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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Development Zone(EDZ) in the province is one of the foreign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North Korea has promulgated 27 Economic Development Zones(5 EDZs as central level 

and 22 EDZs as provincial level)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expansion of external opening 

policy. EDZs of the provin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North Korea’s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nalytical criteria that can be quantified when considering 

the location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en domestic companies advance 

into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derive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 criteria. After that, based on this, we intend to quantify the evaluation of the 

location prior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n this study, through AHP analysis results, when 

domestic companies enter North Korea, we derive the importance and preference of location selection 

factors when considering the location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s.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of North Korea when the Korean company entered the North economic development 

zone following location for evaluation. That is,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industrial infrastructure, 

competitiveness, and management incentives. And 14 sub-factors were selected and AHP analysis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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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북한과 한반도는 대

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다. 남한은 과거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나 저성장이 굳어지는 경제 환경의 변화

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속적

인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경제에 수출입 급감과 무역수지 

악화, 산업 생산 둔화, 기술발전 둔화 등의 악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수

해 등으로 '3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리라는 기대가 팽배했다. 2018년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월 싱가

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자 기대는 현실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

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교착상태가 계속되

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 역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및 경제체제가 상이한 남북이 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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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실현 할 수 있는 길은 역사, 언어, 핏줄을 함께 

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

유하는 ‘경제공동체’의 영역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현실적으로 산업 및 인구

구조 변화, 내수부진 등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

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인바,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을 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으로

써 한계에 도달한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고 남

북한 모두에게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중단기

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

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다방면

에 걸쳐 많은 정책을 실시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남북한 간

의 극심한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북한 지역 경제

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 경제 협력은 제

한적인 협력에서 전면적인 협력까지 다양한 유형과 수준

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 협력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 보듯이 일정한 협력 후 급격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남북 경협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함으

로써 한국 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고, 한국경제

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사실상의 섬 국가 상태에서 탈

피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서의 지정학

적 성격을 복원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위해 무엇보다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경협과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라는 두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과의 남

북경협도 민간이 주도하는 경협이 중심이 되고 정부의 공

공투자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경협은 기업의 수익성을 목표로 삼

는 비즈니스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좋은 비즈니스 환경이 형성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

다.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등 국내 기업들이 들어와 사업

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

개발구 정책은 대외경제 부문의 핵심으로 시장의 자율성

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북한 대외개방 정책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27개의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진전

과 함께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

다.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은 북한 내 토지이용과 직접 연

관된다는 점에서 남북한 교역의 증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기업 및 산업의 배치와 같은 물리적 계획은 오

랜 기간에 걸쳐 국토 이용을 규정하게 되므로 현재의 물리

적 계획의 효율성에 따라 미래의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영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 초기부터 

합리적인 입지 선택이 이루어져야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북한 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라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하

고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지정된 경제개발구의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경제개발구 개발은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

한과 지속적인 대화와 경제적 협력을 할 수 정치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북한 진출 기업에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비해 민간기업의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기본 여건에 대한 선행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

실이다. 남북경협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중 대부분은 북한 

지역 기반시설 건설이나 경제개발구 같은 공공투자를 어

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히고 있다[27]. 북한 경

제와 남북경협의 발전 잠재력을 검토해 본 몇몇 연구가 있

었지만 이들 연구는 기본여건만 살펴보았을 뿐, 민간기업

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수익성에 대해 검토까지 하지는 못

했다[5][18]. 한편 2018년에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민간기업

의 북한 사업 전망과 과제를 다룬 단행본들이 활발하게 발

간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남북경협의 장점과 잠

재력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결여하고 있다[29].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기업들이 남북경제 협력의 진

전에 따라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

발구의 입지 조건 고려할 때 계량화할 수 있는 분석 기준

을 선정하고, 각 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구의 입지 우선순위 평가를 수치

화하고자 한다. 민간기업이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기회를 

확보하고 경제적 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입지적 특성 및 여건을 기반으로 산업입지의 

잠재력, 지역별 산업 입지 여건, 교통 및 인프라 등을 고려

하는 대북사업 진출을 위한 입지선정 평가모델을 구축하

고 AHP 분석을 통해 북한진출 산업입지 선정 요인에 대

한 중요도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

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북한 

경제개발구의 현황과 분석,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의 입지

선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산업입지 

선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술하였다. 3장 연구의 범

위 및 방법에서는 연구모델 설계와 방법, 그리고 AHP 분

석기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4장에서는 AHP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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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 조건 고려할 때 입지선정요인 중요도 및 선호도를 

