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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김정일체제가 김일성체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노동동원수단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노동동원수단을 규범적 수단, 강제적 수단, 물
질적 수단으로 나눈다면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노동이
라는 규범적 수단을 강조하게 된다. 북한의 김정일체제도 김일성체제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수단
이 반복적이고 중첩적으로 가동되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자 강제적 수단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일탈 현상으로 불법 월경자, 부랑민, ‘꽃제비’, 탈북자와 수용소 수용인원의 증가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이래 초래된 극심한 식량난과 배급제의 마비는 김정일체제가 물질적 유
인(incentives)에 기반한 물질적 수단을 강조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1996년 도입된 ‘새로운 분
조관리제’와 2002년 채택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새로운 분조관리제하에
서는 계획량을 초과한 식량에 대해 시장에서의 판매를 허용했으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공업
노동자들에게도 시장에 대한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물질적 수단을 대폭 활용한 것이다. 이 외에도
김정일체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을 허용하였다. 이는 점점 개방지역이 나진․선봉지역
→ 금강산 → 신의주 → 개성공단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아직 초보적이지
만 시장과 점포, 상품, 경쟁, 광고 등의 요소들이 급증하는 정도에서 볼 때 초보단계의 ‘시장 사회
주의’적 맹아가 보인다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 김정일, 경제개혁․개방, 경제관리개선조치, 시장 사회주의, 노동동원수단

Ⅰ. 서 론
1980년대 소련과 동유럽이 개혁․개방을 할 당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는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그 형태를 측정하기위하여 많은 이론적 개념과 도구들
* 본 논문의 심사를 통해 유익한 도움 말씀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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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 활용하였다. 예로서 코르본스키(Andrzej Korbonski)는 ‘다원주의’, ‘표현의 자유’ ‘분권
화’ 개념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민주화 이행과정을 표현했으며(Korbonski 1975) 메사-라고
(Carmelo Mesa-Lago)는 X극에 가장 극단적인 사회주의적 특징을 배치하고 Y극에는 가장 자
유화되고 개방적인 특징을 배치함으로써 각국의 변화되는 양태를 시기적 특성을 통한 ‘연속모
형’(continuum model)으로서 비교 국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Mesa-Lago 1975: 97). 챌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에 의한 동원체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진 지역에서 수
립된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발전과정 또는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발전 또는 근대화
를 추진하면서 겪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Chalmers Johnson 1970).
북한도 김일성 생존시에는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1991년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방
을 결정한 이후 김정일체제에 와서는 남한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
고, 금강산 관광지역 개방,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개성공단 개발 등 많은 개혁․개
방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특히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북한주민의 중요한 식량문제와 생필
품문제를 배급제가 아닌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김
일성체제와는 크게 다른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체제와 김정일체제의 미세한
차이라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체주의적 시각이나 ‘수령제 사회’ 또는 ‘병영적 사회’에
초점을 맞춰서는 북한의 변화하는 방향과 정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보기위해서는 정치 중심적이고 상부구조 지향적인 관점보다
는 경제-사회 중심적이고 하부의 토대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의 하나
가 노동 동원수단의 변화로 북한의 체제적 변화를 보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출발이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혁명 즉, ‘생산관계의 사회화’를 통해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려 한다
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생산관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 즉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데 별 문
제가 없겠지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경제발전을 저해할 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
발전 간에 어떠한 것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미 동유럽과 소련 사회
주의 체제의 붕괴로 나타난 역사적 결과나 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 경제발전을 기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1) 중국
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
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 따라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1) 경제성장률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하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서방 산업국가들보다 낮은 경제발전수준에 놓여 있었다(Bergson 1987:
342-357; Kornai 1992: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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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경제요소에 가까운 시장과 상품, 개인소유, 물질적 인센티브(incentives)를 인정,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분석을 위한 도구로 노동 동원의 수단이 사용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
가 사회주의적 혁명 과정에서 이룩한 ‘생산관계의 사회화’는 노동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자발적인 노동 유인(incentives) 보다는 타율적인 노동 동원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가정
에서 출발한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도 각 국가별 형태에 따라 자발적 노동유인과 타율적 노동
수단의 가동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수단의 변화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일정한 시기에 가동되는 지배적 노동수단의 양태를 살펴 본 다
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조되는 노동수단의 변화를 고찰해 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한 후 적용하는 노동 동
원수단을 통해 김정일체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노동 동원
수단의 개념을 살펴본 후 김일성 생존 시인 1994년까지의 노동 동원수단 양태와 김일성이 사
망하고 김정일이 실질적인 권력을 승계한 1994년 이후의 노동 동원수단 양태를 비교함으로써
김정일체제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권력을 넘겨
주기 위해서 취했던 1980년대 이후에서 1994년 김일성 사망까지의 김정일이 개입된 정책들도
편의상 김일성체제의 행적으로 구분하였다.

