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
중국‧베트남과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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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북한‧중국‧베트남 3국의 거시적 투자환경 비교를 위한 시장성, 생산비용, 정치‧사회적 안정도 등
세 가지 주요 항목 가운데 북한이 비교적 양호한 입장에 있는 투자환경 조건으로는 생산비용 -노
동력, 지대‧임대료-부문 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은 저임 노동력과 지대 측면
에서 다소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투자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현
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외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북
한의 실질적인 투자환경 제약요인이 시장성 부재나 정치‧사회적 위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한
적 개방노선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확고하지 않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함께 체제 내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침체의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

Ⅰ. 서 론
1970년대 후반 이후 구조적 침체를 보이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 및 소련의 붕괴에 따른 대외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대외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대소교역이 극감하였고 중국마저
우호가격이 아닌 국제시장가격 적용과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1) 북한이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공표하면서 시작된
경제특구정책은 이와 같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대외개방을 통한 선진국
＊한국외국어대학교
1)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북한경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2～4%로 침체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1990년에 -3.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US CIA 1988; 통일원 각 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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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기술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헌법개정시 외국
인투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자유경제무역
지대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대외경제중재법｣ 등 50여건의 외자유치 관련 법규 및
시행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여 법적 투자환경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나진‧선봉 자유
경제무역지대에 대규모투자를 유치하여 이 지역을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제화물 중계기지, 수출
가공기지 및 국제적 관광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방 각국에
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2)
나진‧선봉 개발계획은 ‘시장경제체제와의 계획되고 규제된 타협’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위기
에 대응한 북한식 개방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과는 달리 대내
경제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개방전략도 전방위적 개방이 아니라 나진‧선봉에 국한
된 제한적 성격의 개방이기는 하지만 주체경제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주장해 오던 북한의 입장
에서는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및 미‧일과의 경협을 위한
전략의 성격이 짙고, 당국을 배제한 채 남한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별로 달라진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통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남북 모
두 실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우리 입장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북경협정책과 투자전략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경협정책이나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투자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북한 투자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상대평가를 위하여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이며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베트남과
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해외투자를 위한 환경조건은 크게 거시적 투자환경, 중간적 투자환경, 미시적 투자환경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Sit 1988, 661-675).
① 거시적 투자환경(macro investment climate): 시장성, 노동력, 자원 등과 같이 외국기업
이 투자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 해당하는 요소들
② 중간적 투자환경(meso investment climate): 합작 또는 외국인 기업의 운영을 제약하는
정책이나 관행의 유무
③ 미시적 투자환경(micro investment climate): 조세‧관세의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의 모든 투자조건들이 가능
2) 북한은 1998년 9월 이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자유’를 빼고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호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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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충족된 곳을 투자대상국으로 선택할 것이나, 이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해
외투자의 필요조건 또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거시적 투자환경이다.
해외투자의 목적은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수출시장의 확보이다. 투자대상국 자체의 내수시장 개척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우
회수출기지로서의 현지투자 진출,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수출할당(trade quotas) 등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투자가 이에 속한다. 둘째,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인하여 산업구조가 노동집
약적 산업에서 자본‧지식 집약적 산업으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해외투자로서
이는 주로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한 개도국에의 진출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자국의 경
제성장에 따라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개발투자이다.3)
그러므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려면 투자대상국의 입장에서 시장성, 노동력, 자원 등의 면에
서 비교우위적 요소가 존재해야할 것이다. 한편 투자대상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문제는 외
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고려하는 투
자환경 조건이다. 따라서 정치‧사회적 안정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Ⅰ장 서론에 이어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을 중심으로 제Ⅱ장에서는 시장성
을, 제Ⅲ장에서는 생산비용, 제Ⅳ장에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중국‧베트남과 비교 분석하
고 제Ⅴ장에서는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을 종합 평가한다.

Ⅱ. 시장성
수출시장의 확보는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투자대상국 자체의 내수시
장 개척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현지투자진출, 선진국에서 부과하
는 수출할당 등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투자가 이에 속한다.

1. 내수시장
북한은 1997년 현재 인구 2,200만 명으로 중국의 12억 2,700만, 베트남의 7,700만 인구에 비
해 협소한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1인당 GNP는 811달러로 중국(860달러)보다는 낮고, 베트
남의 320달러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대한투자진흥공사 1999, 21;World Bank 1999, 190-191).
3)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외에 선진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선진국에 현지
투자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투자대상국으로 사회주의 개도국(북한, 중국, 베트
남)을 대상으로 함으로 이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목적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가
지 또는 세 가지가 복합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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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중국은 연평균 10.6%, 베트남은 연평균 8.1%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어 1991년부터 1998년까
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4.4%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북한‧중국‧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

북 한

-5.1

-7.7

-4.2

-1.8

-4.6

-3.7

-6.8

-1.1

-4.4

중 국

8.0

13.2

13.8

12.6

10.5

9.7

8.8

7.8

10.6

베트남

6.0

8.3

8.0

8.8

9.5

9.4

8.8

5.8

8.1

자료: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각년도;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베트남편람: 증보판｣ (1995.3); EIU, Country Profile 1994～95, Indochina: Vietnam, Laos,
Cambodia (1995); Asia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9 (1999.5).

