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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등장 및 북한 당국의 경제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시장화 실태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북한 시장화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최근의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시장 규모 추정을 

위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시장화 진전 정도가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속도, 부패, 기업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및 성과를 분석하여 북한의 개혁 양상을 예측해 

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경제체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입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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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남아시아팀, 러시아·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 보고서, 학술지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원문은 본 연구

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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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  언❙

현재 북한은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에서 시장은 당국의 억압 속에서도 성장하여 왔고, 일반 북한 주민들은 

많은 부분을 시장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시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며, 시장화가 진행될

수록 북한 당국의 통제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거의 동구권 국

가들이나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장화의 확산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을 촉진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시장화에 대한 연구가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고 예측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탈북자의 설문에 의존하거나 적합성이 부족

할 수 있는 거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 전체 인구를 조사하여 

작성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를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규모를 측정하는 새

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83%에 이르며, 이러한 수치는 체제전환을 이룩한 과거 사회주의 나라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비공식 경제 참여율은 개혁 초기에 

비공식 경제에서 이익을 향유한 기업이나 가계에 의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높은 비공식 경제 비중은 체제이행 초기에 기업 형성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개혁에 불리한 정치구조를 가지

고 있고, 경제발전 정도가 낮아서 급진적 개혁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접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경학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불리한 초기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가 북한의 시

장화를 유도한다기보다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이 효율적으로 시장경제체

제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 속도는 초기에는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음의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체제이행 초기의 효과적이고 적극

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많

은 관심을 기울이고 체제이행 초기에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북한이 효과적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

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연구책임자인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집필하였습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본원의 김상겸 부원장, 윤덕룡 선임연구

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부 천해성 통일정책실장, 박선철 

주밴쿠버 총영사, 백태현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보고서가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고,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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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 일어나는 정치, 군사, 경제적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는 행보를 보이면

서, 경제 분야의 조치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정책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정책과 

유사한 점들이 많고 현 시점에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현재와 같이 계획경제와 시

장이 공존하는 모순 속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의 시장은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묵인과 적극적인 억압정책이 반복되면서 

성장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등장 및 북한 당국의 경제 운

영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던 2002년 7 1 경제관리 개선조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시장화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경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특히,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북한 당국의 통제력 약화와 직결되어 있고, 시장

의 확산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중국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경

제로의 체제전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한 

시장화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변화를 평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 규모 추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탈북자의 설



문에 의존하거나 거시지표를 이용한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탈북자 

데이터의 경우, 탈북자의 경제, 사회,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 한

계를 지닌다. 거시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역시 사용된 데이터가 북한의 비공

식 경제 부문 추정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탈북자 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비공식 부문 비중 70~80%)와 거시 데이터

를 통한 분석 결과(비공식 부문 약 30%) 사이에 매우 큰 편차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이용

하였다. 이 인구센서스에 있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항목을 활용하여 북한 시장규모 추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기

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16세 이상 북한 인구 가운데 약 83%는 텃밭 경영을 비롯하여 축산, 가금

과 같은 여타의 식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

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거의 유사하며, 이 참여율은 주로 소득

과 시장에 관련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

계를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체제이행 초기에는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 속도는 양의 관계를 보이지

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의 관계로 변한다. 또한,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

규모가 작은 경우 공식적인 제도와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높고 부패 수준

이 낮으며 그 결과 체제이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반면 비공식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비공식 경제에서 이익을 향유한 가계나 기업이 

자본주의로 향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여 체제이행의 진전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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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체제이행 초기의 기업 형성에 긍

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체제이행 초

기에 비공식 경제가 공식적인 사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면 체제이행의 성과는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합리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지난 20년간 경제개혁 성과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 국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판별함수에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

수 값을 대입한 결과 개혁 성과가 미흡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북한과 같이 개

혁 성과가 미흡한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서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했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시장경제로

의 전환이 매우 느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은 구정

권이 유지되었거나, 지배 권력이 바뀌었어도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구사회주

의 체제를 옹호하며 시장으로의 개혁을 매우 느리게 진행시켰던 국가들이다. 

북한은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절대권력의 특성상 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하기 

어려운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치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시

장경제로의 개혁은 개혁이 매우 더딘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형 개

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개혁 초기의 경제발전 수준도 상대적으

로 낮아서 급진적인 개혁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건은 필요조

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진 초기조건을 개혁에 우호적

인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제도를 합리적으로 도

입하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



고, 비공식 경제의 규모와 초기조건에 따른 북한 개혁 양상을 예측한 후, 이

를 바탕으로 북한이 효과적으로 시장화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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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

서면서 북한 체제의 변화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 군사 측면에서의 권력구도의 변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

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 원수로 취임했고, 2012년 7월 15

일에는 총참모장이자 정치국 상임위원으로 북한 군부의 실세였던 리영호

가 숙청1)되었으며, 이미 최룡해 등 장성택 계열의 인물들이 군과 공안권

력의 수장으로 등장해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뒷받침하고 있다.2)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정치 분야만큼 변화 가능성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도 보도되고 

있고, 북한이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 전환이 되면서 경제 부분의 역할

과 기능도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간에서는 민생경제를 중

시하는 장성택 부위원장이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함께 군부파인 리영호를 

실각시키고 장성택과 최룡해가 경제통인 사실에 근거하여 향후 북한 경

제의 운영이 군에서 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안은 2002년 내각 총리로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했다가 군부와 보수파의 반발로 좌천되었던 박봉주 전 총리가 현재 

경공업 부장으로 복직되었고 이런 점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새로운 변화

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3)

1) 중앙일보(2012)에 따르면 리영호 총참모장은 김정은의 조치에 반발하다 숙청된 것으로 보도 

하고 있다. 
2) 장성택 계열의 권력 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한범(2012) 참고.
3) 물론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 또한 있다. 조한범(2012)은 김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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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 경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고 세간의 관심도 북한 경제의 개혁 방향에 맞추어 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2012년 6월,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 관리체계를 확립할 때 

대하여｣라는 주제로 소위 ｢6 ‧ 28｣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협동농장

의 분조(농사짓는 최소 단위) 인원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당·군

이 독점하던 경제사업의 내각 이관,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북한 내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차치하더라도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

다. 1998년에는 자영업 확대를 위해 헌법을 수정하였고, 2002년 6월에는 

농업법 개정을 통해 분조 규모 축소와 농장의 재량권 및 작목 선택권을 

확대하였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어 신의주와 개

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부동산 사용료를 신

설하였고 건물·토지·뙈기밭 등 모든 부동산 이용에 대한 전면적 실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북한의 과거 경제정책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역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권력의 안정성을 위해 군에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해법

을 찾기 힘든 경제 분야의 경우 김정은의 경제 분야 현지지도에 있어서 뚜렷한 동선을 발견하

기 어렵기 때문에 권력 기반이 확고했던 김정일이 경제문제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과 김정은

의 현 상황은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은 당분간 북한 경제체제

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조한범의 부정적인 평가 

근거는 올해 들어 4월 초까지 이루어진 김정은의 35회에 달하는 공개 활동 중에서 군 관련 

활동이 22회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 부문 시찰의 경우 1건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2011년 김정일의 공개 활동 145회 중 경제 목적 시찰이 61회로 군 관련 행사 

39회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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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과정에서 보면 계획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소

극적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정책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정책과 유사한 점들

이 많고 현 시점에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논의하는 것이 시

기상조일 수도 있으나, 북한 경제가 현재와 같이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

하는 모순 속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

는 2012년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의 등장 및 북한 당국의 경제운영에 있

어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였던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10년

을 계기로 북한의 시장화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 경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

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북한 당국의 통제력 약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평가, 판단하는 데 있어 매

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확산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중국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으로 연

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합리적인 경제협

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정도,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및 전망 등을 파악하고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북한의 시

장경제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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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보고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론을 포함하여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연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론 그리고 

정책 기여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관련 정책을 1945년 북한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북한 경제에 있어서 시

장의 변화란 2000년대 이후 들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이전의 북한의 개혁정책이란 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1990년 체제전환 이전에 추진했던 시장개혁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시장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 

변화의 근간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1945년 북한 정부 수

립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의 시장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시장화의 시기별 분류는 스키너(Skinner 1985)의 분류 방법을 따랐다.  

제3장은 북한의 시장규모에 대해서 추정한다. 북한은 어떤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공식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200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규모에 대한 

다양한 추정이 시도되고 있으나 각 연구별 편차가 너무 커서 오히려 혼란

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선행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측정지표, 측정기법 등이 과연 현재의 북한 시장을 추정하기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도 없다. 이에 제3장에서는 북한의 시장규모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재평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을 도입하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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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시장규모를 보다 입체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의 비공식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이용한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데이터에는 한국 정부 등

이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재정지원하면서 이 센서스의 질문항목에 

북한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문항을 삽입하였는데, 이

를 활용하면 북한 전 주민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공식 경제활동을 유추

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활용한 

북한의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자료의 신빙성 및 

대표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다. 

제4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북한은 어떤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

큼 비공식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가계 

소득 중 최대 70% 이상이 비공식 부문 활동, 즉 시장 경제활동에서 비롯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의 시장 경제활동과 그

것이 체제이행 과정에 미치는 연구는 북한 경제의 변화와 체제이행에 중

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이에 제4장에서는 구소련과 동유럽 등 체제이

행국의 경험을 토대로 먼저 시장 경제활동의 규모를 국가별로 집계한 후, 

이 규모가 체제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첫째, 사회주의 시기의 높은 시장 경제활동이 체

제이행을 촉진하였는지, 둘째, 사회주의 시기의 높은 시장 경제활동이 체

제이행기의 기업가의 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셋째, 사회주의 

시기의 시장 경제활동은 체제이행기의 부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

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과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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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을 포함한 체제전환국 27개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성과를 개혁 기준 

년도 대비 2011년까지 GDP 성장정도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정도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으로 분류한 후,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초기조

건으로 향후 어떤 성과를 내는 그룹에 속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시장경제

로의 개혁정도는 EBRD에서 발행하는 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를 이

용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

sis)을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 27개국 데이터를 근거로 도출

된 판별함수를 토대로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정치, 경제적 초기조건을 고

려하여 북한의 시장화 과정을 전망한다. 이 절의 소결에서는 북한과 같은 

그룹에 소속된 체제전환국의 개혁 과정과 특징을 파악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소결론과 시사점을 중

심으로 북한 경제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의 시장화를 촉

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북한의 시장화가 북

한 내부의 동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북한 당국

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전환 정책을 제안하

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북한 당국이 현재의 경

제적 조건 하에서 획기적 개혁조치가 동반되지 않는 한, 20여 년이 지나

더라도 현재 독립국가연합(CIS)들 중에서도 가장 경제개혁 성과가 미흡

한 국가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경제적 빈곤에서 벗

어나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적 과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가 북한의 체제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의 북한 시장화의 동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이 합리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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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우리의 대북정

책을 제안한다.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가장 큰 관심사이지

만 가장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다. 왜냐하면 제한된 북한 관련 자료와 통

계 등으로 설득력 있게 논리를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북한의 시장

화와 관련된 논문 중 가장 최근 연구는 박형중(2011)과 정은이(2011a)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정은이는 2011년 논문에서 북한의 시장화 현상

을 탈북자 인터뷰, 구글 지도, 북한 내부 영상자료 및 문건을 통해 각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종합하여 해석하면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최근까지의 북한 시장의 외형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

의 시장이 농민시장, 공설시장, 종합시장, 상점형 순서로 승격되면서 제도

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이 상당부분 외형적 틀을 갖춘 공식 시장으로 변모하였고 북한 당국

이 시장사용료 등 세수를 거둠으로써 제도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

론에서 필자는 북한 시장은 관료들의 부정축재의 근간이 되고 있고, 부를 

축적한 상인들의 활동 공간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의 자력갱

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석

(2009)의 연구에서 북한의 시장이 현재 양적으로 팽창하기보다는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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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박형중(2011) 역시 1990년대 북한의 시장경제에 있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와 ‘자생적 시장화’에 근거한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정치적 자본

주의’의 개념에 입각해 ‘정권의 특혜와 보호에 기초하며 전개되는 상업적 

활동’의 특징을 분석하려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시장화의 주체

가 자연발생적 상거래와 개인 생산에 종사하면서 아래부터 시장 확대를 

추동한 일반주민이 아니라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배경으로 시장 확대 과

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렸던 관료들과 이와 결탁한 개인 상인들이란 점

을 강조한다. 

김창희(2010)는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이 당국의 당초 계획에 얼마

나 부합하였는지를 평가하고, 2009년의 화폐개혁이 북한의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1992년

의 화폐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였는데, 결론적으

로 1992년의 화폐개혁은 공적 경제부문과 사적 경제부문의 괴리가 극심하

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2009년의 화

폐개혁은 시장 확산이 북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

행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2002년보다는 훨씬 컸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문수(2010)는 북한의 시장화 시기를 촉진기(2002~06년)와 억제기

(2007년~현재)로 나누고 정부 정책과 현실 상황을 비교해 그 합의를 도출

하고 시장화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새터

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화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가능성 및 약화요인을 제시하였다. 

박영자(2010)는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코메콘(COMECON)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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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와 화폐개혁의 실패 등 역사적 사건에 따라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을 시장 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20여 년의 기간을 3단계(1990~2000년, 2000~07년, 2007~10년)로 

나누고 단계별로 자기 조직화의 경로 형성 과정을 복잡계 이론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에 근거해 질서와 무질서, 작용과 반작용이 함께 공존

하는 북한의 시장진화 현상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현상이 아닌 동시성과 

중첩성을 동시에 지닌 이중적인 복잡계 현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석(2009)은 북한 시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전기소비 

방정식을 이용하여 과거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추정했던 

Kaufmann의 방식을 북한에 수정 적용하여, 북한의 (수송용) 석유소비 방

정식을 추정하거나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곡물유통 데이터를 토대로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대부분의 북한 시장 관련 연구들이 

동일한 방법과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설문 등 대상의 차이로 

서로 다른 결과에 도달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대표성 부족으

로 그동안의 연구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탈북주민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하되,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을 북한의 거시통계자료를 활용

한 계량 분석 자료와 비교분석을 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연구들

이 북한의 시장규모를 최대 76%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의 거시통계를 이용해서 분석할 경우 대략 35% 정도에 불과하

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시장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질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임강택(2009)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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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전문시장(소비재 상품, 생산재, 노동력, 주택, 자본 

등) 영역별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공식 경제부문과 민간의 비공식 부

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

는 특히 북한의 시장화 현상의 구조적 특징으로 공식적‧합법적 공간에서

는 공생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불법공간에서는 경쟁적 기생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한 내각경제, 특권경제, 민간의 비공

식 경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각경제와 민간경제의 협력적 

공생관계는 시장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고, 특권경제와 민간경제의 기생적 

의존관계는 시장 활성화의 촉진제라고 평가한다. 단 내각경제와 특권경제

의 관계는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화를 통한 관

계는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는 독립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 

관계가 북한의 시장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한다.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주로 북한 시장에 대한 규모 추정 그리고 

비공식적 시장 내에서 북한 주민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북한

의 시장화 규모 추정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탈북자 설문에 의존

하거나 거시지표를 이용한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

구들은 나름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탈북자 데이터의 경우 탈북자가 차지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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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시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역시 사용된 데이터가 북한의 비공식 

경제부문 추정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가 불확실하다. 

셋째,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 탈북자 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비공식 부문 비중 70~90%)와 거시 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비공식 

부문 약 30% 내외) 사이에 매우 큰 편차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재정지원하면서 이 센서스의 질문항

목에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이를 활

용한다. 실제로 이 센서스에서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전체를 포괄하지

는 않지만,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 가구의 대표적인 비공식 생산활동

인 텃밭 활동(채소 및 과일 등의 재배)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서베이

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 센서스 데이터를 북한 시장규모 

추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

을 보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의 

시장규모가 어떻게 향후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인

가를 동유럽 체제전환국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동유럽 사회주의 체

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전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주

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가 체제이행기의 여러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이 연

구에서는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의 체제전환 직전 연도의 GDP 대비 

비공식 경제 비중을 추정하고 비공식 경제규모가 체제전환기의 여러 변

수(체제이행 속도, 기업 형성, 부패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

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1장 서론❙29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개혁 성과

를 세 그룹(개혁 성과의 우수, 양호, 미흡)으로 나누어 개혁 성과에 미치

는 변수들을 근거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판별함수를 토대로 

북한이 향후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조

건 하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았다. 이는 경제개

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예측해 보

았다.  

이처럼 이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시도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독창적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북한

의 시장화,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등의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향후 이 분야에서의 학문적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북한 연구에 있어 한계로 여겨지고 있는 자료 부족 문제

를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있는 

점은 이 연구가 이 학문 분야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북한이 추진해야 할 경제개

혁의 방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선도해 갈 수 있는 협력 모델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이 큰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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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과 기능

가.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북

한의 경제학 사전에 의하면 시장은 “상품이 교환되는 령역”4)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즉, 시장은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러한 시장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고 필연적으로 소상

품 생산자들의 몰락으로 소상품 생산 체제가 해체되어 독점적 자본주의

가 형성되며 이는 다시 제국주의 “렬강 간에 대외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초래한다고 인식한다. 

북한의 시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정의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정통 사회주

의에서 개인 간의 교환이 허락되는 시장이란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초기 대부분의 경제체제는 시장을 인정하지 않

았고 비공식적으로 발생되는 암시장을 최대한 억압하였다. 그러나 사회주

의 경제제체가 정통사회주의에서 개량사회주의 그리고 시장사회주의 등

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

식도 달라진다.5) 즉, 정통사회주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개량사회주의나 시

장사회주의로 변화되어 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시장을 중앙계획경

제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의 경우도 개인 간의 거래가 허

용되는 시장은 근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계획경제가 

4)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p. 120.
5)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과 단계 구분은 정형곤(2001), pp. 8~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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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암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더 나아가 암시장이 

공식 시장으로 인정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시장이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장과는 거리가 있다. 즉, 북한에서도 상품생산이 존재하듯이 이를 교환

하는 공적 시장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국가 소유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

업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과는 본질적으로 다

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은 자본가가 

없는 시장으로서 상품 간의 거래만이 있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는 가치법칙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게 된다.6) 

이 연구에서의 시장의 개념은 북한 당국이 국가 소유에 의해 사회주의

적 상품이 거래되는 공식적 시장, 즉 계획에 의해서 상품이 교환되는 시

장은 배제한다. 이 연구에서 시장이란 이전의 국내 선행연구(임강택 

2009)들에서도 정의하고 있듯이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외각에서 이루어지

는 경제활동으로 국한한다.7) 이는 흔히 제2경제, 비공식 경제 또는 암시

장이라고도 불리며 국가에 의한 가격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북한의 시장이란 암시장, 농민

시장과 종합시장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난 형태의 거래가 이

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농민시장과 종합시장 역시 국가 소유에 의

한 사회주의적 상품거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경제의 관점에서는 

비공식 경제부문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계획경제

는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붕괴된 지 오래되었고, 계획에 의

6)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p. 120.
7)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시장에 대한 자세한 개념 설명은 임강택(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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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이다. 따라서 계획경제

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장이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며 시

장은 이미 국영 유통망에서 공급부족 현상을 채워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

펴보기로 한다.   

나. 계획경제에서의 시장 기능 

북한의 시장은 계획경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도 있지만 

부의 축적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부의 축적은 기존에 형성된 신분체제를 더

욱더 공고히 하고, 사회계층구조를 부(富)라는 또 다른 지표가 추가되어 

분열을 더 촉진시키게 된다.8) 물론 시장이 형성되고 그 역할이 커지기 전

에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권력층과 비권력층으로 계층화되어 있었

지만, 시장이 형성되고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경제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계층화가 더욱더 확고히 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권력층이 그

들의 권력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사

회 분열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만약 권력계층과 시장을 통해 자본

을 형성하게 되는 계층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

면 사회분열과 부정부패를 보다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

로 심할 경우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북한 당국 

8) Los(1987), pp.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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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

부 격차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이를 경계하고자 화폐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2009년 반시장적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시장은 계획 분야에서의 경제 

운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이 없이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화

폐를 넘겨주고, 노동자는 국영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화폐를 사용

하면서 화폐가 국영상점으로 넘어가고, 이 화폐는 중앙정부의 국영은행으

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이것을 국영기업으로 넘

겨주면서 화폐는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 사이클로 화폐

의 양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암시장 

등 시장이 등장하면 이러한 사이클은 무너지게 된다. [그림 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으로 인하여 화폐는 주로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순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화폐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

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북한  

경제체제에서도 억제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이 상당부분 존재

하고 있고, 이는 향후 시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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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화폐 축적

자료: 윤덕룡 ‧오승환(2009), p. 4.

북한에서 시장의 존재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대립된다는 것 외에

도 계획경제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중앙에서 

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암시장과 같은 비공식 시장에

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부족한 암시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인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앙

계획경제와 시장의 병존을 의미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한 경제체제에 이

중가격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중국이나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도 이중가격을 일정기간 동안 인정하고 또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활

용한 경우도 있으나 생산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공식 부분보다 비공

식 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비트라지(arbitrage) 기회를 

얻게 되어 암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암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는 결

국 중앙계획경제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로 이어

질 수 있다. 

북한에서의 시장은 일정부분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

종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차원에서 경제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 시장이든 비공식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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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시장의 확대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주의적 사상과 현실의 괴리를 더

욱더 크게 할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의 이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공동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흔들게 된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확대는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어 중

앙계획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북한 내에서의 시장의 역할과 그 기능은 사회주의 제2경

제, 또는 비공식 경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많이 증명되고 있다. 

비공식 경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의 확산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Treml(1993)는 소련의 제2경제

의 등장과 중앙계획경제의 불안정화 연구9)에서 소련의 통계자료를 바탕

으로 제1경제와 제2경제와의 관계를 계량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소득과 저축, 소득과 매출회전율, 그리고 소득과 재화의 판매량으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소득과 각 변수의 연관성이 시간이 흐

를수록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비공식 경제의 

발달에 그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

1경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으로 이들은 

제1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2경제의 활동을 일정범위로 제한하

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O’Hearn(1980)의 제2경제의 크기와 영향에 대한 연구10)에서도 소련의 

제2경제의 규모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

 9) Treml and Alexeev(1993), pp. 10-22.
10) O’Hearn(1980), pp. 2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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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제2경제의 영향을 보충, 고갈, 그리고 재배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먼저 보충 효과에서는 제1경제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2경제에서 보충적으로 공급함을 설

명하고 있다. 구소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중앙계획경제에

서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제1경제를 보완하는 역

할을 하였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보충적 역할은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이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면도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앙계획 차원에

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고갈 효과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보충적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노동자들이 제2경제에서의 활동을 위해 국영

공장의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팔기 위하여 농

산물 생산량을 속이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당연히 제1경제의 시각에서 보면 중앙계획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 효과

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배분 효과는 시장에서의 부의 재배분 기능으로 시장에서

의 가격 차이로 투기꾼이 생겨나고 이로 인한 계층화 및 빈부격차가 발생

해 시장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저자들은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시장화는 긍정적 효과

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각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제2경제가 제1경제

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1경제의 모순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2경제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중앙계획경제를 파탄으로 이

끌어간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2경제는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화를 이끌어 

계층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실상 제2경제의 등장은 시민 계층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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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구분시킨

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적 계층 구분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합

법적 시장과 불법적 시장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묵

인되기 시작함에 따라 제2경제의 불법적 경제활동 또한 묵인된다. 그 결

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주민들은 중앙계획경제체제의 허상을 

깨달아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제2경제는 단기적으로 제1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1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유

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2경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제1경제의 경직성 등의 

모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1경제의 모순이 계속 유

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2경제는 주민들을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

다. 이것은 완전 고용시장인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국가가 모든 주민들

을 통제하는 구조에서 제2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국가에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

2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이 많아지고 제2경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탈사회주의

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제2사회란 공식적인 

구조 밖에서 살 수 있는 능력 개발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원을 사용하고 

또한 비공식적인 커뮤니티 조직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11) 

북한의 경우에도 제2경제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특히 공식 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이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한 공식 노동에서의 이탈자가 증가함에 

11) Ibid., pp. 2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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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2경제에 있어서의 이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누적되어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경우 암시장을 비롯한 제2경제권

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북한의 시장과 유통 구조

북한에서의 상품 거래는 주로 국영상점, 협동단체상업, 그리고 농민시

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소련 및 중국과 구상무역 등 사회주의적 무역

관계가 존재하던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국영상점과 협동단체에서 이

루어지는 거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농민시장은 매우 미미한 비

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탈북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

영상점과 협동단체상업을 이루던 국영유통망은 거의 마비상태에 있고 현

재는 대부분의 물자 공급이 종합시장과 농민시장 그리고 암시장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림 2-2]는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상정하는 상품의 유통경로

이다. 상품의 교환은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국영상점에서 이루어지고, 수

요, 공급 그리고 가격도 중앙정부에 의해 모두 계획되고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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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앙계획경제 전개도

자료: Panagariya(1990), pp. 353-371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러나 계획경제가 붕괴되면서 국영유통망에 공급 부족 혹은 공급 마

비가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상품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기업소 및 생산기관에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들 노동자는 비공식적 생산활동을 하게 되며 이들은 암시장

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이 경우 암시장은 확대되고 이는 다

시 시장화를 이끄는 한 요인이 된다. 특히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족 경제(Shortage Economy)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많은 유휴 노동자들의 비공식적 생산활동과 암시장 참여가 더 

높아진다. 유휴노동력의 발생은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

다. 이러한 현상들이 최근 북한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이는 아래 

[그림 2-3]과 같은 유통구조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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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앙계획경제 구조와 제2경제

자료: Panagariya(1990), pp. 353-371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2-3]은 북한의 제1경제와 제2경제에 있어서의 상호 상품 유통에 

대한 그림이다. 제2경제가 북한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제3장에서 추정된 결과 북한 경제에서 83%를 차치하고 있다. [그림 2-4]

는 북한의 상업 유통망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표기해 놓은 것이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상업정책은 대부분의 공급이 국영유통망을 통

해서 이루어지며, 농민시장은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유는 공산품 및 곡식류는 모두 국가에서 수매해 국영유통망을 통해서 판

매를 하고 나머지 개인 텃밭에서 생산되는 극히 제한적인 농산품만이 농

민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재의 거래에 있어서는 아

직도 국영 부분에서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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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북한의 상업 유통구조

자료: 북한연구소(1993), p. 391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3.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

이번 절에서는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앞서 언급한 국영상업, 협동단체상업, 농민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2000년대에 들어 보다 더 활발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종합시장, 농민시장, 암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에서 편찬된 경제사전 I은 국영상업을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국가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상업 형태”로 정

의하고 있다. 국영상점의 경우 1946년 8월 10일 ｢산업·교통·운수·체신·은
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공포함과 동시에 주요 산업들이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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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1948년 11월 17일에 평양시 및 각 도에 창설되었다.12) 처음에는 

국유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를 대상으

로 한 소비생활의 한 축을 담당하였지만 1958년에는 생산수단의 완전한 

국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비협동조합이 국영상업으로 전환되었고, 그 결

과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소비생활도 책임지게 되었다. 국영상업은 

계획경제에서의 판매 역할을 맡으며 이들 상점의 모든 상업활동은 북한 

정부당국에 의해 계획, 통제된다.