Ⅱ. 노동 동원수단의 개념과 북한에의 적용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 분석에 있어 바로 ‘동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북한을 전체주
의 사회나 독재체제로 보고 국가나 정부가 주민들을 강제로 노동하는 편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동원’이라는 개념은 편협한 시각에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며
현대의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활동에서도 나타나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정치참여’의
개념과 의미가 중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타운센드(James R. Townsend)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며 대중을 동원하는 여러 장치들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며(Townsend 1969: 5-6)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자발성을 중시했던 알몬드
(Gabriel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조차도 민주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집단들이 참
여에 있어 실제적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정치참여
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수준을 따라 잡기위해서 집단에 근거한 정치적 동원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Almond & Verba 1965: 45-62).
‘정치참여’와 ‘동원’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정치참여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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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위자가 참여에 적극성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② 따라서 정치참여의 대상영역
에는 다양한 선택지와 자율성이 있어야 하고 ③ 대중의 정치참여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흐름보
다는 아래에서 위로의 흐름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동원’된 참여는 위로
부터의 강압에 의해 선택지가 없고 강제되며 대중의 자발성이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정치참여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치참여의 개념이 자율성과 자발성이라는 의미를 상당히 함축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북한체제에 대해 동원적 참여의 개념이 더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
팅톤(Samuel Huntington)과 넬슨(Joan Nelson)의 자발적 참여와 동원적 참여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Huntington & Nelson 1976: 7-10).
따라서 동원의 개념은 앱터(David E. Apter)의 “국가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제 자원을 일정
목표를 향해 개발, 관리, 이용하는 과정”(Apter 1965: 360)이나 또는 에치오니(Amitai Etzioni)
의 “사회 내에서 행동단위의 잠재적 에너지를 집단행동으로 가동화시키는 과정”(Etzioni 1968:
388)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동원’이란 국가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주‧객관
적 제 자원을 일정목표를 향하여 개발하고 관리‧이용하는 과정 내지 사회 내에서 행동단위의
잠재적 에너지를 집단행동으로 가동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동원주체가 동원대상인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수단들은
이미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결국 ① 규범적 수단 ② 강제적 수단 ③ 물질적 수단으로
압축된다.2) 동원수단 중에서 규범적 수단이란 사회주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동원수단으로서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성을 강조하면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
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에 따라주기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자본주
의체제에서와 같이 개인주의적 이익을 위해 노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사회
와 집단, 조국을 위해 노동할 수 있는 인격과 품성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1935년경부터
실시된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the Stakhanovite movement)이나 1957년부터 실시된 중국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그리고 북한의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
례들이다. 이는 모두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미래의 인간’ 즉 신인간
이 될 것을 요구하며 소련의 ‘소비에트 맨’(Soviet Man)이나 쿠바의 체게바라가 주장했던 ‘신
인간’(New Man), 북한의 ‘공산주의적 인간’3)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다.
강제적 수단은 노동을 강제화하는 법적 제도적 형태로 동원주체가 요구하는 틀에서 벗어날
때는 주민들을 신체적으로 구속하든가 기득권을 박탈함으로써 응징하는 형태이다. 이는 단순
히 노동의 범법자와 태만한 자를 응징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타인들에게 경고와 위협
2) 이는 노이만(Franz Neumann)의 설득, 물질적 이익, 폭력이라는 지배수단과 일치한다(Neumann 1957: 8).
3) 북한에서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수령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
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 혁명관이 똑바로 선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이다(주체사상연구
1989: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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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효과까지도 고려된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노동동원을 위한 강제적 수단은 노동계
획의 할당량을 법률화하여 노동 태만이나 위반의 경우에도 형법으로 다뤄 범죄인 취급을 하며
평소 당과 치안조직, 군을 통해 노동하는 분위기를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수
단이 증가하는 현상은 메리엄(Charles E. Merriam)교수가 이미 지적했듯이 ‘실정(失政)의 고
백’이라 할 수 있으며(Merriam 1950: 220) 동원주체인 정치체와 동원대상 간의 분리와 소외감
을 조성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서 물질적 수단은 노동에 대한 보상적인 것으로 임금, 보상, 보너스, 뇌물, 승진 등
의 유인(incentives)을 가리킨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한 북한에서는 ‘물질적 자극’이라고도 불리
우며 노동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적인 물질소유욕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질적 유인
(incentives)을 제공하는 물질적 수단은 인적 자원의 동원을 자발적으로 유도해낸다는 점에서
가장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초급단계론’으로 이를 적극 활용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사회로 가는 과도기’라는 관점에서 “공민은 능
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사회주의 헌법 1992: 제70조)는 원칙
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적 수단은 북한에서 위험시된다. 즉 사적 소유에 의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 개인의 물질적 소유는 최소한도로 줄여나가고 사회적 소유를 늘려나가야 하며 동시에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성격상 노동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는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영근 외 1992: 57-65).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는 동원수
단으로서 규범적 수단이 증가하고 물질적 수단이 감소하는 것을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사회가 발전하고 정치도덕적 자극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
건설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인 자주적 사상의식, 혁명적 열의는 끊임없이 높아진다. 여기에 사
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이 있으며 그것이 높이 발휘되게 하는 비결이 있다. 물질적 자극
은 이러한 역할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정치적 자각에 기초한 근로자들
의 혁명적 열의가 경제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면 물질적 관심성으로부터 나오는 생산적
열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박영근 외 1992: 61).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물질
적 자극’은 자본주의적인 것이며 점차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4)
그런데 이들 노동 동원수단의 요소들 간에는 그 경계구분이 명확치 않다. 왜냐하면 강제적
수단, 규범적 수단 및 물질적 수단들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또한 상호 중첩되고 있는 측
면들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지시와 명령에 동원대상이 순응할 때에는 상훈과 물질적 보
상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불명예는 물론, 물질적인 박탈과 물리적 탄압까지도

4) 북한에서는 이를 “원래 물질적 자극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
회의 경제관리방법이 아니며 그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의 관리운영방법이다.”고 하고
있다(박영근 외 1992: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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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원수단들은 실제적인 동원과정에서는 복합적 성격으로 나
타난다.