따라서 북한의 경우 현재 체제의 특성이나 경제수준을 볼 때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는 이
루어지기 어렵다. 한편 북한에서 영업하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수출이 기본이고 내수판매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내수판매는 원칙적으로 무역기관이나 합
영‧합작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여타 기관이나 기업소에 대한 판매는 국가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분적인 내수판매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 설사 법적인 제한이 없다해도
심각한 경제침체 및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내수판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한편 중국의 경우 1인당 GNP는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심천(深玔),
주해(珠海), 상해(上海) 등 연해지역에는 5,000달러도 넘는 도시가 많으며, 이러한 도시에서는
중국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소비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내수시장으로서도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5)

2. 수출시장접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과 투자대상국간의 비교우위요소를 결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
으며 생산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접근이 편리해야 한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
4) 북한 ｢합영법 시행세칙｣, 1992.10.16, 제55조; 북한 ｢외국인기업법 시행세칙｣, 1994.3.29, 제37조.
5)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구매력지수(purchasing-power parity) 측정방법
을 이용, 중국의 1992년도 GNP는 과거 추정된 5,000억 달러의 4배인 약 4조 달러 규모로서 미국과 일
본에 이어 세계3대 경제국가임을 밝힌 바 있다(Greenhouse 1993).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 5

국, 일본, EU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는 ① 원산지 규정 ② 대북한 교역규
제조치 존재여부 ③ 관세율 적용 및 쿼터 존재여부 등이 있다.

1) 원산지규정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원산지규정이라 할 수 있다.6) 왜냐하면 원산지 판정에 따라
대북한 교역상 규제조치가 발동될 수 있고 관세율 및 쿼터적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북한과의 교역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대우도 공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경우에도 북
한산 제품에 불리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들 국가와의 교역상 개발도상국
들이 수출하는 경우 제공되는 관세특혜인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적용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고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
하다. 미국, 일본, EU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미‧일‧EU의 원산지 판정기준
미

국

‧완전생산기준
‧세번(HS Code) 변경 기준
‧가공도기준을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

일

본

EU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HS 4단위 세번 ‧가공도기준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 기준
‧가공도기준을 보조적 기준으로 으로 활용
활용

완전생산기준이란 1개국에서 그 제품이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 당해국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이며, 세번 변경기준은 해당 제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친 경우, 원재료로부터 제품에로
의 세번(HS Code) 변경을 가져오게 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가공도기준은
생산과정상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공작업이 발생한 국가
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이며,7) 부가가치기준이란 특정공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
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공정이 일어나는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한다는 기준이다.

2) 대북한 교역규제조치
미국은 지난 1950년 12월 적성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따라 북한을 적성국
6) 원산지규정의 종류로는 특혜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나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대상국가의 제품에 적
용하는 특혜원산지규정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
이 있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7) 중요하고 실질적인 변형에는 革, 絲, 또는 직물류의 경우, 염색, 착색, 실루엣 가공 및 이에 준하는 가
공과 섬유, 絲 또는 직물로부터 의류 및 의류부속품을 제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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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수출입, 투자, 재정적 거래 등 제반 경제행위를 금지해 왔다.8) 미
국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관계법령은 적성국교역법, 외국자산통제규정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등이 있다.9) 이
같은 경제행위의 금지는 소재지에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기업이나 이들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1989년 책자, 필름, 레코드 등 일부 정보물자(informational materials)의
대북 수출입과 인도적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식량, 약품 등)을 상업적으로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이다. 한편 19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1월 미
국은 무역, 금융거래, 통신 및 정보 등 4개 부문, 그리고 1999년 9월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유보를 시사함에 따라 일련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완화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는 전면적인 규제철폐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10)
베트남의 경우, 미국은 1964년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이래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경제제재 조치를 확대하였으며,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
하자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198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수를 계
기로 미국은 1991년 12월 베트남에 대한 관광금지를 해제한데 이어, 1992년 12월 미국 기업들
의 베트남 사무소 개설 허용, 1993년 7월 베트남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의 차관제공 허용, 1993년 9월 미국 기업의 현지 프로
젝트 참여 허용, 1994년 2월 대베트남 금수조치 전면해제, 1995년 7월에는 국교를 정상화함으
로써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규제조치는 거의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95).

8)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내용은 ① 무역 및 금융 거래의 실질적 금지, ② 미국내 북한 자산의
동결, ③ 경제적 지원 및 원조금지, ④ 최혜국 대우 부정, ⑤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 관련 수
출입 금지 등으로 대별된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94, 21-36).
9)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이 북한을 ① 적성국가, ② 공산국가 내지는 맑스
-레닌주의국가, ③ 국제테러국가, ④ IAEA 안전협정을 위반한 핵무기 비보유국가, ⑤ 인권침해국가,
⑥ 미사일기술 확산활동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각각 결정된다.
10) 미국의 1995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내용은 ① 통신 및 정보: 미‧북간 전화 및 통신 연결을 위
한 거래허용, 개인 여행 및 기타 여행 관련 신용카드 사용 허용, 언론인들의 사무실 개설 허용, ② 금
융거래: 미국에서 발생 또는 종결되지 않는 거래의 청산을 위한 북한의 미국 금융기관 거래 허용, 북
한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資産의 凍結 解除, ③ 기타 무역: 북한산 마크네사이트의 수입 허용, ④ ｢기
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기타 단계적 조치: 워싱턴과 평양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활동을 위한 거래 허
용, 미기업의 대북 경수로 지원‧대체에너지 공급‧사용후핵연료 해체 등 사업참여에 대한 적용법규에
따른 사안별 검토 등이다(US Department of State 1995). 미국정부는 1999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
사 유보조치와 관련 ① 북한 물품, 천연자원 수입 및 민감하지 않은 물품 및 용역 수출, ② 농업 광업
목재 시멘트 운송 사회간접자본 관광 분야 투자, ③ 대북송금, ④ 승인된 화물운송, ⑤ 북 미간 상업
항공운항 등을 허용하는 추가 해제조치를 취하였다(중앙일보 199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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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 및 쿼터적용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수출시장접근을 위하여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관세율
적용 및 쿼터존재유무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과거 관세‧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입국이 아니었으며 세계무
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도 참가하지 않은 국가로서 최혜국대우나 개발도
상국들이 수출하는 경우 제공되는 관세특혜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표 3> 미국의 MFN 및 Column 2 관세율 비교

대표관세율

HS Code
(의류)

MFN

C2

6101

16.9

50.0

6111
6201
6211

34.6
17.0
29.6

90.0
76.0
90.0

대표관세율

HS Code
(신발류)