협동단체상업은 앞서 언급한 경제사전 I에서 “협동적 수요에 기초하

여 조합원들의 자원적 참가와 공동책임 밑에 조직 운영하는 상업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협동단체상업의 경우 협동적 소유에 의

거, 특정 집단들이 운영하는 상업 형태이다. 협동단체상업은 국영상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협동적 소유가 국유화의 과도기적인 형태이듯 이 

또한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국영상업으로 

전환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상업은 국영상업의 보조

원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하고,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경제 연계를 강화시킨다고 경제사전은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

지 형태 모두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의 상업 형태로 분류된다.13) 

마지막으로 농민시장은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해서 창설

되었다. ｢내각결정 140호｣는 모든 사유상업들을 폐지하고 국유화시키면서 

도시에는 국영백화점을, 농촌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촌상점을 

설립하였고, 기존의 농촌시장은 농민시장으로 변화시켰다. 농민시장에서

12)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1945-1982, p. 652.
13) 김일성(1983), p. 312. “우리의 국영상업과 협동단체상업은 다 사회주의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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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민들의 개인부업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직

접 판매하는 형식이었으며 가격 또한 시장가격(자율가격)으로 정해졌다.14)

다음에서는 앞서 언급한 북한의 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영상점, 협동단체상업, 농민시장이 현재의 종합시장 등으로 변화되어가

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관련 개혁은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논쟁 또는 

투쟁 이후 주류세력의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진다. 스키너의 분류에 따른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시장정책의 사이클은 크게 세 부류로 급진적 

사회주의 시기(Radical Phase), 사회주의화로 인한 위기 시기(Crisis Phase), 

그리고 자유화 시기(Liberal Phase)로 나뉜다.15) 급진적 사회주의 시기는 

또 다시 동원 시기(Mobilization Segment), 최고조 시기(High Tide Segment)

로 나뉘며 사회주의화로 인한 위기 시기는 악화 시기(Deterioration Segment), 

긴축 시기(Retrenchment Segment)로, 그리고 자유화 시기는 비사회화 시기

(Demobilization Segment)와 정상화 시기(Normalcy Segment)로 나뉜다. 중

국이나 동유럽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적 노선 변경 이후 시장관련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투쟁이 자주 

있지는 않았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로 김일성 단독체제가 들어섰고 

수령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노선투쟁에 따른 

기준으로 북한의 시장화 관련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려면 그 변화의 사이클은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스키너의 분석기준

을 근거로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4) 북한연구소(1983), p. 653.
15) 시장정책의 변화 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kinner(1985), pp. 395-3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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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노선투쟁의 승리는 항상 실용주의 

노선이 아닌 사회주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80년대 공급부족 현상이 악화되기 

전까지 사이클은 Radical Phase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공급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단계와 

시장의 암묵적인 허용 단계를 거치면서 Crisis Phase에 직면하고,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대표되는 개방정책을 Liberalize Phase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되는 시장억압제도와 2009년 화폐개

혁을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으로 급진적으로 사회주의로 복귀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나, 시장 반발로 위기가 지속되는 Crisis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Cycle Radical Crisis Liberalize

1 1958~80년대 초반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 
2005년 말

2 - 2006년~현재 -

표 2-1. 북한의 상업유통(시장) 관련 정책 사이클

자료: Skinner(1985), pp. 393-413의 사이클을 참고로 저자 재구성. 

가. 급진적 사회주의 시기(Radical Phase): 

1945~80년대 중반

북한의 급진적 사회주의 시기는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로 분류된다. 이를 세부 단계로 다시 나누면 1945년 이후부터 

1958년 국유화 이전까지의 정책과 1958년 국유화 조치 이후부터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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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농민시장 및 암시장의 발달 단계로 나뉠 

수 있다.

1) 제1단계(1945~58년): 인민시장 및 국유화 이전의 시장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1958년 완전한 국유화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북한에서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북한의 시장에 

대한 통제는 1947년 2월 ｢인민시장 규정 실시에 관한 포고｣와 ｢개인상점 

허가제 실시에 관한 포고｣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중앙정부

의 개인상점을 비롯한 시장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인민시장 규정 

실시에 관한 포고｣의 제8조에 의하면 “특별시·시·군·면 인민위원회 위원

장이 시장을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신고서를 도 인

민위원회 위원장(평양특별시에 있어서는 상업국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시장을 실질적으로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또한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하면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별도기준에 의한다. 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자는 시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시장에서 나오는 이익을 

국가가 조세 형식으로 징수하였다. 이 시기 인민시장 규정에는 시장 개설

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 다만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해 놓았을 뿐

이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후

의 농민시장이 농산물만을 취급한 것과는 달리 규정 제11조에 영업품목

별 매장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용품 잡화매장, 도자기 매장, 

기타 잡품매장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조항으로 보면 이 시기에는 품목별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시장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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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하에서의 시장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겨난 인민시장은 1950년 1월 내각결정 9호, ｢농민시

장 개설에 관한 결정서｣에 의해 폐지되었고 농촌시장으로 변모하였다. 한

국전쟁 발발 직전에 만들어진 농촌시장은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과 개인 

부업품을 팔고 공산품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여 농촌과 도시의 연계를 강

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16) 특이한 점은 당시 농촌시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시장을 인정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을 자본주의의 잔재로 보고 

부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인데,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 

북한 당국이 민간기업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시장을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북한 당국이 국유화를 추진

하는 과정에서 개인상점과 소비품 협동조합 등을 국유기업 형태로 바꾸

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농촌시장을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공간으로 일

정기간 허가하고 사유상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농

촌시장에서는 쌀과 같은 식량 판매를 허용하였고 농촌시장에서 물건을 

판 농민들에게는 공산품을 싼 값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상점과 협동조합

이 국유기업 형태로 전환되었고 국가 통제하의 농민시장의 활성화로 사

유상점은 억제되었다.17)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0. 1. 11),” 재인용: 박희진

(2007), p. 206.
17) 정은미(200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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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조치(법) 내용

시장
정책

1947. 2. 3.

인민시장법
인민시장의 운영 규정으로 인민시장이 국가의 
통제에 들어감을 의미.

개인상점 허가제
개인상점은 북한 정부당국의 허가 하에 
운영된다는 내용으로 사유기업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미. 

1950. 1.
농민시장 개설에 
관한 결정서

한국전쟁을 앞두고 시장의 역할 변화를 꾀함.

표 2-2. 인민시장과 국유화 이전의 시장정책 요약

자료: 본문 내용을 근거로 저자 작성.

2) 제2단계(1958~80년대 중반): 국유화 이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의 시장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로 개인 기업이 모두 생산협동조합으로 개

편되면서 모든 사유기업들이 폐지되고 국유화가 완성되었다. 그에 따라서 

농민시장에 관한 정책도 변화하게 되었다. 국유화가 완성되면서 이용가치

가 다한 농민시장은 폐쇄되어야 할 자본주의의 잔재로 바뀌었다. 사회과학

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전 I에 의하면 “농민시장은 사회주의 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다”18)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시장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1969년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 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 하에서 협동경리가 있고 개인 

부업생산이 있는 이상 농민시장이 없을 수 없으며 또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

건을 넉넉히 생산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

가 전민소유로 될 때에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없어지고 상업은 완전히 

18)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p. 367.



50❙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공급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19)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김일성

의 인식에 기초하여 농민시장들은 도시들과 각 군에 두세 개씩 설치되었

다. 그러나 앞서 경제사전에서도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민시장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존재로만 

인식되었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하면서 농민시장은 소멸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후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이 자본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인부업 농산물과 축산물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일정 평수 이상으로는 개인 부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개인 부업활동에 대한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1958년 이전에는 농가소

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농기구와 소가축 소유를 인정하였고 텃밭 및 가내

부업도 장려되었다. 그러나 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조합대회에서 농업

협동조합의 새로운 기준규약이 채택되면서 이는 상당부문 축소되었다. 예

를 들어 텃밭은 일반지대의 농가에 30평, 산간지대의 농가에게는 50평만

을 허용하였고, 이후 1977년 토지법에서는 농장원들만이 20~30평의 텃밭

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소되었다.20) 

1958년부터 허용된 농민시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상설시장으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21) 그러나 상설시장으로 있던 농민시

장 역시 1969년 김일성에 의해 3일장(1, 11, 21일 개장)으로 전환되었고, 

그 숫자도 1군에 1개소씩만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던 농민시장들도 모두 변두리로 이전하도록 조치했다.22)

19) 김일성(1983), p. 466.
20) 정은미(2008), p. 8.
21) 정정길·전창곤(2000), p. 105.
22) 정정길·전창곤(2000),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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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조치(법) 내용

시장
정책

1958.8. 내각결정 140호
국유화의 완성으로 농민시장의 품목을 개인 텃밭 
생산 농산물로 제한

1969
전국상업일군 
열성자회의

3일장 전환
도시 농민시장 폐쇄
1군에 1개소씩 개설 허용

1969.3.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리론 문제에 

대하여”

농민시장은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과도기적인 상
업형태이고 주민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김일성)

텃밭
정책

1958 이전 - 가내부업(텃밭)을 인정

1959.1.5. 전국농업조합대회
농업협동조합의 새로운 규약을 채택하면서 텃밭
의 크기를 30~50평으로 제한

1977 토지법 개정 개인 텃밭의 크기를 다시 20~30평으로 제한

표 2-3. 국유화 이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의 시장

자료: 본문 내용을 근거로 저자 작성. 

1958년 국유화 조치 이후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암시장이 생기

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시장이라 할 수 있었던 농민시장에서 공식

거래가 아닌 허가되지 않은 품목의 거래에 대한 것을 암거래23)라고 하고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암시장이라 한다. 이런 암시장의 발달

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958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를 1단계로 구분하고 이 시기를 암시장의 태동기라 할 수 있고,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를 암시장의 형성기로 분류할 수 있다.24)  

먼저 암시장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58년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국유화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더욱 더 공

고해지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

23) 여기서 암시장 혹은 암거래란 공식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예를 들어 채소, 일부 

축산물 등)을 제외한 품목들(예를 들어 식량과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암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강택(2009) 또는 정은이(2011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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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필품 생산이 도외시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1950년대에 들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더욱더 강화되어 가면서 주민 상호 간에 암거래가 활

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5년 북한 당국이 재일조선인 북송사업(귀국

사업)25)을 실시하면서 인력 및 물자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이는 암거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암거래는 시장과 같은 특정 

공간에 모여서 재화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인 간의 거래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26) 따라서 이 시기의 암시장은 매우 제한적

이었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거래는 제한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암시장은 1966년 북한 당국이 군수산업을 위한 제2경

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제2경제위원회에 모든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보

다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을 위한 경공업산업이 후순위

로 밀리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재의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다. 게

다가 당시에 중소 갈등이 시작되면서 북한으로의 원조가 큰 폭으로 축소

되고, 이는 결국 국영상업망의 축소로 이어져 국영상점의 공급 부족은 자

연스럽게 암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당국은 1966년 협동농장의 농업생산물의 약 25%를 현물로 납부

하는 농업현물세를 폐지하고 1974년 세금 없는 나라를 선포하면서 협동

농장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1973년에는 전쟁비축미 명목으로 15일 배급 

중 2일을 제하고서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경우 기존

에 하루 700g(연당 256kg) 받던 것이 608g(연당 222kg)로 감소하였다. 

25) 국가기록원(2012), http://theme.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 Description.do?id= 
002722&pageFlag=. (접속일: 2012. 6. 15)

26) 정은이(2011b), pp. 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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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반발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은 약 30평의 텃밭을 농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27) 이러한 텃밭의 공식 부여는 농촌경

제를 협동농장의 국영 관리와 농민시장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하였고, 개

인이 판매할 수 있는 농업생산물로 인하여 농민시장 및 암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암시장은 농민들이 개인 텃밭을 경

작하면서 생기는 잉여농산물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이나 부족한 다

른 곡물과 교환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국유유통망이 완전

히 마비된 상태가 아니고 일정부분 축소된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암시장

과 암거래가 형성되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1960년대 말까지 북한의 시장정책은 1969년 3일장 전환과 

도시의 농민시장 폐쇄 이외에는 시장 자체에 대한 존재 가치를 크게 부정

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식량 판매 불허 등과 같은 제품 종류에 대한 제

한은 있었지만 김일성조차도 시장이 남아 있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하는 등 특별히 농민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제도 등은 살펴볼 수 없다. 이

는 1960년에 국영 및 협동단체에서의 상품 유통이 99.2%를 차지하고 농

민시장은 고작 0.8%를 차지했기 때문에28) 북한 당국 역시 농민시장 자체

가 사회주의 근간을 크게 저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시장이 국유화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가들 또는 상업가들의 세력

을 축소시키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농민시장의 기능 자체

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60년대에 있

27) 정은이에 의하면 이전에도 텃밭을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의 텃밭은 임의로 개간하여 

만든 비공식적 텃밭이었고, 1970년대 중반 이후 공식적으로 텃밭이 부여되었다고 한다. 
정은이(2011b), pp. 241~242.

28) 북한연구소(1983), p. 652. 



54❙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었던 사회주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 농민시장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도 농

민시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 당국이 농민시장이 과도기

적 성격을 가진 존재로 결국에는 사회주의의 완성과 함께 사라질 대상으

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농민시장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강화되어 갈수록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생필품 등 기타 생산물에 대한 교

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시장은 향후 암시장을 

여러 유형으로 확대시키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 사회주의화로 인한 위기 시기(Crisis Phase): 

1980년대 중반~2001년

1) 제3단계(1980년대 중반~1993년): 농민시장과 암시장의 성장기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당국이 농촌에서 개인 텃밭을 공식적으로 허용

하면서부터 농촌경제를 이분화시키고 농민시장을 성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농민시장은 북한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보다 활성화되

기 시작하였다. 북한 당국이 속도전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주의적 성과의 

극대화를 독려하고 동시에 군수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생필품 및 

식량부족 현상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식량부족 현상은 북한 정부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배급제에도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1973년에 전쟁비축미 명목으로 

줄였던 것을(노동자 기준 하루 700g ￫ 608g 감소) 1987년에는 다시 애국

미라는 명목하에 10%를 감소시켜 노동자의 경우 하루 608g(연당 222kg)

에서 547g(연당 200kg)로 감소되었다.29) 북한 당국은 이러한 배급량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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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인한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기업 및 기관소 노동자에게 약 50평의 

개인 부업밭(텃밭)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러한 텃밭의 허용은 앞서 

언급한 개인 텃밭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80년대의 농민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농민시장의 발달과 함께 북한 당국도 이들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1982년에는 농민시장이 상설화되고 특

별시에도 농민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30) 북한 당국은 중앙계획경제를 

위협할 만큼 커져가던 상설시장을 경제난으로 인해 계속 용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1987년에는 다시 상설시장

을 일주일 단위로 돌리고 그후 1989년에 3일장으로 다시 농민시장으로 

회귀시켰다. 

구분 일시 조치(법) 내용

배급제 축소
1973 전쟁비축미 700g(연당 256kg) -> 608g(연당 222kg)

1987 애국미 608g(연당 222kg) -> 547g(연당 200kg)

텃밭
정책

1987
노동자의 

부업밭 허용

기존 텃밭은 농민들에게만 인정됨
배급제 축소로 노동자 계층에 공급 부족
기업, 기관소 노동자에게 약 50평의 개인 부업밭을 허용
농민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짐

시장정책

1982
농민시장의 상설화
특별시에도 농민시장 생성

1987 농민시장의 주일장 전환

1989
농민시장의 3일장으로 회귀
비허가 시장 폐쇄

통제 1992 비사 그루빠 활동 시장에서의 비사회주의적 판매 감시 강화

표 2-4. 농민시장의 성장기

자료: 본문 내용을 근거로 저자 작성

29) Lee Suk(2003), p. 141.
30) 북한 시장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1982년 농민시장의 상설화를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나 법규는 언급되지 않음. 따라서 북한 당국이 당시 성행하던 농민시장

을 공식 분야의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해 농민시장의 상설화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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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들어 농민시장에 근거한 암시장은 보다 더 활성화되었다. 

활성화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수령경제 및 속도전으로 인한 모든 생산재

의 군 또는 계획경제에로의 집중으로 인한 소비재의 부족이고, 둘째는 외

화벌이와 외화상점, 그리고 셋째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 등이다. 

1970년대에 들어 시작된 속도전은 198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모든 재원의 중앙 집중은 당 간부들의 물자 착복을 심화시켰고, 

이때 빼돌려진 물자들은 결국 암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암시장이 확

대되어 갔다. 외화벌이와 외화상점 역시 1980년대에 들어 암시장을 확산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북한 당국이 1970년대 말 채무불이행(디폴

트)를 선언하게 되면서 북한 내에서의 외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

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중앙당에서만 각 도·시·군별로 관리하던 외화

벌이 수매소를 다른 특수 기관들(군부를 포함해서 주석부, 호위국, 보위

부, 안전부 등 특권 기관)까지도 외화벌이에 나서게 하면서 외화수매소를 

설치하게 되었다.31) 외화수매소에 대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캔 송이를 산 

아래서 대기하고 있는 외화벌이 매대에 넘기면 노력한 만큼 설탕, 기름, 

쌀, 옷감 등과 교환해 주었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다. 모두들 외화벌이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32)라고 이야

기하고 있다. 이러한 외화수매소에서 받은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암시장

이 필요했다. 또한 외화수매소에서 수매한 모든 물품들이 외화벌이를 위

해 쓰인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국내시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암시

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외화상점은 원래 외국인 전용상점이고 

31) 좋은벗들(2000),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재인용: 정은이(2011b), p. 251.
32) 정은이(2011b),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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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상점33)이라는 특성상 공급품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외화획득 우선정책에 따라 외화획

득이 가능했던 외국에 친척을 두고 있는 주민들도 외화상점 이용이 실질

적으로 가능했고, 이들이 외화상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암시장에서 다시 

재판매하는 거래가 성행하면서 암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밖에도 외

화획득이 가능했던 계층들은 이러한 아비트라지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 내 상업유통의 문제는 자연히 암시장의 

확대를 촉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 또한 암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은 공장의 남은 폐자재들과 유휴 노동인력들을 이

용하여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품을 만들자는 운동으로 모든 생산물

은 정책상 국영유통망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8·3 인민소비

품들이 농민시장으로 일정 비율 흘러들어 가면서 암시장의 발달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 배급제와 국영유통망의 마비는 시장을 지

속적으로 확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장의 활성화는 국가의 통

제력 약화와 사회주의 사상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성장

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는 북한 정부에게는 반가울 리가 없었

다. 결국 1992년부터 비사회주의 그루빠 운동으로 시장을 포함하여 비사회

주의적인 요소들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농

민시장은 점차 암시장과 동일해져 갔으며 시장의 역할은 커져 갔다.

많은 논문들이 1980년대부터 메뚜기장 혹은 유동장이 생겨났다고 언

33) 북한연구소(1999), 북한대사전은 외화상점을 “외화나 외화와 바꿈 돈표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상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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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장은 그 특성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추정하건대 북한 국영 유통망의 마비와 외화벌이 운동, 그리

고 8·3 인민소비품 생산 등으로 암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

이 농민시장 주변에 모여 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민시장과 

같이 공식화된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상인들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 여기저기로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메뚜기 시장으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북한의 계획경

제가 쇠퇴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시장으로, 북한 암시장 확대

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1992년 이후 

그루빠(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척결하기 위한 검열 그룹)를 결성하여 암시

장을 통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그 활동을 보류하게 되었다.

시기 사건 내용

1970년대 
중반

속도전 및 수령경제 대두
일반 주민들의 공급 부족현상 야기
횡령물품의 암시장 출현

외화벌이사업 증가 개인소유 물품의 증가로 암시장 확대

외화상점의 
도매시장화

국영유통망의 마비에도 불구 외화상점은 외국인 대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급차질이 일어나지를 않았음
외화상점이 도매시장화로 인하여 외화상점에서 구입된 물품
들이 암시장에 출현

1980년대 
중반

8 ·3. 인민소비품
8 ·3. 소매점에서의 중국 공산품 등의 암거래
8 ·3. 소비품의 암시장 출현

1992 비사회주의 그루빠 활동
비사회주의 그룹 활동으로 암시장 축소
하지만 이미 암시장에 많은 부분 의존

표 2-5. 암시장의 성장과 제재

자료: 정은이(200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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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단계(1994~2001년): 농민시장의 변질과 시장의 확대

이 시기는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한 에너지난으로 시작된다. 기존 구상

무역 결제방법에 의해 국제시세의 50% 가격으로 사오던 석유가 소련의 붕괴

로 공급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 북한은 큰 홍수를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화력 에너지원인 무연탄 채굴을 하지 못하게 되었

다.34) 이로 인하여 전기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공장가동률 하락과 

함께 유휴노동력을 양산하게 되었다. 전력난과 함께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

대 초반을 시작으로 매우 심각해져 갔다. 결국 1994년부터는 기존 배급제를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해졌다.35) 그리고 1994년 북한과 중국

의 정치적 갈등이 북한의 이러한 식량난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전력난과 식량난은 북한 농민과 노동자들이 텃밭과 8·3 인민소

비품 생산에 열중하게 만들었고, 또한 식량이 나오지 않는 국영유통망이 

아닌 밀무역으로 중국산 쌀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몰려들게 만들었다. 그

리고 이를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관리 처벌해야 하는 북한 관리들조차 정

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북한 관리들은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던 농민

시장이 암시장의 요소와 결합되어 정부의 공인된 시장에서 암시장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러한 농민시장의 암시장화는 돈주(錢主)라는 새로운 계층을 탄생시킨

다.36) 돈주란 상인 계층으로 시장에서 돈을 번 신흥 부유층을 일컫는다. 

34) 이유진(2007), p. 3.
35) Lee Suk,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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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돈주는 Los(1987)가 언급한 계층 분화에서 보면 권력층 하위 계

층으로 권력층과 관계를 맺고 제2경제를 운영하는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돈주의 등장은 권력층과의 연계로 인하여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암시장이 더욱 공고화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농민시장의 변질과 함께 북한 정부가 허용한 공식적인 농민시

장 외에도 시장 주변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 등 시장이 확산되었다.37) 이러한 추가적인 시장은 주로 공급 물

자가 풍부한 중국 국경 주변 혹은 항구 주변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하지

만 이 역시 국영 유통망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북한 당국은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1990년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

비행위의 60%에서 70%가 시장에서 이루어졌으며,38) 신힘철(2008)39)은 

90년대 북한의 비공식 부문 경제 비율이 약 60%에서 70% 정도라고 추정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농민시장의 규모를 300에서 350개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이 시기에는 국영유통망 및 배급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국영유통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물품의 공급은 당연히 암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농민시장이 장

마당이라고 불리는 암시장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암시장의 확산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 조치로 합법화

되어서 양성화되었다.

36) 중앙일보(2008). 
37) 김연철(2002), p. 32.
38) 통일부(1998), 재인용: 권오윤·정성훈(2012)
39) 신힘철(2008),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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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고난의 행군’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

자료: 북한연구소(2003)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다. 제도적 시장 건설기(Liberalize Phase): 2002~05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 당국은 이전 시기 ‘고난의 행군’을 겪으

면서 역할과 규모가 커진 시장과 여러 가지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그래서 2000년과 2001년 김정일은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 

전반을 살펴보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라는 담화문을 통해 개혁적 정책을 실시할 것을 

알렸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적 정책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로 이어졌다. 그 후 9월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40), 10월 경제고찰단의 한

국 방문,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그리고 11월에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

하였다.