Ⅲ. 1994년 이전 김일성체제의 노동 동원수단
1. 사회주의체제 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의 노동 동원수단
북한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한 1958년의 상황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의 거의 전부가 집단화, 내지는 국유화되었다. 당시에 과거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개인경작지
로는 ‘텃밭’이 울타리 밑에 15～30평정도 인정되었고(Scalapino & Chong-Sik Lee 1972: 1098).
여기서 나오는 약간의 가축과 채소를 매매할 수 있는 ‘농민시장’이 허용될 뿐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에는 개인소유에 기반한 물질적 동원수단은 대폭 축소되었고 상부로
부터 주도된 규범적 수단이 주된 노동 동원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의 규범적 동원수단은
‘천리마 운동’과 ‘공작기계새끼치기 운동’, ‘여섯개 고지 점령운동’ 등으로 전개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하부의 자발성과 상부로부터의 지시 등이 결합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5) 그동안 노
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호칭은 기존의 ‘- 영웅’과 ‘모범-’에서 ‘공훈-’이라는 칭호가 신설돼 ‘공훈
의사,’ ‘공훈약제사,’ ‘공훈어부,’ ‘공훈보육원,’ ‘공훈벌목공,’ 등이 탄생했으며 1968년 5월에는
‘천리마 영예상’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범적 동원수단의 이면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강제적 수단도 병행되었다. 즉
1956년 ‘8월 종파사건’의 여파로 1958년부터 실시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은 중앙당의 지시를
어기는 자에 대해 탄압을 가했고 주민성분조사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일반 정치범이나 경제범
들을 교화시킨다는 명목하에 ‘교화소,’ ‘로동교양소’ 등이 곳곳에 설치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물질적 동원수단은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따른 노동의욕 상실을 방
지하기 위해 노동의 강도에 따라 임금차이를 구분하였으며 농업에 있어서는 협동농장의 ‘작업
반우대제,’ 국영 농․목장의 ‘작업장 독립채산제’ 및 ‘상금제’를 1960년부터, 그리고 농업기계
작업소에서의 ‘노동지불체계’ 등을 1961년부터 시행하는 정도였다(고뢰정 1988: 70). 이러한 물
질적 동원수단은 1965년 5월부터 ‘분조관리제’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140여명이나 되는
작업반을 15～20명 정도의 ‘분조’로 개편하여 분조별 노력성과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이었다
(조선전사 <년표Ⅱ> 1982: 326). 분조관리제는 작업반우대제와 병행하여 실시되었는데 기존의

5) 이에 대해서 황장엽은 “천리마 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운동은 다르며 천리마 운동은 자발적인 데 비
해 3대혁명 붉은기 운동은 왜곡되었다”고 한다(황장엽과의 면담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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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평가 단위가 ‘작업반’ 단위에서 ‘분조’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노동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1950년대나 1960년대의 ‘천리마 운동’시기와 다르게 1970년대에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이
약화됨으로 해서 위로부터의 규범적 구호가 만들어지고 조직들이 지방에 파견하여 감시․감
독하는 강제성이 강화되었다. 1970년대 북한에서의 노동동원 형태는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
을 계속해야 한다’(조선전사 <년표Ⅱ> 1982: 436)는 구호 속에 김정일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운동’ 등
이 전개되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구호와 선동 속에 근로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인원들이 노동에 동원되
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당, 정 간부 및 사무원들도 매주 금요일마다 무상으로 육체노동
에 참여하는 ‘금요노동’을 실시하였다(내외통신-종합판47 1991: 212).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각
종의 ‘속도전’과 ‘고지점령,’ ‘뜻깊은 명절만들기,’ ‘다락밭건설’과 ‘새땅찾기운동’ 등 각종의 구호
와 선동방법이 사용되었다.6)
1970년대에는 또한 노동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기위한 조건들이 법적으로 강화되었다. 1974년
12월에 개정된 ‘형법 각칙’은 계획부문에서부터 자재공급, 생산과정까지 범죄로 정해 10년～2
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2년 이하의 ‘교화노동’을 하도록 명문화하였다.7) 그 중에 특기할 만
한 것은 ‘오작품 및 불합격품 생산죄’(제91조), ‘오작설계, 오작시공죄’(제92조), ‘상품체화 및 편
중죄’(제95조), ‘토지남용, 폐경죄’(제97조) 등으로서 노동의 세밀한 부분까지 의무와 범죄로 만
들었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 독립채산제와 같은 물질적 수단도 강화되었다. 1973년 2월 1일 당 정
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은 규범적 수단에만 호소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훈
장’이나 ‘명예’ 이외에 물질적 동기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김일성 1974: 392-407).
특히 1978년에 시작되는 제2차 경제 7개년계획에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임금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됨으로써 물질적 수단을 강화할 것임을 나타냈다(로동신문 78/12/25). 노동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1978년 개정된 「사회주의 로동법」은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를 규
정하여 ‘분배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제37조) 여기에서 노동자, 사무
원, 협동조합원들이 받는 임금은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로서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인 가급