도출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 경제개발구의 현황과 분석

특수경제지대 정책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국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정책이다. 특수경제지대를 

지칭하는 명칭도 자유무역지대, 자유경제구역, 특별기업

구역, 수출구역, 경제개발구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경제특구’인데, 중

국의 경제특구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일반화된 것으로 본

다. 일반적으로 특수경제지대는 경제특구라고 지칭되나, 

북한에서는 특수경제지대 안에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등 

여러 가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시

대에는 경제특구,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개발구라고 명명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개발구를 포괄개념으로 사

용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 경제특구 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구 정책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였

으며, 2013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경제개

발구 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에 기초하여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구 등 사업 성격에 따라 5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고, 관리소속에 따라 중앙급 개발구와 시도 개발

구 별로 총 27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의 주된 목적은 외국자본의 유치

와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 발전이다. 김정일 시대 경

제특구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였고, 지방행정기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투자자 및 입주기업의 의견 대변기구

가 부재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비전문성과 비효율성

이 존재하여 경제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대외경제 부문 법

제도 제정, 계속된 수정, 보완 작업을 실행하였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법에 의하면 경제지구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안전과 권리 보장은 물론 토지사용

료 면제, 50년 임대 보장 등 혜택 등을 명시하고 있다. 투

자가들이 기업 경영에 필요한 물자 등을 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고 외화와 이윤, 재산도 자유롭게 외부로 송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북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서는 토지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용료도 면제하는 특혜

를 부여하기도 했다.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의 목표는 무엇보다 전 국토의 경

제개발구화 혹은 개발구의 전국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북한 외곽 5개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점(點) 

개방에서 선(線) 개방 방식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한 것으

로 중국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석된

다. 이외에도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와 

개별 기업소 참여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적극성과 자율

성을 부과했다는 평가이다.

<Table 1> Status of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 (2018)

Management Entity Economic Development Zone(EDZ)

Main EDZ (8)

Wonsan-Geumgangsan International Tourism Zone, 
Raseon Economic and Trade Zone, 
Golden Pyeongwihwado Economic Zone, 
Geumgangsan International Tourism Zone,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Gangryeong International Green Demonstration Zone, 
Eunjeong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Zone, 
Jindo Export Processing Zone

City and Provincial 
EDZ (19)

Jagangdo: Manpo Economic Development Zone, Commissioner Industrial Development Zone
North Hamgyeong Province: Chongjin Economic Development Zone, Fishery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Onseong Island Tourism Development Zone, Gyeongwon Economic Development Zone
Hamgyeongnam Province: Heungnam Industrial Development Zone, Bukcheong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Yanggang Province: Mubong International Tourism Zone, Hyesan Economic Development Zone
North Pyeongan Province: Yalu River Economic Development Zone, Cheongsu Tourism Development Zone
South Pyeongan Province: Cheongnam Industrial Development Zone, Sukcheon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North Gangwon Province: Hyundong Industrial Development Zone
Nampo City: Wowdo Export Processing Zone
North Hwanghae Province: Songlim Export Processing Zone, Sinpyeong Tourism Development Zone
Pyongyang City: Gangnam Economic Development Zone

Source: Cha Myung-cheol, Major Economic Zon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Foreign Mun 
Publishing Hous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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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북한

의 대외개방 정책보다 속도나 규모 면에서 확대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특구·개발구를 중앙

급, 지방급으로 이원화하고, 둘째,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각 지방이 보유한 비교우위 요소를 토대로 특화된 경제개

발구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경제개발구 지대 밖의 

북한기업이 새로운 경제특구·경제개발구에 진출할 수 있

게 하고(｢경제개발구법｣ 제20조), 지대 내의 외국 자본이 

지대 밖의 북한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경제개발구 

기업창설 규정｣ 제21조) 제도를 열어두었다. 나진 및 개

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지대 밖 북한의 기업들과 위탁

가공 내지는 생산 공정의 분업체계를 구축할 수 없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2.2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산업단지와 경제특구의 입지선정 요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다양하다. 먼저 국외의 연구에는 Frenkel의 연구에

서는 경제적 요인을 입주 분양 요인, 기반시설, 원자재 접근

성 등과 산업의 직접도, 입주 환경 등을 통해 요인을 도출하

였다[1]. Badri는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205개 입지요

인 중에서 부동산 전문가집단의 검토를 거쳐 수송, 노동, 

원자재, 시장, 산업용지, 산업인프라, 정부의 태도, 세금구

조, 기후, 커뮤니티 등 10개의 입지요인을 도출하였다[2]. 