40) 2004년 8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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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우선 가격, 

임금, 환율의 현실화인데 이는 시장물가의 반영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치

로 통화과잉 및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 국가 재정구조를 조정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국가납부금을 벌어들

인 수입에 기초하여 직접세의 형태로 세입 원천을 단순화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경제특구 지정 및 해외투자 유치는 외자유치 및 개방에 대한 의

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구분 7·1 조치 후속 관련 조치

가격, 
임금, 
환율

-물가(25배), 임금(18배), 환율(70배)
-소비재 무상 급부제 폐지
-각종 보조금 축소, 폐지

-종합시장 등에 외화환전소 설치(2003)

재정
금융

-거래수입금 폐지, 국가기업이득금 신설
-토지사용료 신설

-종합시장의 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 신설
(2003)

-인민생활공채 발행(2003)
-징세기관인 집금소 설치(2003)
-토지사용료를 부동산사용료로 확대 개편
(2006)

-중앙은행법 개정(2004)
-상업은행법 제정(2006)

농업

-곡물수매가 인상(50배)을 통해 농민의 생
산의욕 고취

-국가수매량 축소
-농장의 경영 자율성 확대

-일부 협동농장에서 포전 담당제 시범 실시
(2004)

기업

-번 수입체계에 의한 실적평가
-독립채산제 본격 실시
-지배인 권한 강화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
-노동 인센티브 강화

-일부 공장, 기업소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자
율성 대폭 확대한 기업개혁 조치 실시
(2004)

상업, 
유통 
서비스

-종합시장 개설(2003)
-일부 국영상점을 수매상점으로 전환(2003)
-사실상 개인의 식당, 서비스업 허용(2003)

대외경제
관계

-무역의 분권화 확대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2002.9)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2002.10)
-개성공업지구 지정(2002.11)

표 2-6.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관련 후속조치 

자료: 양문수(2010),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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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초기 북한 당국은 국유상점으로 대표되는 국

영 유통망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정책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이미 시장

에서 60%가 넘는 물품을 구입하고 생활하고 있던 일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였다. 또한 국영유통망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국영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은 어찌할 수 없이 장마당을 찾게 되었

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정부는 장마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장

마당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을 선택하였다. 2002년 9월 북한 당국은 

쌀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에

서의 공산품 취급을 허용하면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혹은 지역시장)으

로 확대 개편하였다.41)  

그림 2-6.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유통체계의 변화

자료: 홍익표·동용승·이정철(2004), p. 69를 바탕으로 재구성.

41) 임강택(2009),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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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합시장으로의 확대 개편은 북한 당국이 시장을 사회주의 유

통체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기존 장마당

을 증 · 개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북한 정부당국의 시장 확대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3년 12월 평양 시내에만 

38개의 종합시장이 생기게 되었고, 기존의 농민시장이 전국적으로 300여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농민시장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

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운영하도록 방향 전환할 데 대하여 주신 방

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내각지시 24호 제 1조에 의

하면 “지금 있는 시장들을 규모 있게 꾸리는 한편 새로운 시장들을 건설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시장을 대폭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조항에서는 

시장이 기존에는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존

재로 인식되었으나 이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이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조를 확인하면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들도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사도록 할 것이다.”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시장 주체

가 농민과 개인 부업농산물을 사는 주민들이었으나 이제는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부분 생산재의 거래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총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로 해석이 가능하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서 총생산량의 30%만 임

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여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총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방식이다.42)

42) 임강택(2009),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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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뒤이어 국가 전략물자들과 생산수단 등 국가적으로 판매가 금

지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로써 이전 시기에 암시장화되었던 부분이 규정화되면서 북한 정부당국

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시장한도가격과 상품가격을 바로 정해 주고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뒤이어 한도가격을 정하고 그 한도

를 넘겨서 가격을 책정할 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시

장을 통제하되 시장을 최소한으로만 통제하겠다는 북한 정부당국의 의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먼저 제2조

의 판매 금지된 제품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는 결국 밀수품이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한 출처를 묻지 않

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자재를 횡령한다든가 하는 범

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또한 제 3조에서 가격한도를 설정하여서 제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

만 시행된 결과 한도가격이 잘 안 지켜졌다고 한다.43) 결국 시장은 인플

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북한 정부당국이 보기에는 

이러한 종합시장은 사회주의 체제 내 불법의 온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시장이 인정되면서 전문 장사꾼이 가지고 있던 불

법적 지위까지도 합법화되었다. 이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묵인하

는 단초가 되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초보적인 기업의 형태가 시장을 중심으로 출현하기 

43) 임강택(2009), p. 132.



6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시작한다. 탈북자의 인터뷰44)에 따르면 옷을 만들기 위하여 옷감을 수입

하고 생산단계에서 미싱사를 3명 고용하여 완성된 옷을 수남시장에 진열 

판매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적 생산이라는 측면과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초보적인 기업의 형태이며 이러한 기업의 등장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 시기에 내각이 경제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됨으로 인하여 노동당의 

중앙 비서국이 크게 약화된다.45) 그리고 2003년 9월 박봉주가 내각 총리

로 임명되고, 김정일의 후원으로 박봉주는 7·1 조치보다 강력한 개혁조치

를 펼쳤다. 하지만 2007년 실각하면서 이러한 개혁조치는 끝이 나고 시장

억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내용 목적 부작용

제1조 시장 건설의 목적 및 운영 책임
주민들의 편의 보장 및 시장 
운영 지침

-

제2조
국영기업과 협동단체의 시장 참여
판매물품 다양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급 확대
암시장의 합법화 및 세금 충당

암시장의 합법화를 시행하였지만 
공급출처에 대한 확인 불가능으
로 인하여 불법적 행위 조장

제3조 가격한도 설정 시장가격을 낮추려는 목적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하여 인플
레이션 조장

제4조 국영상업망의 활성화
무역회사에 국영상점 위탁으
로 공급 확대

-

제5조 기관, 기업소의 제한적 자율권 부여 제한적 분권화의 실시 -

표 2-7. 내각지시 제24호(종합시장에 관련된 지침) 주요 내용

자료: ｢내각 지시 제24호｣를 저자 재작성.

44) 임강택(2009), p. 124.
45) 박형중(2010), pp. 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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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이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암시장화되었던 많은 부분을 규

정화시켜서 시장을 북한 정부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편입시켰고 

통제는 억압의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율로 시장을 자유화했다는 점

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및 불법행위

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초보적인 사유기

업의 등장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게 되었다.

라. 제6단계(2006년~현재) 시장 억제기

2007년 이후의 시기는 2002년 이후 종합시장이 등장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반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 하에 북한 당국이 시장을 단속하고 억제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

다. 종합시장의 등장은 기존 국영유통망의 역할을 더욱더 무의미하게 하

였고, 시장에서의 상행위로 인한 소득 격차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

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이상과는 반대되는 현상

으로 북한 정부는 자신들의 체제를 시장이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

분했다.

북한 정부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는 200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10월에 국가식량전매제도라는 사실상의 배급제

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05년 12월과 2006년 3월 8·3 노동을 비

롯한 개인 영리를 위한 노동을 금지시켰다.46)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각각 

다른 명분 하에 이루어졌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목적은 북한 체제에 위협이 

46) 권영경(2010),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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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시장억제정책은 크게 세 가지 정책으로 나뉘어서 나타나게 되

는데 첫째, 종합시장 억제, 둘째, 양곡판매소의 강화, 셋째 국영상점의 공

산품 독점 판매이다. 이 세 정책은 2008년 11월 상업성이 2009년 1월 1

일부터 시행 지시를 내렸는데 정책의 비현실성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47)

종합시장의 억제는 2007년 10월 3일 “시장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

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그만두자”라는 내부 문

건의 하달로부터 시작되었다.48) 시사IN49)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

는 “어느 시에서는 합법적으로 장사에 종사하는 주민만도 수만 명으로 자

동차도로가 메워지고 있다”, “지금의 시장은 인민 생활 상에서 편의를 향

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국가 규율이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장소, 

혹은 상인의 돈벌이 장소로 변하고, 참으로 시장이 비사회주의 소굴로 전

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반시장적인 시각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2009년 1월 1일부터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회귀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책의 

비현실성 때문에 정책 시행이 6개월 연기되었고, 그마저도 도매시장 성격

을 가지고 있던 평성시장만을 폐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북한 당국

은 평성시장의 폐쇄조치 외에도 2009년 1월 19일 상업성 제4호 지시로 

장마당 거래 금지 15개 품목, 총 120여 종을 정했고, 청진의 경우 ｢2·17 

47) 박형중 ‧ 조한범 ‧ 장용석(2009), pp. 56~63.
48) 윤일건(2007).
49) 이영화(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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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으로 통제물품 품목을 공시하기도 하였다.50) 하지만 이러한 거래물

품 제한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기존 장마당에서와 같은 암거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되었다.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식량 매매는 오직 

양곡판매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난의 행군’ 

당시 배급체계가 마비되어서 시장에 빼앗겼던 식량 분배기능을 다시 계

획경제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양곡판매소는 

법으로 수매가격을 장마당보다는 싸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수

입상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51)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여전히 

양곡판매소와 암시장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상당량의 식량이 암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공산품의 유통을 시장이 아닌 오직 국

영상점을 통해서만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장마당보다는 싼 가격으로 물

품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영상점은 기존에 가졌던 제한된 물품

의 종류라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종류가 

다양한 장마당을 찾게 되고, 결국 장마당의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시장적 정책 외에도 북한은 기존 기업의 자율화를 철회하는 정책을 

시도되고 있다. 이정철52)에 따르면 위 세 정책과 함께 2011년에 ｢인민경

제 계획법｣과 예비숫자 및 통제숫자가 재등장하였고, 2002년 7·1 조치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 폐기되었으며, 거래수

50) 박형중 ‧ 조한범 ‧ 장용석(2009), p. 60.
51) 박형중 ‧ 조한범 ‧ 장용석(2009), p. 62.
52) 이순철(201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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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53)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반시장적인 정책과 아울러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

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서 2007년 5월부터 비사회주의 그

루빠 검열을 강도 높게 실시하였으며 2009년 5월부터 주민들을 동원하여 

100일 전투와 150일 전투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100일 전투, 150일 전투

는 주민들을 동원함으로써 시장 상인들의 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2009년 11월 말에는 금액 제한이 있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상인들

이 쌓아올린 부를 몰수해 돈주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54)

하지만 이러한 반시장적인 정책을 펼치면서도 북한 당국은 동시에 시

장의 현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정은이는 북한 공

설시장의 외형적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시

장의 형태를 건물 형태로 바꾸고 시장 내의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을 증

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55) 그리고 그 전 시기의 시장정책이 종합시장

이었다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정책은 상점화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시장을 인정하되 사회주의 경제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정책들은 결국 시장의 제한과 기존 중앙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주민들에게 있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졌고, 일정수준의 뇌물이면 자신의 이윤을 추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또한 계획경제의 강화를 위해

53) 재화를 생산하여 수입된 금액 중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입으로 다시 국가에 

환원되는 금액.
54) 양문수(2010), pp. 132~140.
55) 정은이(2011a), pp. 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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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시 내용

배급제 및 시장 쌀 판매

2005.10. 식량전매제(배급제) 실시

2006.3. 식량전매제도 포기

2007.9 시장에서의 쌀판매 금지와 양곡수매점으로의 쌀 판매 단일화 시도

기업분권화 철회

2011 번 수입 지표 철회

2011 예비숫자 및 통제숫자 재등장

2011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및 거래수입금 부활

시장 억제

2007.4.1 전국 농민시장 정돈사업(남자 및 40세 이하 여성 판매 금지)

2007.4. 20만 원 이상 시장에서 판매 금지

2008.11. 종합시장 폐쇄 예고

2009.5.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동원으로 시장접근 제한

2009.6. 평성시장 폐쇄(하지만 나머지 시장 폐쇄는 하지 않음)

2009.11. 화폐개혁 실시 시 시장 폐쇄조치

개인의 부 제한

2007. 개인투자활동 제한

2007.5. 개인 1억 이상 소유 제한

2009.11. 화폐개혁 실시 시 화폐교환 금액 제한

표 2-8. 2007년부터 시작된 보수 정책들

자료: 박형중 ‧조한범 ‧장용석(2009), pp. 23~71을 기초로 저자 작성.

서는 공급이 풍족해져야 하고 북한 정부당국의 사법 경찰력이 제대로 미

쳐야 한다는 절대적인 전제가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은 관료주의

의 심화로 인한 부정부패의 일상화가 진행되었고 공급 또한 원활하지 못

해 이러한 북한 당국의 정책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2007년 이후 북한의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은 2009년 화폐개혁을 계기

로 정점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2009년 화폐개

혁의 실시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도 컸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원조가 급격히 감소하

고 북한 내의 생필품 및 원자재 공급도 줄어들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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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당시 시장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해제하였다.56) 좋은 벗들에 따르면 당시의 조치가 당

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5·26 조치57)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지시에 따

르면 북한 당국이 운영시간 제한 및 물품 제한, 나이 제한 등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당시의 5·26 

지시는 북한 당국이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을 활성화시키고 배급제를 

폐지했던 1998년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조치는 그 당시 예견되던 최악의 보릿고개를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 당

시 북한 주민이 자생적으로 택하였던 장마당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묵적으로만 용

인하는 조치였고, 그 이후 후속조치로 시장의 법적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26 당 지시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 관련 정책을 1945년 북한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시장이란 

암시장, 농민시장, 종합시장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북한의 시장 관련 정책의 변화는 

56) 좋은벗들(2010).
57) 5·26 조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조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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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Skinner, G. William)의 분류 방법에 따라 크게 세 시기(① Radical 

Phase, ② Crisis Phase, ③ Liberal Phase)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세분화 

하여 1945년 이후 현재까지를 6단계로 분류하였다.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1947년 ｢인민시장 규정 실시에 관한 포고｣와 

｢개인상점 허가제 실시에 관한 포고｣가 발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

시에는 품목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시절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시장은 1950년 내각 결정을 통해서 

농민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북한 당국은 국유화를 추진하는 과

정에서 농민들이 직접 농민시장에서 농산물을 팔고, 공산품을 얻어갈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사유상점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민시장

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1958년 국유화가 완성되면서 북한 당국은 농민시

장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발달하면서 소멸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농민들에게 허용되었던 텃밭과 가내 부업도 통제하게 되었다. 

1958년 이후 두드러진 현상은 암시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암시장은 1950년대 후반 태동기를 거쳐 1980년대까지 꾸준하게 성장하

였다. 특히 1950년대에 들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더욱더 강화되

면서 생필품 등 경공업 생산이 도외시되었고, 이후 국영상점의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해 자연스럽게 암시장이 활성화되었다. 1966년 북한 당국이 

협동농장을 국유화하고 1973년 전쟁비축미 명분으로 식량 배급을 줄이면

서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텃밭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텃밭의 

공식 부여는 농촌경제를 협동농장의 국영 관리와 농민시장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농민시장과 암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

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다시 주민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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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배급을 줄였고, 이로 인한 반발을 무마하고자 기업 및 기관소 노동

자에게 약 50평의 텃밭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80년대 농민시장

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북한 당국 역시 농민시장을 암묵적으로 인

정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1982년에는 농민시장이 상설화되었고 특별

시에도 농민시장이 생겨났으나, 이후 시장이 계획경제를 위협하자 상설시

장을 일주일 단위로 제한하고 이후 3일장으로 회귀시켰다. 

농민시장은 북한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생산재의 계획경제로의 집

중, 외화벌이를 위한 외화수매소 설치,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 등으로 

보다 활성화 되었다. 특히 1980년대의 국영유통망의 마비는 시장을 지속

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국가 통제력의 약화를 명

분으로 북한 당국은 1992년부터 비사회주의 그루빠 운동을 통해 시장을 

단속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시장은 점차 암시장과 동

일해져 갔으며 시장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 

1990년대에 들어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1994년에 들어서는 기존의 배급제를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식

량난이 극심해졌다. 이후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고, 북한 당국도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시장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식으로 인정된 농민시장

은 관료들의 부패와 함께 암시장의 요소와 결합되면서 암시장으로 변질

되어 갔다. 이 시기에 농민시장의 변질과 함께 농민시장의 주변에도 새로

운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국영유통망과 배급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

황에서 농민시장은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암시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암시장의 확산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라는 후속조치로 북한 

당국이 통제 가능한 시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다. 북한 당국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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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부터는 쌀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2003년 3월에는 

공산품 취급도 허용하였다.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이 기존의 시장을 종합시

장으로 확대 개편한 것은 시장을 사회주의 유통체계의 일환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농민시장이 전국에 걸쳐 300여 개 이상 생겨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의 종합시장 확대 개편과 함께 국영기업

소와 협동단체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부분 생산재의 거

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화 조치로 북한 당국은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

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생산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자재를 횡령하

게 되었고, 중앙정부가 설정한 한도가격이 시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인플

레이션이 심화되었으며, 더욱이 초보적인 기업의 형태가 시장을 중심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을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큰 위협으

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6년부터 북한 당국은 시장을 적극적으

로 단속하고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 당국은 국가식량 전매제도

라는 사실상의 배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8·3 소비재 생산 운동 

등 개인 영리를 위한 노동을 금지시켰다. 북한 당국은 이후에도 종합시장 

억제, 양곡판매소 강화, 국영상점의 공산품 독점판매 등의 정책을 펼치지

만 기존의 국영상점이나 계획경제의 유통구조는 그 자체로서 한계를 극

복하지 못해 시장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이후 주민들

의 사회주의 사상 강화를 위해 비사회주의 그루빠 검열을 강도 높게 실시

하고 2009년 11월에는 금액 제한이 있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상인들이 

축적한 부를 몰수해 이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시장은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묵인과 적극

적 억압정책이 반복되면서 성장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당국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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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시장은 공간적으로도 이미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시장에서 16세 이상의 전체 북한 주민들의 83%가 경제활동

에 참여하고 있으며58) 시장을 통해 부족한 재화를 구매하거나 경제활동

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생기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구체

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이미 북한의 시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버렸다. 북한에서의 시장은 계획경제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분열, 권력 계층과 시장 

상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부패 등이 만연해 있다. 계획경제의 붕괴로 상

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계획 분야에서 이탈하여 시장에서의 활동으로 생

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통제에 의한 시장 규제는 성공할 수 없

다. 향후 북한 당국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가격자유화와 소유

권제도의 개혁을 병행하지 않는 한 북한 시장의 암시장화는 더욱더 심화

될 것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은 계획경제 분야에서 유휴

노동력의 암시장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고 이는 탈사회주의로 이어져 북

한 경제의 탈사회주의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8) 이 수치는 제3장에서 추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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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장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의 규모를 객관적인 

수치로 추정하고 또한 토론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

하는 데 있어 이러한 작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별다른 설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

는 외부세계의 연구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의 중요성을 잘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규모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다양

한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북한의 시장에 대

해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에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

장규모를 다시 한 번 객관적인 수치로서 토론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매

우 간단하다. 이제까지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가 데이터의 결함이라는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들

의 분석 결과가 아무리 현실에 부합하고 또한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학술적으로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

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탈북자들을 통한 소규

모 설문조사를 그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료는 북한

의 통계 데이터 자체가 극히 부족한 현실에서 외부세계의 연구자가 의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계자료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인정

한다고 해도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한 탈북자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장과 같은 북한의 거시경제 현상을 토론한다는 것은 언제나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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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북한의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앞에서와 같

은 통계의 부재 현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이러한 경제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동시

에, 그 결과를 외부세계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이른바 가구 경제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장의 목적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통계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공

식 경제활동 또는 시장을 보다 객관적이며 새로운 수치로써 다시금 토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

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의 규모를 어떤 잣

대로, 그리고 어떤 지표를 통해 추정하는가와 관련된 정의(definition)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는 크게 두 가지

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가구)소득이나 소비에 있어 시장이 차지하는 비

중이 얼마인가 하는 지표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제반 거시경제활동, 예

를 들어, 식량의 유통 부문(량)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하

는 지표이다. 물론 이들 지표는 그 개념과 성격이 매우 다르지만, 양자 

모두가 북한의 시장규모를 전체 경제의 측면에서 측량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에서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인가를 분석한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우 분명한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러한 비공식 경제

활동 참여율만을 거의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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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글에서 추정하는 북한의 시장을 이제까지의 시장규모 추정 결과

와 서로 혼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

하고 이 글의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율이 향후 북한의 시장규모

를 전체 경제의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매우 귀중한 첫

걸음이라고 믿는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

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자료가 이용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한다. 3절에

서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2008

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가구 경제활동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이

러한 가구 경제활동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분해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또는 시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마

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2. 예비적 논의: 기존 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이용 데이터 

북한의 시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였다. 당시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중후반의 기근과 급격한 산출량 하

락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회복의 배경에는 바

로 북한 주민들의 자구적인 경제활동, 다시 말해 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

공식 경제활동의 증대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외부세계 연구

자들은 북한에서 증대하고 있는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해 커다

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심은 다시 북한의 시장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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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추정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어떤 성과와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할까? 이 절에서는 북한의 비공식 경

제활동을 추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

한 답변을 먼저 모색하기로 한다. 

 

가. 기존 연구의 검토 

200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하

려는 시도들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이들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북한에

서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렇게 얻어진 조사 

결과를 분석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둘째, 이들은 이러한 탈북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운데 계획부문 이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해, 이를 북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객관적인 규모로 제시하였다. 셋

째, 이렇게 도출된 북한의 시장규모는 북한 경제 전체의 약 80~90%를 

상회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박석삼(2002)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84명을 설문조사하

여 북한의 비공식 부문이 가구 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북한의 가구소득 가운데 98%가 비공식인 경제활

동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영훈(2007) 역시 탈북자 335명을 설문조

사하는 방식으로 북한 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이른다

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김병연과 송동호(Kim, Byung-Yeon and 

Dong-ho Song 2008)도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70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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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탈북자들의 과거 북한에서의 소득 가운데 약 78%가 비공식 경제활동

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만, 이들은 탈북자들이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그 비중이 시기에 

따라 증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장윤옥 

등(Chang, Y.,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9)과 해거드와 

놀란드(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2009)도 한국과 중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설문조사하여 이들의 소득 대부분이 비공식 경제활동

으로부터 유래한다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해거드와 놀란드의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69%가 그들의 소득이 전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답했으며, 비공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4%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주로 탈북자들의 과거 북한에서의 소득과 

소비를 설문조사한 것은, 이용 가능한 북한의 경제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

지 않는 한계 상황에서, 북한의 시장규모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추

정된 북한의 시장규모는 당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북한에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북한의 시장규

모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시장

규모를 탈북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는 일이 얼마나 합리적

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

구들 거의 대부분이 북한의 함경도 등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자의 지역적 편차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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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특정 계층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대표성 

역시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이들은 특성상 대규모의 설문조사가 불가능

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얻어진 샘플 데이터는 불과 수백 개를 넘지 못할 

정도로 그 크기가 매우 작았다. 이처럼 지역적·계층적 대표성에 논란이 

있는 극히 소수의 탈북자 가구들을 설문조사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토대

로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

되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북한의 시장규모를 전체 경제의 

80~90%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논쟁거리였다. 우선 이러

한 수치는 탈북자 설문조사 이외에 여타의 거시 계량적 데이터로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와 매우 달랐다. 실제로 이석(2009)의 경우 1990

년대 후반 북한의 공식적인 식량분배 데이터를 토대로 시장(비계획 부문)

이 전체 북한의 식량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 

비중은 최대 40%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의 비중은 탈북자들의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과 개념적

으로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자의 수치가 거의 두 배 이

상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북한의 시장규모가 과연 얼마인가’와 관련

하여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의 실제 

시장규모가 북한 경제 전체의 80~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고민거리였다. 이 경우 여전히 사회주

의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 경제를 실제로는 시장경제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도 사회주의 경제도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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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그것의 성과만

큼이나 커다란 논쟁의 소지 역시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의 가능성은 결국 기존의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부

터 유래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지역적·계층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탈북자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특성상 매우 소수의 가구들만을 

설문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전체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라

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시장규모를 보다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탈북자 설문조사 데이터 이외에 이를 뛰어넘는 보다 신뢰

성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일까? 설사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를 분석의 기초자료로 삼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나.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와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2008년 북한에서 실시된 제2차 인구센서스 

결과는 조금 특별하다. 당시 센서스를 위해 북한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의 초보적인 조사를 실시했

기 때문이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이러한 조사를 실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센서스는 1993년 북한에서 처음 실시된 제1차 인구

센서스와 마찬가지로 UN 인구기금(UNFPA)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아래 

수행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UNFPA가 이러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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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 역시 이를 받아 들여 

사실상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후원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시 한

국 정부와 UNFPA는 1993년 실시된 북한의 제1차 인구센서스가 두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2008년 센서스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하나는 

1993년의 경우 센서스 과정에 대한 외부의 모니터링이나 (기술적) 지원 

등이 불투명하게 처리되어 전체 센서스 결과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만큼, 

2008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의 역할이 보다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한

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1993년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된 인구학적 사

항만이 조사되어 그 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2008년에는 보다 

확장된 인구학적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환경

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북한 당국이 이러

한 요청을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전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몇 가지 

기초적인 경제생활 및 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2008

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구 일제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외부에 

공표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8년 센서스는 북한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비공

식 경제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의 조사 결과를 이른바 ‘가구 경제활동

(Household Economic Activity)’이라는 항목으로 공표되었다. 보다 구체

적으로, 이 센서스는 북한 주민들의 사적인 가구 경제활동을 ① 채소 및 

과일 등을 위한 텃밭 경영 ② 축산, 가금, 어업 등의 경제활동 ③ 연료(땔

감) 및 용수 확보 활동 ④ 기타 경제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제활

동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시간을 16세 이상의 북한 전체 인구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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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역별, 성별, 도시/농촌 별로 분해하

여 보고하고 있다. 이는 외부세계가 관심을 갖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가운데 가장 초보적이며, 기초적이고, 또한 같은 의미에서 가장 중심적인 

텃밭이나 여타의 식량생산 관련 경제활동을 북한 당국이 직접 전체 주민

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원

용하면, 비록 북한의 전체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와 관

련된 가장 기초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2008년 센서스 데이터를 이제까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탈

북자 조사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그 중요성은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이 데이터는 북한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인구 1,736만 명 모두를 대상으

로 전수 조사한 것이며, 이를 지역별·성별 등으로 종합하여 보고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에는 탈북자 조사에서 발견되는 지역별·계층별 편

향성이나 소규모의 샘플 크기에서 비롯된 갖가지 제한성이 아예 존재하

지 않는다. 또한 이 데이터는 2008년 10월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

의 전체 주민을 일제 조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탈북자 조사 데이터에서와 

같은 탈북 시기의 차이 및 과거에 대한 회고적 기억의 부정확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문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데이터는 북한 

당국이 UNFPA와 같은 외부세계의 모니터링을 배경으로 직접 조사를 실

시한 공식적 통계이다. 이는 외부세계의 개별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수행

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와는 공신력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비견될 수 없

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08년 센서스 데이터는 북한의 기초적인 비공식 

경제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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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의 활용 방법과 분석 대상 

물론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한계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이 데이터가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전면적으

로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 데이터에는 소위 ‘장사’를 

비롯하여 북한 주민들의 대표적인 시장 경제활동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이들 주민의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그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 경제 전체에서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적절

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연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데이터는 특성상 북

한 당국이 직접 주민들을 조사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수행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당국에 올바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개연성이 충분하다. 만일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크다

면, 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가 실제로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

문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문에 완전한 답을 주기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외

부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08년 센서스의 공표된 종합 결과일 뿐

이고, 이에 대한 원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서의 의문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센서스 데이터가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분석에 충분히 유용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데

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물론 북한 주민들이 비공식 경제활동

을 당국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2008년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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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가 조사했던 텃밭 활동과 같은 기초적인 비공식 경제활동은 이미 

2000년대 들어 제도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북한의 농촌주민은 물론 도

시민들에게까지 이러한 경제활동이 허용된다고 북한의 새로운 개정헌법

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이러한 경제활동을 당국에 보

고하는 부담은 존재하겠지만,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이 이를 완전히 왜곡

되게 보고한다고 믿을 근거도 크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08년 센서스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북한의 가구소득/소비에서 시장이 어

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의 한계는 매우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서스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시장은 1990년대 기근 및 경제위기로

부터 급속히 발전해 왔고, 그 결과 1) 텃밭 등 식량 관련 비공식 경제활동

으로부터 시작하여, 2) 시장에서의 장사 등 유통활동, 3) 그리고 마지막으

로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각종 생산활동으로 진화해 왔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중 1)의 비중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면, 이는 곧 2)와 3)의 비중을 파악하는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센서스를 통해 우리는 1)의 

비중을 매우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곧 현재와 같이 북한의 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치 자체가 논란을 일으켜 혼돈을 야기하는 현실을 정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

개한다. 우선 우리는 2008년 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텃밭 경영과 같은 

북한의 기초적인 비공식 경제활동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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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러한 경제활동에서의 비중이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

함으로써 북한의 시장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한 일정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시도하였다. 