MFN

C2

6401～5

48.0

84.0

주: 대표관세율은 해당 품목군 중 가장 높은 MFN 관세율 품목을 골라 MFN 관세율과 Column 2에 기
재된 관세율을 비교한 것임.
자료: 통일원, ｢남북합작 제품의 제3국시장 진출방안｣ (1994).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는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따라 결국은 해제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당장 완화된다 해도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의 對美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1974년 ｢통상법｣(Trade Act)은 적성국이나
GATT(1995년 이후 WTO)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관세가 아닌 이보다 훨씬 세율이
높은 ‘Column 2’ 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lumn 2 관세율은 해당국의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금지관세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의류 및 신발류의 몇개 품목에 대해서 MFN
관세율과 Column 2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Column 2 관세율은 MFN 관세율에 비하여 최소 2
배에서 최대 4배 정도까지 높다.
EU의 경우에도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TO 비가입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율
은 가입국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에 비하여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對EU 수출 역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점을 안고 있다.
한편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에는 쿼터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EU는 현재 다자간 섬유협정 (MFA: Multilateral Fiber Agreement)하에서 쌍무협정을 맺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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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차원에서 섬유류 수입쿼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MFA 대상이 아닌 국영
무역국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우 제한적인 섬유쿼터 규정을 두고 있다. 일례로 섬유류 중 카
테고리 4에 해당하는 셔츠나 T-셔츠류의 섬유제품의 경우, 한국에 할당된 쿼터는 1,277만 피
스인데 비하여 북한에 대한 쿼터는 28만 5천 피스에 불과하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
27-28).

<표 4> EU의 협정관세율 및 일반관세율 비교
HS Code
(의류)

일반관세율

협정관세율

HS Code
(신발류)

일반관세율

협정관세율

6101
6110
6201
6210

21.0
21.0
20.0
20.0

13.8
12.5
13.8
13.8

6401
6402
6403
6404

20.0
20.0
20.0
20.0

19.4
19.4
7.4～8.0
19.4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북합작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여건분석｣ (1995.9).

일본도 역시 북한산 제품에 대해 WTO 협정관세가 아닌 국정관세(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
으나 일본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는 미국이나 EU와 같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11) 그러
나 북한은 중국, 대만, 태국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적용받고 있는 GSP의 적용대상이 아
니라는 점에서 경쟁국에 비하여 일본시장 접근에도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미국은 MFN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이것의 연장여부를 결
정하고 있다.12) 일본과 EU는 중국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13) 또한 2,000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14)
베트남은 1995년 7월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도 가입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MFN 대우와 GSP 자격이 주
어지지 않았지만 1999년 1월부터 베트남은 미국에 MNF 대우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
국도 조만간 베트남에 MNF 대우를 부여할 것으로 예측된다.15) 또한 베트남은 1996년 1월부

11) HS Code 61류의 경우 일본의 기본관세율과 협정관세율의 차이는 0.3～0.8%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 15).
12) 최근 미국 하원은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hip: PNTR) 지
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조선일보 2000/5/26).
13) 중국은 WTO 비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일본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부여 받고 있다.
14)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한
WTO가 불완전한 기구로 남을 것이며, 따라서 올해 말까지 중국을 가입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0/2/15). 중국은 미국과 캐나다와는 1999년 WTO 가입을 위한 쌍무협정
을 체결했으며 유럽연합과는 2000년 5월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WTO 연내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15) 일본은 1999년 3월 베트남에 대한 MNF 대우를 부여키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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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에도 가입하여 AFTA 역내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

3. 외자도입실적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1993년 말까지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40여 건에 금액으로
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16) 이중 투자내용이 파악된 것은 116건으로 이를 중심으
로 북한의 외자유치실적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Namkoong 1995).
첫째, 연도별 외국인 투자건수를 보면 1985년부터 1986년까지 12건에서 1987년 22건, 1988
년 17건, 1989년 21건으로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1990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며 1991
년 17건, 1992년 20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1993년에는 1건에 불과하였다.
둘째, 국가별로 보면 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거의 90%가 재일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이른
바 ‘조‧조 합영’이다. 그외에 구소련, 중국, 폴란드 등이 2～4건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서방국가
들과의 투자는 미국(재미교포), 덴마크, 이탈리아 등 소수의 국가로부터 1건 씩의 투자를 유치
하는데 그치고 있다.
셋째, 업종별 유치실적을 보면 식료품, 섬유, 의복 등과 같은 경공업분야가 35%, 백화점, 커
피숍, 식당 등과 같은 서비스분야 30%로 경공업, 서비스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외
에 농수산물 분야 11%, 금속‧기계분야 8%, 광업에 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의 합영사업이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소비재적 산업에 치중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투자규모 면에서는 총투자금액 1,000만 달러 이상이 10% 미만인 10여 개, 500～1000
만 달러가 약 30% 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100만 달러 내외의 소규모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50:50이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3a, 130).
조총련계 자료에 의하면 1992년 말 현재 북한에 투자한 재일 조총련계 기업의 계약건수는
약 120건, 투자액은 1억 달러 규모로 이중 조업중인 회사는 약 70여 건이다(陳吉相 1993, 42).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조총련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과 합영‧합작사업을 계약한
것은 140여 건이며, 이중 실제 설립된 것은 100여 건 정도로 투자액은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
모이며 그나마도 가동 중에 있는 것은 7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1991년 12월 이후 1997년 말까지
16) 북한 당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외자유치 건수 및 금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1993년
12월 말 현재 133～144건(계약기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통일원 1994b, 8; 대한무역진흥공사 1994,
6). 1991년 9월 16일 합영공업총국 김창길 국장이 在美 한인연합회의 북한산업시찰단에 말한 바에
의하면 조업중인 합영회사는 150여 개로 이중 북한 내에 설립된 합영회사는 3분의 2가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1991/10/11). 이들 자료에서의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에는 합영기업 뿐만 아니라 합작기업
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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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내 투자유치 실적은 투자계약액 7억 5,077만 달러(111건), 실제투자액 6,242만 달러(77건)
정도이다(리행호 1998). 한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사무국에 의하면 지대 내의 실제
투자유치 규모는 1998년 말 현재 약 8,8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일동 1999,
9). 서방 기업의 투자는 1995년 1월 네덜란드 ING 은행이 합영은행 설립을 합의한 것(1995년
12월 개업)과 최근 스웨덴의 통신업체 에릭슨과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태국의 록슬리그룹이 나
진‧선봉지역에서의 통신사업에 대한 독점계약을 맺은 것, 영국의 석유회사 셸이 10만 톤 규모
의 원유저장 및 공급시설 건설(200만 달러 규모)을 합의한 것 정도로서, 현재까지는 관심을 표
명하고 현지투자 여건을 조사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의 외자유치실적은 중국‧베트남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건수나 규모가 매우
저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개방 초기 연도인 1988년에 37건 3억 6,600만 달러 상
당의 외국인 직접투자(승인기준)를 유치한 이래 외자유치실적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7년 말까
지 투자승인액은 총 2,154건에 342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안형주 전준모 1998, 238). 투자규
모 또한 1건당 평균 약 1,600만 달러로서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의
외자 실제투자유치 규모는 1995년 20억 달러, 1996년 25억 달러, 1997년 29억 5,000만 달러,
1998년 19억 달러이다.17)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싱가폴,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주변국과
프랑스, 미국, 아이슬랜드 등 주요 서방 선진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국별 투자현황(1998년 1월
5일 기준)을 보면 싱가폴이 약 55억 달러, 대만이 41억 달러, 홍콩이 37억 달러를 투자하여 아
시아권의 화교자본 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31억 달러를 투자
하여 일본에 이어 진출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5> 베트남의 외자유치 현황
(단위: 건, 억 달러)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약건수

