는 농지 사유화 및 농업
경영구조 개편 지수의 표준편차 추이와 유사하다. 1997년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편차(2.17)에서 2001년까지 급격하게 낮아졌으나(1.84), 이후 상승 추이
로 돌아서서 2005년 표준편차 2.1로 지수들 중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1997년 농산물 시장자유화 지수의 표준편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1.63). 이후 농산물 시장자유화 지수의 표준편차는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0

년 정점(2.00)을 기록한 뒤 하락하는 추이였다(2003년 1.83). 그러나 다시
국가 간 격차가 커져 농산물 시장자유화 지수의 표준편차는 높아졌다(2005년
1.97).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지수의 표준편차는 지수들 중 가장 낮은 수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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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1997년 1.56),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상승 추이를 보였다(2001년 1.87).
이후 국가 간 격차의 증가 속도는 줄었지만 상승 추이는 유지하였다(2005년
1.91). 농업금융시스템 지수의 표준편차는 다른 지수들과 비교해 볼 때 중간

수준(1997년 1.78)이었다. 이후 국가 간 격차는 소폭으로 늘어나기도 줄어
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농업금융시스템 지수의 표준편차는 정체된 상태
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 간 격차가 커져 표준편차는 상승 추
이를 보였다(2005년 1.93).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의 시점을 비교해 보면,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지수는 수렴현상이 나타난 반면, 농산물 시장자유화와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의 지수들은 국가 간 차이가 커졌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농업부문의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요소들 중에서 농
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지수가 비교적 진전이 더디면서 국가 간 격차도 커졌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5-6> 농업부문 체제전환 지수 표준편차 추이(2004년 EU 가입국 제외)

자료: Csaki and Nucifora(2001)와 Csaki et al.(2006)을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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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농업부문 체제전환 지수별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추이(1997~2005)
평균값의 추이

표준편차의 추이

농산물 시장자유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더 개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높아짐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여 급속 개선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낮아짐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여 급속 개선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약간 낮아짐

농업금융시스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급속 개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약간 높아짐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개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높아짐

3.5. 회귀분석 방법론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데이터들의 특성은 회귀분석 방법론의 선정에 있
어 제약을 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자료의 경우 결측치와 영(0)의 관측치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영(0)의 관측치를 무시하고 추정하는 경우, 추정결과에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Silva and Tenreyro(2006)
는 영(0)의 관측치가 다수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seudo-Maximum
Likelihood 방법론(PPLM)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Martin and Pham(2015)

은 영(0)의 관측치가 너무 많을 경우 여전히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
며,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이 대안적인 추정방법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박순찬 2012: 82-83).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의 발생
여부에 대한 분석으로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을 통한 추정을 수행하였다.
< Heckman 의 표본선택모형 >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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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관측 메커니즘을 가정한 모형이다(Heckman 1979). 다음의 간단한
모형을 가정하면,

   ′  
  ′   
여기서, 와 는 각각 기대값이 0이고 다음과 같은 공분산 행렬을 갖는
2변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위의  와 는 이른바 잠복변수(latent variable)들로서49  는 그 정확
한 수치가 관측되지 않고 ‘음양’ 여부만 관측되고, 는  이 양수일 때만
관측이 되고 그 값이  로 기록된다. 반면,  가 음수일 때  는 관측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량경제학적 관심사는 위 식에서  를 추정하는 것인데
Heckman(1979)은  과 관측되었다는 조건, 즉 가 양수였다는 조건 하

에서의 관측된  의 기대치가 아래와 같고, 관측된  에 대해서  만을 설명
변수로 회귀분석을 하는 것은 일치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50 즉,  가 양수
로 관측된 표본에 대해서만  의 값과  값을 이용하여 통상적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면 일치추정량을 얻지 못하는데, 이는 위 식의 마지막 항이
누락되기 때문이다.



 ′ 
 ′ 

E( |  ≥ 0) = ′   

49

이하에서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아래첨자 ‘i' 는 생략한다.