 

3.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분석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시사점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가구 경제

활동 조사 결과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 우리는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가구 경제활동 조사 결과를 그대로 독해하여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일정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가.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및 참여 시간

[표 3-1]은 2008년 센서스에 나타난 가구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나타내

고 있다.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에서는 16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직전 1주일 동안 ① 채소 및 과일 등의 텃밭 경영 

② 축산 가금, 어업 등의 생산활동 ③ 땔감 확보 ④ 용수 확보 ⑤ 가내 

수공업품 생산 ⑥ 기타 활동 등에 투여한 시간을 설문조사하였다. [표 3-1]에서

는 이러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입했다고 응답한 인구 

모두를 가구 경제활동 참여자로 분류하여 그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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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A)
가구 경제활동 참여 인구 

(B)
(B) / (A)

전체

남성 8,001,786 6,285,430 78.55 

여성 9,364,983 8,193,138 87.49 

합계 17,366,769 14,478,568 83.37 

도시

남성 4,939,085 3,725,953 75.44 

여성 5,747,438 4,791,884 83.37 

합계 10,686,523 8,517,837 79.71 

농촌

남성 3,062,701 2,559,477 83.57 

여성 3,617,545 3,401,254 94.02 

합계 6,680,246 5,960,731 89.23 

표 3-1. 16세 이상 북한 주민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명, %)

 

주: 관련 센서스 설문문항은 ‘센서스 실시 이전 1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그림 3-1.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이에 따르면 북한의 16세 이상 인구 가운데 83%가 가구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16세 이상 인구가 총 1,737만 명

인 데 반해, 가구 경제활동 참여인구는 1,448만 명으로 거의 대부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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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앞에서와 같은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율은 남성 인구에서보다는 여성인구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남성인구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79%에 불과

한데 반해, 여성인구의 참여율은 88%로 남성보다 9%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보다는 농촌에서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의 경우 이 비율은 80%에 불과한 데 반

해, 농촌에서는 그 수치가 무려 89%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

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농촌지역의 여성인구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도시지역의 남성인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 참여율이 무려 94%에 이르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 인구가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1.45~1.74 시간인 것으로 파악된다. 16세 이상 북한의 전체 인구를 기준

으로 볼 때의 평균 투입시간이 주당 1.45시간인 반면, 이중 가구 경제활

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때의 평균 투입시간은 주

당 1.74시간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체 도시 농촌

평균 남성 여성 평균 남성 여성 평균 남성 여성

참여시간1 1.45 1.11 1.74 1.31 1.01 1.56 1.67 1.26 2.03

참여시간2 1.74 1.41 1.99 1.64 1.34 1.87 1.88 1.51 2.15

표 3-2. 주당 가구 경제활동 참여 시간
(단위: 시간)

주: 1) 관련 센서스 설문문항은 ‘센서스 실시 이전 1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가구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
2) 참여시간 1은 가구 경제활동 미참여자를 포함한 반면, 참여시간 2는 이를 배제한 것임.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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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치로 볼 때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에 대해 우선 세 가지 기본

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2008년 현재 북한 주민의 거의 대다수

는 독자적인 가구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16세 이상 북한 인구의 무려 

83%가 이러한 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이 좋은 증거이다. 둘째, 이러한 활

동에 대한 참여율은 지역별로 그리고 성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

보다는 농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구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비중이 

높은 것이다. 셋째,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평균시간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 16세 이상 북한 인구 한 사람이 일주일에 평균 1.45~1.74시간만을 

이러한 활동에 투입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첫째와 둘째 사항은 기존의 탈북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와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이석(2009)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비공식 경제활동 유무를 조사하였는데, 이

에 따르면 전체 탈북자 가구의 약 86%가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

실이다. 

반면 위의 셋째 사항은 기존의 탈북자 설문조사나 북한의 비공식 경제

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노동시간 거의 전부를 비공식 경제활동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형식논리적으로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경제활동 투입시간이 실제로 매우 낮은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가구 경제활동의 투입시간이 실제 현

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중 어떤 것이 더욱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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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아직은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욱 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해 스스로의 가구 경제활동 투입시간을 

줄여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이미 북한에서 제도화

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회주의 경제 현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고하기

를 주저하는 경제활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북한의 인

구센서스 설문 문항에서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 그 목적을 주로 ‘소비’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가구 경제활동이 자체적인 소비는 

물론 시장에서의 소득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이 중 후자의 비중

이 더욱 크다면 소비에 한정된 가구 경제활동 투입시간은 그만큼 작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가구 경제활동 관련 수치들 가운데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이라는 측면

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수치는 이 활동에 대한 투입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에 대한 참여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속

성상 자체적인 소비와 시장에서의 소득 등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포함하

고 있는데, 2008년 북한의 센서스에서 말하는 가구 경제활동 투입시간은 

이중 소득을 위한 활동시간을 배제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지역별 분해 

한편 [표 3-3]은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역별로 분해하여 제

시하고 있다. 우선 이를 도별로 살펴보면,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도는 평양으로 그 수치는 56%에 불과하다. 이는 평양이 북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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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층이 주로 모여 있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역으로 감안하면, 평양과 같은 지역에서조차 인구의 

약 60% 가까이가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북한 전역에서 이

러한 경제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함경남도의 경우 가구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무려 93%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주민이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평양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참여율의 도별 

편차가 크지 않다. 대부분의 도에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80~90%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전역에 걸쳐 거의 모든 가구가 가구 경제활

동에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러한 도별 참여율을 지역별로 종합해 보면 그 결과는 흥미롭다. 

우선 북한을 동서로 양분해 볼 때, 동쪽 지역이 서쪽 지역보다 참여율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이를 다시 남북으로 양분해볼 때에는 북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보다 참여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그 결과 북

한에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동북 지역, 다시 

말해 함경도 지역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함경도 지역의 가구 경제활동 참

여율은 90%를 상회함으로써 80%대에 머물고 있는 여타 지역의 참여율

을 압도하고 있다. 물론 왜 이처럼 동북 지역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요인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들 동북 지역이 

1990년대 중후반 북한 기근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지역의 하나라는 

점이다. 아마도 이러한 기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찍부터 이

들 지역에서는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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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A) 가구 경제활동 참여인구 (B) (B)/(A)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양강도 528,137 241,059 287,078 440,507 197,737 242,770 83.41 82.03 84.57

함경북도 1,733,367 796,929 936,438 1,564,252  709,901  854,351  90.24 89.08 91.23

함경남도 2,283,155 1,043,882 1,239,273 2,120,013  957,706  1,162,307  92.85 91.74 93.79

강원도 1,085,352 494,516 590,836 946,297  402,507  543,790  87.19 81.39 92.04

자강도 969,291 447,819 521,472 824,014  356,948  467,066  85.01 79.71 89.57

평안북도 2,024,019 930,825 1,093,194 1,645,779  702,579  943,200  81.31 75.48 86.28

평안남도 3,039,228 1,411,434 1,627,794 2,685,280  1,157,719  1,527,561  88.35 82.02 93.84

황해북도 1,561,562 721,450 840,112 1,390,505  611,298  779,207  89.05 84.73 92.75

황해남도 1,688,310 772,359 915,951 1,495,192  637,410  857,782  88.56 82.53 93.65

평양 2,454,348 1,141,513 1,312,835 1,366,729  551,625  815,104  55.69 48.32 62.09

총계 17,366,769 8,001,786 9,364,983 14,478,568  6,285,430  8,193,138  83.37 78.55 87.49

표 3-3. 지역별 가구 경제활동 참여 비율   
(단위: 명, %)

주: 관련 센서스 설문문항은 ‘센서스 실시 이전 1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그림 3-2. 지역별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 편차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또한 이러한 참여율을 지역별로 종합해 보면, 각 지역별로 남성과 여성

의 참여율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함경도를 위시한 

동북 지역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별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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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다. 실제로 함경남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은 각각 92%와 94%로 2%의 차이 밖에는 나지 않는다. 반면, 황해도를 

위시한 서남 지역과 평양 등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이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황해남도와 평양의 남성 참여율은 

각각 83%와 48%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같은 지역의 여성 참여율은 

94%와 62%로 양자 사이에는 무려 10%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한 가

지 흥미로운 사실은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성

별 참여율의 격차가 작다는 점이다. 함경남도를 위시한 동북 지역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북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는 각 지역별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남

성인구의 참여율이지 결코 여성인구의 참여율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황해도와 함경도를 비교할 경우 양자의 여성 가구 경제활동 참여

율은 91~94%로 큰 차이가 없지만, 남성의 참여율은 함경도가 89~92%인 

반면 황해도가 82~85%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성(A) 여성(B) (B)/(A)
양강도 82.03 84.57 103.09

함경북도 89.08 91.23 102.42

함경남도 91.74 93.79 102.23

강원도 81.39 92.04 113.08

자강도 79.71 89.57 112.37

평안북도 75.48 86.28 114.31

평안남도 82.02 93.84 114.41

황해북도 84.73 92.75 109.46

황해남도 82.53 93.65 113.48

평양 48.32 62.09 128.48

북한 평균 78.55 87.49 111.38

표 3-4. 각 지역의 성별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주: 관련 센서스 설문문항은 ‘센서스 실시 이전 1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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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 및 농촌별 분해  

한편 [표 3-5]는 도시와 농촌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을 도별로 분해하

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도시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이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그 절대적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북한의 도시지역 대부분에서 가구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80~90%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더욱이 이처럼 높

은 도시지역의 참여율은 도별로도 커다란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여

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평양의 도시지역이다. 실제로 평양의 

도시지역의 경우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54%에 불과하여, 여타 도시지

역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러한 참여율은 평양의 농촌

지역 참여율과도 무려 15%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북한에 있어 가구 

경제활동은 주로 식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농촌과는 달리 이러한 식량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식량 생산과 관련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북한의 

전 지역에서, 전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러한 현상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의 발생과 증대가 바로 식량문제의 

해결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그러나 

평양의 도시지역에서는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 이는 바로 이 지역에 북한의 특권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권층은 북한의 식량문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특권 지역에서조차 50% 이상의 

인구가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식량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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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A) 농촌(B) (B)/(A)

양강도 81.66 86.74 106.23

함경북도 89.39 92.33 103.29

함경남도 90.97 95.66 105.16

강원도 85.71 88.68 103.46

자강도 84.70 85.59 101.05

평안북도 75.97 87.46 115.12

평안남도 87.81 89.40 101.81

황해북도 87.12 90.77 104.19

황해남도 85.96 90.05 104.75

평양 53.59 69.84 130.32

북한 전체 79.71 89.23 111.95

표 3-5. 도시/농촌별 가구 경제활동 참가 비중

주: 관련 센서스 설문문항은 ‘센서스 실시 이전 1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그림 3-3. 도시 대비 농촌에서의 가구 경제활동 참가 비중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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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A) 농촌(B) (B)/(A)

양강도 126.24 141.49 112.08

함경북도 150.19 157.26 104.71

함경남도 152.50 195.03 127.89

강원도 231.64 217.03 93.70

자강도 163.94 190.19 116.01

평안북도 170.70 187.86 110.05

평안남도 138.95 162.07 116.64

황해북도 189.93 199.89 105.24

황해남도 198.13 203.10 102.51

평양 172.66 187.53 108.61

북한 전체 163.73 187.70 114.64

표 3-6. 도시 농촌별 가구 경제활동 참가 시간 비중

주: 관련 센서스 설문문항은 ‘센서스 실시 이전 1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라. 연령별 분해

그렇다면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을 참여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난점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2008년 북한의 인구 센서스에 나타나는 “센서스 

실시 이전 1주일의 기간 동안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과 관련한 조

사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가율을 검토하였

다. 그런데 동 조사결과에는 이들 참가자들의 연령별 분포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들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가

자들의 연령 분포를 알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08년 북한의 센서스는 가구 경제활동과 관련하

여 또 다른 조사결과 역시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가구 경제활동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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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engaged in) 16세 이상의 인구’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에 대한 데이

터는 아마도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소비를 위해 통상적으로 어떤 가구 

경제활동을 하셨습니까(Does __ usually do any of the following mainly for own 

consumption during the last 6 months)’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설문 데이터에는 응답자들의 연령별 구

조가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설문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한 “센서

스 실시 이전 1주일의 기간 동안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과는 본질

적으로 다른 것이다. 후자는 그 목적을 소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

한 실제의 투입시간을 문의하지만, 전자는 그 목적을 주로 소비로 한정하

고 있고 질문 역시 ‘통상적으로 수행(usually do)’하는 활동을 묻고 있어, 

그 질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응답자의 대답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전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아닌 후자의 데이

터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데이터는 가구 경제활동과 

관련한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개념적으로 서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후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

단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연령별 분포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표 3-7]은 이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소비를 위해 통상적으로 가

구 경제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16세 이상 북한인구를 연령별로 분해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구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16세 이상 

인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39세로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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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40~49세의 연령대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들 세대의 연령대가 

전체 가구활동 참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와 22%로 거의 절

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이들 세대가 바로 

북한의 각 가구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라는 점이다. 이

렇게 보면 북한에서의 가구 경제활동 자체가 바로 각 가구의 생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들 30~49세의 연령층이 북한의 인구구조에서 

매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3-8]은 북한의 16세 이상 인구 전체의 

평균 연령과 이 중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평균연령을 각각 산

출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16세 이상 북한인구의 

평균 연령은 42.1세인 반면, 이 중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평

균 연령은 43.2세로 후자가 전자보다 약 1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지역별로도 거의 동

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이 전반적인 인구구성에서 

상대적으로 장년의 연령대에서 활발하며, 이들 활동의 중심 연령대가 약 

40대 초반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2008년 현재 북한의 생산가능인구가 

주로 20~60세의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수치는 

사실상 북한 각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약 40대 초반의 연령층

이 가구 경제활동에 가장 주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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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전체

가구 경제
활동인구

비중
가구 경제
활동인구

비중
가구 경제
활동인구

비중

16~19 795,005 6.16 993,883 5.49 1,788,888 5.77

20~29 2,010,556 15.57 3,093,995 17.09 5,104,551 16.46

30~39 3,219,661 24.94 4,025,690 22.24 7,245,351 23.36

40~49 2,871,195 22.24 3,844,890 21.24 6,716,085 21.66

50~59 1,774,491 13.74 2,458,354 13.58 4,232,845 13.65

60~69 1,656,901 12.83 2,303,124 12.72 3,960,025 12.77

70~79 556,661 4.31 1,194,450 6.60 1,751,111 5.65

80+ 26,554 0.21 187,446 1.04 214,000 0.69

표 3-7. 연령별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명, %)

주: 관련 센서스 설문문항은 ‘센서스 실시 이전 6개월 동안 주로 소비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행한 가구 경제활동’.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그림 3-4. 연령별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제3장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103

　
　

전체 인구 평균연령 (A)
가구 경제활동 참가자

평균 연령(B)
(B)/(A)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북한 전체 42.1 41.1 43.0 43.2 42.5 43.7 102.5 103.5 101.5 

양강도 42.5 41.6 43.3 43.1 42.7 43.5 101.4 102.5 100.5 

함경북도 42.1 41.1 42.9 43.5 42.7 44.2 103.4 104.0 102.9 

함경남도 42.4 41.5 43.2 43.0 42.5 43.5 101.4 102.4 100.6 

강원도 41.9 41.0 42.6 42.8 42.6 42.9 102.2 104.0 100.6

자강도 42.5 41.6 43.3 43.7 43.3 44.0 102.9 104.0 101.8 

평안북도 42.4 41.7 43.0 43.6 43.2 43.9 102.8 103.5 102.0 

평안남도 41.6 40.6 42.6 42.7 41.7 43.4 102.6 102.9 101.9 

황해북도 41.8 40.7 42.8 42.4 41.5 43.1 101.4 102.0 100.7 

황해남도 42.8 41.9 43.6 43.6 43.3 43.8 101.8 103.1 100.6 

평양 41.9 40.5 43.1 44.4 43.3 45.2 106.0 107.0 104.8 

표 3-8. 가구 경제활동 참가자 평균 연령
(단위: 세)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마. 토론: 가구 경제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6

세 이상 인구의 83%가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율은 남성인구보다는 여성인구가 더 높고,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함경도를 위시한 동북 지역의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이 90%를 상회할 정

도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북한의 특권층이 주로 모여 있는 평양 지역의 

경우 그 수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상의 수치들과 개

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

하는 가장 중심되는 북한세대는 대략 30세에서 40대 초반까지로 북한의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연령대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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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치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은 북한의 전 지역, 전 

계층, 전 연령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북한 

각 가구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사실과 수치들은 우리

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물

론 이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엄밀한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글에서 사용한 2008년 북한 센서스 데이터의 가구 경제활동 참가 데

이터, 즉 센서스 실시 이전 1주일 동안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데이터로는 북한의 가구들이 각각의 가구 경제활동에 투입한 시간

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야기하는 비공식 경제활동과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이 바로 채소 및 과

일 등의 생산을 위한 텃밭 경영이나, 축산·가금·어업 등의 여타의 식량생

산 등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08년 센서스가 말하는 가구 경제활동 인구는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인구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절에서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들 가구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사실상 북한

의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 절의 분석

은 곧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 우리가 분석한 것은 북한의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비공식 경제

활동에 대한 참가율을 산출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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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 경제활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장규모에 대한 시사점

우리는 이제까지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 주

민들의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참가율이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율은 북한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여기에

서는 약간의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우리는 앞서 분석한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

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

써 북한의 시장규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가.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은 

1990년대의 식량위기 및 이에 따른 기근으로부터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국가의 식량배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북한 주민들이 이러

한 식량배급 자체가 위기에 빠지면서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식량과 관

련된 사적인 경제활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북

한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당연히 식량 사정 또는 식량 생산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매우 당연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만일 우리가 1990년대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졌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1990년대가 아닌 

2008년 현재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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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꼼꼼히 따져보면 사정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2000년대 들어 북한 경제에서는 이미 시장이 자리를 잡았

고, 그 결과 모든 북한 주민의 사적인 경제활동은 이러한 시장의 기준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식량위기로 주민들의 사적인 

식량 생산이 증대하고, 그 결과 이를 유통하기 위한 시장이 발전했지만, 

일단 시장이 발전하고 나면 주민들의 사적인 식량 생산 역시 자구적인 식량 

소비를 위해서가 아닌 시장에서의 소득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상황이 이렇다면, 2008년 현재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식량 사정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의 소득에 의해 더욱 커다란 영향

을 받을지도 모른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2008년 북한 센서스에서는 ‘(자

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 경제활동을 설문조사하였다. 그러나 그로

부터 얻어진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코 소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자체가 그 속성상 ‘(자체) 소비’는 

물론 시장에서의 소득 실현이라는 두 가지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이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등 정책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이 지향하는 바가 시장에서 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러한 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북한의 무역, 특히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시장 대부분이 북‧중무역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북‧중무역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또한 북한의 가구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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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앞서 언급한 북한의 가구결정 참여율은 크게 네 가지 변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며, 

둘째는 소득의 수준, 셋째는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 및 북‧중무역

과 같은 여타의 시장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별이나 도시/농촌과 같은 인구학적 요소가 바로 그것이다. 

나. 추정 모형 

이러한 요소들에 착안하여 우리는 북한의 가구결정 참여율이 구체적으

로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 방

정식을 상정했다. 

Y = c + a1＊x1 + a2＊x2 + a3＊x3 + a4＊x4 + a5＊x5   식 (1)

            (c: 상수항, a1 – a5: 계수, 여타의 변수는 본문에 설명)

식 (1)에서 종속변수 y는 앞의 3절에서 도출한 북한 인구의 지역별․성별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을 의미하며, x1은 해당 지역의 1인당 식량 생산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x2는 소득 관련 변수를 의미하고, x3은 북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x4는 북 ‧ 중무역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또한 x5는 성별이나 도시‧농촌과 같은 인구학적 ‧ 지리적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수들 가운데 종속변수인 북한 인구의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가 이미 앞의 3절에서 이 

변수에 대한 구체적 수치들을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현재 북

한의 1인당 곡물 생산량 역시, 약간의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입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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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해 식량 사정과 관련하여 UN 산하기구인 

WFP와 FAO가 북한을 현지 실사한 자료에 각 지역별 식량 생산량이 밝

혀져 있기 때문에, 이를 2008년 센서스에 나타난 해당 지역의 인구로 나

눌 경우 1인당 식량 생산량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녀 성별 더미

나 도시/농촌 더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외의 여타 변수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소득을 생각해 보자. 당연한 말이지만, 식 (1)을 추정하기 위

해서는 2008년 현재 북한의 소득수준, 그것도 적어도 각 도별 소득수준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지역별 소득수준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북한의 소득 관련 변수를 식 

(1)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전체의 추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이 있

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역별 소득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변수를 고려했다. 다행히 2008년 센서스 데이터는 북한

의 각 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용 연료의 형태를 설문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북한의 일반적 가정의 주요 연료 형태인 석탄과 목재는 

물론, 전기, 가스, 석유와 같은 여타 형태 연료의 사용 비중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이

며, 이에 따라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석탄이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 등의 연료와 달리 전기, 가스, 석유와 같은 연료는 좀처럼 

일반 가구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는 당연히 이들 연료의 사용 비중이 거의 정확히 소득의 수준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에 착안하여 식 (1)을 추정하기 위한 소득의 대

체변수로 2008년 센서스 데이터가 제공하는 이들 전기, 가스, 석유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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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사용 비중을 이용한다. 