Tyagi and Das는 입지 문제에 대한 구매 비용, 유통비용, 

창고 운영비를 포함하는 총비용을 물류 단지가 입지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34]. Dunning은 수출

과 해외직접투자를 국제생산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기

업 특유의 우위 요인(Ownership Specific Advantages), 

내부화 우위요인(Internalization Advantages), 입지상

의 우위 요인(Locational Advantage)로 구분하고 해외투

자의 우위요인을 제시하였다[6]. Stafford는 미국의 제조

업체 입지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임원들을 대상

으로 국가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14개 요인을 도출

하여 분석하였다[32].

국내 연구에서는 양광모 연구에서는 물류센터의 입지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업종별로 AHP모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17]. 선정요인에는 비용요인, 지리적 요

인, 교통요인, 인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각 요인을 

평가하여 계산된 중요도 벡터들의 값을 해당하는 기준들

의 중요도와 곱하여 총 중요도를 계산하였다. 김태은･구
교준은 정책변수(정부 규제, 세율, 무역 자유도, 지적재산

권, 투자승인 등 투자인센티브), 경제변수(소득수준, 경제

성장, 시장규모), 정치사회변수(민주주의, 법적 안정성, 

부패, 노동비용과 우수인력, 정보기술 인프라)를 투자 결

정변수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다[33]. 이종희 연구에서는 

<Table 2> Establish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North Korean EDZ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Main Content

2013.5.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64
Law summary, establishment, development, management, economic 
activity, promotion and preference, dispute resolution, etc.

2013.11.
Economic Development Zone Establishment Regulations

21
Specific regulation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2013.11.
Economic Development Zone Management Agency 
Operation Regulations

26
Organization of management institution, business content, 
dispute resolution

2013.11.
Economic Development Zone Enterprise Establishment 
Operation Regulations

47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of companies, business 
activities, financial accounting, dissolution, sanctions and 
dispute resolution

2013.12.
Economic Development Zone Labor Regulations

58
Recruitment and dismissal of the labor force, working hours 
and breaks, labor compensation, labor protection, social and 
cultural policies, sanctions and dispute resolution

2014.2.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in Economic 
Development Zone

69
Preservation and cre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disposal of waste facilities

2014.3. 
Economic Development Zone Development Regulations

38
Development plan, development company selection, demolition, 
development work, sanctions and dispute resolution

2015.7. 
Economic Development Zone Real Estate Regulations

59
Acquisition, registration and use of real estate, real estate 
rental and usage fees

2015.7. 
Economic Development Zone Insurance Regulations

52
Main contents of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branches, 
and establish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ource: Kim Il-Han, 2018, Economic Development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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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의 실태 분석연구에서 입지 결정의 우선순위

를 위해 계층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 실시하였으며 연계성 및 접근성 등의 환경적 요인과 분

양가, 시장성, 지가 등의 경제적 요인, 원자재 조달, 집적화 

등의 산업적 요소와 금융지원 및 인허가 등의 법률적 지원 

등의 정책요인으로 구분하여 입주 결정 요인의 우선순위

를 분석하였다[13]. 이재탁, 김동일 연구에서는 입지 결

정요인을 기반시설의 안정화와 산업 자원의 접근도 그리

고 매개변수인 주거 근린환경요인 군의 세 가지 요인 군으

로 대별하여 산업입지 결정요인과의 관계 정도를 구조방

<Table 3> Major Policies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Classfy Main Contents

Basic 
Principles

① Staged development ② Diversification of foreign capital attraction ③ Protection of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④ Reasonable use ⑤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production and service 
⑥ At the same time, guaranteeing social and public interest ⑦ Guaranteeing sustainabl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Operating 
Principle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s divided into the state level and the local 
level,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special economic region is in charge.
Economic development zones must receive the guidance and management of the Central Special Economic 
Zone Guidance Department and the provincial (directly controlled city) People's Committee.

Corporate 
activity 
Benefits

Corporate management and Preferential policy for business activities

Income tax Reduction

Import-related tax reduction

Development Enterprise Benefits

Tariff benefits in the development zone

Other Benefits
Land lease in the development zone is limited to 50 years, and after the lease period ends, it is possible 
to buy or sell leases.
Free foreign currency portability, legal profit and free remittance of other income guaranteed

Source: Ho-Yeol Lim et al.,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Today's 
World Econom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5.4.