6) 그 구체적 이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몇가지 예가 「강선속도」, 「100일 전투」, 「70일
전투속도」, 「충성의 속도」, 「새로운 평양속도」, 「새로운 천리마속도」, 「알곡고지 800만 톤 점
령위한 속도전」, 「수송혁명 200일전투」,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이다(조선전사 32: 1982; 내외
통신-종합판47 1991: 212).
7) 그 예는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죄 (제85조),’ ‘자재공급, 판매규율 위반죄 (제86조),’ ‘원료, 자재, 자금
의 유용, 낭비, 사장죄 (제87조),’ ‘원료, 자재의 부패, 변질, 유실죄 (제88조),’ ‘설비점검보수규칙 위반죄
(제89조),’ ‘설비, 물자의 비법처분, 취득죄 (제90조)’ 등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각칙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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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와 상금제가 적용되었다(제39조). 따라서 모든 생산단위는 ‘노동정량’에 따른 계획을 수행
하며 계획을 90% 이상 달성하는 공장, 기업소들에게는 장려금이 지불되고 협동농장원들에게
는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 속에서 ‘노력일’이 평가되어 ‘추가적 노력보수’가 지불되도록 하
였다(제40조～제44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는 1960년대에 활용되었던 규범적 동원수단이 효율성
을 잃고 있고 따라서 강제적 동원수단과 물질적 동원수단이 보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1980년대 이후 1994년까지의 노동 동원수단
1980년대는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환경에서 중국이 경제적 개혁‧개방으로 상당한 긍정
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소련에서도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자율성 부여, 소련체제의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등 사회주의권 전체가 변화를 모색하던 시기
였다.
그럼에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던 북한에서 중심적인 노동동원수단은
여전히 규범적 수단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새기준‧새기록 창조 운동’과 ‘80년
대 속도창조 운동’은 기존의 ‘천리마 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로이 첨가된 운동이었으며 1986년부터는 ‘충성의 내부 예비찾기 운동,’ 1987년 ‘청년봉화상 쟁
취 운동,’ 그리고 1990년의 ‘90년대 속도창조 운동’은 당과 정부기관, 근로단체, 노동현장에서
계속 호소되었다.
이러한 규범적 수단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거의 모든 노동조직이나 집단들이 한번쯤은 그
깃발과 상훈, 또는 메달들을 수여받아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소성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자발
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상부에서 또 다시 시작되는 ‘2중 천리마 작업반’ ‘3중 천리마
작업반’ 등의 반복적 쟁취운동은 북한 주민들의 냉소를 받게 되었다.8)
1980년대에도 강제적 수단의 한 사례로서 1987년 노동동원과 관련된 형법을 개정하였다. 과
거 ‘오작품 및 불합격품 생산죄’나 ‘오작설계, 오작시공죄’, ‘토지남용, 폐경죄’에 대해서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교화 노동형을 1987년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일원화하였는데(형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4조) 이는 노동과정 중의 태만을 ‘독립채산제’
와 같은 물질적 수단으로 보완하였기 때문이다(법무부 1993: 185).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주민들의 의식교육과 감시를 위해 인민반 생활총화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15일마다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총화내용도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공질서유지, 사회사고, 목욕 및 이발문제에 이르기까
8) 현재 1급상훈 이외에는 ‘골고루 메달’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훈장이나 메달은 여러 개를 받아 국
기훈장 1급에 준하는 급수가 되어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월간조선편집부 199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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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있으며 자아비판도 일층 강화하였다. 귀순한 김만철 씨 부인에 따르
면 총화가 월 3회로 강화되었다고도 한다(월간조선편집부 1991: 87). 또한 북한 정치체의 의도
로부터 일탈된 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소가 기존의 8개에서 4개가 증가한 12개소로 되고
수용인원도 1970년대 10여만 명에서 1993년 말 현재 15만 명으로 계속 증가했다는 보고는 강
제적 수단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내외통신-종합판30 1984: 60; 조선일보 94/2/3,
94/7/31). 이는 규범적 수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에 기반한 강제적
수단이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80년대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춰 북한에서도 개방화가 모색되었는데 1984년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 회의에서는 ① 대외경제협력을 대내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생
각하고 ② 정치중심의 대외관계에서 경제중심의 대외관계로 전환하였고 ③ 서방 자본주의 국
가와도 경제관계를 맺어야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1984/1/26)고 함
으로써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 이후에 김일성을 비롯한 경제 각료들
이 많은 인원을 대동하고 중국과 소련, 동유럽을 순방하면서 개방의 실체를 견학하였다.9) 이
후 동년 9월에 처음으로 ｢합영법｣을 채택, 개방화에 대한 제도화 단계에 돌입하였다.
1984년 이후에는 경제조직이나 동원수단에 있어 ‘개방화’와 ‘분권화’의 경향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정치체인 당과 정부의 역할이 지역적으로나 부문적으로 분화되어 각 지역 지도기
관이나 기업소들이 제한적이나마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경향은 ‘독립채산제’나
‘연합기업소’, ‘가내작업반’ 운동과 ‘농민시장’의 확대 실시, 대외무역의 분권화, 그리고 물질적
자극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난다. 독립채산제나 연합기업소 등은 기업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
었다는 의미에서, 가내작업반 운동과 농민시장의 확대 실시 등은 자체의 노동결과물을 시장에
판매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물질적 수단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도입, 사용되어 오던 독립채산제가 실제 기업운영에 제대로 실행
되지 못했다고 판단되자, 북한은 1984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독립
채산제 실시 문제를 재검토하고 종전의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를 전산업부문으로 확대 실시하였다(동북아와 남북한 1988: 183). 1973년에 처음 도입
되어 시험적으로 운용되던 연합기업소 제도도 1985년 11월10)에 이르러서는 전 지역과 전 산업
분야에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내외통신-종합판36 1988: 275). 그 권한도 강화되어 연합기업소