50

단,

 = 0이라면 그러한 분석이 일치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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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 정확한 값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여 위 식의 마지막 항
을 설명변수에 추가하면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 데이터에서
그런 조건의 충족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2단계 추정법이나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Heckman 1979). Heckman(1979)이 제안한
2단계 추정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전체 표본에 대하여 Probit 모형으로  를 추정한다. 2단계에

서는  가 0이 아닌 것으로 관측된 표본에 대하여, 1단계에서 얻은  의 추
 ′ 

정치를 이용하여  의 추정치를 산출하고 이것을 다시 이용하여 위의
 ′ 
와  값을 추정한다.

한편,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여 최우추정량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때 관
측치별 우도(likelihood)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만일 ≥0이면, L
(  의부호  )

=

 ′이고,

만일





 <0

이라면,

L

(  의부호  ) =



∞

 ′




       ′      ′  가 된다.






    

참고로, 위의 체계에서 가  의 정확한 스칼라 곱이면, 즉 어떤 스칼
라 상수 k에 대하여  =k( )를 만족하는 특수한 경우, 위의 체계는
잘 알려진 토빗모형(tobit model)이 된다(Heckman 1979: 155).

3.6. 추정결과

–

3.6.1. 체제전환국 농업분야 해외직접투자 유치 여부의 결정요인
프로빗모형 추정

먼저,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 여부를 분석하기 위
하여 국가별, 연도별 관측치를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프로빗 모형(모형
1~3)과 국가별로 관측되지 않는 일관된 특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패널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129

프로빗 모형(모형 4)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표 5-7>. 결과적으로 두 모
형 간 상관계수는 거의 0에 가까우며, 설명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나 통계
적 유효성에도 차이가 없었다.
EBRD의 경제일반 체제전환 지수들과 세계은행의 농업부문 체제전환 지

수를 모두 포함한 추정(모형 1)에서는 농업경제의 규모와 농업부문 공공기
관 정비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단계로 되어
있는 농업부문 제도 정비 지수가 평균값 6.9에서 1단위 증가하면, 해외직접
투자 유치 확률의 추정값은 0.181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설명변수 중 절대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다른 변수들을 부분적
으로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는 모형 2와 모형 3으로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농업경제 규모와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변수의 계수 추정치와 통계적 유
효성은 모형 1에서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
전후방산업의 민영화 계수의 추정치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투입재 또는 가공산업 민영화
가 진전되어 이 분야에 해외자본이 진출할 가능성이 증가하면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대체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일반 체제전환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는 소규모 기
업 민영화 및 사유화 수준과 경쟁촉진정책 수준의 계수가 양수로 비교적 크
게 나타났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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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농업분야 FDI 유치 여부 결정요인의 추정결과
모형
농업GDP(log)
대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기업경영구조 개편

가격 자유화

(1)

(2)

(3)

(4)

0.826***

0.871***

0.900***

0.900***

(3.18)

(3.75)

(3.87)

(3.87)

0.970

1.188*

1.161*

1.161*

(1.42)

(1.87)

(1.78)

(1.78)

0.226
(0.37)

0.467
(0.54)
-0.716
(-0.45)
-0.377

-0.400

(-0.69)

(-0.79)

0.673

1.171*

1.201*

1.201*

(0.86)

(1.95)

(1.96)

(1.96)

0.227

0.296

0.295

0.295

(0.85)

(1.16)

(1.16)

(1.16)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0.0170

-0.0648

-0.0843

-0.0843

(-0.08)

(-0.32)

(-0.43)

(-0.43)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

-0.594*

-0.618**

-0.641**

-0.641**

(-1.82)

(-2.03)

(-2.11)

(-2.11)

-0.235

-0.263

-0.258

-0.258

(-0.84)

(-1.03)

(-1.01)

(-1.01)

0.698**

0.756***

0.708***

0.708***

(2.49)

(2.94)

(2.85)

(2.85)

-8.511

-12.04***

-13.18***

-13.18***

(-1.18)

(-3.60)

(-4.13)

(-4.13)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경쟁촉진정책

농산물 시장자유화

농업금융시스템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상수

시계열 상관계수
주: 괄호 안은 t 값이며 * p<0.10, ** p<0.05, *** p<0.01.