Source: Ministry of Unification, North Korea Information Portal

[Figure 1] Status of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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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모델로 분석하였다[15]. 육근찬의 산업단지 분양 결

정요인 연구에서 단지 환경 변수로 가격경쟁력, 입지경쟁

력, 단지 쾌적성, 사업성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산업 환경 

변수로 시장 접근성, 지역 성장성, 산업용지 수요, 기반시

설 정도를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다[23].

또한 산업 단지의 또 다른 형태로서 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유형의 연구들이 진행돼 오고 있다. 먼저 

조영관 연구에서 경제특구는 “해당 국가의 전형적인 경제

법이 적용되는 지역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지역”이라고 개

념화하였으며[22], 이상준 외 연구에서는 경제특구는 “일
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일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

는 특별 지역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26]. Farole는 

경제특구의 개념에 ‘제한된 구역’과 ‘예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독립된 행정체계’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시켰

다[8]. 세계은행의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에서 경제개발구는 “① 지리적으로 범위가 정해

진 지정된 구역(Geographically delimited area, usually 

physically secured), ② 단일 행정 및 관리(Singl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③ 구역 내에 입주함

으로써 법적으로 부여되는 특혜(Eligibility for benefits 

based upon physical location within the zone), ④ 독

립된 관세 구역과 간소한 절차(Separate customs area 

and Streamlined procedures)”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

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특구를 종합하여 정리해보

면 특별하게 지정된 구역으로 특수한 행정 및 관리와 법･
제도적인 특혜, 독립된 절차 등을 바탕으로 국외자본을 유

치하는 지역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9].

2.3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산업입지 

선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북한이 경제개발구 설치의 목적은 경제발전, 주민 생활 

향상 및 외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등이며, 이는 기업 유치

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과 개발구 및 배후지역 경제 활성화

에 우선순위를 두며, 북한도 분산하여 설치한 경제개발구를 

신규 고용 창출, 지역별 산업기반 강화 및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

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대외개방전략의 중심으로

서 비핵화 진전 시 기존 경제특구 정책과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추동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공 

요인을 제시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됐다. 조동호 외 연구로 

북한의 경제특구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전면적이고 과감

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 그러면서 시장경제체

제의 주요 내용은 “북한 노동력의 직접 채용 및 해고, 자유로

운 임금조정, 성과급 도입, 송금 자유 및 세금감면, 자본주의 

문화수용”이라고 제시하였다. 물론 이 같은 경제특구 정책

을 추진할 때 전제되는 상황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한 대외관계의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방

향을 정확히 밝히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리더십”이라

고 봤다. 김석진의 연구에서는 과거에는 북한은 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외관계가 정상화되어야만 외국인투자 유치가 

성공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중국의 대표적 수출산업이 노

동집약적 제조업이었으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북한 수출산업의 주요 판매시장

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 그러한 측면에서도 

북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경영권과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력, 용수,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관세 및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체제전환국과 북한 경제특구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21], [22], [16], 

[3], [12], [14], [25], [11], [7], [31].

아울러 북한의 경제개발구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오랫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먼저 최막중 연구에서는 경제특

구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그리고 충분조건으로 ‘개방과 경쟁의 사회적 의지’를 제시

하였다[19]. 전자의 경우 입지 조건(기반시설, 배후지

역), 경영환경(노사문제, 세제지원), 생활환경(기초주거

환경, 광역문화환경), 토지개발(개발방식 및 주체, 토지의 

이용규제)을 제시하였고, 후자의 경우 지역과 국적 제약

의 신축성(국토, 수도권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다

시 설명하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구 내로 

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유치 기업도 국내기업은 물

론 다국적기업의 개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의 소비자･수요

자로서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잘 파악하고(필요조

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해 생산자･공급자로서 사회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는(충분조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준 외 연구에서는 경

제개발구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도적 조건(특

구 관련 법제 구축, 각종 규제의 철폐, 조세감면 혜택, 외

환･금융상의 혜택, 유연한 노동 규정), 물리적 조건(적절

한 인프라 구축, 물류체계 재정비, 원활한 유통환경 조성,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 기타 조건(배후 경제 지역과의 

연계성, 주변 접경국과의 상호 경합성, 정부의 행정 지원

과 역량 집중, 정부 정책 신뢰, 경제특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감대)을 제시했다[26]. 