한편,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나 북‧중무역의 경우에도 이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변숫 값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통제 변수로서 각 지역과 평양 사이의 거리를 활용한

다. 북한의 제반 정책이 결정되는 평양에서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일수록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그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

문이다. 또한 북‧중무역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이 북‧중 국경지역

인가와 관련된 더미 변수를 삽입하여 추정한다. 만일 북‧중무역의 영향이 

존재한다면, 그 영향은 당연히 이들 국경지역에서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추정 결과 

[표 3-9]는 이상의 방식으로 식 (1)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우선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식량 생

산에 의해 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1인당 식량 

생산이 증대하는 경우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식량위기로부터 발전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이 식량생

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는 달리 소득요인은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에 뚜렷한 負(-)의 영향

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이 늘

어날수록 가구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통계적으

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의 대체변수로 전기, 가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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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소비 비중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해도 변하지 않고, 매우 일관되게 

관찰된다. 더욱이 흥미로운 사실은 평양과의 거리 역시 가구 경제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正(+)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정부의 시장 및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 등에 대한 통제

가 더욱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는 경

향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경지역 유무 역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경

지역의 경우 북‧중무역 등 시장거래의 활성화로 여타의 시장경제활동 기

회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우리가 이미 앞의 3절에서 확인했듯이,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참

여율은 여성의 경우에,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더미 모두의 추정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조금 예상 밖이다.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이 식량위기로부터 유래되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특

히 우리가 이를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2008년 북한 당국이 인구센서스 

과정에서 주로 ‘소비’를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구 경제활동을 조사한 

결과 자료였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당연히 1인당 곡

물 생산과 같은 식량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보여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앞의 추정 결과는 이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센서

스 데이터에 나타난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북한의 식량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 변수 및 이와 연관된 시장 관련 변수에 통계적으로 

더욱 분명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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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1 추정2 추정3 추정4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상수항 0.8393*** (0.0357) 0.7857*** (0.0299) 0.8153*** (0.0284) 0.8193*** (0.0283)

1인당 곡물 생산 -0.0001 (0.0001) 0.0000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소득(전기) -4.4646*** (0.6238) (0.0000) (0.0000) (0.0000)

소득(가스) (0.0000) -1.4808*** (0.2022) (0.0000) (0.0000)

소득(석유) (0.0000) (0.0000) -2.4305*** (0.2808) (0.0000)

소득
(전기, 가스, 석유)

(0.0000) (0.0000) (0.0000) -0.8358*** (0.0948)

여성 더미 0.0910*** (0.0156) 0.0910*** (0.0154) 0.0910*** (0.0138) 0.0910*** (0.0136)

평양과의 거리 0.2650** (0.1053) 0.3154*** (0.1005) 0.2220** (0.0941) 0.2434** (0.0915)

국경 유무 -0.0661** (0.0256) -0.0908*** (0.0246) -0.0853*** (0.0221) -0.0824*** (0.0219)

농촌 더미 0.0275** (0.0160) 0.0296 (0.0157) 0.0450*** (0.0138) 0.0324** (0.0138)

샘플 수: 40 샘플 수: 40 샘플 수: 40 샘플 수: 40

R-squared: 0.8263 R-squared: 0.8312 R-squared: 0.8644 R-squared: 0.8679 

표 3-9. 도시 농촌별 가구 경제활동 참가 시간 비중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추정1 추정2 추정3 추정4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상수항 1.3840*** (0.1803) 1.3128*** (0.1536) 1.3225*** (0.1630) 1.3258*** (0.1644)

1인당 곡물 생산 0.0007 (0.0006) 0.0009 (0.0005) 0.0008 (0.0006) 0.0008 (0.0006)

소득(전기) -1.4838 (3.1488)

소득(가스) 0.0740 (1.0385)

소득(석유) -0.0390 (1.6099)

소득
(전기, 가스, 

석유)
-0.0288 (0.5505)

여성 더미 0.5878*** (0.0787) 0.5878*** (0.0789) 0.5878*** (0.0789) 0.5878*** (0.0789)

-0.1022 (0.5316) 0.0365 (0.5160) 0.0140 (0.5393) 0.0071 (0.5315)
평양과의 거리

-0.2031** (0.1292) -0.2187** (0.1266) -0.2174** (0.1269) -0.2168** (0.1271)국경 유무

0.1243** (0.0805) 0.1335** (0.0805) 0.1323** (0.0791) 0.1317** (0.0800)농촌 더미

샘플 수: 40 샘플 수: 40 샘플 수: 40 샘플 수: 40

R-squared: 0.6844 R-squared: 0.6824 R-squared: 0.6823 R-squared: 0.6823

<참고 표> 가구 경제행위 참가시간 결정요인 분석

자료: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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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론: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과 시장 규모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은 자체의 소비와 소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지만, 

이중 중요한 요인은 점차 자체 소비에서 소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왜 자체 소비를 중심으로 수집된 가구 경제활

동 데이터가 시장이나 소득과 같은 여타의 변수에 의해 더욱 분명한 영향

을 받는지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장의 서두에서 북한의 시장규모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록 북한의 시장 활동과는 개념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

지만, 이와 연관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상의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를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가구 경제

활동 참가율은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

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

는 주로 식량의 자구적 조달과 같은 자체 소비의 측면에서 수집된 것이었

지만, 이를 통해 얻어진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곡물 생산과 같은 식량 

변수보다는 오히려(시장에서의) 소득과 같은 변수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분석한 북한의 가구 경

제활동은 사실상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시장을 대표하거나 또는 직

접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처럼 북한 인구의 약 83%가 가

구 경제활동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곧 그만큼의 인구가 비공식 경제활동

에 종사하고, 또한 그만큼의 인구가 바로 북한의 시장 변수에 영향을 받

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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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우리는 이 장에서 북한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

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 경

제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로부터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또는 시

장규모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세 이상 북한 인구 가운데 약 83%는 텃밭 경영을 비롯하여 

축산, 가금과 같은 여타의 식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구 경제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의 경우에, 그리고 농촌

의 경우에 더욱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함경도를 위시한 동

북 지역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연령별

로 살펴보면, 북한의 30~49세의 인구가 이들 가구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

냐하면 이들 가구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텃밭 경영이나, 축산 가금과 같은 여

타의 식량 생산활동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주로 소득과 시장 관련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이들 변수들은 모두 지역별, 성별, 도시/농촌별 

가구 경제활동 참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 반면, 비록 가구 경제활동 자체가 과거의 식량위기로부터 유래하고 

발전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2008년 현재 곡물 생산과 같은 식량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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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이렇게 보면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가구 경제활동은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또는 시장을 대표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경제활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 글에서 분석한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비중은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북한의 가구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시장으로부터 유래하

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만일 누군가가 북한

의 시장규모를 정확히 토론하고자 한다면, 그는 이 글에서처럼 북한의 가

구 경제활동 비중을 분석하기보다는 북한의 소득 가운데 시장이 차지하

는 비중을 직접 검토하는 길이 더욱 적절한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

게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의 수준으로는 이처럼 적절

한 방법을 객관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글에서 굳이 북

한의 가구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토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기에서 ‘논란이 존재하는 탈북자 설문조사와 같

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한의 가구소득 가운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0%라고 말하기’보다는, 비록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2008년 북한 

센서스와 같은 보다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가구 경

제활동 참가율은 16세 이상 인구의 83%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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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

가. 사회주의의 시장화

사회주의의 생산과 분배는 원칙적으로 중앙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다. 보다 자세히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자원의 배분과 기업의 생산활동이 

중앙계획에 의해 결정, 조정된다. 중앙계획이 어떤 생산물을 얼마나, 그리

고 어떻게 생산하여 어디에 공급해야 할지 결정한다. 또 소비자는 중앙  

계획에 따라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국정가격을 지불하고 국영상점에서 

구입한다. 

그러나 소비재의 공급이 전적으로 중앙 계획에 의해 국영상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59)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상점 이외 소

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시장(markets)이었다. 소련에서는 

콜호즈 시장(Kolkhoz markets) - 콜호즈는 러시아어로 협동농장 - 이라 불

리는 곳에서 가계들이 농산물을 비롯한 필요한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었

다. 이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콜호즈 

시장은 “사회주의 안의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 콜호즈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을 사고파는 곳이 되

어 초기의 농민시장의 모습에서 벗어나 가계가 필요로 하는 각종 소비재

를 매매하는 곳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일부 기업은 비자금을 이용하여 이 

59) 소비재의 공급뿐만 아니라 원부자재도 중앙계획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공급되기도 하였

다. 소련의 경우 톨카치(Tolkachii)라고 불리는 개인 원부자재 공급자가 돈을 받고 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 간 시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시장활

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부문은 최종소비재의 소비시장이었다. Grossman(1977), pp.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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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종소비재와 원부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60) 사회주의에서의 시장은 합법적 혹은 불

법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합법적‧불법적 거래를 포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텃밭에서 생산한 농작물은 합법적인 재화이었으며 이를 콜호즈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서양에서 수입한 청바지나 여성용 스

타킹은 소련에서는 생산과 유통이 금지된 재화로서 이를 파는 것은 불법적 

재화의 불법적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소련에서는 공식적인 활동에 대

비하여 비공식적인 활동을 ‘제2’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

서 중앙계획이 지배하는 공식 경제와 대비하여 비공식적 경제를 ‘제2경제

(the second economy)’로 통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2경제활동은 주로 

시장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에서 시장화(marketization)는 비공식

화(informalization)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내의 시장의 존재는 소련 경제전문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로스만(Grossman 1977)은 소련의 제2경제, 즉 비공

식 경제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오히

런(O’Hearn 1980)은 소련의 언론보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어

류 거래는 총 어류 거래의 25%, 주택 수리는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

정하였다. 이러한 단편적 추정에 비해 소련에서의 전체 비공식 경제규모

를 추정한 연구 결과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소련으

로부터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

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로스만(Grossman 1987)은 소련으로

부터의 미국 이민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70년대 후반 소련의 도

60) Kim(2003), pp. 5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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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계의 소득 중 28~33%의 소득이 사적 소득, 즉 비공식 소득으로 추정

하였다. 소련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온 이민자 자료를 이용한 오퍼와 비노

쿠(Ofer and Vinocur 1992)는 총소득 중 11.5%, 총지출 중 18.1%를 각

각 비공식 소득, 비공식 지출로 추정하였다.61) 그러나 이 연구의 중요한 

한계는 이민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일 뿐만 아니라 도시

가계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 연구에는 한 연도, 혹은 어느 시기의 비공

식 경제규모 추정치를 제공할 뿐 비공식 경제의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지 

못한다는 중요한 단점이 있다.

김병연(Byung-Yeon Kim 2003)의 연구는  소련의 문서보관소에 보관

된 소련의 가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련 경제에서의 비공식 경제규모

를 추정하였다. 이 가계 자료는 소련 인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 경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를 이

용하여 김병연(2003)은 1969년부터 1990년까지의 가계소득과 지출 대비 

비공식 경제소득 및 지출을 추정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 경제가 소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산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계총소

득 대비 소련 가계의 비공식 지출 비중은 1969~90년간 평균 23%이며 이

는 소련 GNP의 6.8%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련의 비

공식 경제는 같은 기간 동안 급증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특히 총소득 중 

가계의 농산물 경작 소득(자가 소비 포함) 비중은 1980년대 후반을 제외

하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공식 경제활동 

중 불법적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9~90년 동안 4~6%에 

61) 그로스만(Grossman 1987)과 오퍼와 비노쿠(Ofer and Vinocur 1992)의 추정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후자는 소련 가계 모집단 데이터를 반영하여 샘플을 가중한 

반면 후자는 이 가중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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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련 경제가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인해 붕괴

했다는 소위 ‘비공식화가설(informalization hypothesis)’을 실증적으로 반박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비공식 경제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했다는 것은 소련만의 

경우가 아니다. 동유럽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비공식 경제가 그 규모

만 다를 뿐 비공식 경제가 존재했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처럼 비공식 경제

에 관해 포괄적인 자료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연구된 연구 결과가 많지 않

으며 비공식 경제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상호 비교한 연구도 없다. 이는 사회주의 시기의 시장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는 모든 연구에 중요한 난제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규모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62) 이러한 일반적 관찰에서 예외적인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가 헝가

리이다. 헝가리는 1960년대에 경제개혁을 시도했으며 1980년대에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국유기업의 근로자들도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허용되었다. 따라서 헝가리에서는 여러 형태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63) 

나.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

사회주의 내에서의 비공식 시장은 이들 국가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관련한 연구 

결과나 제도, 문화, 관습, 사회적 규범 등은 장기간 변하지 않는다는 신제

62) Schneider(2005), pp. 77-114.
63) Sik(1995), pp.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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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파 문헌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에서의 시장화는 어떤 형태로든 체제이

행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의 비공식 

활동 경험이 있는 개인은 체제이행기 동안 자신의 과거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소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

성적 인터뷰 결과가 있을 뿐 지금까지 일반화가 가능한 체계적인 실증 분

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통계자료의 한계이다. 즉 이 연구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에서의 시장활동 경험과 체제이행 과정에서의 경제활동 

경험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포함된 가계나 개인 수준에서의 미시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한 국가의 전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는 아직 

활용된 바가 없다. 그리고 아직 국가 수준에서도 사회주의에서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 사이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도 저자가 인지하는 범

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역시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규모

를 추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 연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에서의 시장화는 체제이행 과

정에서 개인이나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64) 특히 

체제이행기 동안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개인과 가계, 그리고 국가 경제 관

련 변수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이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회주의에서의 시장 관련 경험과 체제이행기 동안

의 비공식 경제활동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받아들여

진다면 체제이행기 동안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다른 경제변수 사이의 관

64) 김병연(2012)은 여러 체제이행국가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이 증가한 이유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역사적 경험과 새로운 경제체제가 가져다 준 기회, 그리고 체제이행기의 정치, 사회

적 혼란이 겹쳐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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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연구한 기존 문헌의 발견을 사회주의 내에서의 시장 경험과 체제이

행기의 경제 변수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이행기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의 생존 메커니

즘(survival mechanism)으로 활용되었다는 분석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김병연(2005)은 루마니아의 가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 소득

과 스스로가 평가한 주관적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 경제활동의 참

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루마니아에서의 비공식 경

제활동은 소득불평등을 낮추고 빈곤가계의 경제적 생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체제이행기의 루마니아에서의 비공식 경제활

동이 체제이행 이전 사회주의 시기의 그것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결과는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활동 경험을 가진 개인은 그의 낮

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체제이행기 동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

제적 생존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비공식 경제활동과 자영업자, 기업가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도 흥

미롭다. Guariglia and Kim(2006)은 러시아의 가계 패널 자료를 이용하

여 비공식 경제활동 중 부업과 자영업자로의 직업 선택 사이의 관계를 연

구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부업활동은 자영업자가 될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러시아의 이행기 동안 탄생한 자영업자의 26.5%는 부업활동

을 통해서 자영업자가 된 경우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부업은 자영업자로 

가기 위한 일시적 선택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자영업을 부업으로 영위하

면서 주업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실험한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러시아의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공식 경제와 

소규모 기업의 관계를 연구한 김병연·강영호(2009)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보다 자세히 김병연·강영호는 체제이행기 동안 러시아의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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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를 지역(오블라스쯔)별, 연도별로 추정하여 패널 데이터를 만든 

다음 이를 지역별‧연도별 공식적 소기업 수 자료와 결합하였다. 그리고 전

기의 비공식 경제규모(지역 GDP 대비 비공식 경제규모)와 금기의 소기업

밀도(인구당 소기업 수)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이 두 변수 사이에는 양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동학적으로 비공식 경제와 공식적으

로 등록된 소기업은 양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한 기업

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적인 소기업으로 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비공식 경제활동이 가계의 경제적 생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자영업

자나 기업가의 배양에 도움이 된다면 비공식 경제활동이 체제이행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체제이행기 동안 일어나는 실업과 빈

곤 가계의 증가라는 부정적 영향이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정부분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자나 기업가가 증가하고 이들은 체제이행을 지지하

는 세력이 됨으로써 체제이행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상승하기 때문이

다. Doyle and Fidrmuc(2003)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기업가는 체제이행을 

지지하는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공식 경제활동

은 신생 자영업자와 기업가의 출현을 자극하여 체제이행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이상과 같이 비공식 경제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비하여 부정적 효과를 

논의한 연구도 다수 있다. 첫째는 비공식 경제는 부패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65) 비공식 경제는 불법적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대

상으로 할 수 있고 또 불법적 거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부

패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부패와 비공식 경제는 서로 영향

65) Schneider and Enste(2000); Byung-Yeon K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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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부패를 용인하는 방

향으로 사회규범에 영향을 주고 한 번 성립된 사회규범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패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66) 그 결과 비공식 경제는 부패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비공식 경제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67) Rosser and 

Rosser(2000)는 체제이행국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과 비공식 경제규모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이 두 변수는 대체로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

다.68) 그리고 Kim and Pirtilla(2006)는 소득불평등은 체제이행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높아지면 국민의 

경제개혁 지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체제이행의 진전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의 시장화가 더욱 많이 진행되면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통해 체제이행의 진전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비공식 경제활동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9) 비공

식 경제활동이 많아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인프라, 그리

고 제도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낮

아진다는 것이다. 체제이행기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이 많아지면 경제성장

률이 하락하고 그 결과 체제이행의 속도가 감소하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

률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66) Mauro(1995), pp. 681-712.
67) Rosser, Rosser and Ahmed(2000), pp. 156-171.
68) 김병연(2012)은 비공식 경제의 성격은 각국별로 상이하므로 이러한 일반적 관찰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루마니아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69) Johnson, Kaufmann, and Shleifer(1997), pp. 15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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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사회주의 시장화가 체제이행기에 미치는 효과

자료: 저자 작성.

2.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의 측정

사회주의의 시장화가 체제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

주의의 시장화 정도의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시장화 정도, 특히 사회주의 붕괴 직전의 시기를 대상으로 동일

한 방법론에 의거하여 일관되게 측정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화 정도를 다음과 같은 여러 자료나 지표를 통해서 대략적

으로 살펴볼 수 있다.

Kaufmann and Kaliberda(1996)는 1989년의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

의 국가의 GDP 대비 비공식 경제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

는 일관된 방법론에 의해 추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론을 사용한 다양

한 자료에서 제시한 수치를 집적한 것이다. 그리고 구소련의 15개 공화국

의 비공식 경제규모는 GDP 대비 12%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공화국의 체제이행 전 비공식 경제규모가 동일하다는 결과는 받아

들이기 힘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연(2003)은 소련의 가계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소련의 15개 공화국의 GNP 대비 비공식 경제규모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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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기서 비공식 경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GNP에 포함되

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가계의 경제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지

출 측면에서 측정할 때 GNP 대비 비공식 경제규모가 가장 큰 공화국은 

조지아로서 12.7%에 이르며 러시아의 GNP 대비 비공식 경제는 3.5%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공식 경제규모와 관련이 있는 경제변수는 억압형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이다. De Melo et al.(1997)은 구소련과 동유럽 체제이행국의 초

기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억압인플레이션을 들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억압인플레이션을 1987~90년 동안의 실질임금 상

승률에서 실질 GNP 성장률을 차감한 수치로 정의하고 있다. 억압인플레

이션이 높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매력은 

높은 반면 실질 GNP로 측정되는 제품의 공급은 제한되어 재화부족

(shortages)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재화부족은 비공식 경제 혹은 사회

주의의 시장화와 일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충족되지 못한 구매

력이 비공식 경제로 이동하여 거기서 충족된다면 억압인플레이션과 비공

식 경제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반면 중앙계획경제가 위축된 결과 비

공식 경제와 억압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 두 변수는 양의 관

계를 보일 것이다.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변수는 체제이행 이전이나 

초기 경제 부문에서 사기업 부문의 크기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은 1990년

부터 구소련과 동유럽 체제이행국의 GDP 대비 사기업 부문의 비중을 발

표하고 있다. 이는 공식‧비공식 통계를 활용하여 공식적인 사기업과 비공

식 사(私)경제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추정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 자료

도 사회주의 시장화 정도와 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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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이상에서 논의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
비공식 경제

비중(1989) a
비공식 경제

비중(1989) b
억압

인플레이션 c
 사기업 부문 
비중(1990) d

동유럽 국가

불가리아 22.8 18 10.0

체코 6.0 -7.1 10.0

폴란드 27.0 13.6 30.0

루마니아 15.7 16.8 15.0

슬로바키아 6.0 -7.1 10.0

알바니아 4.3 5.0

크로아티아 12 15.0

마케도니아 12 15.0

헝가리 -7.7 25.0

슬로베니아 12 15.0

구소련 국가

아제르바이잔 12.0 10.9 25.7 10.0

벨라루스 12.0 3.4 25.7 5.0

에스토니아 12.0 1.5 25.7 10.0

조지아 12.0 12.7 25.7 15.0

카자흐스탄 12.0 5.3 25.7 5.0

라트비아 12.0 1.8 25.7 10.0

리투아니아 12.0 5.4 25.7 10.0

몰도바 12.0 8.9 25.7 10.0

러시아 12.0 3.5 25.7 5.0

우크라이나 12.0 7.1 25.7 10.0

우즈베키스탄 12.0 12.0 25.7 10.0

아르메니아 9.4 25.7 10.0

키르기스스탄 11.8 25.7 5.0

타지키스탄 10.7 25.7 10.0

투르크메니스탄 11.1 25.7 10.0

표 4-1. 구소련·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의 정도

자료: a) Kaufmann and Kaliberda(1996).

b) Kim, Byung-Yeon(2003).

c) De Melo, Denizer, Gelb, and Tenev(1997).

d) EBRD(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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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구소련공화국의 시장화 정도를 Kaufmann 

and Kaliberda(1996)의 자료를 통해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럽부흥

개발은행의 사기업 부문 비중도 구소련공화국 간 편차가 작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 지표 사이의 상관계수 평가를 통

해 지표 선택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억압인플레이션과 사기업 부문 비중의 상관계수는 -0.3857로서 

사회주의 시기의 억압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사기업활동이 위축됨을 시

사한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왜곡이 사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일반적인 믿음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카우프만과 칼리베르다의 

비공식 경제 비중과 억압인플레이션의 상관계수를 동유럽 국가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산하면 0.868로서 높은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카우프만

과 칼리베르다의 비공식 경제 비중과 사기업 부문의 비중도 동유럽 국가

의 경우 0.697로서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시장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 자료의 유용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병연이 추정한 비공식 경제 비중과 사기업 비중의 상관계수는 0.3826

이다. 즉 구소련공화국의 경우에도 비공식 경제와 사기업 비중은 양의 관

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요약하면 체제이행 이전의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기업 비중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

회주의 체제의 왜곡이 낮을수록 체제이행 이전의 사기업 비중은 증가한

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의 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시장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표 4-1]에서 보

는 것처럼 비공식 경제규모를 추정한 연구나 관련 지표는 존재하나 이들의 

한계도 뚜렷하다. 먼저 동유럽 국가의 경우, Kaufmann and Kaliberd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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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치를 5개국의 경우에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

식 경제규모와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억압인플레이션은 모든 동유럽 국가

에 대해 추정치를 제시하므로 동유럽 국가의 억압인플레이션 자료와 카우프

만과 칼리베르다의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치를 활용하여 동유럽 모든 국가에 

대해 비공식 경제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구소련공화국의 경우 김병연(2003)

이 모든 국가에 대해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고 카우프만과 칼리베르다의 비공

식 경제규모 추정치와 억압인플레이션 지표는 국가별 변이가 없으므로 김병

연의 추정치가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김병연의 추정치는 가계의 비공식 

경제활동만 포함하므로 기업의 비공식 경제활동까지 포함하는 비공식 경

제규모 추정치보다 낮을 것이다. 구소련의 경우 기업이 비공식 부문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헝가리를 비롯하여 동유

럽 일부 국가의 경우는 기업의 비공식 경제활동이 구소련공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각 다른 자료를 이용

하여 추정한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의 비공식 경제규모를 상호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

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소련‧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비공식 경제규모를 

재추정한다. 첫째, 동유럽 국가 중에서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치가 제시되

지 않은 5개국에 대해 억압인플레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먼저 

이 두 추정치가 존재하는 5개국을 대상으로 변수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후 

이 결과를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치가 없는 다른 5개국의 억압인플레이션

에 적용하여 비공식 경제 비중을 추정한다.70) 둘째, 동유럽 10개국의 비

공식 경제규모 추정치의 평균과 구소련 15개 공화국의 비공식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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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김병연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구

소련 15개 국가의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치를 조정한다.71) 즉 현재 추정치

의 평균과 동유럽 10개국의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치의 평균을 계산한 다

음 이 평균의 차이를 김병연이 제시한 구소련 15개 국가의 추정치에 더하

는 것이다. 셋째, 구소련공화국 중 비공식 경제규모가 가장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김병연의 추정치와 카우프만과 칼리베르다

에 의해 동유럽 국가 중 비공식 경제규모가 가장 낮다고 추정된 체코는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구소련공화국의 비공식 경제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다.72) [표 4-2]는 이러한 가정하에 재추정한 비공식 경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70) 이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헝가리의 비공식 경제규모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의 

GDP 대비 비공식 경제는 체코, 슬로바키아나 폴란드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헝가리

는 지속적인 가격자유화로 인해 억압인플레이션의 규모가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71) 이 가정은 자의적일 수 있으나 1989년 동유럽 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의 평균이 동일 

연도 구소련의 국민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카우프만과 칼리베르다가 추정한 동유럽 

5개국의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치의 평균이 15.5%로서 구소련공화국의 1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72) 둘째와 셋째 방법은 구소련공화국의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치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회귀분석에서는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 그룹의 더미 변수를 사용할 경우 회귀분석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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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 a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 b

동유럽 국가

불가리아 22.8 22.8

체코 6.0 6.0

폴란드 27.0 27.0

루마니아 15.7 15.7

슬로바키아 6.0 6.0

알바니아 13.9 13.9

크로아티아 18.8 18.8

마케도니아 18.8 18.8

헝가리 6.1 6.1

슬로베니아 18.8 18.8

구소련 국가 17.1

아제르바이잔 18.6 15.4

벨라루스 11.1 7.9

에스토니아 9.2 6.0

조지아 20.4 17.2

카자흐스탄 13.0 9.8

라트비아 9.5 6.3

리투아니아 13.1 9.9

몰도바 16.6 13.4

러시아 11.2 8.0

우크라이나 14.8 11.6

우즈베키스탄 19.7 16.5

아르메니아 17.1 13.9

키르기스스탄 19.5 16.3

타지키스탄 18.4 15.2

투르크메니스탄 18.8 15.6

표 4-2. 구소련·동유럽 사회주의의 시장화: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

주: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동유럽 국가의 경우 [표 4-1]에서 카우프만과 칼리베르다의 추정치가 존재하는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공식 
경제규모 추정치와 억압인플레이션의 회귀분석 결과(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 = 11.07 + 0.647*억압인플레이션)

를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적용함. 다음 구소련 국가의 비공식 경제규모는 [표 4-1]의 김병연 추정치의 
평균과 카우프만과 칼리베르다의 추정치 평균의 차이(15.39642-7.7)를 김병연의 추정치에 가산함.

    b) 동유럽 국가의 경우 a와 동일함. 구소련 국가의 경우 김병연의 추정치에서 에스토니아의 추정치(1.5)와 카우프만
과 칼리베르다의 체코의 추정치(6.0)의 차이(4.5)를 김병연의 추정치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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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성과

가.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속도

대부분의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

의로의 체제이행을 시도했다. 그리고 1990년대 말에 이르면 이들 국가들

은 경제안정화, 자유화, 사유화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상

당부분 완성했다. 동유럽과 구소련의 체제이행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체제이행의 진전도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

었음을 발견하였다.73) 다음의 그림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체제이행국의 

구조개혁지수(Index of structural reform)와 경제성과 사이의 양의 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구조개혁지수는 대내자유화, 대외자유화, 사적 부문 개

혁으로 나누어지며 대내자유화에는 국내 물가 자유화, 국가에 의한 거래

독점, 대외자유화에는 무역자유화, 그리고 사적 부문 개혁에는 소규모 사

유화, 대규모 사유화, 은행 개혁이 포함된다.