3.42e-7
(s. e.) 1.54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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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체제전환국 농업분야 해외직접투자 유치 규모의 결정요인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과 토빗모형 추정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수의 0이 관측되는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회귀모형의 방법론은 적절하지 않으며 토빗모형
이나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이 개념적으로 더 적합하다.
표본선택모형을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표 5-8>,51 기업경
영구조 개편의 변수와 농업금융시스템의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는 해외직접투자 유치 여
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단 해외직접투자가 유치될 경우 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진화된 무역·환율정책 변수는 투
자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체제전환국에
투자하는 주체들이 환율변동성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
능하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 변수도 투자 규모에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해외직접투자 유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가 투자 규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선택모형에서 투자유치여부 방정식(  )의 교란항과 투자규모 방정식
(  )의 교란항 사이의 상관계수가 0이라는 가설(ρ=0)이 기각되지 않았다. 이

러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단순회귀추정법이 일치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므
로 최소자승법(OLS)으로 다시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소규모 기업의 민
영화 및 사유화 변수가 유의성을 잃은 것 이외에 표본선택모형에서의 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51

투자규모 방정식의 식별조건 충족을 위하여, 사전적 회귀분석에서 통계적 유
효성이 매우 낮게 나온 변수(대규모 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 변수와 가격자유
화 변수)를 표본선택모형의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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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농업분야 FDI 유치 규모 결정요인의 추정결과
Tobit

농업GDP(log)
대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기업경영구조 개편

가격 자유화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경쟁촉진정책

농산물 시장자유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

농업금융시스템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상수

Heckman (최우추정)
투자 유치 여부

투자 규모

단순회귀
(OLS)

2.685**

0.815**

0.912**

0.964**

(4.69)

(3.14)

(4.08)

(4.78)

2.101

0.240

-0.404

-0.371

(1.34)

(0.40)

(0.67)

(0.56)

2.299

0.948

-1.245*

-1.195

(1.23)

(1.40)

(1.97)

(1.74)

1.451

0.499

1.937**

1.995*

(0.69)

(0.58)

(2.65)

(2.51)

-3.161

-0.877

-1.269

-1.323

(0.91)

(0.53)

(1.23)

(1.17)

-1.772

-0.364

-1.214*

-1.257*

(1.21)

(0.67)

(2.53)

(2.43)

2.040

0.652

-1.132

-1.087

(0.95)

(0.85)

(1.26)

(1.10)

0.555

0.220

-0.113

-0.099

(0.83)

(0.83)

(0.55)

(0.43)

0.151

-0.022

0.082

0.084

(0.27)

(0.10)

(0.43)

(0.40)

-1.408

-0.588

-0.104

-0.145

(1.76)

(1.81)

(0.35)

(0.48)

-0.365

-0.235

0.678*

0.663*

(0.45)

(0.85)

(2.33)

(2.07)

1.726**

0.692*

0.284

0.328

(2.67)

(2.43)

(1.24)

(1.47)

-23.173

-7.712

10.314*

(1.56)

(1.04)

시계열 상관계수
2

R

주: 괄호 안은 t 값이며 * p<0.10, ** p<0.05, *** p<0.01.

(1.97)
-0.250
(s. e.) 0.642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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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빗모형의 경우는 농업경제 규모와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변수 이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모형과 Heckman
모형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토빗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수들은 Heckman 모형 내의 투자유치여부 추정결과와 비슷하다. 토빗모형
에 따르면,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의 개선은 투자의 유치여부와 규모를 결정
하는 데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에서는 투자의 유치여부와 규모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3.6.3. 체제전환국 식품제조업분야 해외직접투자 유치 여부의
결정요인 프로빗모형 추정