김석진은 7가지 기준에 따라 경제특구 모델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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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진다고 제시했는데[24], 이 중에서 경제특구의 

성공요건 3가지 기준(개발사업자, 지리적 위치, 노동시장 

존재)과 특구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결

정하는 요인 4가지 기준(입주기업, 국내경제와의 연계, 규

모, 경제활동 범위)을 제시하였다. 이석기 외 연구에서는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크게 기본조건, 핵심조

건, 부가조건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1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앞의 문

헌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 위험(Country Risk)’에 대

한 항목은 기본조건으로 제시되었으며, 투자한 기업의 수

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공급, 물류 여건, 

3통(통행, 통관, 통신)의 보장, 인프라 여건, 법･제도적인 

우대혜택이 핵심요건을 구성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한 부

가조건으로 행정관리, 노무관리, 경영 관련 규제, 업종, 국

내외 기업에 대한 대우, 상사분쟁제도, 생활 여건, 규모에 

대한 결정 등이 꼽혔다[28].

이외에도 북한의 산업 입지 선정을 위한 앞의 연구와 

더불어 이규황 외 연구에서는 각 산업이 요구하는 입지요

인의 특성과 각 공업지구가 갖고 있는 입지 요인의 특성인 

노동시장 관련정보: 지역별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산업별 

특성 관련정보: 천연자원의 지역분포, 기존의 산업분포, 

운송비 관련정보: 지역별 철도 및 도로, 항만확충, 설비투

자비용: 지역별 전기 및 공업용수 공급원, 시장 관련정보: 

지역별 시장규모에 기초하여 각 공업지대별로 각 산업의 

입지적합도를 요인들이 각 산업별로 얼마나 중요하게 작

용하는지를 매우 중요, 중요, 중요치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10]. 김민관 연구에서는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되고 대외

관계가 정상화되어 외국인투자 유치가 성공할 수 있는 북

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경영권, 재산권 보장, 전력, 

용수,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 관세 및 법인세 감면 등 세

제상 혜택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20]. 최천운 연구

에서는 산업입지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입지변수를 토대로 

북한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요인으로 

생산요소에는 노동력(인구수), 산업인프라에는 사회기반

시설(전력발전소와의 거리), 고속도로(고속도로와의 거

리), 철도(철도와의 거리), 투자인센티브에는 북중 국경

과의 거리, DMZ와의 거리, 산업연계성에는 주변도로(접

근성) 6개를 선정하여 점수화 하였다[3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모델 설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경제 협력의 진전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북한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면 북한의 경제개발구

의 입지 조건 고려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선

정하고, 각 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구 입지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수치화

하고자 한다. 앞장의 제시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북한 경

제 개발구에 국내의 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입지선정요인

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며, 다수의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이 중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의 모델을 설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북한 경제 분야

의 전문가들과 토론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 

경제개발구에 국내 기업이 진출 시 입지평가를 위한 물류 

및 교통, 산업인프라, 경쟁력, 경영 인센티브 4가지 요인

<Table 4> Hierarchical Structure of Location Evaluation Criteria for Domestic Companies to 
enter the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

Major Attributes Sub Attributes

Logistics and 
Transportation(LT)

Railroad and Road Proximity (RRP)

Port Capacity and Distance to Airport (PCDA)

Distance to the Border(DB)

Industrial Infrastructure(II)

Power and Water Capacity (PWC)

3-Tong(Passage, Customs Clearance, Communication) (PCC)

Social Infrastructure and Living Conditions (SILC)

Competitiveness(COM)

Labor Supply (LS)

Area and Scale (AC)

Distribution of Existing Industries and Resources (DEIR)

Development Cost (DC)

Management Benefit(MB)

Guarantee of Management Rights and Property Rights (GMPR)

Tax Benefits (TB)

Legal and Institutional Benefits (LIB)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Regulation (A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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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요인 및 세부내용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물류 및 교통 상위항목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는 철도 및 

도로 근접성, 항만 용량 및 공항과의 거리, 국경과의 거리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인프라 요소에는 전력 및 용수

용량, 3통 환경(통행, 통관, 통신), 사회기반 및 생활 여건

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쟁력 상위요소에는 노동력 공급, 

산업단지의 면적 및 규모, 기존산업 및 자원의 분포, 개발

비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 인센티브에는 경영권 및 재산권 

보장, 세제상 혜택, 법･제도상 혜택, 행정관리 및 규제로 

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와 북한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

과 토론을 통하여 북한 경제개발구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경우 입지평가를 위해 <Table 5>에서 보이는 단계별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평가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산업단지 입지 평가 요인들을 

파악한 후 북한 경제개발구 입지평가 요인들을 도출하였

다. 둘째, 예비조사에서는 북한경제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과 북한의 현실을 고려한 입지평가 모델

을 도출하였다. 셋째, 예비조사에서 마련된 평가기준안을 

바탕으로 역시 북한 경제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평가하였다.