37

69

108

150

192

280

340

370

N.A.

N.A.

N.A.

투자승인액

3.7

5.4

6.0

12.9

19.4

27.3

37.2

66.2

85.0

31.0

N.A.

N.A.

20.0

25.0

29.5

19.0

실제투자액

20.8

자료: SCCI, Vietnam Investment Review, January 10-16, 1994;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WEFA, Asia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8.

1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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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베트남 10대 투자국(1988～1998. 1. 5)
국 명

투자건수

총투자액
(백만달러)

싱가폴

172

5,465

17.8

대 만

302

4,118

13.4

홍 콩

192

3,718

12.1

일 본

217

3,490

11.4

한 국

191

3,125

10.2

프랑스

89

1,445

4.7

말레이시아

60

1,347

4.4

미 국

48

1,224

4.0

태

34

1,080

3.5

72

1,016

3.3

국

아이슬랜드

비중(%)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 안형주 전준모,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p.243에서 재인용.

한편 중국의 경우, 1978년 12월에 개최된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
혁‧개방 노선이 공식 채택되어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의 외자도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등소평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개혁‧개방이 가속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2
년부터 격증하였다. 경기과열에 따른 제반 부작용으로 중국 정부가 조정정책을 실시하면서
1994년 이후에는 건수, 계약액 모두 하락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유치금액은 착실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말까지 중국의 투자유치는 30만 건에 계약총액 5,790억 달러, 실제 투자
유치총액 2,2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7>참조).

<표 7> 중국의 외자유치 현황
(단위: 1,000 건, 십억 달러)
1979～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합계

계약건수

21.9

7.3

13.0

48.8

83.3

47.5

37.0

24.6

21.0

304.4

계약액

34.3

66.0

12.0

58.1

110.9

81.4

91.3

73.2

51.8

579.0

실행액

17.2

3.5

4.4

11.0

25.8

33.8

37.5

41.7

45.3

220.2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각년도; ｢中國統計摘要｣ 각년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상황을 국가별로 보면 홍콩, 대만, 싱가폴 등 화교자본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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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한국 기업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7～98년간의 투자를 계약기준
으로 살펴보면, 홍콩, 대만 및 싱가폴 등 화교자본이 외국투자유치액의 50-60%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1998년의 경우 홍콩이 185억 달러로 전체 직접투자 실행액의 40.7%,
미국이 39억 달러로 8.6%, 싱가폴과 일본이 각각 34억 달러로 7.5%, 대만이 29억 달러로 6.4%
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18억 달러로 1998년 중국의 총 직접투자 유치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대중국 10대 투자국
홍콩

미국

싱가폴

일본

대만

한국

영국

독일

네델란드 프랑스 유치총액

1997

206.3
(45.6)

32.4
(7.2)

26.1
(5.8)

43.3
(9.6)

32.9
(7.3)

21.4
(4.7)

18.6
(4.1)

9.9
(2.2)

4.1
(0.9)

4.7
(1.0)

452.6
(100.0)

1998

185.1
(40.7)

39.0
(8.6)

34.0
(7.5)

34.0
(7.5)

29.2
(6.4)

18.0
(4.0)

11.7
(2.6)

7.4
(1.6)

7.2
(1.6)

7.1
(1.6)

454.6
(100.0)

주: ( )안의 수치는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1999, pp. 596-598.

Ⅲ. 생산비용
1. 노동력: 임금 및 노동의 질
북한의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노임기준에 따라 각종 직제별 노
임기준, 노임지불형태와 방법, 지급금, 장려금, 상금 기준을 자체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러나 북한 노동력은 해당 노동기관과 계약에 따라 채용‧해고해야 됨으로 임금도 노동행정기관
과의 계약을 통해 지급된다.
대체로 북한의 임금체계는 일반 노동자가 70～80원(북한원), 노동강도가 높은 부문이라 할
수 있는 광부, 제철‧제련공이 90～100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평균 43.4% 인상한 것을 이에 적용하
면 월평균임금은 약 100～150원(약 45～70달러) 정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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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북한의 임금수준
직
지배인급

노동자‧사무원

편의시설 종사자

책

보수(북한원)

‧ 특정기업소 지배인
‧ 1급 기업소 지배인 및 기사장
‧ 광부, 제철, 제련공
‧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250～300
150～200
90～100
75～80

‧ 일반노동자
‧ 사무원

70～80
60～70

‧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 등

50～80

주 1): 1993년 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한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
평균인상 43.4% 적용 이전의 임금수준임.
2): 환율: US $1=2.16 북한원(매입율), 2.2493(매도율), 1993년 2월 현재 기준
자료: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3).