–

체제전환국 대상 각 국가별, 연도별 관측치를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프
로빗모형(모형 1)을 추정한 결과<표 5-9>, 농업 GDP 변수 이외에 일반경제
체제전환 요소 중에서는 소규모 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 변수가 양의 효과
를 나타냈다.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의 진전이 유의미한 양의 효과
를 가지는 것은 식품제조업 분야 투자 자체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 또는 식품제조업 분야 투자기업들의 산출물 판로에서 국
내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중요성이 의외로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경쟁촉진정책은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쟁의 촉진
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지만,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결
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부문 체제전환요소 중에서는 농산물 시장자유화가 유의미한 음의 효
과를,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가 식품제조업 분야로의 해외직접투자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농산물 시장자
유화가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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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식품제조업분야 FDI 유치 여부 결정요인의 추정결과
모형
농업GDP(log)
대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기업경영구조 개편

가격 자유화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경쟁촉진정책

농산물 시장자유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
농업금융시스템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상수

(1)

(2)

(3)

(4)

1.628***

1.670***

1.673***

2.887***

(5.03)

(5.45)

(5.56)

(3.55)

3.206***

3.195***

3.118***

2.825

(3.37)

(3.54)

(3.53)

(1.16)

0.199
(0.27)

0.286
(0.30)
0.215
(0.10)
-0.744

-0.616

(-0.72)

(-0.68)

-3.556***

-3.398***

-3.383***

0.112

(-4.27)

(-4.51)

(-4.50)

(0.06)

-1.086**

-1.063**

-1.045**

-0.866

(-3.16)

(-3.12)

(-3.17)

(-1.01)

0.418

0.381

0.350

-0.442

(1.71)

(1.68)

(1.58)

(-0.71)

-0.273

-0.332

-0.382

-0.741

(-0.82)

(-1.19)

(-1.43)

(-1.06)

-0.612

-0.547

-0.547

0.715

(-1.87)

(-1.85)

(-1.89)

(0.87)

0.785*

0.883***

0.836***

-0.402

(2.33)

(3.29)

(3.31)

(-0.53)

-13.10

-12.68***

-14.11***

-25.42**

(-1.51)

(-3.56)

(-4.49)

(-3.03)

시계열 상관계수
주: 괄호 안은 t 값이며 * p<0.10, ** p<0.05, *** p<0.01.

0.964
(s. e.)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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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요소들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전반적 체제전
환 지수들을 제거한 모형들(모형 2와 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단, 국가
별로 관측되지 않는 일관된 특성이 존재하다고 가정하는 패널 프로빗 확률
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시계열 상관계수(rho)가 거의 0.96인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때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했던 모형들과는 달리 농업 GDP를 제
외하고는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6.4. 체제전환국 식품제조업분야 해외직접투자 유치 규모의
결정요인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과 토빗모형 추정

–

먼저 토빗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앞의 프로빗모형 분석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이 역시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부호도 일치한다. 경쟁촉진정책, 농산물 시장자유화는 음의 영향이 나타
났고,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와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 추정은 식품제조업 분야 데이터의 경우 최우추

정이 수렴하지 않아서52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투자 유무 추
정방정식은 앞에서 이미 제시한 프로빗모형의 결과와 같다. 투자 규모 방정
식에서는 농업 GDP 변수 이외에 유의한 변수로 일반경제의 가격자유화 변
수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Rozelle and Swinnen(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가격자유화가 농업에 유리하게 왜곡되어 있었
던 농산물 가격이 수정되는 과정이었다면, 농산물을 원료로 투입하는 식품
분야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의 창출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다.

52

이것은 Puhani(2000)가 지적한 일종의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즉, 프로빗모형에서 얻어지는 밀의 비율  이 비교적 극단적인 값(tail)을 갖는

경우에 표본이 적으면  의 식별(identificiation)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
우 최우추정 알고리즘 수렴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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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무 방정식과 투자 규모 방정식의 설명변수가 같을 경우, Puhani
(2000)가 지적한 일종의 식별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2)에서 통계적 유