3.2 AHP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개발구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경

우 입지평가를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HP는 1970년대 초반 T. 

Saaty에 의하여 개발된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의사결정이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비

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

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론이다[30]. AHP는 여러 개의 속성을 분

류하여 쌍대 비교, 즉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판단자료

를 일정한 논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획득 및 분석 가능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상대적 

우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 평가 결과를 간단한 방

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다. 특히 AHP는 

정략적 요소는 물론 정성적인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가 0.2보다 작게 나오면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

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0.1보다 작으면 의

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한

다. AHP 분석 절차는 <Table 6>과 같다. 

북한 경제개발구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경우 입지평가

를 위해 상위 평가항목 4개, 하위평가항목 14개를 계층 

구조화 하였으며, 쌍대비교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북한경제 분야에 박사급 학계, 산업계 전문가 50명에

게 설문을 하여 27개가 회수된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에서는 AHP에서 주어지는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이 0.1보다 큰 6개의 설문 응답지를 

제외하고 결과 분석 평가하였다. 요약은 아래 <Table 7>

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메이크잇(Make It) 윈

도우 버전(http://imakeit.kr/win/)을 사용하였다.

4. 분석 결과

4.1 기초통계분석

설문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응답설문지 총 27개 중 일

관성 지수가 0.1보다 큰 6개의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그리

고 설문지 21개의 응답자에 대한 분포 특성을 <Table 8>

에 나타내었다. 학계가 12명, 산업계가 9명 그리고 경력이 

5년 이하가 9명 6년 이상이 12명으로 파악되었다. 

4.2 AHP분석을 이용한 분한 입지 선정 요인 

분석 결과

AHP 분석을 이용한 국내기업이 북한 경제개발구에 진

출할 경우 입지선정요인의 분석 결과 <Table 9>와 같이 

<Table 5> Research Process

Step Research methodology Research purpose Remark

Step 1 Literature research Preparation of evaluation criteria Descriptive Research

Step 2 Preliminary Research
Determination of location-determining 

factors through expert discussion

Through brainstorming
Review and supplement the 

evaluation criteria

Step 2 Main Research
Evaluation of the influence of 

location-determining factors on location 
suitability for industry and academia experts

AHP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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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위요인의 중요도 중에

서 경쟁력 요인이 0.314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물류 및 교통요인이 0.268, 산업 

인프라 요인이 0.213, 경영 인센티브 요인이 0.205% 순

으로 물류 및 교통요인, 산업 인프라 요인, 경영 인센티브 

요인에 비해 경쟁력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란 것을 보

여주고 있다.

AHP 분석을 이용한 국내기업이 북한 경제개발구에 진

출할 경우 입지선정요인의 분석 결과 세부적인 하위 결정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류 및 교

통, 산업인프라, 경쟁력, 경영 인센티브 상위 요인 중에서 

경쟁력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첫 번째 경쟁력 요인 중에서는 북한의 노동력 공급 요인

이 0.385, 산업 입지 개발에 투입되는 개발비, 0.239, 산

업 입지의 면적 및 규모 0.197, 기존의 산업 및 자원의 

분포가 0.185 순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북한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노동

력 수준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북한 진출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의 기회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물론 북한의 임금 수준과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단순

히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양질이고 저렴한지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북한에

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

로 북한이 제정한 노동 제도를 따라야 한다.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준수해야 할 북한의 노동제도에

<Table 6> AHP Process

Step 1 Defining the decision problem

⇩
Step 2 Developing a conceptual framework

⇩
Step 3 Setting up the decision hierarchy

⇩
Step 4 Collecting data from experts

⇩
Step 5 Employing the pair-wise comparison

⇩
Step 6 Estimating relative weights of elements

⇩
Step 7 Calculating the degree of consistency

⇩
Step 8 Calculating the mean relative weights

<Table 7> Survey Overview

Classify Contents

Survey Industrial and academic experts with doctoral level or higher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economy

Questionnaire

Distribution Questionnaire 50

Collected  Questionnaire 27

Analysis Questionnaire 21

Survey Method Self-filled questionnaire or Google Survey

Survey Period 2020. 7. 1. - 8. 22.

<Table 8>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Career Years Academic Experts Industry Experts Total

Less than 5 years 4 5 9

More than 6 years 8 4 12

Total 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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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인 투자기업 로동 규정 및 개성공업지구노동 규정

이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의 북한 내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측

면도 있다.