외국인투자기업인 합영기업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50달러(평양피아노합작공장, 만경대신발
합작공장 등)로 알려지고 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3a, 165). 합영기업의 경우, 임금이 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기관에 일괄 납부되고, 해당 노동기관이 국가납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합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합영기업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월평균 45～9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18)
한편 외국투자기업의 노동보수규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을 일반지역에서는 월
220원(약 100달러),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60원(75달러)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급 외
에 가급금, 장려금,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회보험료로 임금총액의 7%를 지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합영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수준은 자유
경제무역지대가 100달러 이상일 것이며, 일반지역은 최저임금의 차이만큼 더 높을 것이다.19)
숙련기술인력, 관리자에 대해서는 북한이 UNIDO에 제출한 ｢합작투자유치희망사업목록｣에서
준숙련 기술자부터 관리자까지 월평균임금을 약 150～400달러로 제시하고 있다(UNIDO 1990).
중국의 경우 반숙련공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급은 국영기업의 120～150%(약 50～
60달러)로 낮은 편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성과금, 시간외수당, 보험료, 연금, 주택보조금 등 각
종 부대비용이 기본급의 150～200%에 달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지급액은 기본급의
2～3배에 이르고 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b 1993, 127). 무역협회가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국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임금지수는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18) 1992년 북한이 작성한 남포공단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임금을 160～400원(약 75～180달러)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전홍택‧오강수 1995, 244).
19) 북한은 계약 시 일반 노동자(준숙련공) 외에 관리자, 사무원, 기술감독 등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생산에 뚜렷한 기여가 없으면서도 300～400달러로 매우 높다(한국일보 19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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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으로서 북한의 38.2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질수준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 품질지수를 100으로 했을때 중국내 위탁가공생산시 품질지수는 76.0으로 북한(83.2)에 비
하여 많이 떨어지고 있다(대한무역협회 1994, 20-26). 또한 중국 정부는 1995년 3월 25일 국무
원령 제147호로 1995년 5월 1일부터 주5일근무, 정상근무시간 주40시간제도 도입을 공포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임금부담이 20% 정도 늘어났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6-8).20)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1992년 5월에 공포된 최저임금에 관한 국가투자협력위원회
(SCCI)의 결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하노이 및 호치민市에 있는 기업은 월 35달러이며, 기타 지역은 월 30달
러이다(삼성경제연구소 1994, 177). 그러나 단순생산직에 있는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각 직종별
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 지불하는 임금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경우 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일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 50달러 미만으로 북한, 중국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삼성경제연구소 1994, 173).21)
북한의 투자유치 경쟁국인 중국, 베트남의 임금, 노동의 질 등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단순노동력이 풍부하며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베트남이 투자대상지역
으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기본급 외의 지나친 부대비용문제와 고급인력난이
심각하며 최근 들어 급격한 임금상승 또한 비교열세요인으로 지적된다. 노동의 질을 고려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투자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에 비교하
여 2～3배에 달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투자유인이 크지는 않다.22)

2. 지대‧임대료
북한은 1993년 10월 ｢토지임대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
인 준거법을 마련하였다. ｢토지임대법｣은 토지소유권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분리하여 외국투
자기업과 외국인에게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를 양도(매매, 재임대, 상속, 증여) 및 저당이
가능토록 하여 토지이용권을 재산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중국의 외자기업 토지이용제도의 틀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
다.23) 다만 중국이 내국인 기업‧단체‧개인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권을 재
20) 휴일근무 시에는 평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하며, 월 잔업근무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
21) 아세안 노동자들의 시간당 인건비는 인도네시아 0.43달러, 필리핀 0.78달러, 태국 1.04달러, 말레이지
아 1.50달러 등이며 베트남의 경우 약 0.26달러 정도로 아세안 내에서 가장 저렴하다(Asiaweek
July/1995, 46).
22) 베트남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외자기업 진출이 급증하여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수출가공구가 완성되어 외자기업 입
주가 본격화되면 필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당경쟁과 임금상승 요인이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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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으로 행사하는 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내국인의 토지이용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외국과의 합영 및 합작에 참여하는 당사자로 제한함으로써 대내적 개혁을 억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토지 관련 비용은 토지임대료, 토지개발비, 토지사용료, 건물임대료,
위탁건설비 등이 있다. 우선 북한은 토지임대료를 ‘토지이용권의 값’(제28조)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따라서 이미 개발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개발에 소요된 제 비용(토지정리와 도로건
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 등에 지출된 비용)인 토지개발비가 포함된다(제29
조). 한편 외국측이 직접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토지개발을 하여 공장이나 기업을 짓는
경우에는 토지임대료에 토지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비용에는 그밖에 일종의 토지세로서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사용료가 있다. 북한의
｢토지임대법 시행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4년 간 변동하지 않으며, 변동 시 변동폭은
2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가 10년 간 감면된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적용되는 토지 관련 제 비용의 수준은 <표 10>과 같으나 토
지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소 가변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관리당국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의
획득은 협상(계약), 입찰, 경매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토지이용권의 양
도가 가능하므로 초보적이나마 토지에 대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진홍택․오
강수 1995, 173).24)
북한의 토지관련 비용 수준을 <표 10>으로부터 도출해 보면 공업지역의 50년 간 토지이용
을 기준으로 할 때 50년 간의 토지임대료 약 40～100달러(m2당)와 토지개발비 약 50달러를 합
하여 약 90～150달러(m2/50년) 정도이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자료
｢황금의 삼각지, 라진‧선봉｣ (1993.5)에 의하면 토지임대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지불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15～30%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최장 50년 임대시 30%의 감면
을 받으면 토지관련 비용은 약 63～105달러(m2/50년)가 된다.25) 토지사용료는 1년에 m2당 1.