의성이 가장 떨어지는 변수(소규모 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를 제외하고
2단계 추정을 다시 한 결과(식 (3)), 나머지 계수들의 부호나 유의성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두 방정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므로 투자규모가 0보다 크게 나타난 표본에 대해서 단순회귀를 수행한
결과(식 (4))도 Heckman 모형에서의 투자 규모 방정식(식 (2)와 (3))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과 토빗모형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토
빗모형의 경우, 프로빗모형 추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이 역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투자 유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투자 규모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 가격자유화처럼 투
자 유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투자 규모에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
을 수 있음도 시사한다.
<표 5-10> 식품제조업분야 FDI 유치 규모 결정요인의 추정결과
Tobit
농업GDP(log)
대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소규모 기업
민영화 및 사유화
기업경영구조 개편
가격 자유화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4.994***

Heckman (2단계)
투자 유치 여부
0.410**

투자 규모
0.403**

단순회귀
(OLS)
0.565***

(7.43)

(1.98)

(2.11)

(3.46)

0.200

-0.114

-0.109

-0.136

(0.10)

(0.18)

(0.17)

(0.20)

8.940***

0.077
-0.090

0.037

(3.14)

(0.08)

1.158

-0.111

(0.41)

(0.18)

(0.16)

(0.06)

0.333

3.125***

3.108***

2.771**

(0.07)

(3.05)

(3.09)

(2.62)

-0.052

-0.734

-0.728

-0.624

(0.02)

(1.52)

(1.5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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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Tobit
경쟁촉진정책

Heckman (2단계)
투자 유치 여부

투자 규모

단순회귀
(OLS)

-12.490***

0.257

0.302

0.215

(4.63)

(0.34)

(0.57)

(0.38)

-2.729***

0.171

0.175

0.068

(3.08)

(0.82)

(0.86)

(0.33)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1.648**

-0.107

-0.111

-0.034

(2.19)

(0.59)

(0.64)

(0.19)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

-1.090

0.071

0.070

-0.079

(1.11)

(0.30)

(0.30)

(0.34)

-0.859

0.146

0.143

0.173

농산물 시장자유화

농업금융시스템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
상수
시계열 상관계수

(0.89)

(0.72)

(0.72)

(0.80)

2.250***

-0.149

-0.153

-0.102
(0.51)

(2.68)

(0.78)

(0.83)

-49.383**

-4.279

-3.969

(2.49)

(0.85)

(1.23)

-0.609
(s. e.) 1.30

-0.624
(s. e.) 1.45

R2

0.55

주: 괄호 안은 t 값이며 * p<0.10, ** p<0.05, *** p<0.01.

4. 소결
만성적인 식량난 등 북한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
질적으로 농민에게 생산 증대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
과 동시에 황폐화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충분한 농업기자재의 공급이
필요하다. 반면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북한체제 내 자
본축적은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제도적 개선
이 추진되는 상황하에서 외자 유치는 북한 농업부문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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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향후 본격적인 개혁·개방과정에서 북한 농업부문 해외직접
투자 유치를 높이기 위하여,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
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수
행하였다. 특히 정성적 논의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정
책적 변수 중 어느 요인의 개선이 보다 효과적인지 차별성도 도출되었다.
실증분석에서 고려되는 변수는 크게 일반경제부문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의 이행수준을 나타내는 요소와 농업부문에서 체제전환의 진전을 평가하는
요소로 구분된다. 일반경제부문의 체제전환 요소에는 기업규모별 민영화 및
사유화, 기업경영구조 개편, 가격자유화, 선진화된 무역·외환정책, 그리고
경쟁촉진정책이 포함되었다. 농업부문의 체제전환 요소는 농산물 시장자유
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 농업금융
시스템, 농업공공기관 정비로 구성하였다.
추정 결과는 순수 농업 분야(1차 산업)와 식품제조업 분야(2차 산업)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 농업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그
리고 농업공공기관이 잘 정비될수록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
경영구조 개편의 진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농업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제조업 분야’
에서 ‘투자유치의 가능성’에는 농업경제의 규모, 소규모 기업의 민영화 및 사
유화, 농업부문 공공기관의 정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투자규모’에는 가격자유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향후 북한농업 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먼저 투자유치의 가능성과 투자규모 각
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제가 활
성화되고 농업진흥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을 보유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가능
성을 높이는 반면, 효율적 기업경영구조, 농업금융시스템, 시장에 의한 시장
조정 등은 투자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농업부문 가운데 순
수 농업생산 분야와 식품제조업 분야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요약 및 결론