9) 1984년 2월 김영남 외교부장의 심천경제특구 방문 및 전자계기공업중심지, 사구(蛇口)공업지구, 항만
건설 등 견학; 동년 6월 북한정부경제대표단(단장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의 3주간 경제특구, 상해
시찰, 동년 8월 5～10일 강성산 총리의 북경, 상해(세탁기공장, 포장공장, 아동식품공장, 내의공장 등
경공업공장) 참관; 동년 8월 3～5일 노동당대표단(단장: 계응태 평남도당 책임비서)의 심천경제특구
방문 등이 있었다(중앙일보 1993/8/19).
10) 1985년 7월에 당중앙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간부협의회는 연합기업소를 생산관리의 기본
고리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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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무원의 부와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생산,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로서 ‘공업지도관리의 기본단위’가 되
었다(박영근 외 1992: 103).
1980년대에 들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마당’(농민시장)이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까지 확대
되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1984년 이후부터 고유의 장터인 장마당을 도시에까지 확대하여
특정품목을 제외하고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있도록 했으며 가내작업반의 강조와 함께 개인부업
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대중들 사이에 인기직종으로 사진사, ‘단물장사’, 수공예품 장사
등 개인상업이 나타나고 평양시내에는 선술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경공업과 서비스업
의 장려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도 늘어났으며 1985년 9월에는 경공업제품 생산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능력별 임금제를 확대 실시하여 물질적 자극을 주고자 하였다(북한총람 1983～
1993 1994: 582).
물론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개방화나 분권화,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그에 대한 비
판이나 경계의 연설, 논설 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86년 12월 중국에서
학생민주화운동이 있을 당시11) 새로 취임한 북한의 이근모 총리가 경제에서 물질적 자극의 사
용을 경계하는 연설을 발표한 것이라든가12) 1989년 6월 중국의 ｢천안문사건｣이후에 ‘혁명적
군중노선’이 강조되는 것 등은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이 시기가 보수적이기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체가
강조한 이러한 경계의 표현들이 바로 앞에서 진행되었던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 그리고 분권
화의 경향들을 폐지하든가 역행하는 조치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경제적 개혁‧
개방의 속도를 줄이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Ⅳ. 1994년 이후 김정일체제의 노동 동원수단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4년은 북한에게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의 시기였다. 북한의 핵무장 의
혹으로 미국은 북한 핵의혹 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할 정도였으며 1995년부터 더욱 심화된
식량난은 기아의 발생과 배급체계의 혼란, 탈북자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북한의 핵무장 문제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
협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식량의 부족 문제는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1995년 이후부
터 1997년까지 3년 상을 치르듯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당시 김
11) 1986년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정치체제개혁 문제가 의제로 제기되었으며 그 해 12월
에서 다음해 1월까지는 주요도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발생하였다.
12) 198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이근모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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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이 내세웠던 구호는 ‘유훈통치’나 ‘선군사상’, ‘붉은기 사상’으로서 북한은 계속 동원수단으
로서 규범적 수단에 호소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북한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고집하
고 동유럽과 같은 경제개혁에 저항할 것임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북한은 향후
김일성노선과 0.001㎜의 정책차이도 없을 것임을 강조(평양방송 97/10/4)하였다.
유훈통치는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김정일 자신에게 승계되기
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승계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가계 우상화
에 힘써온 것은 1970년대 이래 계속된 것이었는데 1990년대에는 북한을 김일성민족과 김일성
국가로 만들 정도로 비약하였다. 1995년 평양방송은 “오늘 우리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
일성민족이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조선”(평양방송95/1/18)이라며 “(김정일이)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권위를 더욱 빛내고 있다”(로동신문 96/4/14)고 하였다. 그러한 구체
적 작업으로서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으로 변경하였
으며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하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13) 이것은 바로 김일성을 우상화하면 할수록 그 아들인 김정일도 따라서 우상화되는 방
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발표되는 북한의 논문이나 사설, 신년사 등은 모
두 “김일성에 대한 흠모의 정을 김정일에게 쏟자”라든가14)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를 가
지고 김정일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라는 등의 구호가 쏟아져 나왔다.
유훈통치가 자기 자신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이었다면 ‘선군사상’이나 ‘붉은기 사
상’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을 버리고 개혁․개방에 나
섰으며 군대를 소홀히 했던 데서 기인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15)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
지는 상황 속에서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것은 김정일체제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치노선은 경제개혁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기를 강조하여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요
구하였다. 김정일은 위기시에 자신을 지켜줄 세력이 군대라고 믿고 군대의 자신에 대한 충성
을 강조하였다. 즉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주체사상위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모든 장병
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결사 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고 전군에 최고
사령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영군체계와 군풍을 세워야 한다”16)는 것이다.
한편 1995년 심화된 식량난으로 희생양을 찾던 김정일은 1997년경 당 농업담당 비서 겸 농
업위원장이었던 서관히를 숙청하고(조선일보 97/11/70) 각 도, 시 농촌경리위원장들과 근로단
13) 1997년 7월 8일 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
여”, (로동신문 97/7/10).
14)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로동신문 95/1/1).
15) 김정일은 소련 및 동유럽국가의 붕괴원인을 1)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
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했으며” 2)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지 못했고” 3) “사회주
의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하였다(김정일 1992: 428-436).
16)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로동신문 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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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책임자들을 교체하였다.17) 이를 통해 김정일은 식량난의 책임을 농업과 근로단체 지도자
들에게 지우는 동시에 자신의 친정체제를 굳혀갔다(내외통신-종합판63 1997: 233). 또한 식량
난으로 인해 배급체계가 마비되고 인구유동성이 증가하자 공민증 교체발행사업과 주민재배치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상당수의 유랑민과 시민들을 농촌에 보내 산업가동률 하락에 따른 실업
자들을 식량증산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의 출범은 신헌법을 채택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한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18) 이때는 북한
이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19)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의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기점으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도 규범적 수단이 기본적인 동원수단으로 활용되었다.20) 특히 식량
난이 극심했던 1996년을 “준엄한 시련의 한해였다”고 회고하면서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제
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다”
며 “올해에 총진군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 돌격전이다”21)하는 식으
로 북한주민이 총동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22)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주민이
물자를 아끼고 적극적으로 노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
위들에서는 최대한으로 증산 절약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며 한
와트의 전력, 한 방울의 기름, 한 줌의 석탄 한 쪼각의 강재라도 극력 아껴써야 한다”고 하였
다(로동신문 97/1/1).
규범적 노동동원의 구체적 사례로서는 2000년 2월 ‘성강의 봉화’에 이어 ‘낙원의 봉화’를 제2
의 천리마 대진군을 위한 새로운 경제선동 슬로건으로 제시하여 금속, 기계공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했으며(로동신문 2000/2/6) 2000년 7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명의로 당 창건 55돌에 따른 200여개의 당 중앙위원회 구호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 ‘돌격전의 영웅이 되자’, ‘새로운 천리마속도’, ‘성강과 낙원의 봉화 따라
새로운 대고조로!’ ‘강성대국 건설론’ 등 과거와 크게 다름없는 구호들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17) 1998년 1월 청년동맹 제1비서 최용해를 이일환으로 1998년 6월 직업총동맹 위원장 주성일을 염순길
로 1998년 4월 농근맹 위원장 최성숙을 승상섭으로, 그리고 여맹 위원장 김성애를 천연옥으로 교체
하였다.
18) 1998년 9월 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는 1994년 4월 열린 제9기 7차회의가 개최된 이
후 4년 5개월만이다.
19)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였던 김용순은 1999년 5월 28일 ‘월드비젼’(World Visio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위기의 단계는 지나갔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99/5/29).
20)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로동신문 95/6/21).
2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 (로동신문 97/1/1);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
자”, (로동신문 96/2/7);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 (로동신문 96/1/11).
22) “붉은기 사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려는 것은 로동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의
지”, (로동신문 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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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달성하기 위한 행사의 한 사례로서 2001년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59회 생일을
맞아 경제건설부분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공장, 기업소 등 각 경제단위에 공동순회우승기23),
국가표창 등 상훈을 무더기로 수여했는데 그 명칭은 ‘3대혁명 붉은기’, ‘공동순회우승기’, ‘3중 3
대혁명 붉은기’ 등으로 1970년대의 구호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강제적 동원수단 중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적 제가치의 분배나 박탈을
통한 강제력인데 그 중에서도 식량의 분배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24) 그러나 1994년 이후에
는 극도의 식량난 때문에 일부지역의 식량배급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25) 이는 한편으로
국가기관의 사회통제 수단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배급제 붕괴는 식량부족에 따
른 기아의 발생과 월경자, 주민유동성 증대, 암시장 등 일탈행위 증가를 유발한다. 실제 1996
년 이후 식량부족으로 배급체계가 붕괴되자 식량을 개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시했는
데(북한연감 2000: 505) 이에 따라 그나마 여력이 있는 협동농장의 농민들은 물물교환을 하거
나 암시장을 통해 식량을 사고파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활동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북한
주민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각 지역으로 방황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로 탈출하는 사례도 증
가하고 있다. 1999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
정되었으며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출하여 장마당과 역전, 다리 밑 등에서 기거하는 ‘꽃제비’
들이 20만 명 정도26)이며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약 5만～1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
다.27)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자는 1990～1993년(4년간) 34명이었으나, 김일성 사후 급증하여