23) 북한과 같이 토지국유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은 국가와 집체기업만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단체‧기업‧개인이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사용권을 분리시킨 兩
權分離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혁‧개방 이후 ｢土地管理法｣ (1986 제정, 1988 개정), 同法細則(1991), ｢
都市國有土地使用權 讓渡‧在讓渡 暫定條例｣ (1990), ｢外商土地投資와 開發에 관한 暫定條例｣ (1990)
등의 법정비를 해왔다. 중국의 토지제도 개혁과 외자기업의 토지이용제도에 관해서는 최수웅(1992)
참조.
24) 토지임대방법으로 중국은 지역구별없이 협상, 입찰, 경매 모두를 허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입찰과 경
매방식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한정하고 있다. 북한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1994.9.7, 제9조.
25) 북한의 일반지역에서는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 전액을 지
불해야 하며,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문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의 합의하에 5년
안에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북한 ｢토지임대법｣, 1993.10.27,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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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달러 수준이다.26)

<표 10>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토지 관련 비용
구

분

용

도

미달러

상업용, 서비스, 호 - 도시중심부
텔,
- 교외
고층빌딩
- 농촌지역

7.00
6.00
3.50

3.18
2.73
1.59

주거용 및
공공건물

- 도시중심부
- 교외
- 농촌지역

6.00
4.50
2.60

2.73
2.05
1.18

공업시설

- 도시중심부
- 교외
- 농촌지역

4.50
3.50
1.80

2.05
1.59
0.82

토지개발비
2
(m 당)

상업용, 서비스, 호텔,
빌라용 토지
아파트, 사무실, 공공건물용 토지
공업용 토지

130
120
110

59.1
54.5
50.0

건물임대료
2
(매월, m 당)

공장용
주거용
사무실, 공공용
창고용

5.00
6.00
8.00
4.50

2.27
2.73
3.64
2.05

위탁건설비
2
(매월, m 당)

위 치

용

북한원

토지임대료
(매년, m2당)

목 적

비

공장건물

450～500

204.5～227.3

주거용 건물

650～790

295.5～359.0

주: 1) 적용환율 US $1=2.2북한원
2) 장려기업의 토지임대료는 처음 3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3) 토지임대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임대료 일괄지불시 임대기간에 따라 15～30% 감면
4) 위탁건설비는 미개발된 토지를 계약에 의해 토지이용권으로 임차하고 공장건물과 주거용건물을
북한측에 위탁건설하는 것임.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1993.5).

중국의 경우, 북한의 토지임대료에 해당하는 場地使用費에 북한과 마찬가지로 토지개발비가
2

포함되어 있으며, 장지사용비의 수준은 상해 포동신구는 50년 기준으로 90～120달러(m 당)로
북한보다 높으며, 천진 경제기술개발구는 53달러 정도로 북한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
국의 토지사용비(북한의 토지사용료에 해당)는 상해는 연간 0.5～12달러, 천진은 0.5～6달러
수준이며, 최고 30% 범위 내에서 3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홍택‧오강수 1995, 175).
26) ｢남포경공업기지에 관한 설명자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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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1994년 12월 말 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토지, 내수면, 해수면 임차료
에 대한 규정｣에서 전국토를 도시지역은 5등급, 지방은 2등급하여 각각에 대해 기본임대료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급지인 호치민市의 경우 연간 기본임대료는 m2당 1.70～13.6달러
이다.27) 실제임대료는 기본임대료 외에 당해 투자 프로젝트가 입지하는 지역의 인프라정비정
도, 당해 투자 프로젝트의 업종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를 곱하여 임대료를 계산한다(연간
토지임대료 = 토지분류 × 인프라조건계수 × 투자업종계수 × 입지조건계수 × 면적).28)
예를 들면, 전력 및 용수공급과 도로사정이 보통 수준(1.5)인 하노이市의 외곽지대(1.0)에서
경공업 프로젝트(1.5)를 추진할 경우, 최저 토지가격인 1.7달러를 적용하면 m2당 연간 토지임
대료는 1.5×1.5×1.7×1=3.825달러가 된다. 50년 임대할 경우에는 3.825×50(일시불로 납부하면
15% 감면)하여 약 163달러가 되는 셈이다. 한편, 호치민市 외곽에 위치한 딴투언(Tan Thuan)
과 린쭝(Lin Trung) 수출가공구의 경우, 토지임대료는 50년간 m2당 100달러(일시불)로서 일반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다(권율 1993, 140). 베트남에는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없으며,
토지임대료를 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회에 일괄납부하면 사업허가기간에 따
라 토지임대료를 경감해 준다.29)
토지가격체계는 지역, 용도, 토지등급, 인프라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여 평면
적으로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북한의 토지 관련 비
용은 중국,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장려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를 처
음 3년 간 면제와 그 이후 3년 간 50%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 경제특
구에는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토지임대료 및 건물임대료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 관련 비용에 대해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30)