1. 요약
1.1.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농업 변화
현재까지 북한경제는 공식·외형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
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써 노동자에게 열심히 일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노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 경
제체제에 비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결국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들
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계획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도 자력
갱생에 토대를 둔 자립경제라는 북한만의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북한은 국제적 분업시스템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
되고 있어 국가 간 상품과 자원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가
져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자립경제를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자
체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했고 이는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연결
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일반 주민들의 생활
과 직결된 경공업과 농업의 부진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자립경제 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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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부터의 최신 기술은 물론 외부 자본의 도입에도 심각한 저해요
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기조는 핵 경제 병진노선으로 대표된다. 이는
김정은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안보의 구축, 대내적으로 정치 경
제적 안정성의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앞서 언급한 다양한 국내 정치적 통치행위로 정치
적 안정성은 비교적 빠르게 확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이 추진해야 하는 역점과제는 대외 안보의 구축과
경제적 안정성 확보이다. 김정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통하여 안보를 구
축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도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이며 본 연구의 논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건설이다.
올해 5월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였
다. 여기서 과거와 같이 ‘계획’이 아닌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공식부문의 공장, 기업소에서조차 시장
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활동은 사전에 국가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
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숫자를 담은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의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전통적인 계획경제
체제에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 점진적으로 접목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한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이전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외자 유치를 통한 경
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기존의 경제특구가 아닌 ‘경제개발구’ 중심의 새
로운 형태로 대외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외자유치 전담기구도 정비
하는 한편 기존의 경제개발기구를 통합하는 작업도 수행 중이다. 김정은 정
권의 경제개발구정책은 이전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진전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외자를 충분히 유치하기에는 투자의 안
정성 및 수익성에 대한 신뢰 부족, 제도 및 인프라의 불충분성, 대외관계 악
화, 중국의 견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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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러한 개혁·개방의 흐름 속에서 농업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
다. 그 일련의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집단농업체제의 비효
율성을 극복하고자 분조를 축소하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되
고 있다. 둘째, 농업생산물에 대한 농민의 몫을 확대하여 인센티브 시스템
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협동농장에 대한 자율경영권 확대와 시장 활성화
를 통하여 농업경영구조가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부문은 가시적인 성과
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국가의 과도한 수탈로 농장구성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 하였으며, 북한경제 내에서 농업생산요소
의 공급을 확대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 하였다. 따라서 북한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2.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요구로 인해 개혁·개방을
맞이하였다.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자원의 불균형 분배
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 소련의 개혁·개방에 따른 지원 축소, 정치권력의
세대교체 등이 공통적으로 개혁·개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개
혁·개방과정은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는데, 루마니아 등 동
구권은 급진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구분된다.
체제전환국 대부분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개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았기 때
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서 농업부문이 개혁에 있어서 선도적 역
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도 농업부문이 경제
개혁의 선봉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체제전환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미래에 농업부문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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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도적 개혁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적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효율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
다. 다음으로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집권
적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보다는 시장을 바탕으로 생산주체의 자율적
판단과 수익성 원리에 따라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두얼 2012:
136). 더불어 가격결정에 있어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가격체계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경제성장
의 종잣돈(seed-money)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적개발재원은 거버넌스 등의
정치적 요구가 선행적으로 달성되어야 구체적인 집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
할 경우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단계에서 민간자본 유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
로 전망된다.