사회주의의 시장화 경험은 체제이행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

록 사회주의 내에서의 시장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

를 경험한 개인과 기업은 체제이행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경제에 보다 신

속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보다 신속한 체제이행을 지

지하는 세력이 되어 체제이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의 시장화는 오히려 체제이행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의 비공식 부문이 부패와 연결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저해 

하는 동시에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73) Falcetti et al.(2006), pp. 421-445. Kim and Pirtilla(2003), pp. 29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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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주: 가로 축은 세계은행의 구조개혁지수, 세로 축은 1989년 대비 1997년의 GDP(1989=100)임. 구조개혁지수의 값이 
클수록 개혁 진척도가 높은 것임.

자료: Fisher and Sahay(2000).

사회주의에서의 시장화 경험이 체제이행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기 위해서 체제이행 초기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와 다수의 구소련 국

가에서 체제이행 정책이 일단락되었던 1997년의 체제이행 정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3]은 사회주의에서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

행 진전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그림은 

1989년 즉 사회주의 말기의 비공식 부문의 크기와 1997년의 체제이행의 

진전도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표 4-2]의 비공식 경

제 비중 추정치 I을 사용하였으며 체제이행 진전도는 앞에서 논의한 세계

은행의 1997년 구조개혁지수를 이용하고 있다.74) [그림 4-3]에서 시장화와 

74)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 II를 사용한 결과도 [그림 4-3]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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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 비중과 1997년 구조개혁 정도

자료: Fisher and Sahay(2000).

체제이행의 관계는 비선형으로서 ‘V’자 모양을 보이고 있다. 즉 비공식 

부문이 낮은 나라에서 체제이행 진전도가 높으며 비공식 경제 비중이 점

차 증가할수록 체제이행 속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GDP 대

비 비공식 경제 비중이 약 15%를 넘어서면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높아질

수록 체제이행도 보다 빨리 진행된다.75) 

이상의 관찰은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규모가 작다면 공식적인 

제도와 정부의 가버넌스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고 부패 정도가 낮기 때문

에 체제이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식 

75) 이 관찰은 체제이행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국가 수에 비해 체제이행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엄밀한 실증분석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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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 비중과 1990년도 구조개혁 정도

자료: Fisher and Sahay(2000).

경제규모가 클 경우 비공식 경제에서 이익을 향유한 가계나 기업이 밑에

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여 체제이행의 진전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체제이행 속도가 가장 느린 국가들인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서는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서 이 경

우 사회주의의 시장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그 부정적 효과로 인해 상쇄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체제이행에의 긍정적 영향은 비공식 경제 

비중이 매우 낮 거나 혹은 상당히 높은 수준일 때 커지는 반면 비공식 

경제 비중이 커지도 않고 적지도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정적 효과가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가 체제이행 초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

해서 [그림 4-4]는 비공식 경제 비중과 1990년의 체제이행 진전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1990년의 체제이행 진전도와 비공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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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 헝가리를 제외하고 체제이행 진전도를 종

속변수로, 비공식 경제 비중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단순 회귀분석한 결

과 기울기의 계수값은 0.02이며 t값은 2.38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체제이

행의 초기에는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체제이행에 보다 우

호적인 여건이 형성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공식 시장활동으로 시장 

가격이 적용되는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에 시장가격 자유화 등을 도입하

기에 보다 용이한 환경이며 체제이행에 우호적인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에서도 시장활동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체제

이행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시장화는 1997년도와 1990년의 구조개혁 정도의 차이, 즉 

이 기간 동안의 체제이행의 변화 정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림 4-5]

는 이 두 변수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두 연도의 구조개혁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와 비공식 경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음이거나 혹은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폴란드

를 제외할 경우 시장화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헝가리

를 제외할 경우 음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수값: -0.021, t - 값: 

2.96). 즉 시간이 흐르면서 비공식 경제가 체제이행의 속도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은 감소되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공식 경제가 부패와 제도의 질, 사회적 자본, 소득불평등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초기 비공식 경제가 체제이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체제이행 초기에 체제이행의 진전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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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 비중과 1990~97년 구조개혁 변화 정도 

자료: Fisher and Sahay(2000).

나. 시장화와 기업 형성

사회주의에서의 시장 경험은 체제이행기에 사기업 형성을 촉진할 가능

성이 있다. 시장은 중앙계획과 다른 새로운 제도로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가격의 결정, 이윤 동기의 실현 등을 학습할 기회를 참여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노하우와 자본, 네트워크를 축적한 자들은 체제이행기에 

이 자본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자신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사회주의의 시장은 자본주의를 학습하고 실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었고 이는 체제이행기에 사기업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상과 관련하여 기존 문헌은 체제이행기에서의 비공식 경제와 기업 

형성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였다.76) 구아리글리아와 김병연(2006), 그리고 

76) Guariglia and Kim(2006), pp. 1-45; Kim and Kang(2009), pp. 35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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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강영호(2009)는 각각 비공식 경제는 자영업자와 소기업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는 조세수입

을 감소시키고 부패를 조장해 제도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

고 제도의 질의 하락은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두 지표를 이용하여 체제이

행국의 사기업 형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첫째는 GDP 대비 사적 부

문의 비중에 관한 데이터이다. 둘째는 소규모 사유화(small-scale privati-

zation)의 진전도이다. 소규모 사유화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제조업과 서비

스업 관련 기업, 자영업의 사적 소유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연

구는 1989년의 비공식 경제 비중의 추정치와 이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

되 시간이 지나면서 두 변수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0~97년 동안 각각의 연도에 있어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추정하고 비교

한다. 

다음의 그림은 [표 4-2]에 제시된 1989년도의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

치 I을 독립변수, 1990~97년 각 연도의 GDP 대비 사적 부문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추정치 중 독립변수의 계수 크기와 유의성을 보

여주고 있다. 즉 1989년의 비공식 경제의 비중과 1990년도의 사적 부문의 

비중, 1989년도의 비공식 경제의 비중과 1991년도의 사적 부문의 비중의 

추정을 다른 연도, 즉 1992~97년에도 반복한 후, 그 추정된 계수값과 

95%의 상하방 신뢰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4-6]에 따르면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는 1990~91년간 사

적 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

안 비공식 경제의 계수값은 양일 뿐 아니라 95%의 상하방 신뢰구간도 

‘0’의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9년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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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비공식 경제와 사적 부문의 비중(1990~97년)

주: 헝가리는 [주 69]에 설명된 이유로 인해 추정에서 제외되었음. 추정은 로버스트(robust) OLS를 이용하였음.

자료: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표 2의 추정치 I), 사적 부문비중(EBRD 1999). 

1991년의 사적 부문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GDP 대비 비공식 경제 

비중이 10% 증가할 때, GDP 대비 사적 부문의 비중도 1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비공식 경제 비중의 계수값이 0

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가 체제

이행기의 사적 부문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4년

부터는 계수값 자체가 음으로 바뀌어 비공식 경제가 사적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다. 요약하면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체제이행기의 사

적 부문, 즉 자영업이나 사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단

기에 그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의 경험보다 

체제이행기의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공

식 경제가 부패를 조장하고 제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런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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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상의 발견은 소규모 사유화 지표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하다. 소규모 

사유화 지표는 1에서 4.33의 범위를 가지는 지표로서 값이 높아질수록 소

규모 사유화의 진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4-7]은 소규모 사유화

를 종속변수,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삼아 회귀분석한 후, 

독립변수의 계수값과 95%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경제가 소규모 사유화에 미치는 영향은 1990년의 경우에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뿐 1991년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가 체제이행기의 소규모 사유

화를 촉진하는 경향은 동유럽 경제의 체제이행기 초기에 국한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가 기업 형성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는 어떠한가? 1997년까지의 분석에서는 체제이행 초기를 제외하고 비공

식 경제가 사기업 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중립적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는 체제이행기의 기업 형성은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와 음의 관계

를 맺을 수 있다. 비공식 경제의 긍정적 효과, 즉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학습하고 필요한 기술과 

네트워크를 쌓아 체제이행기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사기업을 시작하는 효

과는 단기에 그치는 반면 비공식 경제로 인하여 부패가 증가하고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며 그 결과 제도의 질이 하락하면 이 효과는 보다 장기

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 비중과 체제이행기의 기업 형성에 대한 장기

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두 종류의 기업 관련 데이터를 이

용한다. 특히 비공식 부문이 기업 형성에 미치는 장기 효과를 이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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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비공식 경제와 소규모사유화 진전도(1990~97년)

자료: [표 4-2]의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 a, 소규모사유화(EBRD 1999).

것이므로 기업 형성 데이터는 2005년 혹은 2006년의 자료를 이용한다. 

첫째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나오는 2005년의 데이

터인데 여기서는 응답자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소유주 혹은 경영자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한 국가에서 모든 

응답자의 응답을 집계하여 기업인 비중을 계산한다. 둘째, 글로벌 기업가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2006년의 데이터를 이용

한다. 보다 자세히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신생기업 소유자 비율(New 

business ownership rate)은 18~64세의 인구 중에서 설립 이후 42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소유주 혹은 경영자로서 3개월 이상 인건비를 지급한 

응답자를 그 나라의 전체 응답자로 나눈 비중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계가

치관조사에서의 기업의 소유주 혹은 경영자는 10명 이상을 고용한 응답

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생기업과 기설립된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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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기업가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변수는 신생기

업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상의 두 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

를 독립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77)  

entrep 2005 = 0.034 –0.805 informal 1989           R2 = 0.229

             (4.15)  (-1.99)

entrepgem 2006 = 3.688 –0.076 informal 1989        R2=0.344

             (2.98)  (-0.98)

이상의 식에서 entrep 2005와 entrepgem 2006은 각각 세계가치관조사

와 글로벌 기업가 모니터에서 나온 기업 변수이며 informal은 [표 4-2]에 

제시된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 I이다.

위의 결과는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

업의 형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규

모와 관계없이 신생기업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비공식 경제활동은 정부 수입의 감소, 부패의 증가, 제도의 질 

하락과 연관되어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 

규모와 관계없이 신생기업의 탄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가 체제이행의 초기에만 사기업의 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흥미롭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비공식 

77) 이 추정식에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를 구분하여 더미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도 본문에 제시된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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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체제이행 초기에 공식적인 사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영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기업가, 경영자가 공식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유화를 신속

히 실행하며 기업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세 혜택과 함께 기업 설립

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주기 위해 금융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제이행 초기에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활동, 즉 시장화의 경험

을 활용하지 못하면 비공식 경제는 체제이행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비공식 경제가 공식경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된다면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정부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서비스 

질의 악화를 초래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며 비공식 경제가 

야기하는 소득불평등의 악화와 부패의 증가가 겹쳐지면 기업활동은 위축

될 것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체제이행 과정은 큰 위기를 겪

을 수도 있다.

다. 시장화와 부패 그리고 사회적 자본

사회주의에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불법 경제활동 그리고 뇌물수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불

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영상점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투기’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엄격

히 금지되었다. 교사가 방과 후에 과외수업을 하는 것, 의사가 정규 진료 

시간 외에 돈을 받고 진료를 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되었다. 자신이 일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자재와 설비를 이용하여 개인이 돈을 버는 것도 금지되

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물건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제4장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143

불법 경제활동이었다. 이와 같이 텃밭이나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불법 활동

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려면 관계 

기관과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야 할 경우가 많았다. 소련의 경우, 1980년대 

후반 뇌물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달하였다.78) 그리

고 이 뇌물의 상당한 부분이 비공식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비공식 경제활동이 뇌물수수, 즉 부패와의 관련성이 크다는 사실은 사

회주의의 시장화가 체제이행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

사한다. 즉 비공식 경제활동은 ‘부패의 문화’를 낳고 이는 체제이행 과정

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료들이나 기업가들은 이런 사회에서 뇌

물을 주고받는 것을 기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당

연시함에 따라 부패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는다. 그 결과 비공

식 경제활동은 줄어들더라도 부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비공식 경제와 사회적 자본, 보다 구체적으로 신뢰와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퍼트남(Putnam 1993)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연결망 등과 같이 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여러 측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 논문에서 사회적 자본이 장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79)

다음의 표는 체제이행국에서의 비공식 경제규모와 부패, 그리고 사회적 

자본 중 신뢰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비공식 경제규모는 [표 4-2]의 추정치 

I을 이용하였으며 1995~2000년의 부패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78) Byung-Yeon Kim(2003), pp. 532-551.
79) Knack and Keefer(1997); Zak and Knack(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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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인 Business International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의 유용성은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실증연구인 Mauro 

(1995)에서 입증되었다. 그리고 2011년의 부패지수는 1995~2000년 동안

의 트랜스패런시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두 종류의 부패지수 모두 

0에서 10까지의 범위 내의 수치를 가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가 낮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내 신뢰수준은 2005년 세계가치관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대부분 사람들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즉 

다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이상의 질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응

답자를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눈 것을 그 국가의 신뢰지수로 사용한다.  

[표 4-3]은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와 1995~2000년의 부패지수, 2005년

에 측정된 신뢰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에 제시된 1995~2000년의 부패와 신뢰지수 각각과 비공식 경

제 비중 추정치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8]과 [그림 4-9]

이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비공식 경제와 1995~2000년의 부패, 

그리고 비공식 경제와 신뢰지수는 각각 양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을수록 체제이행기, 보다 구체

적으로 1995~2000년의 부패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수준을 

종속변수로, 비공식 경제 비중과 동유럽 더미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회귀분

석 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80) 이는 비공식 경제가 부패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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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 Ia
부패지수

1995~2000
신뢰지수
2005

동유럽 국가

불가리아 22.8 3.854 17.20

체코 6.0 5.502 28.94

폴란드 27.0 4.063 25.83

루마니아 15.7 4.217 16.11

슬로바키아 6.0 5.313 11.93

알바니아 13.9 9.452

크로아티아 18.8 19.01

마케도니아 18.8 18.20

헝가리 6.1 5.871 21.08

슬로베니아 18.8 5.763 23.65

구소련 국가 17.1

아제르바이잔 18.6 43.92

벨라루스 11.1 4.233 40.86

에스토니아 9.2 6.425 32.02

조지아 20.4 19.40

카자흐스탄 13.0 3.163

라트비아 9.5 24.83

리투아니아 13.1 27.87

몰도바 16.6 17.59

러시아 11.2 1.771 28.92

우크라이나 14.8 2.567 27.54

우즈베키스탄 19.7

아르메니아 17.1 20.13

키르기스스탄 19.5

타지키스탄 18.4

투르크메니스탄 18.8

표 4-3. 구소련·동유럽 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 부패와 신뢰지수

자료: 비공식 경제 비중 추정치(표 2), 1995~2000년의 부패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research/cpi/overview), 신뢰지수(세계가치관조사, http://www.worldvaluessurvey.org).

80) 비공식 경제 비중과 동유럽 더미의 계수값과 t-값은 -0.072, -2.99, 그리고 2.097, 3.77로 

나타났다. 그리고 R2 는 0.6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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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기의 부패수준 

자료: 1995~2000년의 부패지수: Business International, 표 4-2.

영향이 체제이행 초기를 넘어서 체제이행이 시작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주의에서의 비공식 경제는 2005년의 국가별 신뢰에도 영향을 미

친다. [그림 4-9]에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예외적 관측치로 보여 이 두 국

가를 제외하고 회귀분석하면 비공식 경제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81) 이 결과 역시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가 체

제이행을 시작한 지 15년가량 지난 이후에도 그 사회의 신뢰수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81) 비공식 경제 비중의 계수값과 t-값은 폴란드를 제외할 경우, -0.051과 -2.53, 헝가리를 제외할 

경우 -0.043과 -1.93으로서 전자는 유의수준 5%, 후자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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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기의 신뢰수준

자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표 4-2.

4. 소결

이제까지의 문헌에서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가 체제이행기의 여

러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국가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1989년, 즉 대부분의 구소련, 동유럽 사

회주의의 체제이행 직전 연도의 GDP 대비 비공식 경제 비중을 추정하고 

비공식 경제규모가 체제이행기의 여러 변수, 보다 구체적으로 체제이행의 

속도, 기업 형성, 부패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체제이행 속도에 

비선형적인 ‘U’자형 영향을 준다. 즉 체제이행 초기에는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 속도는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양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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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관계로 변한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체제이행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이

유로서 이 연구는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규모가 작은 경우 공식적

인 제도와 정부의 가버넌스 능력이 높고 부패수준이 낮으며 그 결과 체제

이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비공식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비공식 경제에서 이익을 향유한 가계나 기업

이 자본주의로 향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여 체제이행의 진전도

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체제이행 초기의 기업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GDP 대

비 사적 부문의 비중과 소규모 사유화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

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전자의 지표를 이용한 경우 1990~91년, 

후자는 1990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를 사기업 부문의 확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체제이행 초기에 ‘기회의 창’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을 의미한다. 비공식 경제가 이 시기에 공식 사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효과

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면 체제이행의 성과는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면 비공식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이는 정부 재정수

입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논의할 제도와 사회규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는 체제이행이 상

당한 정도 진행되었거나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 시기, 즉 중장기에도 부패

나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1995~2000년의 부패지수와 1989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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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경제 비중은 음의 관계가 있으며 2005년의 신뢰지수도 비공식 경

제 비중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공식 

경제는 제도나 규범이라는 경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상의 결과가 북한의 체제이행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체

제이행기에 바람직한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제이행 초기에 펼

쳐야 할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만약 체제이행 초기에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활동이 공식적인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

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된다면 체제이행도 빨라질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수입, 제도와 물적 인프라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이행 초기에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공식 경제로 유도

하는 정책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비공식 경제는 체제이행기에도 줄어들지 

않고 지속 혹은 확대될 수 있다. 그 결과 그 부정적 효과가 경제에 다방면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경제의 순선환을 기대할 수 있

지만 후자는 비공식 경제가 촉발하는 악순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재산권 보호, 조세정책, 금융정책, 기업등록정책 등 각종 정책을 활

용하여 공식 경제에서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비공식 경제의 공식 경제

화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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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의 개혁 전망을 위한 분석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북한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제개혁의 가

능성에 대해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데일리 NK를 비롯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여러 대북 관련 단체들은 2012년 하반기 들어 북한 

내 시장에서의 쌀값과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전하고 있다. 최

근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북한이 어떤 형

태로든 경제개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

르면 북한 내에서도 개혁 관련 소문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제6장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개혁 방향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

한 체제전환 27개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성과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북한의 시장화정책의 변화(제2장), 북한의 비공식 경제 비중

(제3장), 비공식 경제의 체제전환에 대한 영향(제4장)을 총괄적으로 다룬

다. 즉, 북한이 시장화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북한의 비공식 

경제 비중이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분석한다. 따라서 앞서 분석된 2장, 3장, 4장의 내용이 미시적 분석이라

면, 이번 장에서 분석하는 내용은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거시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예상되는 개혁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서 이들 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로의 전환 직전의 경제적 초기조건 데이

터와 체제전환 이후 20년 동안의 경제개혁 및 GDP 회복 등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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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과 유사한 그룹을 파악하고, 집단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향후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가. 모형 설계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판별분석을 위해 R. A. Fisher에 의해 체계화된 통계이론

을 활용한다. 판별분석은 어떤 관측대상이 소속하는 그룹을 예측하는 수

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국의 체제전환국의 

개혁 성과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들 

국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현재의 조건 하에서 어떤 그룹에 소속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즉, 판별분석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

한 구사회주의 27개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판별점수의 평균들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판별함수를 도출하여 향후 북한이 

개혁 시 어떤 개체로 분류될지를 예측하는 것이다.82)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함으로 이루어진 판별함수는 집단 내의 분산을 최

소화하고 집단 간의 분산을 최대화하여 얻어지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Z = W1X1 + W2X2 + ···· + WpXp  

82) 판별분석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개체들의 사례를 비교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개체들

의 집단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개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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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는 판별점수(discriminant score), 판별함수의 계수인 Wi는 가

중치(weight) 그리고 Xi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를 의미한다. 

27개 체제전환국들로부터 판별함수를 얻으면 이로부터 각 집단 내의 관

측치마다 판별점수를 모두 구한 후 각 집단의 판별점수 평균을 구한 것을 

집단의 중심(centroid)이라 하여 이들 중심 간의 거리는 집단들 간에 분류

가 잘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나. 분석을 위한 자료 

이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먼저 종속변수로 개혁을 추진한 연도를 기준

으로 2011년까지 달성한 GDP 수준과 시장경제로의 개혁 정도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판별분석에서 종속변수(집단변수)는 범주형 변수(categorial 

variable)이어야 한다. 따라서 27개국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성과와 개혁의 

진전 정도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수, 개혁 성과 양호, 개혁 성과 미흡으로 

분류하여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UN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개혁의 진전 정도는 EBRD가 발표

하는 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83)를 이용하였다. 개혁 성과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혁년도 대비 현재의 GDP 달성 정도만 고려하지 

않고 개혁정도를 같이 고려하였다. 이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제도적 개

혁에 대한 평가 없이 GDP의 증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84) 

83) EBRD는 분야별로 전환지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를 평가하는 전환지수

는 2009년까지만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별 전환지수는 

2009년 자료임을 밝힌다.
84) 대표적으로 Fischer, Sahay and Vegh(1996), Fischer & Sahay(2000) 그리고 Facetti, Raiser 

and Sanfey(2000)는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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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에 있어서 핵심은 경제적 초기조건이다. 체제전환의 경

제적 성과는 시장경제로의 제도적 개혁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영향을 받지만, 개혁 당시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적 초기

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소위 이들 경제적 초기조건에 

의해서 경제개혁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방향 등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북

한의 경우도 향후 경제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 

초기조건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

건이 영구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정책의 성과에 의해 그 의미가 감소하게 될 것이

다.85) 그러나 정형곤(Lee & Jeong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체제전환국의 

10여 년간(1990~2000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해 볼 때 체제전환 이전의 

경제적 초기조건이 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 경제적 

성과에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개혁의 성과가 현재의 경제적 초기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경제적 초기조건들을 근거로 판

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집단변수(종속변수)는 범주

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여야 한다. 즉 어떤 범주나 집단을 구별하

는 변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27개국 체제전환국의 개혁 성과를 분류기준

으로 개혁 성과의 우수, 양호, 미흡으로 분류를 한다. 

IMF(2000) 보고서 역시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는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경제개혁이 더 진전된 국가일수록 경제성

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85) De Melo et al.(1997)와 Berg et al.(1999)와 같이 초기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학자들은 다. 경제적 초기조건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적 성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이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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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개혁 성과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 성과 우수 

그룹은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가 3.5 이상이고 GDP 성장이 

개혁 기준년도 대비 300% 이상 성장한 국가, 둘째, 개혁 성과 양호 그룹은 

체제전환지수가 3.0 이상이고 GDP 성장이 개혁 기준년도 대비 300% 이상 

성장한 국가, 셋째 개혁 성과 미흡 그룹은 체제전환지수가 3.0 미만인 국가

로 분류하였다. 

독립변수(판별변수)로는 각 국가들의 개혁 당시의 경제적 초기조건들

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초기조건 변수로는 1인당 GDP(PPP), 비공식 경제 

비중,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개혁 이전 성장률, CMEA 무역의존도, 억제

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 도시화율, 계획경제 존속 기간, 산업 

비중을 사용한다. 이들 변숫값 대부분은 De Melo et al.(1997)가 체제전

환국의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들이다. 

먼저 이 분석에 있어서 잘못 판별되는 확률이 최소가 되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판별함수의 도출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각 부분집단들의 모집단 분포가 동일한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후 앞서 언급한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판

별함수)을 만들어 각 체제전환국을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판별함수에 의해서 각 국가들이 얼마나 정확히 분류되는지 그 판별정도

를 파악한다. 이후 북한이 판별변수와 판별함수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그

룹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5장 북한 경제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약요인 분석❙157

다. 분석 및 결과

[표 5-1]에서 도출된 판별함수의 고유값 비율은 각 판별함수의 설명력

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판별함수의 설명력은 83.7%이고, 두 번째 판별함

수의 설명력은 16.3%이다. [표 5-1]에서 보이는 정준상관계수는 고유값

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 정준상관계수의 제곱은 집단들에 의하여 설

명될 수 있는 판별함수의 분산비율을 말한다. 정준 상관관계는 판별함수

와 집단 간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

력이 크다. 두 개의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0.904와 0.682로, 두 개의 

판별함수 중에서 판별함수 1이 판별함수 2보다 판별력이 우수하다. 

함수 고유값 분산의 % 누적 % 정준상관

1   4.481a 83.7 83.7 .904

2 .870a 16.3 100.0 .682

표 5-1. 고유값

주: a. 첫 번째 2 정준 판별함수가 분석에 사용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이제 이미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반영되지 못한 정보의 양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검정 결과가 유의하다면 판

별함수를 더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판별함수를 더 

도출할 필요가 없다. [표 5-2]의 우측에 유의성 검정 결과를 보면 판별함

수를 도출하기 이전의 유의성 검정의 카이제곱(chi-square) 검정통계량이 

46.540이고 검정통계량의 유의확률(p-값)이 0.000이다. 이는 유의수준(a)

을 0.05로 하였을 때(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잔여정보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판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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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도출을 필요로 한다. 또한 첫 번째 판별함수를 도출한 이후 카이제

곱 검정통계량 12.515의 유의확률은 0.130으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잔

여정보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선택하게 되므로 추가적

인 판별함수의 도출이 필요하지 않다. 

  

함수의 검정 Wilks의 람다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1에서 2 .098 46.540 18 .000

2 .535 12.515 8 .130

표 5-2. Wilks의 람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3]은 판별함수의 계수를 표준화시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의 표

준화된 계수는 판별함수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이 판별식에서 계수의 절

댓값의 크기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낸다. 