2

27) 개정전(1992년 10월 재무부령) 1급지인 호치민市의 기본임대료는 m 당 2.25～18달러였으며 개정전 2
2
급지(1.50～16.50달러/m )였던 하노이는 개정 후에는 1급지에 속하게 되었다.
28) 가중치는 1에서 2까지로서 도시지역의 경우 중심은 가중치가 2이며, 외곽지역은 1이다. 인프라조건
이 양호하여 기반조성이 이미 끝난 토지의 가중치는 2, 보통의 경우는 1.5, 열악한 지역은 1이다. 또
한 투자업종의 성격에 따라 하부구조건설부문은 1, 중공업은 1.2, 경공업은 1.5, 기타부문은 2를 적용
한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3c, 140).
2
2
29) 딴투언, 린쭝 특별경제가공구의 경우 매년 납부시 m 당 연간 5달러이나, 일시불로는 50년간 m 당
100달러이다. 일반지역에서는 토지임대료를 일괄 납부하면 투자인가사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총
임대료의 15%가 감면되고, 5～10년 기간 내의 사업일 경우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2
30) 최근 하노이와 호치민의 중심가는 연간 주택임대료가 m 당 2천 달러이다. 이는 1994년 초의 1천 달
러에 비해 100%나 오른 것이며 방콕의 680달러, 자카르타, 마닐라의 400달러에 비교해 볼 때 매우
2
비싼 값이다. 교외지역 역시 하노이 교외의 집세는 연간 m 당 400달러, 호치민의 경우 250달러에 달
한다(韓國經濟新聞 19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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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치‧사회적 안정성
투자대상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문제는 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고려하는 투자환경 조건이다. 따라서 정치‧사회적 안정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Simon 1984, 123-143; Ahroni 1966; Nehrt
1972, 51-58).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김정일 정권의 불투명, 둘째,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문제국가로의 낙인, 셋째, 만성적인 경제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미국의 테닛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경제난과 주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상실로 갑작스럽고 과격하며 위험한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어느 때고 찾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북
한의 김정일은 경제난에 대한 장기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무능과 강압에 의존하고 있어 사
소한 저항도 더욱 큰 반체제 행동으로 확대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Washington times 2/2/2000).
둘째, 북한은 장기간의 핵문제 야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화학무기의 다량보유 등으로 국
제적으로 테러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마약을 수출하고 대규모 정치수용소와 20만의 정치
범으로 인권유린이 심각한 국가로 인식되어 국제사회에서 ‘문제국가’로서의 이미지가 확대되
어 있다.31)
셋째, 북한의 심화된 경제적 위기와 외채상환 문제는 북한의 사회적 긴장도와 국가위험도를
높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률의 만성적 지속, 생산시설미비, 원자재‧에너지부
족, 낙후된 기술, 공장가동률 저하, 농업생산성 하락에 따른 만성적인 식량위기 등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한편 1998년 북한의 외채총액은 12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북한
의 총외채 대 GNP(126억 달러) 비율은 거의 100%이며,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외
채에 대한 수출(5.6억 달러) 비율은 2,000%를 초과하여 이미 위험순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
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9, 25). 그 결과 미국의회 산하 회계검사국(General Accounting
Office)의 대외신용도 평가에서 북한은 170개국 중 167위를 기록(세계일보 1995/1/8)하여 북한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선진 외국의 자본‧기술 도입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32)
31) 북한은 대포동1호를 시험 발사함으로써 미국에 소형의 생-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의 노동미사일 판매로 인한 중거리 미
사일의 확산은 중동과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Washington Times 2/2/2000).
미국은 최근 북한이 이란 또는 시리아에 미사일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조선일보 2000/4/16).
32) 유엔 총회는 최근 188개 유엔 회원국 중 미납 누적액이 지난 2년치의 분담금을 넘을 경우 총회 투표
권을 상실토록 규정한 유엔헌장 19조항에 따라 투표권을 상실한 북한, 아프가니스탄, 브룬디, 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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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
정하여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자세변
화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개혁‧개방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경직된 북한사회
의 경제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수세적 대응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우선
적으로 경제특구 안에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다시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무리없이 개혁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경제체제 개혁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으나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체제개혁을 뒤로 미
룬 채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성공적인 개혁‧개방정책과 이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 공산당의 대국민 정통
성과 지도력 견지 등으로 비교적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등소평의 사후 변화가
중국 정치상황 변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강택민은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등소평 후계자로 공식 확정되어 당‧정‧군의 핵심지도부 내에 지지기반을 구축, 현
재 중국 당‧정‧군의 최고책임자로 굳건한 권력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건설에 있어 중요한 動因 중의 하나로서 앞
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 내에는 현재의 경제개혁‧개방노선에 대해서는 큰 대립이
없는 상태이며 중국 국민 대다수가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33) 그러나 인플레,
지역‧계층 간 소득격차 등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중국은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연해지역에 대한 지원축소와 내륙지역개발지원
확대 등의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독립과 통일을 쟁취하는 전쟁기간 당내 분열이 거의 없었고 베트남 역사와
민중 속에 굳건한 정통성과 뿌리를 지녀왔다. 특히 호치민(Ho Chi Minh) 사후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레 쥬안(Le Duan), 쯔엉 찐(Truong Chinh), 응웬 반 린(Nguyen Van Linh), 그
리고 도 므어이(Do Muoi)로 지도층의 안정된 권력승계를 이어왔다(이은호 1994, 202). 이러한
베트남 공산당의 정통성과 무리없는 권력승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도
는 북한에 비하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당대회 이후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모이(Doi Moi)정책을 추진
하였다. 도이모이정책의 성과로 1986년 775%, 1988년 394%에 이르던 인플레이션이 1989년에
는 35%, 1990년에는 68%로 다소 안정을 보이는 한편 1989년 베트남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쌀
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으며, 150만톤의 쌀을 수출하여 태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의 3대 쌀
등 45개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북한은 유엔의 2000년 회계연도 일반 정규예산 분담금(약 15만 8,000
달러)은 납부하였으나 국제재판소 운영비 등 특별예산 분담금을 100만 달러 이상 연체하였다(조선일
보 2000/2/4).
33) 중국은 14차 당대회와 1993년 14기 3중전회 등을 통해 향후 ‘政治左傾, 經濟右傾’을 표방하는 ‘사회주
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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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이 되었다(박종철 1995, 267). 그러나 도이모이의 결과 지역적 격차와 계층간 격차 등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났다. 경제개혁조치에 의해서 지역단위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시장경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해외자본 및 기술을 용이
하게 도입하는 남부지역과 그렇지 못한 북부지역간의 격차가 두드러진 것이다.34)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도이모이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도이모이의 결과 지
역‧계층간 격차가 발생하고 정치‧사회적 다원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간 경제격차를 최
소화하고 동시에 정치‧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며, 경제적 개혁‧개방은 가속화하는 도이모이 2기
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신헌법은 당과 국가기구간의 권한 배분, 입법준수 등
의 정치적 문제와 함께 다부문경제(multi-sectoral economy)의 원칙,35) 토지의 사용권, 국영부
문‧집단경영부문‧사적 부문의 독자성 인정, 개인 및 집단의 정당한 재산에 대한 국유화 금지,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외국투자장려 등 경제개혁‧개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36) 그러나 베트남은 1997년 개혁파 보 반 키에트 대신 보수적인 판 반 카이가 총리직
에 오르면서 개혁이 주춤하고 있다.37)
결과적으로 북한은 정치‧사회적 안정도와 지도자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의지 등에 있어서
중국‧베트남에 비추어 매우 낮은 편으로 평가되며 이는 해외투자가들의 비경제적 투자환경조
건에서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국의 금융전문월간지 ｢Euromoney｣에서는 국
가안전도(Country Risk) 조사대상 181개국 가운데 북한을 179위, 중국 38위, 베트남을 69위로
평가하고 있다(Euromoney 9/1995, 306-311).