1.3.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현재까지 북한체제에서는 경제가 정치의 강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 체
제유지라는 목표 때문에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공고화, 핵·미사일 도발, 공
포정치 등 보수적 정치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경제개혁적 조치와 개
방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해 국
제사회 및 남한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이 전혀 다른 남북한이 함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통
일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진전을 바탕으로 체제 및 정책의 수렴
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북한체제 내 경직된 정치의 영역 때문에 경제·사회적 불안요소
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루
마니아 체제전환의 사례가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향후 북한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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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사태에 따른 급속하고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
된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 북한 내부적 차원, 한국 내부적 차원에서의 불확실
성은 매우 커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반드시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 장담할 수는 없다. 국제적, 북한 내부적, 우리 내부적 차원의 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지닌 요인들이다. 예를 들어 북한 내
부적 차원의 변수인 핵 경제 병진노선은 중국 및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이 현재 ‘북한 껴안기’에
서 탈피하여 북한의 핵 개발에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만큼 핵 경제 병진노선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
북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에 따라 북한
내부의 정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외적인 변화, 특히 중국이 북한 핵에 단호한 입장으로 나선다면
북한의 정책은 핵 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우선’ 기조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 내부적 급변사태로 김
정은 정권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개혁적 정권이 탄생한다면 우리의 협력정
책에 탄력을 받아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재 북한은 체제내부의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와 이원적 경제구조를 잘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내부적
차원, 한국 내부적 차원, 국제적 차원의 변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두 가지 북
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 내 보수적
정치의 영역이 경제·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내부갈등이 폭발한다
면 급변사태에 의한 급진적인 개혁·개방이 전망되며, 중국의 태도 변화나
조용한 정권 교체 등에 의하여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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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만성적인 식량난 등 북한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
질적으로 인센티브시스템 개편 등의 제도적 개혁과 동시에 황폐화된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와 충분한 농업기자재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
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북한체제 내 자본축적은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
자 유치는 북한 농업부문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부문 해외투자 유치는 또한 한국에게 남북협력 강화를 통한 긴장감 해
소, 통일비용의 축소, 북한정보 입수 등과 더불어 한국농업에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격적인 개혁·개방과정에서 북한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성과
를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특히 다양한 제도·정책적 변수 중 어느 요인의 개선이 보다 효과
적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 모색의 일환으로 제도·정책적 변수를 크게 두
가지, 일반경제부문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수준을 나타내는 요소와 농
업부문에서 체제전환의 진전을 평가하는 요소로 나누어 체제전환국을 대상
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정 결과는 순수 농업 분야(1차 산업)와 식품제조업 분야(2차 산업)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 농업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그
리고 농업부문 공공기관이 잘 정비될수록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경영구조 개편의 진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농업금융시스템이 잘 갖
춰져 있을수록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제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의 가능성’에는 농업경제의 규모, 소규모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 농업부문 공공기관의 정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규모’에는 가격자유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이러한 추정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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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과 투자규모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농업경제가 활성화되고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을
정비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효율적 기업경영구조, 농
업금융시스템, 시장에 의한 가격조정 등은 투자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농업부문 가운데 순수 농업생산 분야(1차 산업)와 식품제조업 분
야(2차 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
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도출된 추정결과는 향후 북한농업 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 결과는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 즉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농업에 필요한 외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과제 도출
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2. 정책적 과제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와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
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을 토대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할 때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를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2.1. 점진적 개혁·개방하에서 한국 정부의 과제
북한에서 점진적 개혁·개방이 추진되는 양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개혁부분에서는 분권화를 통한 기업과 농장 등 경제주
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가격체계를 개선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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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다. 특히 농업부문 개혁으로는 협동농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생
산물의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며 소규모 가족농 형태로 영농구조개편이 촉진
된다. 또한 중앙통제에 의한 식량공급에서 탈피하여 시장에서 식량이 공급
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점차 전환한다. 또한 개방부분에서는 경
제개발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자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현재 북한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중심
의 개발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제도 개선
의 초점을 둔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의 개혁은 사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소유권제도가 확립되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등 사유화 확립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민간부문으로 전환시키는 민영화가 핵심이다. 농업부문 개혁으로는 먼저
농민들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토지사용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한편
생산수단의 사용권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목표생산량 달성이 아닌 수익 창
출이 농장의 경영목표가 되도록 자율적 책임경영을 실현한다. 한편 개방부
분에서도 개혁부분과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이 허용
되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점진적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는 북한농업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본격적으
로 도입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후속단계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
을 완성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에서는 농업부
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이 실험적이면서 실용
주의적 방식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북한에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에서의 농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는 북한을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방향으로 적
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체제전환국들은 정치적 보수세력의 저항
에 따라 개혁·개방이 지연되거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개혁·개방의 진전과 중단의 반복은 투자기업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중도에 투자가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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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사회주의를 고수해 온 북한의 보수층은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로 개
혁·개방적 정책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반발의 크기에 따라 정치적 불안
정과 개혁·개방의 퇴보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북한 진
출을 고려하는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동시에 대외관계
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내 우려층, 북한주민, 한국주민들의 설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농업투자유치로 인한 성과, 즉 경
제적 이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여기
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개혁·개방의 확산과정과 민간의 농업투자협력사업 추
진과정에서 지배세력 및 기득권층의 동의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
요하며,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 상황 및 정책과 농업현장에 부합하는 농업투자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의 필수 고려사항(효과
성, 수용가능성, 지속가능성)에 부응하는 대북 농업투자프로젝트로서 복합
농촌단지 조성사업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53 이를 참고하여 시범적으로 북
한이 지정한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한으로의 기업진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해
야 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보면, 개혁·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농
업투자환경이 변화하여 투자자들의 인센티브도 변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성공적 개혁·개방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농촌인력이 유출되어 인건비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제한적인 특구지역에 기업진출이 집중하여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등 투자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
편, 제도 개혁과 대외 개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잔존하는 사회주의
53