함수

1 2

개혁 이전 소득(Per capita GNP) .384 1.656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BMP) 2.664 -1.630

개혁 이전 성장룰(AG) .206 .056

CMEA 무역의존도(TD) 1.488 1.480

억제된 인플레이션(RI) -2.923 .715

도시화율(UR) .644 -1.982

계획경제 존속기간(YUCP) -2.313 .226

산업 비중(SI) 1.096 .208

비공식 경제(IE) .988 .250

표 5-3.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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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에는 각 변수와 판별함수 간의 상관계수가 출력되어 있다. 이 

상관계수를 통해서 각 변수가 추출된 판별함수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

는지 그리고 각 변수들의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다. 두 개의 판별함수 중

에서 첫 번째 판별함수의 경우에는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가장 큰 계획경

제 존속기간, 억제된 인플레이션, 개혁 이전 소득, 비공식 경제, 산업 비중 

순으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판별함수의 경우에는 CMEA 무역의

존도, 도시화율, 개혁 이전 성장률 그리고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순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함수

1 2

계획경제 존속기간 -.260* .140

억제된 인플레이션 -.251* .224

개혁 이전 소득 .182* .006

비공식 경제 -.180* .114

산업 비중 .102* -.080

CMEA 무역의존도 -.027 .369*

도시화율 .120 -.275

개혁 이전 5년간 성장률(%)  .049 .274*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145 .197*

표 5-4. 구조 행렬

주: 판별변수와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간의 집단-내 통합 상관행렬. 변수는 함수 내 상관행렬의 절댓값 크기순으로 
정렬되어 있음.

    *. 각 변수와 임의의 판별함수 간의 가장 큰 절대상관 행렬
자료: 저자 작성.

[표 5-5]는 앞의 두 개의 판별함수를 X축과 Y축으로 배열하였을 때 각 

집단의 중심점에 대한 좌표이다. 이는 차후에 북한이 어떤 집단에 소속될 

것인지를 판별할 때 필요한 값들이다. 즉, 집단의 중심점에 가까운 개체는 

그 집단구성원으로 판별된다. 판별함수1에 있어서는 개혁 성과 양호, 개



160❙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혁 성과 미흡, 개혁 성과 우수 순으로 낮은 중심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구조 행렬에 나타난 구조계수와 관련지어 해석해 보면, 개혁 성과 우수 

그룹은 계획경제 존속기간, 억제된 인플레이션, 개혁 이전 소득, 비공식 

경제, 산업 비중 측면에서 여타 그룹에 비해 초기조건이 훨씬 양호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 그룹의 각 변숫값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즉, 개혁 성과 우수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계획경제 존속기

간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짧았으며, 억제된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비공식 

경제비율 또한 낮았던 반면, 개혁 이전 소득과 산업 비중 등은 높았음을 

의미한다. 판별함수 2의 경우에는 개혁 성과 양호, 개혁 성과 우수, 개혁 

성과 미흡 순으로 중심점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개혁 성과 미

흡 그룹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CMEA 무역의존도, 개

혁 이전의 성장률 그리고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이 높았고 도시화율이 낮

았음을 의미한다. 이 역시 [표 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혁 성과 평가(양호, 모호, 불량)
함수

1 2

개혁 성과 우수 2.813 -0.102

개혁 성과 양호 -1.691 -1.466

개혁 성과 미흡 -1.264 0.810

표 5-5. 함수의 집단 중심점

주: 표준화하지 않은 정준판별함수가 집단평균에 대해 계산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표 5-6]은 앞에서 도출된 판별함수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 성과가 우수한 

국가는 27개 체제전환국 중에서 100%에 해당하는 9개 국가들이 개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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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국가로 정확히 판별되어, 개혁 성과 우수 그룹에 대한 판별 정확성은 

100%라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개혁 성과가 양호한 국가는 83.3%의 

판별 정확성을 보였고 개혁 미흡 국가 역시 75%의 판별 정확성을 보였

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도출한 판별함수로 전체 국가의 88.9%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 성과 평가
예측 소속집단

전체
개혁 성과 우수 개혁 성과 양호 개혁 성과 미흡

원래 값

빈도

개혁 성과 우수 9 0 0 9

개혁 성과 양호 0 5 1 6

개혁 성과 미흡 1 2 9 12

%

개혁 성과 우수 100.0 .0 .0 100.0

개혁 성과 양호 .0 83.3 16.7 100.0

개혁 성과 미흡 8.3 16.7 75.0 100.0

표 5-6. 분류 결과a

주: a는 원래의 집단 케이스 중 88.9%가 올바로 분류되었음.

자료: 저자 작성.

[표 5-7]은 각 집단별 판별점수를 결정하는 Fisher의 선형 판별함수이

다. Fisher의 분류함수는 27개 체제전환국의 초기 경제조건을 근거로 판

별분석한 것을 기초로 만들어진 함수로서 북한의 변숫값을 분류하기 위

한 함수이다. 즉, 앞서 서술된 판별함수는 판별계수를 도출하여 함수를 

구성한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분류함수는 앞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된 판별함수에 기초하여 새로운 데이터의 분류

를 위해 사용된다. 즉 이 분류함수에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숫값을 대입

해서 북한의 향후 개혁 시 소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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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과 평가

개혁 성과 
우수(X)

개혁 성과 
양호(Y)

개혁 성과 
미흡(Z)

개혁 이전 소득(1인당 GNP) .002 .000 .002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BMP) .043 .031 .027

개혁 이전 성장률(AG) -1.315 -1.780 -1.680

CMEA 무역의존도(TD) 2.560 1.856 2.179

억제된 인플레이션(RI) -3.795 -2.611 -2.573

도시화율(UR) .457 .444 .163

계획경제 존속기간(YUCP) -2.520 -1.760 -1.795

산업 비중(SI) 10.264 8.528 8.840

비공식 경제(IE) 3.544 2.597 2.792

(상수) -197.098 -142.144 -149.335

표 5-7. 분류함수 계수

주: Fisher의 선형판별함수임.

자료: 저자 작성.

[표 5-7]은 다음과 같이 집단별 판별점수를 결정하는 Fisher의 선형판

별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X는 개혁 성과 우수 그룹, Y는 개혁 성과 양호 

그룹, Z는 개혁 성과 미흡 그룹이다.

X = -197.098 + 0.02GNP + 0.043BMP - 1.315AG + 2.560TD - 

3.795RI + 0.457UR - 2.520YUCP + 10.264SI + 3.544IE

Y = -142.144 + 0.00GNP + 0.031BMP - 1.780AG + 1.856TD - 

2.611RI + 0.444UR - 1.760YUCP + 8.528SI + 2.597IE

Z = -149.335 + 0.02GNP + 0.027BMP - 1.680AG + 2.179TD - 

2.573RI + 0.163UR - 1.795YUCP + 8.840SI + 2.792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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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성과 예측 

지금까지 앞 절에서 분석한 것은 향후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을 시도

할 경우 앞서 분석한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성과의 세 그룹 중 어떤 그룹

에 속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측을 위해 앞서 도출되었던 

Fisher의 판별함수를 이용한다. 이 함수에 근거해 북한이 개혁 시 속할 것

으로 예상되는 그룹을 파악하고, 이후 그 그룹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가. 북한 변수 추정

북한이 향후 분류될 그룹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앞서 27개 체제전환국의 

개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북한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앞서 구사회주의 국가

들의 체제전환 성과 분석에 사용되었던 9개의 초기조건 변수들의 북한 값

을 구한다. 북한 관련 추정변수는 가급적 가장 최근 자료라 할 수 있는 

2011년 자료를 활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선책으로 2011년에 근접

한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다. 북한 변수를 추정하는 데 국제기구나 정부에

서 공식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료 역시 추정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일정부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

한의 초기조건 관련 변수들을 De Melo가 사용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억

제된 인플레이션 변수의 경우 추정이 불가능한 변수이어서 체제전환국의 

최고치를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물론 북한의 억제된 인플레이션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실제 판별함수를 도출하는 데는 북한 변숫값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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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도출된 판별함수에 근거하여 억제된 인플레이션 값을 북한의 

판별점수를 구해본 결과 그 수치가 다소 변화하여도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하는 북한 변숫값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2011년 북한의 1인당 GDP(PPP)는 1,800달러이다. 이는 미국 

CIA의 ｢The World Factbook｣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다.86)  

북한의 억제된 인플레이션은 자료 부족으로 추정이 어렵다. 억제된 인

플레이션은 앞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실질임금증가율에서 실질 GDP 

증가율을 차감한 수치로 정의된다.87) 잉여화폐(monetary overhang)의 형

태로 나타나는 억제된 인플레이션(repressed inflation)은 대부분의 사회주

의 국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억제된 인플레이션은 구 사회주

의 어느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운영 역

시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경직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북

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도 과거 동유럽 국가들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억제된 인플레이션

을 과거 체제전환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아르메니아. 조지아, 타

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비슷한 수준인 25.7%를 가정했다. 앞서 언

급한 대로 이 수치를 좀 더 높이거나 낮추어 판별함수에 대입하여도 북한

이 소속되는 그룹을 바꿀 정도의 변화는 도출되지 않았다.

공업 비중은 경제발전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

86) 중국 및 베트남을 포함한 27개국 체제전환국의 1인당 GDP(PPP)는 UN 통계자료를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UN은 PPP를 기준으로 한 북한의 GDP를 발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PP 기준으로 GDP를 발표하고 있는 CIA 자료를 이용하였다. CIA(2012),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
kn.html. (접속일: 2012. 8. 17)

87) 이 개념은 De Melo et al.(1997)이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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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 의해 실제 GDP에서 

차지해야 할 공업 비중보다 더 과잉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다. 미 CIA의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공업 비중은 43.4%이다.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Black Market Premium)은 무역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걸쳐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 베트남을 비롯해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암시장 환율은 매우 높았던 반면, 일찍 개혁을 시작했던 헝가리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국 역시 개혁 초기에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

가들보다도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이 높다. 2012년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에 100원이지만 장마당 등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훨씬 더 높은 곳

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장마당에서 북한의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평균 3,400%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북한의 개혁 이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은 0.26%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27개국의 무역의존도는 CMEA 국가들과의 무역

의존도를 의미한다. 실제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

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고, 대부분의 무역은 CMEA 국가들과 이루어졌

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중국 및 러

시아와의 교역도 구상무역 방식에서 경화 결제를 통한 무역 형태로 변화

되었기 현재 북한의 CMEA 국가들과의 교역은 ‘0’이다. 

북한의 도시화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청은 ｢북

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에서 2010년 북한의 도시화율을 60.6%라고 

밝히고 있다.



16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북한의 비공식 경제의 규모는 앞서 제3장에서 추정한 83%를 사용하였

다. 북한의 계획경제 존속기간은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2012년 기준으

로 67년이다. 

나. 추정 결과 

이제 앞서 추정된 북한의 변숫값을 [표 5-7]의 분류함수 계수를 이용하

여 도출된 아래의 Fisher의 선형판별함수에 대입하여 북한이 어떤 그룹에 

속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X는 개혁 성과 우수 그룹, Y는 개혁 성과 양호 

그룹, Z는 개혁 성과 미흡 그룹이다.

X = -197.098 + 0.02GNP + 0.043BMP - 1.315AG + 2.560TD - 

3.795RI + 0.457UR - 2.520YUCP + 10.264SI + 3.544IE

Y = -142.144 + 0.00GNP + 0.031BMP - 1.780AG + 1.856TD - 

2.611RI + 0.444UR - 1.760YUCP + 8.528SI + 2.597IE

Z = -149.335 + 0.02GNP + 0.027BMP - 1.680AG + 2.179TD - 

2.573RI + 0.163UR - 1.795YUCP + 8.840SI + 2.792IE

Fisher의 판별함수에 북한의 변숫값을 대입한 결과 X값은 -273.9, Y값

은 -216.1, Z값은 -202.1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세 수치 중 가장 

높은 값인 Z값인 개혁 성과 미흡 그룹으로 분류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

한에 대한 변숫값들은 모두 추정치이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 사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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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 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 통계를 활용하였으나, 이 역시 어디까

지나 추정치이고, 오차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 분석의 흐름이나 결과를 바꿀 만큼의 큰 오차를 발생시키지

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결과에서 분석된 결과

를 해석하는 것도 일정부분 유의할 필요는 있다.

 

3.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정 전망 및 제약요인 

가. 전망을 위한 고려 사항

1)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다음에서는 북한이 개혁을 시도할 경우 예상되는 개혁 양호 그룹의 특

성을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 

과정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혁 성과 미흡 그룹에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이 속한다. 이들 대다수는 

CIS 국가로 구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성향이 매우 강했던 국가들이다. 아

래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초기조건들을 북한의 변숫값과 비교한다. 

먼저 개혁 성과 미흡 그룹의 개혁 기준년도의 평균 소득수준은 4,728

달러(PPP 기준 1인당 GNP)로 현재 북한의 1,800달러 보다도 높은 수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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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과 미흡 그룹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은 평균 1,414%로 개혁 

성과 우수 그룹의 812%보다 현저히 높다. 북한은 3,400%로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실상은 과거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더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경제개혁에 있어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혁 이전 성장률의 경우 개혁 성과 미흡 그룹의 평균 성장률은 3.3%

로 북한의 0.26%보다 높다. 체제전환 이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낮

을수록 개혁 이후 경제적 성과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개혁 

이전의 성장률이 낮을수록 개혁 이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개혁 

기준년도의 1인당 GDP를 보다 빨리 상승시킬 수 있다.  

CMEA 무역의존도는 개혁 성과 미흡 그룹의 경우 23%로 개혁 성과 

우수 그룹과 양호 그룹의 18%와 13%에 비해 높다. 북한의 경우 CMEA 

무역의존도는 ‘0’으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억제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개혁 미흡 그룹의 평균은 22.5%로 우수 그

룹의 9.9%, 양호 그룹의 18.4%보다 높다. 북한의 경우 체제전환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인 25.7%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실제로 억

제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안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만큼 북한의 

개혁에 있어서 높은 억제된 인플레이션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도시화율은 개혁 성과 미흡, 양호, 우수 순으로 높아진다. 앞서 언급

한 세 그룹의 도시화율은 49.2%, 57.8%, 60.3%이며 북한의 경우 통계

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시화율이 60.6%에 해당한다. 

각 그룹별 평균 계획경제 존속기간은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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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45년, 58년, 61년이다. 북한은 전체 체제전환국의 평균인 55년 

보다 높은 67년으로 개혁 미흡 그룹보다도 그 기간이 훨씬 길다. 실제로 

계획경제 존속기간은 향후 경제개혁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계

획경제의 존속기간은 주민들의 새로운 시장경제제도의 수용능력과도 관

련이 있다. 계획경제 존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새로운 시장제도에 대한 주

민들의 수용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개혁 성과 우수 그룹에 속하는 헝가리

나 폴란드 등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연계성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

히 계획경제 기간이 짧았던 개혁 성과 우수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주민

들이 체제전환 당시 시장제도로의 적응이 빨랐고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훨씬 더 능동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개혁의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산업비율은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에 있다. 

각각 37%, 36%, 36%로 그룹별 평균이 유사한 수준이며 북한의 경우는 

43%로 각 그룹별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이는 북한의 현재 산업

구조가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도 전체 경제 비중에 비해서 더 왜곡

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경제적 초기조건으로의 산업왜곡도는 De 

Melo et al.(1997)가 실제 공업비율에서 정상적 공업비율을 차감한 것으

로 정의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산업왜곡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북한과 

같이 산업왜곡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시장경제로의 개혁 과정에서 단기적

으로 경제적 충격이 클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 경제의 비율의 경우 개

혁 성과 우수 그룹의 경우 평균 12.9%를, 양호 그룹은 평균 16.2%를, 그

리고 미흡 그룹은 평균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공식 경제의 비중

이 낮을수록 경제개혁의 성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제3

장에서 추정된 비공식 경제 비중이 83%로, 여타 체제전환국의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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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체제전환국의 비공식 경제의 비중은 

GDP에서 비공식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비율로 

환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단 비공식 경제

에 참여하는 비중이 83%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개혁 기준년도 대비 GDP 달성 정도를 비교해 보면 개혁 성과 우수 그

룹의 경우 약 20년 사이에 평균 980%를 달성했고, 개혁 성과 양호 그룹

은 563%, 개혁 성과 미흡 그룹은 425%를 달성하였다. GDP 달성 정도나 

경제성장의 문제는 실제 체제전환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경제

로의 제도적 전환을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개혁 성과가 차

이가 나는데, 앞서 분석한 세 그룹의 시장경제로의 제도적 성과를 비교해 

보면, 개혁 성과 우수 그룹은 EBRD의 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 평

균이 3.77로 가장 높고, 개혁 성과 양호 그룹은 3.18이었다. 반면 개혁 성

과 미흡 그룹은 2.68로 타 그룹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로의 제도 개혁의 중요성은 개혁 성과가 우수한 그룹이 전체 

GDP에서 민간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에서도 확인

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개혁 성과가 우수한 그룹에 속하는 국가의 

GDP에서 민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7%이다. 개혁 성과 양호 

그룹의 경우는 평균 72%이며, 개혁 성과 미흡 그룹에 포함되는 국가의 

경우 평균 58%로 현저히 낮다. 

 

2)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이번 절에서는 앞서 고려되지 못했던 비경제적 요인들 중에서 개혁 과

정에 있어서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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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근거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개혁 성과 양호 그룹의 정치적 특징은 이들 소속국가 모두 구정

권이 붕괴되고 급진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개혁 성과 

우수 그룹의 경우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구정권이 몰락했고, 급

진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했던 당시 상황 때문

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혁 성과 미흡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구정권이 유지되고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이 많다는 점

이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국가 모두 체제전환지수가 낮고 전체 GDP에서 민간 분야의 

비중도 낮다. 

북한의 경우도 경제개혁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동반

되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정치체제의 민주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개

혁을 위한 정치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개혁 우수 그

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1990년 개혁 당시 대부분 구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개혁파에 의해서 장악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경제적 민주화가 

추진되었다. 개혁세력에 의해서 경제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

한 경제개혁은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개혁 성과 우수 그룹의 경우 

대부분 정치체제가 1인 독재에서 집단지배체제로 변화하였고, 권력 교체

의 경험이 있었던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개혁세력

이 존재하지 않고 정권 교체의 경험도 없다. 동유럽 국가들은 1인 독재에

서 집단체제로 전환하면서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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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절대권력의 특성상 개혁정책의 실패는 인물의 

실패로 각인되어져 그만큼 개혁을 과감하게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특성은 북한의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치체제가 지속되는 한 대다수의 

동유럽과 같이 급진적 개혁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위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지리적 위치 요인의 경우 독립변수로서 연속형 변수(continous 

variable)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앞의 판별 분석에 이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력모델(gravity model)에 따르면 지리적 위치는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지리적 위치는 수요

와 공급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장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중부유럽과 발틱 국가들의 일부는 서유럽 

시장 접근에 용이했고, 이들 국가들의 일부는 이미 시장으로의 개혁 이전에

도 서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등으로 상당부분 시장경제제도에 익숙해져 있

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EU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도 

이들 국가들이 시장경제제도의 틀을 도입하는 데도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

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베트남 역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주변 시장이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개혁 과정에서의 경제성장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지리적 위치는 시장경제

로의 개혁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자유치

의 측면에서도 당사국 및 그 주변국가의 시장규모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한‧중 ‧
일을 포함한 동북아 시장에 근접하고 있어 지리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 체제의 시장으로의 전환 시 남한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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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적극적 지원이 있을 수 있어 북한은 과거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때보다도 유리한 조건에서 시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외교 안보적 사안도 경제적 성과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상 안보적 상황이 개혁을 위한 초기조건으로 

고려된 연구는 없으나 우리의 연구 대상인 북한의 경우 핵문제 등 특수한 

안보적 상황은 경제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입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시장으로의 급

진적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된 북

한의 지리적 위치의 장점이 현재의 경제제재 등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초기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인데, 이 초인플레

이션은 계획 가격으로 가격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개혁 단계

에서 가격자유화 등을 추진할 때 불가피한 현상이다. 물론 헝가리나 중국

의 경우처럼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피하는 방법

이 있긴 하나 북한의 경우는 현재 계획 가격이 매우 심각히 왜곡되어 있

는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의 개혁이 되든 개혁 초기의 초인플레이션은 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

화가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UN의 경제제

재와 자체적 공급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은 경제개혁을 위한 환경으

로서는 매우 열악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안보적 요인들이 

북한의 시장으로의 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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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시장화 과정 전망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 대한 전망은 연구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앞서 분석된 북한의 정치 경제적 조건

에 근거해 북한의 시장화 과정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시장화 개혁 유형과 관련하여, 급진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 

경로 중 어떤 경로로 진행될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앞서 분석된 27개의 

체제전환국 중 19개 국가가 급진적 개혁을 선택하였고, 나머지 8개 국가

가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점진적 개혁을 선택한 국가 중 중국을 제

외한 6개 국가들이 개혁 성과가 미흡한 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이다. 아제

르바이잔,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

스탄 등 개혁 미흡 국가들의 특징은 대부분 구정권이 유지되었거나, 붕괴

되었어도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계속 지속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틀에서 

본다고 하면 베트남과 중국의 점진적 모델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당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가 아닌 김

일성 가계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중앙아시아나 동유럽의 점

진적 개혁을 추진한 국가와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의 급진적 개혁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동유럽과 같은 급진적 방식의 개혁 경로는 구정권을 부정하고 새

로운 세력이 등장하거나, 국민들의 정치적 민주화, 변화에 대한 열망 등으

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의해 개혁 정권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북한의 경

우 양자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급진적 

개혁 경로는 김정은이 스스로의 변화에 따라 위로부터의 개혁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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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을 보더라도 북한이 점진적 개혁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점진적 개혁 가능성은 앞서 분석된 북한의 

경제변수들을 가지고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

해 보면 더 명확해진다.88) 분석 결과 변수들은 [표 5-8]과 같이 2개의 요인

으로 추출되었고 제1주성분과 제2주성분의 정보량 합계는 68.123%이다.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 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3.155 39.438 39.438 3.155 39.438 39.438

2 2.295 28.685 68.123 2.295 28.685 68.123

3 1.353 16.907 85.030

4 .421 5.258 90.289

5 .350 4.380 94.668

6 .197 2.458 97.126

7 .127 1.585 98.711

8 .103 1.289 100.000

표 5-8. 설명된 총분산

주: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임.

자료: 저자 작성.

[표 5-9]는 성분 행렬을 나타내는데 제1주성분은 암시장 환율 프리미

엄, 억제된 인플레이션, CMEA 무역의존도, 계획경제 존속기간이 변수로 

분류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플러스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계획경제

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등 4개의 변숫값이 높아지면 그만큼 계획경제의 성향이 강해진다고 표현

88) 주성분 분석에서는 공업 비중은 모형 설정 과정에서 수치가 낮고 그에 따른 의미가 미미하여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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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반면 제2주성분은 개혁 이전 소득, 도시화율, 비공식 경제 변

수, 개혁 이전 성장률이 하나의 변수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변수들은 개

혁 이전의 경제발달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전 소득과 도시화율이 높으며, 비공식 경제 비중이 낮았음

을 의미한다. [표 5-9]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표준화된 변수들로 각각의 변

숫값이 제1주성분 값과 제2주성분 값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제1주성분 값에는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과 억제된 인플레이션

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다음으로 계획경제 기간과 CMEA 국가들

과의 무역의존도가 영향을 미친다. 제2주성분 값에는 개혁 이전 소득과 

도시화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비공식 경제와 개혁 이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성분

1 2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BMP) .927 -.030

억제된 인플레이션(RI) .921 -.054

계획경제 존속기간(YUCP) .842 .057

CMEA 무역의존도(TD) .758 .250

개혁 이전 소득(Per capita GNP) -.030 .948

도시화율(UR) .160 .884

비공식 경제(IE) .283 -.541

개혁 이전 성장률(AG) .238 -.503

표 5-9. 성분 행렬 a

주: 1) 요인 추출 방법을  주성분 분석임.

    2) a는 추출된 2성분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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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성분 값과 제2주성분 값을 좌표상에 옮긴 것이 [그림 5-1]이다. 

이 그림에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제1주성분 값이 높을수록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제1주성분 값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경제개

혁의 속도가 낮다. 27개 체제전환국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계획경제의 성

향이 강했던 국가일수록 급진적 개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다시 그래프의 4사분면에 위치한 CIS 국가군들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파악된 바와 

같이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억제된 인플레이션, 계획경제의 존속기간 등

이 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계획경제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급진적 개혁이 어

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도출된 결과에서 개혁 양호 그룹인 조지

아, 러시아 등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역시 계획경제

의 성향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 높은 계획

경제 성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었

던 것은 이들 국가 모두 구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세력이 급진적으로 시

장경제로 전환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같이 4사분면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구정

권이 유지되고, 바뀌었다 하더라도 점진적 개혁을 취한 국가들과 상반되

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앞서 추정한 경제변수들을 보면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해서 제1주성분 값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제1주성분 값이 4사분면이나 1사분면 하단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경제로의 급진적 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하

면 현재의 중앙아시아와 같은 개혁 미흡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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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남한 및 미국과 대결구도가 해결되

지 않고, 중국 편향적 무역구조가 고착될 경우 북한의 개혁은 성과가 미

흡한 중앙아시아 모델로 갈 개연성이 높다. 

반면 계획경제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과 같이 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는 그만큼 개혁 주도세력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한 정치

적 배경도 있지만, 실상 이들 국가들의 경우 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계획경제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부록 표-1]을 보면 

개혁 성과 우수 그룹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은 평균 812%인 반면 개혁 

양호 및 미흡 그룹의 경우는 각각 1,112%와 1,414%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억제된 인플레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5-1. 체제전환국 주성분 점수의 산포도 

자료: [표 5-9] 성분 행렬에 근거해 도출된 27개국의 주성분 값 1과 2를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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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2주성분의 경우와 같이 경제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

가들의 경우는 개혁 속도가 빨랐다. [그림 5-1]에서와 같이 체코, 헝가리, 

슬로베키아 등 2사분면 상단에 위치한 국가들일수록 개혁 이전 소득, 도시

화율이 높았고, 비공식 경제 비율이 낮았다. 북한의 경우 도시화율은 개혁 

성과 우수 그룹의 평균인 60%보다 높은 60.5%이나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

고 비공식 경제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체 제2주성분 값은 폴란드와 

알바니아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제2주성분 값이 2사분

면의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2주성

분 값으로 볼 때도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 가능성에 보다 더 무게가 실린다.