Ⅴ. 결론: 종합평가
북한과 중국, 베트남의 투자환경 일반을 비교 분석해 보면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
의 대부분 분야에서 북한이 중국, 베트남보다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거시적 환경조건에서 북한의 비교우위부문과 비교열위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 1990년 현재 북부 고원지대의 경우 부농과 빈농 간의 소득격차 비율은 5.5배, 珠江 유역의 경우는 7.5
배, 그리고 남부 메콩델타 지역은 9.5배에 이르고 있다(Long 1993, 190-191).
35) 다부문경제원칙에 따라 베트남의 소유제도는 국영, 국영‧민간합영, 집단경영, 사연, 가계경제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36) Russel Heng Hiang Khng, “The 1992 Revised Constitution of Vietnam: Background and Scope of
Chang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4, No. 3 (December 1992), pp. 221～229, 박종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제개혁,” pp. 268～269에서 재인용.
37) 최근 베트남 정부의 소극적인 개혁자세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999년 9월에는 아홉 차례의 협상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협정초안을 공산당 정치국이 불공정성을 이
유로 거부하여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결렬되었다(중앙일보 2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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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비교우위부문
북한‧중국‧베트남 3국의 투자환경비교를 위해 거시적 투자환경에서 제시한 3가지 주요 항
목(시장성, 생산비용, 정치‧사회적 안정도) 가운데 북한이 비교적 양호한 입장에 있는 투자환
경조건으로는 생산비용(노동력, 지대‧임대료)부문 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투자유치 경쟁국인 중국, 베트남의 임금, 노동의 질 등을 북한과 비교해 보면 베트남
은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단순 노동력이 풍부하며 임금수준이 월 50달러 정도로
가장 낮은 편이다. 중국은 기본급(약 50～60달러) 외에 회사가 부담하는 성과금, 보험료, 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부담금이 기본급의 150～200%에 달하여 실제 지급액은 기본급의 2～3배
(100～180달러) 정도이며, 최근 들어 급격한 임금상승과 심각한 고급인력난 등의 문제가 있다.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 임금수준은 약 100달러 정도(최저임금 75달러)로 노동의 질을 고려
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투자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베트남에 비교
하면 2배에 달하고 있어 생각보다 투자유인이 크지는 않다.38)
한편 토지가격체계는 지역, 용도, 토지등급, 인프라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여
평면적으로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교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북한의 토지 관련
비용은 중국,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장
려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를 처음 3년 간 면제와 그 이후 3년 간 50% 감면해 주는 혜택
이 있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토지임대료 및
건물임대료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 관련 비
용에 대해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2. 북한의 비교열위부문
북한은 거시적 투자환경요인으로 앞서 제시한 3가지 주요 항목 가운데 시장성, 정치‧사회적
위험도에서 열악한 환경조건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경직된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결과로 열악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EU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기지
로서의 활용이 어려워 해외투자를 하는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수출시장 확보 자체에 문제가 있
는 상태이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개혁‧개방의지가 권력 상층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
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외국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 반면 최근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은 체제개혁 의지 없이 자력갱생체제를 유지하는 가
운데 당장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38) 북한은 동일 민족, 동일 언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시 겪게 되는 의사소통문제 등 문
화적 비용(Culture Cost)이 해소 또는 감소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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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북한‧중국‧베트남 투자환경 평가
평
주요 항목

시장성

가

세부항목
북 한

중 국

베트남

내수시장

X

O

△

수출시장접근

X

O

△

외자도입성과

X

O

△

노동력(임금‧질)

O

△

O

지대‧임대료

O

△

△

정치적 안정성

X

△

△

개혁‧개방의지

X

O

△

생산 Cost

정치‧사회적 안정성
주: O 양호, △ 보통, X 열악

이는 최근의 외자유치 성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1997년 말까지 투자유치건수 30만 4,400건에 투자계약액은 5,790억 달러를 기록하
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는 1986년 도이모이 이후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 결과 1988년에서
1997년 말까지 투자승인액은 300억 달러, 실제투자액은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유치실적
을 이루었다. 반면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발표한 이후 1993년 말까지 투자건수 144건
에 총투자액은 1억 5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나진 선봉지역에 대한 7년간(1992-1998)의 외
국투자유치 실적도 약 8,8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거시적 투자환경은 저임 노동력과 지대 측면에서 다소 관심을 끌 수 있
으나 그 이외의 투자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외
자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투자환
경 제약요인이 시장성 부재나 정치‧사회적 위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한적 개방노선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확고하지 않다
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함께 체제 내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
한의 외자유치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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