1994～1997년(4년간) 234명, 1998～2001년(4년간) 1,015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백서 2004: 249). 또한 북한 내 사회적 유동성 증가와 탈북
자들의 증가에 따라 이를 단속하여 수용소에 유치하는 북한 주민들의 수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북한인권백서 2004: 184). 이는 북한에서의 규범적 노동수단과 강제적 노동수단
의 효력이 거의 마비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북한사회로부터의 일탈이 급증하고 있음을
23) 1958년 5월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의 노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각결정 제47호로 공동순회우승기
를 제정했으며 각급 경제단위들의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노동당․최고인민회의․내각 공동명의의
표창장과 함께 이를 수여하고 있다(북한연감 2001: 538).
24) 식량을 시장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의 분배권과 박탈은 강제적 동원수단에 해당
한다. 북한에서 식량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관리하며 농촌에서 강제 수매되어 중앙에서 관리한다. 식
량은 중앙계획에 의거 당과 관료, 직장간부,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되며 평양을 비롯한 도시와
농촌 간에도 차별적으로 분배된다. 시장에서 식량거래가 금지되었던 상황에서 식량의 분배권은 물질
적 유인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권력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북한주민의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즉 북한주민이 일정한 장소와 조직에 소속되어 일정한 노동을 해야지만 식량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5) 세계식량계획(WFP)현지실사 보고서는 1997년 5월경에서 6월경까지 평안북도를 비롯해 자강도, 양강
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평양까지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임을출 1997: 90)
26)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자료 (1999/4/2).
27)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난민위원회(USCR)의 『세계난민보고서』(2001)는 5만, 루버스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NHCR)은 10만여 명으로 추정한다 (중앙일보 2001/6/27; 조선일보 2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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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한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김정일체제를 특징짓는 동원수단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경제적 개혁․개
방 방식에 따른 물질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물질적 수단의 대표적인 형태는 1996년
부터 시험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하에 시행된
시장의 활성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구성원수를 10～25명에서 7～10명으로 하고 가능한 한 가족, 친척단위
를 위주로 하여 구성되도록 한 점에서 획기적이다. 또한 분조 단위의 생산계획량을 과거 3년
간의 평균수확량과 그 이전 과거 10년간의 평균수확량을 합친 것을 2등분한 다음 계획보다 초
과 달성된 농산물 전량에 대한 처분권을 분조성원에게 주어 농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분조구성원들은 초과 달성된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부족한 비료나 농약,
소, 농기구 등을 사서 농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다음해 농업생산량을 증대시켜 초과달성 몫
을 더욱 늘리는 순순환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金秀大 1997: 23)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1985년에 제기된 ｢농장포전개인책임관리제｣나 1987년의 ｢가족도급제｣에 비하면 상당히 온건
한 것이나 기존의 분조관리제에 비해서는 소규모화되고 물질적 자극이 많이 가미되었다는 점
에서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과도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극심한 식량난과 암시장의 확대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라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공장 가동률의 감소와 그에 따른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임
금을 올리고 물가를 현실화하여 생필품의 공급을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한 조치이다. 이는 각
기업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를 강조하여 국가예산 지출을 줄이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는 국가의 부양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10월 발표한 ‘경제관
리지침’을 통해 북한 관료들과 주민들에게 경제적 신사고를 요구하며 2002년 7월부터 임금 및
물가 인상, 공장․기업소 경영개선 등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의해 생산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이 11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
으며 물품가격은 기본식량인 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배급제에서는 쌀 1㎏ 가격을 80전에 수
매, 주민들에게 8전에 판매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수매가격을 40원, 판매가격을 44원으로 책정
했다. 그러나 수요에 따른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있고28) 그에
따라 수입이 적은 북한 주민들은 부업과 장사 등 개인적 수입원을 찾지 않으면 생존이 위험스
러운 실정이 되었다. 북한주민이 ‘텃밭’29)에 열성적이던가 비밀리에 산비탈의 뙈기밭을 경작하
는 것, ‘개인장사’를 운영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것 등이 그런 형태이다(중앙일보 1995/10/23).30)
28)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4년 3～4월 쌀 값이 ㎏ 당 350원선에서 6월 500원대, 8월 800원대, 9월에는 평
균 900원대까지 오르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격변동은 지역과 시장에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2004/10/7)
29) 보도에 따르면 개인 경작지 허용면적이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연합뉴스
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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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상점이나 서비스시설을 임대하고 수입의 30%정도를 지불하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평양만 해도 20～30개의 시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통일거리 시장은 매일 10만
여 명이 이용하고 개인 상인들은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2004/1/19).
이러한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자들도 생겨나 일반 주민에게 월 30%의 높은 이자로 장사 밑천을
빌려주어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격차를 만들고 있다(세계일보 인터넷판 2004/11/22).
한편 기업들도 과거 생산품을 전량 국가에 넘기던 과거와 달리 생산물의 30%를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게 됐고 대신 판매 순이익의 25%를 별도로 국가에 납부토록 했다. 공장과 기업소
는 생산물의 판매를 위해 시장의 점포와 매대를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다31)기업의 경영방식도
수익중심으로 전환해 공장․기업소의 ‘번 수입’으로 실적 평가를 한 후 그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기업소 지배인은 유휴노동력을 유상으로 동원할 수 있고 20%의 인원운영 자율권을
부여받는 등 기업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04/6/30). 물론 아직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품목과 양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수단의 사유화나 사유재산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그 효과는 크지 않지만 과거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Gordon White)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시장 도입을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비유했는데(White
1993) 북한의 경우에도 시장경제요소의 확산 속도를 볼 때 다시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32)
김정일체제가 경제회복을 위해서 취한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적인 개방과 개발을 통해 경제
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개방된 영역에서 북한체제 내부보다 더욱 획기적
인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함으로 해서 물질적 수단의 외연(外延)을 높인 것이라 볼 수 있다.
1992년, 1998년 개정된 북한 헌법은 제16조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제17조)고 하고 또 「개성
공업지구법」은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
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거의 자본주의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히고 있
다. 물론 북한 전체로 볼 때 국부적으로 울타리를 친 ‘모기장식 개방’이지만 그와 관련된 관료
나 노동자들이 개방지역을 왕래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의식이나 수단들이 북한 내에도 점차 확
산될 것이 예상됨으로 이를 물질적 수단의 외연적 확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0) 청년동맹기관지 청년전위에서는 “텃밭농사만 해서는 결코 쌀문제를 풀 수 없고 개인의 힘으로는 아
무리 날고 뛰어도 풍년가을을 불러 올 수 없다”면서 텃밭위주의 농사에만 집착하는 현상들을 질타하
였다(내외통신-종합판63 1997: 232).
31) 평양시내 곳곳에 대형 상업광고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산물을 홍보하기위
한 상품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04/6/30).
32) 국가정보원은 2004년 7월 8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년간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에 대해
“중국의 초기 개혁단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거로의 회귀가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20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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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김일성체제와 김정일체제의 노동 동원수단 비교
시기