두 번째는 물류 및 교통요인이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철도 및 도로 근접성, 항만 

용량 및 공항과의 거리, 국경과의 거리 요인이다. 여기서

는 철도 및 도로 근접성 요인은 0.425, 항만 용량 및 공항

과의 거리요인은 0.345, 국경과의 거리 요인은 0.228 순

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산업입지 관련 주요 기반시설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이 있다. 북한의 경우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 62%를 철도가 담당하고 있어 도로보다는 

<Table 9> Analysis Results of the importance of Location Evaluation Criteria for Entry into the North Korean EDZ

Major Attributes Sub-Attributes Weight Percentage

RRP 0.114 0.425

LT
PCDA 0.093 0.347

0.268

DB 0.061 0.228

PWC 0.071 0.335

II
PCC 0.078 0.369

0.213

Location Evaluation 
Model for Entry into the 

North Korean EDZ

SILC 0.063 0.296

LS 0.121 0.385

AC 0.062 0.197
COM

0.314

DEIR 0.056 0.185

DC 0.075 0.239

GMPR 0.060 0.293

TB 0.047 0.229
MB

0.205

LIB 0.046 0.224

AMR 0.05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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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주요 수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 수송 전체

의 75%가 전철화 구간이며, 전 노선의 98%가 단선으로 

철도통신망 등 관련 시설은 크게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도로는 지역 내 연결수단으로서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

하고 있으며, 그 상태도 열악하다. 공항도 그 발전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편이다. 북한 지역 산업입지 개발은 남북관

계의 개선과 교류 협력의 고도화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북한 지역 산업 잠

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로수송 중심의 남한 교

통체계와 산업철도 위주의 북한 교통체계의 이질성을 극

복하고 이를 통합한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위해 중

국 및 러시아와 육로를 통한 직접 교역이 가능해지기 때문

에 이들 나라와 연결되는 철도망의 구축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 번째로 높게 분석된 요인은 산업 인프라 요인으로 

전력 및 용수 용량 요인, 3통 환경(통행, 통관, 통신)요인, 

사회기반 및 생활 여건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통 환경

(통행, 통관, 통신) 0.369, 전력 및 용수 용량 요인이 

0.335, 사회기반 및 생활여건 요인 0.296 순으로 중요성

이 분석되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육로 수송･통행이 허용되는 등 비교적 양

호한 3통(통행･통신･통관) 환경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

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전력 및 발전시설일 것이다. 

북한은 발전시설 노후화 등 문제로 인해 발전량은 통계청 

추계로 2016년에 239억kWh(수력 128억, 화력 111억)

으로 시설용량의 35% 가동률 수준이며, 남한의 4.4%에 

불과하다. IEA 추계로는 2016년 142억kWh로 훨신 낮게 

평가되고 있다. 북한 스스로는 2005년에 163억kWh를 

생산했다고 한 바 있다. 송배전 설비 노후화도 문제로 지

적된다. 북한의 송배전은 220, 110, 66kV 체제로 구성되

어있는데 주파수는 남한과 같이 60Hz이다. 중국에서 수

입한 송전선 품질의 문제도 있다고 한다. 송배전 상의 손

실률은 일반적인 평균인 15%를 훨씬 넘어 30%를 초과한

다는 분석이 있다. 북한의 전력 부문은 전압이 안정된 전

력을 정전 없이 공급하려면 발전소 추가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소의 설비 개체와 보수, 그리고 송배전의 전선 교체와 

설비근대화가 급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기

업들이 북한 진출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경영 인센티브 요인으로 경영권 및 재산권 

보장 0.293, 행정관리 및 규제 0.254, 세제상 혜택 0.229, 

법･제도상의 혜택 요인이 0.224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2019년부터 자력갱생을 주장하면서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반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강조

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019년 11월 21일 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체들이 기업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 및 ‘창의적 활동’
을 위한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조직 개편’과 법･규정 보완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 관리제는 김정은 시대에 

‘북한판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효율성 제고를 위

해 생산, 판매, 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정책이어서 시장경제로 다가선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앞의 분석 결과 <Table 9>에서 보는 것처럼 상위요인

과 하위요인의 중요도를 각각 곱함으로써, 전체 14개 평

가지표 간의 중요도 차이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

다. 여기서 전체 평가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인 노동

력 공급이 0.121이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철도 및 

도로 근접성으로 0.114, 항만 용량 및 공항과의 거리가 

0.093 순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업들이 남북경제 협력의 진전

에 따라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

구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산업 입지 개발에 필요한 계량

화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선정하고, 각 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기업이 북한 