4. 소결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지난 20년

간의 경제개혁 성과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

한 후 이 국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27개 체제전환국의 경제적 초기조건을 근거로 한 판별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 판별점수를 결정하는 Fisher의 선형판별함수를 도출하였

다. 이 판별함수에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숫값을 대입한 결과 개혁 성과

가 미흡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북한과 같이 개혁 성과가 미흡한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몰

도바,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나

라이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

서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했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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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느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 구정권이 유지

되었거나, 지배 권력이 바뀌었어도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구사회주의 체제

를 옹호하며 시장으로의 개혁을 매우 느리게 진행시켰던 국가들이다. 물

론 계획경제 성향이 매우 강했던 국가들 중에서도 구사회주의 체제를 부

정하는 개혁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 결과 경제적 민주화가 추진된 국가

들에서는 우수한 경제 성과가 있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 국가들은 EBRD가 발표하는 체제전환지수가 

3.9, 3.6, 3.7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으로 높은 개혁을 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앞서 분류된 개

혁 성과 미흡 그룹보다 경제적 성과가 양호하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절대권력의 특성상 

개혁을 과감하게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정치적 특성은 동

유럽과 같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치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매

우 더딘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형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체제전환 27개국의 9개 경제변수를 기초로 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결과도 북한의 점진적 경제개혁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암시한다. 계획경제의 성향으로 대변되는(본문에서 제1주성분 값) 북한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억제된 인플레이션, 계획경제의 존속기간 등이 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매우 높아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급진적 개혁

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점수 산포도상에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경제 성향이 높았던 조지아와 러시아는 개혁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국가 모두 구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세

력이 급진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타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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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같이 구정권이 유지되고, 바뀌

었다하더라도 점진적 개혁을 취한 국가들과 상반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북한의 경우 개혁 초기의 경제발전 수준(본문에서 제2주성분 값)도 상

대적으로 낮아서 급진적 개혁 가능성이 낮다. 제2주성분 값의 구성요소인 

도시화율의 경우 북한은 개혁 성과 우수 그룹의 평균보다는 다소 높으나, 

비공식 경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서 제2주성분 값이 낮게 나타났

다. 이 값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2주성분 값으로 볼 때도 북한의 점진적 개혁 가능성에 보다 더 무게가 

실린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향후 20여 년이 지나더라도 현재의 정치 경제적 틀

에서 벗어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들과 같은 경제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정치 경제적 초기조건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북한의 

초기조건은 경제개혁의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형곤(Lee & Jeong 2006)의 연구에서 경제적 초기조건의 부정적 

효과가 적어도 개혁 10년 동안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어 개혁 초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

느냐가 개혁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좋은 초기조건은 경제성

장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시장경

제로의 성공은 북한 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현재의 열악한 경제적 초

기조건을 극복하고 시장제도로 개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이미 주어

진 초기조건을 어떻게 개혁 우호적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얼마나 적극적

으로 시장경제제도를 합리적 방법으로 도입하느냐이다. 후자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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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나 남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20년 이후에도 북한 경제가 현재와 같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후진국형 경제체제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은 남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리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시장화를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그룹이 형성되어야 하

고, 이 그룹은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

sistance)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공적 개혁을 위한 지원 그룹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이러한 대북지원 그룹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북정책으로 구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과 사

회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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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이번 절에서는 앞서 논의된 북한 경제의 비공식 비중 추정, 비공식 경

제의 체제전환에 대한 영향 분석, 그리고 북한의 개혁 유형에 대한 전망

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과제에 

대해서 논한다.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북한 경제는 시장경제로의 획기적

인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경제적 빈곤 상황에서 탈출하기

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앞서 추정되었듯이 83%

로서 이 수치는 과거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북한 당국이 잘 활용하지 못하면 많

은 경제적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절에서는 북한의 현 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북한 당국이 경제회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장화 정책의 핵심과제에 대해서 논한다. 

가. 경제개혁 선언: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북한 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과제는 현재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북한 경제를 유지시키는 비공식 경제 부문을 공식 경제 분야로 흡수하여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앞의 연구 결과에서도 도출되었듯이 북한 내 비공

식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이 소득불평등을 낮추고 빈곤가계의 경제적 생존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비공식 시장에서의 거래는 부패 구조

가 팽창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시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는 불법적 거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불법적 거래는 

시장에서 기생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료사회의 부패를 초래한다. 

이는 다시 암시장의 긍정적 효과를 절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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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비공식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

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혁 초기에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클 경우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경제

적 이익을 향유하는 그룹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주도하는 세력이 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현실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지 않는 한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먼저 시장으로의 전환이 시도되

기는 어렵다. 물론 이미 북한의 비공식 경제 부분이 그동안 북한 당국의 

여러 차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및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도 이미 비공식 경제의 힘이 중앙정부의 행정적 제압을 극

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공식적 선언

이나 구체적 개혁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북한의 비공식 경제의 순기능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북

한 당국이 비공식 경제 분야를 공식 경제 분야로 흡수하여 시장을 공식화

해야 하며, 동시에 현재의 강력한 중앙 행정력을 기초로 부패구조를 타파

하는 노력을 해야 하다. 그래야 비로소 부패와 비공식적 경제 사이에 서

로 강력히 연계되는 구조를 풀 수 있고, 비공식 경제를 활용하여 경제성

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시장화는 83%로 이는 과거 어느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

준이다. 따라서 이렇게 광범위한 비공식 경제 부문이 시장 공식화 정책과 

연계되고 북한 당국의 현재와 같은 행정 및 사회 통제 능력이 시장경제로

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활용된다면 시장경제로의 진전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보다도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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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권제도의 개혁 및 소규모 사유화 추진 

북한의 비공식적 시장을 공식화하는 조치로 중국이 개혁 초기에 추진

했던 시장사회주의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체

제유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한꺼번에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사회주의라는 틀은 유지하지만 시장을 인정하고, 이를 공식

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소

유권 제도의 개편에 있다. 사적 소유권의 인정과 확대가 선행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시장에서의 거래가 의미가 있고, 이를 근거로 

시장의 순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시장을 공식화하고 시장의 순기능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권에 대한 인정과 그 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소유권의 인정 및 확대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

는 부분이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이다. 주민 대다수가 식량난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부문에서의 소유권 개혁을 먼저 단행해야 한다. 물

론 단번에 자본주의적 소유권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소유의 기본은 유지하되 이용권을 장기 부여하는 방

식으로 개혁을 단기적으로 실행하고 북한 당국의 정책이 신뢰를 얻고 시

장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완전한 사적 소유권으로의 개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연구 결과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체제이행 이전의 비공식 부문

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기업 비중도 높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왜곡이 

낮을수록 체제이행 이전의 사기업의 비중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에서 추정된 북한의 비공식 비중이 83%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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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비중은 동유럽을 비롯한 체제전환국들의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

준이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 내에 

개인사업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비공식적 인력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시장으로의 개혁 과정에 있어서 이러

한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서 공식 시장 부분으로 유도를 하느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당국이 신뢰에 근거한 시장제도로의 개혁을 주도해

야 한다. 특히 북한과 같이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시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

으므로 개혁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 당국의 제도 개혁의 신

뢰는 높인다는 측면에서 앞서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선언에서도 언급했

듯이 소유권의 개혁이 선행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 개혁과 함

께 개인 상공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을 공식 부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규모 사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세 혜택과 함께 기업 설립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주기 위

한 금융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의 상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들이 참

여를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매권부 임대차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9) 

89)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유화 등 구체적 제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선매권부 임대차 등 소규모 사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형곤(1998) 참고. 



188❙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다. 개혁 초기 부문별 급진 개혁 

앞서 도출된 결론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비공식 경제가 체제이행의 

속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감소되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가능

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 근거할 때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큰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체제이행 초기에 개혁의 진전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 내 존재하고 있는 비공식 경제가 부패와 제도의 

질, 사회적 자본, 소득불평등에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학습하고 

필요한 기술과 네트워크를 쌓아 체제이행기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사기업을 

시작하는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반면 비공식 경제로 인하여 부패가 증가하

고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며 그 결과 제도의 질이 하락하면 이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유럽 체제전환국들

의 경제개혁 성과에서도 파악되었듯이 개혁 시점에서는 유사한 초기조건이

었으나 개혁 20년 후의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도출했던 그룹의 특징은, 

이들 그룹에 속했던 개혁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했

기 때문이다. 물론 급진적인 정책을 취한다고 반드시 성공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급진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는 시장

의 신뢰와 외부 투자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일부 급진적 

개혁은 사회주의를 끝내고 시장으로의 전환을 한다는 공식 선언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개혁 과정에서 급진적 개혁은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비공식 경제로 인한 개혁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개혁 과정에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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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비공식 시장

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시장경제로의 개혁 과정에 있

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 당국이 비공식 경

제를 공식 경제로 적시에 전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 과정에서 확대된

다면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정부의 공

공서비스,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의 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정책의 실패는 개혁 정부의 신뢰를 하락시킬 것이며 그 결과 시장으

로의 개혁이 더디게 되고 경제성장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개혁 과정에서의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공식적인 

개혁 노선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적 선언과 함께 실질 분야에

서의 급진적인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과 베트남

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1978년 12월 제11기 3중전회

(中全會)에서 농업생산력 증대, 대외개방 등 개혁·개방 선언하였고, 베트

남의 경우는 1986년 12월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도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일부 개혁

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천명된 바 없다. 사실상 개혁

의 효과는 정책 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개혁 선

언은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라. 경제특구를 활용한 시장제도의 확대 

경제개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성공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급진적인 개방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 전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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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급진적 개방은 북한의 현 체제 특성상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은 전 지역의 급진적 개방보다는 개성, 평양·남
포, 신의주, 금강산, 황금평, 나선특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완전한 개방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내륙은 이들 경제특구와의 연계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

구와 특구 이외 지역의 이원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개혁의 전략은 급진적

인 경제개혁보다 단기적 경제개혁으로 인한 비용을 중장기적으로 분산시

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으로 인한 비용은 특구의 시장경제와 

내륙의 사회주의적 제도의 공존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특구 이외의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개혁이 뒤따라야

만 경제개혁으로 인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90)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해서 개방을 할 경우 시장경제제도가 도입되고 안정적 투자환경이 보

장된다면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분석된 

북한의 경제개혁의 초기조건 분석에서는 배제된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즉, 북한은 경제성장에 매우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

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역동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이들 지역과 연계될 경우 북한의 경제발

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북한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두되어 있는 핵문제 등 안보협력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

어야 한다. 현재의 낮은 임금과 환율, 노동력은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

다. 특히 체코, 헝가리 등 서유럽에 근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성

90) Jeong, Hyung-Gon(200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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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타 지역 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것은 서유럽 시장과의 경제협

력과 무역에 힘입은 바가 크다.  

2.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본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시장화가 추진되어 온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

보고, 북한의 시장화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런 시장화 현상이 과연 향후 북

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할지, 그리고 어

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동유럽의 사례를 근거로 분석하였고, 이어 북

한이 현재의 정치, 경제적 초기조건 하에서 개혁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어

떤 국가들과 유사할 지에 대해서 27개 체제전환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예측해 보았다. 이 보고서가 분석한 결과 북한은 현재의 정치 경제적 여

건상 북한 지도부의 획기적인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현재의 몇몇 중앙

아시아 독재국과 같은 유형의 국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빈

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얻어

진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바로 앞 절에서는 시장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과

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실상 앞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북한에서 적용되

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변화 그리고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동반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앞 절에서도 분석되었듯이 북한의 시장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다. 이미 북한의 계획경제는 비공식 부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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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 잠식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

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문제는 북한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속도로 변

화하느냐이다.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변화는 우리

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느릴 수 있다. 특히 앞에서도 분석되었듯이 북

한의 현 정치, 경제적 초기조건은 북한의 변화를 매우 느리게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향후 20년이 지나도 몇몇 중앙아시아의 독재정권처럼 시장경

제로의 개혁에 매우 소극적이고, 이로 인한 개혁 성과 또한 미미해 경제적 

기아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갈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북

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확대시켜 한반도는 물론 주변지역의 안정적 발전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와 북한 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

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은 북한의 변화

를 유도한다기보다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변화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

이 아니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변화할 때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하에서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가. 한·미·일·중·러 5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지원

북한의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과 적극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남북 대치 상황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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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시장화를 지원

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양자 또

는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시장화 지원은 한·미·일·중·러 5자 

협의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북한을 변화의 틀로 이끌어내어

야 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를 제일 우선순위로 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만의 노력으로 북한

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분석되었듯이 북한의 

현 정치체제의 한계로 인해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 사안 중에

서 국제사회, 특히 앞서 언급한 5자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5자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각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각 국가 간 이해관

계가 대립될 수 있으나, 북한의 시장화라는 방향에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 

사안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동북아 국가들에 미치는 긍

정적 측면을 공감할 수 있는 구상을 우리가 제안하고 이끌어 나가며 5자

간 경제협력 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위 5개국이 핵문제 등 안보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상호간 경제협력을 위한 협의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개국을 회원으로 한 협의체가 구성되면 북한의 선행적 변화를 유도해

야 한다. 5개국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를 위해서도 북

한의 정책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북

한의 핵문제 해결 이전에라도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개혁을 위한 북한 당국의 선제적 변화가 동반된다면 5자 협의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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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시장화를 통한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북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

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상당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고 나

머지 4개국이 재원을 추가 조달하는 협력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5

자 협의체는 북한 경제의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여 자금 및 기술 원조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변화할 때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이를 지원하는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5자 협의체에 

북한이 가입하여 6자 협의체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국제사회의 재원도 함

께 조달받는 범 국제협력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UNOCHA, WFP, WHO, UNDP, UNFPA, UNICEF 등 

6개의 UN산하 전문기구도 6자 국제협력체와 연계하여 활동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나. 북한의 5자 협의체 가입을 통한 시장화 지원

앞서 언급한 5자 협의체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참여를 통해 동북아 경

제협의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가 북한을 회원국으로 유도

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이 협력의 틀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야 한다. 이 여건이란 최소한 북한 당국의 시장화로의 이행이 체제 붕

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을 선

언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앞서 언급한 5자 협의체에서 적

극적 지원을 하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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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의 이행을 공동으로 권고하고 북한을 회원국으로 초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하는 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5자 협의체에

서 우리의 구상을 제시하면서 협력체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을 포함하여 6자 협의체로 협력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5자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력을 통

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

관 협력 사업, 중국의 동북3성 개발 계획, 러시아 연해주 개발 계획 등 

다자 간 협력사업 등이 협력 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자 

간 사업으로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 국경지역 협력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보완하고 북한과

의 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시장화뿐만 아니라 교류를 통

한 접촉,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3성 개발 협력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프로젝

트는 북한을 동북아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것은 북한의 대외 개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북한의 시장화에 상당 부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 U자형 성장을 위한 경제관리 교육 지원 및 정책 매뉴얼 마련

체제전환국 27개국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판별분석에서 북한은 내부의 

과감한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재의 몇몇 CIS 국가들과 같이 경제개

혁의 성과가 미흡하고 여전히 현재의 경제적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과감한 개혁을 위한 급진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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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지 못한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지

식에 연유한 경우일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시장화를 통한 체제전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동시에 

북한 경제 관료의 시장 교육이 중요하다. 앞 장에서의 분석에서 비공식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 비중이 북한의 체제전환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 관료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주의 방식에 따른 경제 운영 원리와 통계 작성 방식의 차이로 

실제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개혁 과정에서의 시

장경제방식에 따른 경제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

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현재의 긴 침

체기를 지나 U자형으로 급격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제기구가 

북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

가 북한 유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 관료 또는 경제 인사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정부가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언어 장벽이 없고,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성장을 거둔 과거 우리의 경제정책을 전수한다는 측면

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와 남북관계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그리 먼 훗날의 계획만은 아니다. 지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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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남한의 여러 교육기관이 북한 관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접촉을 

시도했고, 그 반응도 나쁘지 않아 일단 어떤 형태로든 시작이 된다면 북

한의 경제적 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발굴

을 위해 우리 정부는 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북한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시장화를 

정부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교육과 지원을 

받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쉽

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은 국제협력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국

내 연구기관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전적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절실히 필요하다. 체제전환국의 사

례를 통해서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체제전환 매뉴얼을 만들고, 이것을 

북한이 정책의 나침반으로 활용함으로써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체제전환 매뉴얼 작

업이나 시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세

계은행이나 IMF 그리고 EBRD와 같은 체제전환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라. 국제기구의 대북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지원

북한의 시장화는 내부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시

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제도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변화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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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접촉을 통해서 시장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알게 되

면서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외부 세계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

게 되면서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기구

의 북한 내 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을 알리고 외부세계를 알리는 가

장 유효한 방법이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여러 국가들과 외교관계 개선을 

이루어왔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문화 및 학술 교류 형태의 지원을 

받아왔다.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협력이 

많이 감소했으나, 이러한 국제기구의 북한 내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다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기구

의 활동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있지만 언어 교육, 기업경영 분야 연수, 

학술문화 교류 등을 통한 교육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 이러한 교육은 북

한의 시장화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

단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은 북핵문제와 같

은 정치 외교적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이 북한 내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 유도는 국제사회의 환경에 주민을 비롯해 북한 체제가 같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이 현재는 공공연히 불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제기구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

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

기구의 대북지원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이를 통한 구

체적 사업으로 외국어 교육, 경영 및 경제학 교육, 학술 교류, 공무원 연

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제기구를 비롯해 각종 NGO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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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중 경협을 활용한 북한 시장화 촉진  

앞서 분석된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경험에서 경

제 지리적 위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등 서유럽 국가와 근접한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과 

경제교류를 통해서 체제전환 이전에도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을 한 바 있

다. 그 결과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도 높았고 체제전환 과정에

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및 제도의 수용력도 높았다. 북한의 경우 앞장

에서도 분석하였듯이 경제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북핵 및 안보 문제 등의 이유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현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배울 수 있는 상대는 중국이다. 남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협력 범위가 개성공단에 한정되어 있고, 북한 당국의 남

한 정부에 대한 경계로 인해 그 활용도가 높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에서 북‧중 경제협력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북‧중 간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협력은 북한의 시장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의 자본이 동반되는 정부 차원의 

협력은 시장화보다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체제공고화 쪽에 오히려 

더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북‧중 간에 민간교역을 보다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미 북‧중 간의 비공식적 교역이 공식적 교역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이

런 상황이라면 북한의 시장화는 공식적 교역보다는 북‧중 간의 국경무역

이 보다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북‧중 

간의 교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북‧중 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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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지역과 황금평에 경제특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특구의 법률이나 

제도를 갖추는 측면에서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제도적 변화는 북‧중 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밑으

로의 변화는 북‧중 간 민간교역을 통해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국내 NGO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

앞서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및 협력이 북한의 시장화를 돕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임을 언급한 바 있다. 국제기구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북한 관료의 경제 교육, 학생이나 교수요원들과의 

학술교류, 기업 경영인들에 대한 기술 교육들에 집중될 수 있는 반면, 한

국의 NGO는 언어 장벽이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 개별 주민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간접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 및 이를 통한 지원은 북한의 시장화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잠재되어있는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대북지원 방법

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인도적 지원과 학술 문화 교류에 집중하

는 것이 효과적 측면에서 더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사. 남북한 교역 확대를 통한 북한 시장화 지원

북한의 비공식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역 확대가 필

수적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직접투자 형태는 북한 노동력에 대한 기술 전

수와 노동자들에 대한 시장경제 의식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북한의 비경제 분야 확대에 보다 더 긍정적 효



제6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201

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북한 내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이 북한 내부에도 투자해서 협

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북한 경제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고 남북 

간 교류 범위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당연히 이러

한 협력관계는 북한의 시장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남북 

간의 단순교역을 늘려 우리의 상품이 북한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시장에

서 거래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현재 북한의 

비공식 시장의 경우 대부분 북‧중 간의 밀무역에 의해서 수입된 제품들이

다. 이 연구 중 북‧중 간 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인을 인터뷰 한 결과 

북한의 시장에서 중국 상품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북‧중 간의 밀무역은 

중간 공식적 거래량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처럼 외부로

부터의 많은 물자 유입은 북한 내 비공식적 시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

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직접교역 확대는 향후 북한의 시장화에 매

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북‧중 간 무역은 북한의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를 향후 북한 경제의 체제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공식적 시장

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초기 경제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상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력을 

높이고 이들이 비공식적 시장을 근거로 그들의 수입을 확보해 왔기 때문

에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

로 시장에 참여하고 이들에 의해 시장이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으로는 북‧중 간 밀무역 형태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기업이 초기에 나서서 무역을 추진하기는 어려

울 수 있으나 중소 상인이나 소규모 기업인들을 통한 북‧중 간 국경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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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인으로 중국의 유통시장에 진출한 기업

인들을 통한 북 ‧ 중 간 교역을 활발히 이용한다면 북한의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단순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 주민 접촉 문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 

일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방북 승인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전면

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 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활성화

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2007년 10월에 개최된 두 번째 남

북정상회담의 합의 사업 이행을 위해 2007년 12월에 개최된 바 있다. 이 

기구는 향후 남북협력을 위한 고위급 협력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북

한의 시장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정부 차원의 대북사업의 경우 법, 제도적 측면에

서 투자자의 권리 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 간

의 고위급 회담이 전체적 제도를 구상한다는 측면에서 이 협의체가 북한

의 시장화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남북 간 합의된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협의

하는 기구이지만, 북한의 필요에 의해 남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우리의 협력 목적과 명분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운

영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시장화 관련 개혁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발전에 대

한 자문과 협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북한의 특수성과 남한의 경제성장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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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안정적 체제전환을 도울 수 있는 협의체이기도 하다. 이 협의체는 

북한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하고 경제발전 구상 등에 대

해 상호 협력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경

제협력공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의 대북정책을 큰 틀에

서 구상할 필요가 있고, 이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

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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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Current Situation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and 
Prospects for Change of its Economic System

 
 

Hyung-Gon Jeong, Byung-Yeon Kim and Suk Lee 

The changes taking place in North Korea’s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aspects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are drawing the 

world’s attention. In particular, as the Kim Jong-un regime places greater 

emphasis on the economy, there is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as to 

whether the new economic measures will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North Korea. Current policies of the North bear many startling 

resemblances to reform policies of past socialist countries. At present, 

the time might not yet be ripe for predicting North Korea’s full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However, the Stalinist state has been placed in 

an abnormal situation where a planned economy and markets coexist 

in the country. As it is not likely that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would prosper in such a situation, for North Korea,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is almost inevitable.  

This report studies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and seeks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its economic system in commemoration 

of the advent of the new Kim Jong-un regime and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July 1st Economic Reform Measures” this year. The advances 

in marketization is likely to lead to weakening of state control of North  

Korean authorities. In addition, the spread of markets suggests the high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which occurred previously 

in socialist states in Eastern Europe and China.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estimations of market scale in North  

Korea depended on surveys, involv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se 

surveys can be distor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bias of the defectors, 

or by macroeconomic data which can be inappropriate to estimate the 

informal economy of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se distortions, there 

appeared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estimations through surveys and 

macroeconomic data. This study utilized the “2008 Census of Population 

of DPR Korea”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uch data.

Through an analysis of census questions, the study found that almost 

83 percent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re involved in household 

economic activities, most related to raising of vegetables, livestock or 

poultry. This participation rate in household economic activities can be 

deemed the same or very similar, in the least, with that of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rate is affected by 

income and other market-related variables.  

Additionally, this research studies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and the pace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is study, at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the 

two factors reveal a positive correlation, but turns into a negative correlation 



as time passes. In the case were the informal economy is small, there 

tends to be an official institution, robust governance and low corruption 

in place, thus leading to a rapid transition. In contrast, in the case of 

a large informal economy, households or businesses, which benefited 

from the informal economy, tend to be at the forefront of introducing 

a change towards capitalism. In addition, a large informal economy facilitates 

businesses at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These effects, however, disappear 

with ti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me up with polices to promote 

transition in the early stages.

The study goes on to divide 27 transition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Vietnam, into three groups, into outstanding, fine and poor reform 

groups, through discriminant analysis based on the outcomes of economic 

reforms over the past two decades. According to the discriminant analysis, 

North Korea fell into the poor reform group.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same group with North Korea belong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which had strong planned economies and whose 

states showed a slow transition to market economies. These states share 

similarities in that their former governments remained unchanged or 

they retained a government even after a new system was introduced. 

North Korea is similar in that it has a political structure unfavorable 

for reforms, hence, the North is likely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CIS states. Also, North Korea has an unfavorable initial condition in 

that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t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is low. However, what is more significant is how the North sets up 



a favorable environment for reform with given initial conditions and how 

actively and efficiently it promotes its reform. Fortunately, North Korea 

is situated in the most dynamic geoeconomic location in the world, where 

neighboring countries like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can play a 

positive role in supporting Pyongyang to step forward toward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Pyongyang, and 

Seoul,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moving forward to 

assist North Korea in a bid to bring about better and faster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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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ituation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and Prospects for Change of 
its Economic System

Hyung-Gon Jeong, Byung-Yeon Kim and Suk Lee

본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등장 및 북한 당국의 경제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시장화 실태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북한 시장화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최근의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시장 규모 추정을 

위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시장화 진전 정도가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속도, 부패, 기업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아울러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및 성과를 분석하여 북한의 개혁 양상을 예측해 

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경제체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입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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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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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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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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