김일성체제

동원
수단

1958～1979

규범적
수단

-

천리마운동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청산리정신
강선속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운동

김정일체제
1980～1994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 80년대, 90년대 속도 창
조운동
- 충성의 내부예비찾기 운동
- 우리식사회주의 속도 창
조운동
- 새기준 새기록창조운동

강제적
수단

- 형법개정으로 노동관련
범죄 세부화
- 5호담당제
- 국가정치보위부 설치
- 중앙당집중지도사업에 - 국가검열위원회 설치
의한 불순분자 색출처단 - 3대혁명소조 배치
- 주민재등록사업
-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
- 주민 ｢3계층51개분류 구 위원회 설치
- 주민요해사업
분 사업｣
- 집단수용소
- 주민증검열사업
-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물질적
수단

- 연합기업소 제도 도입,
확대와 독립채산제의 확대
- 가내작업반운동과 시장
- 텃밭과 농민시장, 상금
제도의 확대
제, 독립채산제의 부분
- 암시장 번성
적 존재
- 학력과 노동에 따른 보
- 작업반우대제
상 세분화
- 분조관리제 도입
- 합영법 제정
-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방

1995～현재
-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건설론
선군정치론
붉은기 사상
2중, 3중 3대혁명붉은기 쟁취 운동
공동순회우승기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
성강과 낙원의 봉화

-

인민반생활총화 제도 강화
탈북자 단속 강화
경공업노동자에 대한 감시 강화
공민증 교체발행사업
주민재배치사업
각종 노동 감시체제 강화
법무생활지도 강화
수용소의 숫자와 수용인원의 증가
사회이탈자 수 증가: 탈북자와 유
랑민 수 증가