자세한 내용은 김영훈 외(2012a, 2012b)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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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적 요소는 외부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북한정부의 미숙한
행정능력, 만연한 관료주의, 무능한 또는 관행적인 행태, 주민들의 시장경제
적 경영마인드 결여 등은 외국 기업에 타격을 입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북
한의 개혁·개방과정에 진출하는 기업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바, 북한의 농업환경변화와 특수성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을 위
해 정부는 진출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남북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투자는 대북 농업투자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간 교역 및 투자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
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해 민간기업의 활동을 측면 지원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체제전환국들에서 대외관
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동유럽 국가들에게 EU의 지원 및 지역공동체
가입, 베트남에게 대미관계의 개선은 농업부문을 포함한 해외직접투자를 유
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농업투자유치
를 확대하는 데 우리 정부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하여 북한은 IMF, ADB 등 국제기구 가입과 APEC 등
지역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해 ODA 지원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농
업부문을 비롯하여 전체 경제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2.2. 급진적 개혁·개방하에서 한국 정부의 과제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진적 개혁·개방은 지배세력 간 권력투쟁으로 인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거나 열악한 민생경제가 더욱 심화되어 내부갈등이
폭발하는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현 체제가 붕괴하고 대안적 세력이 정권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149

을 잡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북한 내 정치경제
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앞서 제시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북
한의 농장과 농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
되는 충격 역시 불가피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급변사태에 따른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농업개혁이 추진되어
야 한다.
북한의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에서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
어야 하는 농업개혁의 요소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
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용된 농업부문 변수들과 동일하다. 따라
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 하에서 농
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농산물 시장자유화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대상 식품제조업 해외직접
투자 유치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국
가통제에 의한 농업생산요소 및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시장에 의한 유통체
계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정한 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
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가격결정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
만 급진적 개혁·개방과정 초기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격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
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직후 대부분의 국가들
이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였고, 국가 간 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농업개혁에 있어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동유럽의 경험에 비추
어보면, 급진적으로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
서 농민이 충분한 정보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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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부족했었다. 이 점은 남북한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농업금융시스템은 체제전환국 대상 순수 농업 분야 해외직접투자 유치규
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진적으로 개인
영농제가 추진됨에 따라 영농자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금
융서비스 제공능력 제고, 금융비용 상승, 이자율 변동 등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하다.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는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
치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업
부문 민영화 역시 신속히 추진하였고,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
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이다. 농업에서의 민영화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
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적인 탈사회주의 개혁정책에 속하며(김운근 외 1996:
109), 후속적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한편 농지 사유화와 농업부문 민영화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경
영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규모가 규모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
자 유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급격한
변혁 속에서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적 변모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부문 공공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담
당하는 북한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신속히 수립하여 정책 추진 등 자신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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