경제개발구에 진출할 경우 입지선정요인의 분석 결과 상

위요인의 중요도 중에서 경쟁력 요인(0.314)이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물류 및 교통요인(0.268), 

산업 인프라 요인(0.213), 경영 인센티브 요인(0.205) 

순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 경

제개발구에 산업입지로 진출할 때 가장 매력도를 갖는 경

쟁력요인으로는 북한의 노동력 공급을 매우 중요한 요인

을 고려하였다. 국내 투자기업들이 북한에서 성공하기 위

해서는 북한의 노동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으로 크게 인력관리방안, 보상

관리방안, 그리고 노동의 질 향상방안 등을 제시 할 수 있

다. 그다음으로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들의 교통 인프라 

요소들과 전력 및 용수 등의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세 번째로 3통 환경(통행, 통관, 통신)과 산업입

지 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투자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경제발전을 추동할 새로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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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남

북경협의 발전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

다. 북한의 제도적 및 물리적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으

며, 이를 충분히 개선하려면 남북한 당국 및 국제사회가 

잘 협력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 업종별 구분을 통한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부문별, 업종별로 남북경협 여건과 전망

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비교적 

양호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임금 수준이 낮으므로 노

동 집약 제조업의 발전 전망이 밝다. 경제개발구를 개발해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주고 노동 집약 제조업체들을 유치

하면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기술 집약 제조업은 훨씬 더 우

수한 비즈니스 환경이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북한에 대거 

진출하기는 어렵고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점진적, 장기적

으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북한의 비즈니스 환

경이 미비하다고 해서 반드시 남북경협의 장래가 어둡다

고 할 수는 없다. 비핵 평화 협상의 성공으로 대북제재제

가 해제될 경우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개발지원, 즉 

공공투자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펴기만 한다면, 장기적

으로 남북경협은 크게 발전할 수 있으며, 남북한 경제발전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현재 UN과 미국은 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국제사

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대해 전 분야에 걸쳐 경제제재

를 취해 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매년 지정하는 테러지

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무역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은 투자환경이 대단히 열악하여, 세계에서 가

장 투자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국자본

은 북한 시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개방정

책 부재, 법 및 제도 적용의 자의성 존재, 투자사업을 진행

하기 위해 부수적인 별도 투자 필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율, 투자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력관

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경제개발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경

제개발구법을 시행하여 27개의 경제개발구를 통해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외국

인 투자관련법에 따르면 남한기업도 북한에 직접투자를 

할 수는 있다. 북한에서 가능한 직접투자 형태는 합영기업

(외국 측과 북한 측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운영), 합작

기업(외국 측과 북한 측이 공동출자, 북한 측 운영), 외국

인기업(외국 측이 단독출자, 단독 경영 ; 특수경제지대에 

국한) 등 세 가지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북한은 아래로부

터의 시장화 및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노동생산력도 향상

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북한은 7,000조 원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진 미래가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리적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위치하여 엄청

난 경제적 잠재력 가지고 있다. 

남한은 현재 자원 부족, 인구절벽, 코로나바이러스 상

황, 내수 경기 부진의 장기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

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

다. 미래가 불투명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진전

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남북한 경제 통합 시 한국

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자원, 노동력이 합쳐지는 강건한 

내수 시장과 경제권 확대 등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평화경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과 북한지역 경제개발구 정책을 연계

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

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정치 상황에 좌우되는 경협의 패

러다임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위

험은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공업 생산력 강화를 위한 가장 핵

심적인 기반 사업이므로 물류 수송 체계의 개선과 병행하

여 우선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개발구의 

경우 북한 정부가 강한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음으로 협력

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북한의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내용

을 제안하였다. 즉,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국내기업이 지출

할 경우 마련해야 할 역량으로 다양한 여건들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부문별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입지평가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본연구결과는 개별기업이 북

한의 경제개발구에 진출할 경우 입지 평가를 위한 평가 기

준을 제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량화함으로써,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속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 결정 과정에서 사업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이 효과

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활용

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업종별 평가지표 선정 및 지

표별 가중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두 번째는 각 

경제개발구에 대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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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며, 더욱 현실적인 평가모델 구출을 위해 북

한에서 탈북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

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한 기업이 북한 진출 시 어느 경제

개발구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남북한의 적정 산

업 배치안을 작성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 필요한 추가적인 고려사항들도 많아 최종적인 입

지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 

경제개발구의 입지 여건에 대한 개별요소들을 보다 다양

화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입지선정기준을 평가하고 

계량화하는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

원할 수 있는 연구는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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