- 배급제 마비에 따른 부업 및 시장
의 확산
- 텃밭과 뙈기밭 확대
- 분조관리제 개선에 따른 잉여식량
의 자유 처분 합법화
- 7․1경제관리개선에 따른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 확대, 임금의 상승
과 시장가격의 인상
- 금강산관광특구, 개성공단 개방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과 2001년부터 본격화된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1991년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가 일본을 비롯한 국제자본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거의 전적으로
남한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1984년경만 해도 김정일은 중국의 호요방(胡耀邦)이 관광업 개방을 제의했을 때 강원도 일원
에 대한 개방에는 긍정적 답변을 하면서도 개성과 같은 서해안지역의 개방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에 있었다(월간조선 1995/10: 120-121). 그러나 이제 김정일은 남한에 대해 금강산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육로관광을 허용하는 동시에 개성공단에서의 경제활동 자유, 투자재산
보장, 비자없이 출입증명서를 통한 왕래 등을 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94년 이후의 김정일체제는 초기 체제안보의 차원에서 유훈정치를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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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고난의 행군과 선군사상, 붉은기 운동 등 규범적 동원수단을 강조하였으나 1998년 들
어서면서부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등을 허용하면
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고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일부나마 시장을 겨냥한 생
산의 자율성과 판매의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시장 사회주의’로 진입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기주의와 빈부격차는 생겨날 것이지만 협동농장의 농민들
은 잉여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기업소와 공장의 노동자들은 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고 이윤을 만들어 임금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는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도 개인의 노동과 경영 여부에 따른 물질적 노동수단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정일체제를 정치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김정일 개
인 독재 체제로서 반미 노선과 군사 강경주의, 자력갱생, 공산주의 건설 노선 등 김일성체제와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지만 노동 동원수단이라는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일성체제와
는 다른 경제적 개혁과 개방의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1970년대부터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하고 1980년대에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김정
일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1994년을 기점으로 김일성체제와 김정일체제로 나누려 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를 건설한 김일성이 김정일의 배
후에서 후견인으로 작용했던 시기와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 단독으로 국내외적 환경을 분
석하고 판단하여 정책을 집행했다는 것은 김정일체제로 분리해서 분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이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초기 3년 상을 치르듯이 과도기를 보냈고 ‘유훈통치’라는 이름
하에 김일성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임을 표방하면서도 군대를 껴안는 ‘선군정치’속에서 핵심
엘리트들의 교체를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하였다. 비록 김정일체제의 개혁․개방 성향이 극심
한 식량난에 따른 배급제의 붕괴에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7․1경제관리개선조치나 금
강산 관광특구 개방, 개성공단 개발 등은 군사적 안보와 자본주의적 운영방식에 따라 북한 내
많은 보수파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설득한 것은 김정일의 개혁․개방에 대
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4년 이후 김정일체제에 와서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는 사회주의적 특징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동원’수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배급제에서 계획생산량을 초
과적으로 달성했을 때 보너스를 더 주는 물질적 유인과 계획생산량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시장
에 자유로이 내다 팔아 수입을 챙기는 물질적 유인은 북한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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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배급의 부족분을 시장에서
충족하도록 하고 시장가격을 상당수준 현실화시켜 경제생활의 중심을 시장으로 유인하고 있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록 김정일체제에 와서도 규범적 수단이 반복적이고 중첩적으로 가동되었지만 이는 이미
탄력성을 상실한 일상적인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강제적 수단인 형법과 감시조직, 그리고 자
아비판적 성격을 갖는 총화가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규범적 수단과 강제적 수단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일탈 현상으로 나타나는 불법
월경자, 부랑민, ‘꽃제비’, 탈북자와 수용소 수용인원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체제의 특징으로 돋보이는 것은 안보상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
광 개방과 개성공단 개발을 허용한 것과 북한 주민들 속에 시장이 확산되도록 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금강산 관광 특구와 개성공단은 중국이 개방할 당시 점 → 선 → 면으
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였듯이 북한도 나진․선봉지역 → 금강산 → 개성공단 → 신의주로 개
방의 점들이 늘어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아직 초보적이지만 시장
과 점포, 상품, 경쟁, 광고 등의 요소들이 급증하는 정도에서 볼 때 초보단계의 ‘시장 사회주의’
적 싹이 보인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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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Kim Jong-il
Regime in Perspective of the Mobilization
System Theory

Kwon, O-Yoon
(Dongguk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s an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s leader Kim
Il-sung regime and his successor Kim Jong-il regime since 1994. Given that the means of
labor mobilization can be divided into ‘normative means’, ‘coercive means’, and ‘material
means’, it would be no wonder that North Korean socialist society emphasizes the
normative means for the sake of fatherland and its people, rather than personal interests.
The Kim Jong-il regime has also emphasized the normative and the coercive means
repeatedly regardless of their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ir bad effects, the number of
people crossing the border, wanderer, and prisoners has increased, which is a phenomenon
referred to as a social deviation.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m Jong-il regime the
most noteworthy characteristic is that there have been both an opening of Mt. Kumgang
tourism zone and the Gaesong industrial zone and economic reforms kicked off by North
Korea on July 1, 2002. North Korea's opening zones have been extended from
Rajin-Sonbong, through Mt. Kumgang into the Gaesong industrial zone. The Kim Jong-il
regime has reformed the North Korea's economy by introducing the functions of the
market economy. The reform program assumed the applic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 of a
market economy, depending simply on the free market's “invisible hand” to govern supply
and demand. Therefore the Kim Jong-il regime seems to be on its way to “market
socialism”.
Key Words：Kim Jong-il, Economic reforms, North Korea, North Korea's opening,
Means of mobilization, Material incent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